
제3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8권 1호 (2011. 5)

조직세포의 자동화된 암 진단을 한 병리지식 

기반의 온톨로지 진단 임워크에 한 연구

송재원, 이주홍

인하 학교 컴퓨터 정보공학과

sjw@datamining.inha.ac.kr, juhong@inha.ac.kr

A study for ontology-diagnosis framework research 

based on pathology-knowledge for automated cancer 

diagnosis of biopsy samples

Jae-Won Song, Ju-hong Lee

Dept of Computer Science & Information Engineering, Inha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병리진단지식을 활용한 조직세포 상의 암진단을 한 온톨로지 기반의 진단 임워크

를 제안한다. 병리진단 분야는 환자로부터 획득한 조직셈 을 자 미경을 이용하여 조직의 구조  

특징과 형태학 특징을 기반으로 진단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진단은 의사의 주 인 경험에 많이 의

존하기 때문에 같은 병증에 해서도 의사들마다 다른 진단을 하게 된다. 최근 이러한 주 인 경험

에 의한 오진을 이고자 주어진 조직세포 상의 형태학  특징들의 정량 인 수치들을 이용하는 컴

퓨터 보조진단(CAD)시스템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 시스템의 요소기법들은 하나

의 병증만을 진단하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구성기술의 재사용성은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요

소기술들의 재활용성을 높이고, 객 화된 병리진단을 한 온톨로지 기반의 진단 임워크를 제시한

다.  

1. 서론

  병리학자들은 암의 다양성과 복잡한 형태의 병변으로 

인해 암 진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리 인 암 진

단은 진단의 많은 부분을 병리학자들 자신의 경험에 의존

하여 진단하기 때문에 뚜렷이 객 화된 표  진단 기 이 

미비한 실정이다. 때문에 진단하는 병리의사에 따라 같은 

병변에 해서도 서로 다른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많

다.[1,2] 이러한 개인 인 경험에 의존한 주 인 진단을 

보다 포 이고 객 으로 진단하기 해 병리학자들은 

정기 인 학술  모임을 통해 서로의 진단 지식을 공유하

고 진단방법을 일반화 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된 지식을 

체계 으로 축 하고 리하기 한 임워크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개별 인 차원의 지식축 과 리가 이루

어지고 있다. 따라서 병리학자들 간에 서로의 병리진단 지

식을 체계 으로 리하고, 공유하며, 검색, 리할 수 있

는 병리학회 차원의 통합 병리진단 지식 리 시스템 필요

성이 인식되고 있다. 최근 온톨로지 기술의 발달은 지식을 

체계 으로 표 하고 리하는데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각 분야의 지식 리 시스템 구축을 진 시키고 있다. 특

히 온톨로지는 특성상 컴퓨터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과 컴퓨터 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응용이 가능

하다. 따라서 병리진단 지식 리 시스템 구축과 향후 컴퓨

터 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응용을 해 온톨로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술  융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진단 임워크는 문 인 지

단지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온톨로지로 축 하고, 

축 된 진단지식을 상처리 모듈과 맵핑함으로써 병리의

사의 진단과정을 컴퓨터 진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진단 임워크는 병리진단 지식

을 획득하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온톨로지로 변환하

는 지식획득 지원 시스템, 온톨로지로 표 된 진단지식들

을 리하기 한 병리진단 지식 리 시스템, 주어진 조직

세포 상의 상처리외 형태학 인 특징추출를 한 상

처리 서비스 시스템, 온톨로지로 표 된 진단지식 기반으

로 진단기를 구성 하는 진단기 구성 시스템, 구성된 진단

기에 기반을 두어 최종진단을 수행하고 진단결과를 피드

백하는 병리진단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2. 제안된 병리지식 기반의 진단 임워크

2.1 지식획득 지원시스템

  지식획득 지원시스템은 병리의사들의 진단 지식을 명세

화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먼  선행되어야 

할 과정은 진단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경로

를 통해서 가능하다. 표 인 진단지식 획득 방법은 다음

과 같다.

 - 문의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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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처리 서비스 시스템

 - 진단 증례 기록 (EMR 시스템)

 - 의학 문헌 (서   논문)

  그러나 이 과정에서의 문제 은 같은 의학 진단이라 하

더라도 임상의나 기술하는 필자의 용어 선호도에 따라 같

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체계

이고 일 된 진단행 의 명세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사용되는 용어를 통제와 용

어들의 개념기반 해석이 필요하다[3]. 본 연구에서 제시되

는 임워크는 진단명세 기술의 정확성과 일 성을 보

장하기 해 통제 임상용어사 [4,5,6] 도입과 개념수  맵

핑을 한 용어 장소[7,8]를 도입한다. 기존 지식들은 사

용된 용어들의 불일치성 문제를 이기 해 용어 장소

의 개념들과 맵핑한다. 그리고 새로 기술되는 지식들은  

표 의 정확성일과 일 성을 유지하기 해 임상용어 사

을 통해 통제된 어휘들만을 사용한다. 

 

2.2. 병리진단 지식 리 시스템

  병리진단지식을 리하기 한 기본 임워크로 온톨

로지 지식 베이스 기반의 병리진단 지식 리 시스템을 구

축한다. 온톨로지의 요한 기능 의 하나는 사람이 보유

한 지식을 사람과 컴퓨터,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정보를 

고유할 수 있도록 표 되었다는 이다. 

