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7. 11)

메디컬 Expert 시스템을 한 Drools와 JavaFX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구

장원용,  최유나,  양성수,  최은미*     

국민 학교 소 트웨어학부
*e-mail:emchoi@kookmin.ac.kr (교신 자)

User Interface Design and Development based on 

Drools and JavaFX for a Medical Expert System

Wonyong Jang, Yuna Choi, Seongsoo Yang, Eunmi Choi*

College of Computer Science, Kookmi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Medical Expert 시스템을 효율 으로 운 하기 해서 Drools 와 JavaFX기반으로 한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  구 을 한다. 본 Medical Expert System을 구축하기 하여 Drools의 내

부의 구조인 BlackBoard 아키텍처 스타일을 이해하고 JavaFX을 이용하여 Medical Expert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이 시스템의 진행 로세스는, 설문지  환자 진단으로 인해 환자에 한 증상 

정보들을 악 후 미리 정해 둔 rule들에 용시켜서 그 결과 값을 도출한다. 한 본 시스템은 

JavaFX에 scene builder 이용하여 인터페이스를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Swing의 단 을 보완하고 장

을 부각시키도록 구 하 다.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Expert System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재 동향을 비추어 

볼 때 Medical 분야에서 Expert System이 좀 더 효율

이고 확장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

다. 진단 지원 시스템인 Medical Expert System은 Java기

반의 라이 러리인 Drools를 이용하여 함으로써 Medical 

분야에서의 병원의 특징 인 rule들을 추가하고 변경사항

이 있을 때는, 체 로그램을 수정할 필요 없이 drl 

일만을 수정하여 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rule을 추가하기 해 Expert system을 이루고 있는 

Drools를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다른 도메인의 어떤 문가도 Expert system을 쉽

게 사용하고, rule을 추가하기 해 JavaFX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Drools와 JavaFX를 최 한 활용하여 Medical Expert 

System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  구 하 다.

2. 련 연구

2.1 Drools

  Drools는 BRMS(Business Rule Management System)[1]

로써 Java Rule Engine API(JSR-94)를 지원[2]한다. 

Drools는 비즈니스 규칙 리  복잡한 이벤트 처리가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방 연쇄

(Forward-chaining)  후방 연쇄(Forward-chaining) 기

반 규칙 엔진을 갖추고 있다[1]. Drools의 규칙은 Java 

는 DRL과 같은 언어로 정의된다. 련된 연구인 [3]에서

는 텍스트 기반 모델링 언어로 안드로이드 응용 로그램

을 생성하여 규칙 기반 모델 근 방식을 소개를 하고 있

다. 제안된 규칙 엔진은 모델, 뷰, 컨트롤러의 으로 구

성된다. 모델은 추상 구문 모델(ASM)을 Java 객체

(POJO)로 변환하고, 뷰에서는 추상 구문 모델(ASM)을 사

용자 인터페이스 XML로 변환, 컨트롤러는 SAM을 액티

비티 클래스로 변환한다. 안드로이드 응용 로그램의 개

발자는 Java 개발도구를 이용하여 POJO 클래스  

Android 클래스의 코드를 생성하고, JDOM을 이용하여 

XML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한다. 한 Drools 규칙 

엔진을 기반으로 응용 로그램 코드의 생성을 개선한다. 

2.2 JavaFX

  JavaFX[5] 은 리치 클라이언트 랫폼으로서의 Java에

서 upgrade 단계를 제공한다. 이것은 엔터 라이즈 비즈

니스 애 리 이션을 한 가볍고 하드웨어 가속 Java UI 

랫폼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JavaFX를 사용하면 

개발자는 응용 로그램에서 Java 라이 러리를 재사용하

는 강 을 가질 수 있다. 한, 기본 시스템 기능에 액세

스하거나 서버 기반의 미들웨어 응용 로그램에 원활하

게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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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FX는 규모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애 리 이션을 

처리 할 수 있는 강력한 Java 기반 UI 랫폼을 제공한

다. JavaFX 응용 로그램은 Java기반 개발 된 표  로

그래  방법과 디자인 패턴을 활용하고 있다. JavaFX는 

고성능 하드웨어 가속 된 그래픽  미디어 엔진을 갖춘 

다양한 UI 컨트롤, 그래픽, 미디어 API를 제공하고 민감

한 비주얼 애 리 이션의 개발을 단순화할 수 있다. 

3. Expert System 의 구조 연구

3.1 Expert System 의 Drools 구조  시스템 특성

  본 연구에서는 Open-source project 인 Drools를 이용

하여 메디컬 Expert System 에 하여 설계하고 룰을 정

의한다. 병원에서 환자에 하여 처리할 수 있는 증상에 

하여 룰(Rule) 들을 정립하여 환자의 증상들을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여 다. Drools는 소 트웨

어 시스템 아키텍처의 분석 시 형 인 Blackboard 아키

텍처 스타일을 갖추고 있다.

  블랙보드 아키텍처 스타일은 Control, Knowledge 

Sources, Blackboard 로 구성되어 있다. Black Board의 

역할은 앙 데이터의 장소이고 문제에 한 재 상태

를 제시해 다, Knowledge Sources 는 특정 도메인에 

한 해법을 제시해 주고 Blackboard에 그 해법을 용시

킨다. 마지막으로 Control은 Blackboard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Knowledge Sources 스 을 리하고 실행시킨다. 

아래의 그림 1에서와 같이 경우에 따라 출장에 한 룰, 

는 사원에 한 룰이 될 수도 있다. Expert System에서

는 환자 증상들에 해서 진단  처방에 한 룰이 drl 

일에 장되어 있다. 그럼 이 부분이 Knowledge 

Source 가 되고, Rule Engine이 Control이 된다. 여기서 k 

session 은 Knowledge Base에서 나와서 Rule Engine 에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환자라는 객체가 들

어 왔을 때 Knowledge Base에 쌓이게 되는데 정립된 룰 

과 효율 으로 비교하며 결과 값을 도출하기 해서 같

은 공간인 k session에서 비교하면서 더 효율 으로 조건

에 만족하는 결과 값을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Expert 

System에서 Drools를 이용하여 구 함에 따라서 수많은 

룰(Rule) 들 에서 조건에 맞는 결과 값만을 효율 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1. Drools 내부 동작 원리

3.2 JavaFX의 GUI 인터페이스 구성

  JavaFX는 기존 Java의 표  라이 러리인 Swing의 단

을 보완하기 해 개발 되었고 훨씬 메모리 면에서 가

볍고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장 을 살려서 구 하게 되었

다. 특히 JavaFX는 Swing에 비해 오류가 고 단 몇 

만으로 여러 이벤트 리스터를 구  할 수 있고 한 깔끔

하게 Model과 View, Controller 사이를 분리 해주게 되어

서 시스템이 커졌을 때 확장 가능성을 제공해 다. 

(MVC 모델), 한 새로운 애 리 이션을 만들게 될 때 

이제는 Swing 는 SWT는 고려 상에서 제외 된다. 이

제는 JavaFX와 HTML5만이 고민 상이 될 것이다. 

HTML5는 다양한 랫폼(태블릿, 데스크톱, 휴 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OS(리 스, 도우, 맥)를 지원한다. 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오 소스와 임워크, 형 

개발 커뮤니티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이성을 갖는 신 라우  내에서만 작동한다

는 단 이 있다 JavaFX로 개발을 하려면 유 가 무언가

를 설치해야 한다는 단 이 생기지만 만약 문제가 되지 

않기만 한다면 JavaFX를 사용하여 라우 를 벗어나 

Java의 성능을 한층 더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JavaFX를 택했다. 여기서 FXML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

기 한 XML Markup Language이다[4]. 이 로젝트에

서는 Scene builder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인터페이스를 구

성하 다. 아래 그림 2을 보면 MainApp 클래스의 소스코

드  일부분 이다. RootLayout.fxml 이라는 layout의 인

터페이스를 scene builder로 만든 후 FXMLLoader 에 연

결하는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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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ainApp 클래스의 일부 소스코드

  3.3 JavaFX property 사용

  JavaFX에서는 property를 모델 클래스의 모든 필드에서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property는 를 들면 어떤 

변수 값이 바 면 자동으로 알려주어서 뷰 와 데이터가 

계속 일치하게 유지시켜 다. 한 환자 리스트를 리하

려면 환자의 정보에 변경이 일어나면 JavaFX 뷰 클래스

에 바로 알려야 한다. 뷰와 데이터는 항상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컬 션 클래스를 도입한다. 를 들면

Observablelist<Patient> person = 

FXCollection.observableArrayList 로 쓸 수 있다.