  온톨로지로 표 된 지식을 장하고, 추론하고, 검색하

기 해 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로 구성된다: 

OWL 지식베이스, 온톨로지 추론엔진, 온톨로지 매칭엔진. 

OWL지식베이스는 OWL로 표 된 진단지식을 장하기 

한 장소이다. 온톨로지 추론 엔진은 OWL지식베이스

에 축 된 지식들로부터 새로운 진단 지식을 추론한다. 이

는 진단 시 주어진 정보가 부족할 때 기존 축 된 지식들

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도록 돕니다. 온톨로지 매칭엔진은 

OWL 지식베이스에 있는 진단지식을 검색하는데 이용된

다. 

2.3. 상처리 서비스 시스템

  조직세포 이미지의 상처리 기법들의 재사용성을 해 

각 오 젝트별 상처리 기법들을 모듈별로 구성한다. 모

듈화는 각 상처리 기법들이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종속되지 않고 비슷한 유형을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복 

없이 사용되는 장 이 있다. 아래 그림은 췌장, 간, 장 

부 의 조직세포 이미지 상이다. 체 인 상의 형태

는 비록 다르지만 상의 구성요소인 핵들은 서로 비슷하

게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췌장과 장에 있는  

역도 상당히 비슷한 형태학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췌장암(왼쪽), 간암(가운데), 장암(오른쪽)에 한 조직, 세포이미지

  와 같이 부 에 계없이 공통 으로 사용 가능한 모

듈들을 조합하고 각 부 별로 필요한 세 한 라미터 조

정을 통해 특화된 특징들의 상  모듈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상 처리 모듈은 진단기 구성 시 서비스 형

태로 제공되기 해, 통제 어휘 시스템의 개념에 맵핑된 

후 서비스 모듈로 등록된다. 그림 2는 모듈의 생성으로부

터 서비스 모듈 등록과 사용에 이르는 체 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4. 진단기 구성 시스템

  진단기 구성 시스템은 병리진단 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된 

환자 정보를 이용하여 진단기를 구성한다. 구성된 진단기

는 하나의 진단 랫폼 안에서 다양한 진단을 할 수 있도

록 러그인 형태로 제공된다. 새로운 형태의 이러한 근

방법은 병리의사의 진단 지식과 경험을 진단 시스템에 직

으로 반 함으로써 기존의 진단 시스템에서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진단과 진단에 한 근거 제시

가 가능해진다. 한 각 처리 서비스 모듈들의 조합을 통

해 진단기의 기능 변경  새로운 기능 추가에 효과 인 

처가 가능하다. 

  병리진단 지식 리 시스템에 등록된 진단 지식 명세는 

온톨로지 표  언어인 OWL로 표 되어 있기 때문에, 컴

퓨터 시스템이 진단 지식 명세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 

진단기 구성과정을 자동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단계에

서 생성된 진단기는 병리진단 시스템에 러그인 된다. 

즉, 병리진단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진단기들을 

러그인 함으로써 다양한 병리진단을 하고 병리 의사가 

종합 으로 최종 단을 하도록 도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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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시스템의 진단 결과를 이용한 최종 진단 

  병리의사는 "진단기 구성 시스템“으로부터 구성된 진단

기를 최종 진단을 수행하기 한 인터페이스인 Front-end 

시스템에 러그인하고, 축 된 병리진단 지식에 기반한 

최종 진단을 수행한다. 최종진단을 한 과정은 다음의 5

단계 거친다. 

1. 입력단계

- 입력부로부터 진단하고자 하는 환자의 조직세포 이

미지와 환자 정보를 입력 받는다.

2. 처리단계

- 입력부로부터 획득된 환자정보를 이용하여 진단 범  설정

- 진단기 구성기 시스템에 진단기를 요청.

3. 진단기 러그인 단계

- 진단기 구성기로부터 획득된 진단기들을 러그인 한다.

4. 시스템 진단 단계

- 러그인된 진단기들은 각각 환자의 조직세포 상을 분석

- 각각의 진단기들은 상 진단 결과와 진단 근거를 제시

5. 최종 진단  증례 기록

- 병리의사는 시스템의 진단결과와 근거를 확인 후 최

종 진단을 한다. 

- 최종 진단은 검증을 거쳐 새로운 진단 지식으로 등

록되거나 기존 지식을 업데이트 한다.

4.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병리의사나 의학 문헌으로부터 획득된 

진단 지식을 통해 진단과정을 온톨로지로 모델링하고 진

단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은 

실제 병리의사의 진단 경험이 모델링되어 시스템 진단에 

활용되기 때문에 진단근거 제시와 정확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축 된 진단 지식은 의사의 미경험이나 부주의

로 인해 놓치기 쉬운 희귀질환에 해서도 범 한 진단

을 할 수 있다. 한 진단 지식 자체를 이용하여 진단기를 

구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단방법이나 변경되는 진단방법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다. 

 재 연구는 췌장을 심으로 “ 상처리 서비스 시스템”

의 상처리 모듈과 형태학  특징추출 모듈을 개발 에 

있으며, 다음 진행 단계로 통제어휘의 각 개념에 “ 상처

리 서비스 시스템” 상처리 모듈과 연동을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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