아래의 그림 3은 Patient 클래스의 변수를 property로 정

의한 소스 코드 일부이다.

그림 3. PatientModel 클래스의 소스코드 일부

  3.4 JavaFX 의 Controller

  FXML[4]로 인터페이스를 정의했다면 화면에 보여주기 

해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컨트롤러는 뷰 와 모델 사이에

서 데이터 리를 재하는 역할을 한다. 한 아래 그림 

4은 MainApp 클래스에서 컨트롤러에 연결해서 다른 환자 

리스트에 한 정보를 연결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림 4. MainApp 와 Controller 연결

4. Medical Expert System 구  결과 

  본 논문의 제안된 Medical Expert System에서 그림 5

는 JavaFX로 구 된 기 인터페이스이다. 환자들이 이름 

별로 구분되어 있고 환자들 이름을 각각 클릭하게 되면 

이벤트를 발생을 해서 에 Person details 에 환자의 신

상정보를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설문 결과와 그 환자의 

증상이 입력이 된다. 여기서 의사가 직  환자를 추가하거

나 신상정보를 변경 할 수 있고, 한 증상들을 개별 으

로 추가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6은 New 버튼을 

르게 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그림과 같이 환자의 여러 

신상정보를 입력 후 그 환자의 증상들을 직  추가해 주

는데 오른쪽에 TreeView 로 각 부  별로 카테고리를 만

들어서 분류 해 두었다. 그래서 직  증상을 추가 해  

수 있다. 는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증상을 추가 할 수도 

있게 구성하 다. 한 Edit 버튼을 르게 되면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증상들을 그

로 보여주면서 수정할 수 있게 구  하 다. 한, 

Delete 버튼은 환자의 정보를 삭제 시킬 수 있도록 하

다. 

  증상들이 입력이 완료가 되면 FireAll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Drools 가 작동을 하게 된다. 여기서 drl 일에 미

리 설정 해둔 룰(rule)들을 검토 한 후 조건에 충족하는 

결과 값을 도출해 낸다. 아래 그림5를 보게 되면 이러한 

증상들에 해당하는 진단 결과는 감기이고 미리 정해둔 처

방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림 5. JavaFX로 구 된 시스템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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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New 버튼 클릭 시

한, 여기서 의사는 추가로 처방에 해서 보다 환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처방을 수정을 해  수가 있다. 그림 7

과 같이 Opinion 버튼을 르게 되면  다른 화면이 뜨

게 되면서 의사 소견을 추가해  수가 있다. 한 처방으

로 항생제를 5~7까지 약을 처방 하도록 하여, 바로  텍

스트 필드를 나열해 두었다. 이는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약의 정량을 편하게 보기 해 구 해 놓았고, 텍스트 필드

에는 각각의 이벤트를 걸어두어서 텍스트 필드에 값을 입

력을 하면 그 값이 바로바로 SUM 에 모두 더해진 값이 

보여 지도록 하여서 확인 할 수 있다. 만약 처방 할 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때는 여러 의 처방이 나오고 그에 

따른 텍스트필드에 정량 값을 입력하면 된다. 한 약 처

방에 따른 처방 기간을 텍스트 필드에 입력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7. Opinion 버튼을 클릭 시 화면

마지막으로 모든 처방이 완료 되고 의사가 확인 단계에서 

OK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 8와 같이 약의 정량과 처

방 기간, 날짜, 추가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출력을 

해주게 된다.

그림 8. 최종 의사 처방 화면

5. 결론 

   본 논문은 Medical System을 효율 으로 설계  구

하기 하여 Drools의 내부 동작 과정을 정확히 이해함

으로써 Drools 기반으로 한 병원의 증상 진단 지원 

Expert System을 설계  구  하 다. 이 시스템의 인터

페이스를 구성할 때 JavaFX를 이용하 기 때문에 scene 

builder를 이용하여 기존의 자바 설계에서 쓰던 Swing 의 

단 인 메모리  여러 버그 등의 단 을 보완하고 풍부

한 기능과 확장성  연동 가능성 등의 장 들을 부각 시

켜서 시스템의 성능과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메디컬 Expert System의 사용 시 로세스에 따

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정립  구 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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