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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회귀나무를 이용한 의료서비스 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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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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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urnaround time (called, TAT) for imaging test, which is necessary for making a medical diagnosis, is

directly related to the patient's waiting time and it is one of the important performance criteria for medical

services. In this paper, we measured the TAT from major imaging tests to see it met the reference point set

by the medical institutions. Prediction results from the algorithm of classification regression tree (called, CART)

showed "clinics", "diagnosis", "modality", “test month” were identified as main factors for timely processing.

This study had a contribution in providing means of prevention of the delay on medical services in advance.

요 약

의학 진단을 내리기 해 시행되는 검사의 소요시간(turnaround time, TAT)은 환자 기시간과 직결되며 요한

의료서비스 평가항목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상의학검사를 상으로 TAT를 측정하고, 그 결과가 의료

기 이 설정한 기 치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분석하 다. 분류회귀나무 알고리즘을 이용한 측 결과, “진료과”, “상

병”, “검사종류”, “실시월”이 기처리 달성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기처리를 측하는 모형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지연을 사 에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 다는 데에 큰 의미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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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은 다양한 측정 지표의

개발을 통하여 실 되고 있다. 그림 1에 나타내

는 바와 같이 국내 의료기 평가인증원에서도

‘기본가치체계’(Basic Value System), ‘환자진료

체계’(Patient Care System), ‘행정 리체

계’(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성과

리체계’(Performance Management System)로

나 어진 4개의 평가 역을 통하여 환자의 안

보장과 지속 인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 이처럼 의료서비스에 한 다양한 과 객

인 평가를 통하여 차 의료서비스에 한

정량 품질 측정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궁

극 인 평가의 목 이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함에 있다면 평가항목을 수화하는 것에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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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iteria for certification of medical services

그림 1. 의료기 인증평가 기 항목

지 않고 각각의 평가 결과에 한 원인을 분석하

는 것이 요하다. 특히, 의료행 는 고수 의 지

식 통합 노동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단순 반복

인 작업 유형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를 들

어 의학 진단을 내리기 한 검사결과 보고서

는 최 한 빨리 작성되는 것이 환자에게 유리하

다. 하지만,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속성 사이에

서 트 이드오 (trade off)가 발생하기 때문에

검사결과 보고서의 제출시한을 검사 종류별로 지

정하는 방식은 합리 인 문제해결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개선을 해 측정지

표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이다. 를 들

면, 작업시간의 정량화 척도인 반환시간(TAT)을

이용한 방사선 검사 시스템의 작업흐름 변경을

통한 보고시간 개선 연구[2]와 방사선 문의의

성과지 을 한 공정가 치에 한 연구[3]에서

는 다양한 입력 값에 따른 측정지표의 개선효과

를 통계 분석을 통해 설명하 다. 더 나아가,

병리검사의 시 결과보고를 한 공정 단계별

행동에 한 연구[4]는 측정지표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이 매우 복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표 값의 변동을 설명 할 수 있는 잠재

향요인을 어떻게 도출 할 것인가에 한 기

본 인 물음이 있어야 한다. 한편,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을 이용한 품질지표 도출에 한

연구[5]는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탐색범 의

소함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 고.

본 연구에도 다량의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인과

계를 설명하기 해 되도록 인간이 이해하기 쉬

운 알고리즘과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측모형을 구 하고자 하 다.

임의의 로세스가 개시되고 종료되기까지의 시

간간격을 반환시간(turnaround time, TAT)으로

정의하 다. 측 모형에서 분류회귀나무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TAT가 정상 범 값을 갖는 데

이터와 그 반 의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하 다.

학습된 알고리즘은 일종의 TAT 분류기(TAT

classifier)로서, 서비스 개선을 목 으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으며, 특히 문가시스템(expert

system) 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DSS) 분야에서 그 활용 가치가

높다[6],[7].

Ⅱ. 련연구

본 에서는 결정트리 분석 기법에 해 알아보

고, 다양한 결정트리 알고리즘 에서 CART 알

고리즘에 해 소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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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split criteria data type missing value split strategy outlier

ID3 information entropy categorical n/a n/a sensitive

C4.5 gain ratio categorical/continuous possible error rate sensitive

CART gini index(node impurity) categorical/continuous possible cost complexity possible

CHAID chi square-test categorical/continuous n/a Bonferroni testing n/a

Table 1. major characteristics of decision trees

표 1. 결정트리별 주요 특성

2.1 결정트리 (Decision Tree) 분석

결정트리 분석은 다변량 분석의 도구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

의 명칭에서 확인되는 ‘나무’의 구조 특징 때문

에 어떠한 규칙을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는데 큰

장 을 갖는다. 결정트리는 일반 으로 순환 인

분할(recursive partitioning) 작업을 수행한다. 루

트 노드(root node)에서부터 가장 순도 높은 데이

터 그룹이 찾아질 때까지 나무의 가지분기가 반

복된다. 이때 가치분기의 원리를 표 1에서 나타

내는 바와 같이 [분할기 ]과 [가지분기 략]으로

설명 할 수 있다[8],[9]. 가지분기 략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공통의 목 은 최 주어진 데이터에

한 최 의 분할에 있다. 트리의 분할은 트리의

크기에 향을 미친다. 트리의 크기가 클수록 트

리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결정트리 알고리

즘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설명하기 해 최 트

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작업은 매우 요하다. 따

라서 분석에 앞서 다양한 결정트리 알고리즘에

한 고유한 특성에 해 이해한 후 데이터 분석

을 수행하는 것이 요하다.

2.2 분류회귀나무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CART)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형태와 연구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CART 모형을 선택하 다.

CART 모형은 비모수 검증을 사용하며 측변

수의 분포에 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 CART

의 강 하나는 반복 인 샘 링 시 발생되는

결측치에 한 처리가 우수하다는 이다. 그리

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한 처리가 가능하

다. 더욱이 비교 규모 데이터(over 1000

observations)에서도 CART는 매우 잘 작동한다

[10]. 알고리즘 선택 과정에서 CART와 유사한

원리의 C4.5가 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CART

의 경우, 비교 규모 데이터에서도 뛰어난 성

능을 발휘하며 별도의 매개변수 없이도 분류 작

업을 수행하는 반면, C4.5는 데이터 크기에 따라

트리의 크기가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비교

소규모 데이터에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C4.5는 CART와 다르게 다지분리(multiway

split)가 가능하며 범주형(categorial) 입력변수에

해서는 범주의 수만큼 분리가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CHAID는 알고리즘의 복잡한 설정에 따라

최 트리의 크기가 크게 향을 받기 때문에

알고리즘 선정 시 비 후보에서 제외하 다.

Ⅲ. 의료서비스 기처리 측 모형

본 에서는 측 모형에 사용된 CART 알고

리즘의 작동원리에 해 알아보았다. 이어서, 기

계학습에 사용되는 변수 선택과 본 연구의 차

에 해 논의하 다.

3.1 CART 분류 모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의료서비스 기처리

측 모형의 설계를 해 CART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먼 그림 2와 같

은 데이터 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사각형 내부

에 흩어져 있는 원이 본 연구에서 심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기처리를 나타내는 종속변수이

다. 내부가 하얀 원은 서비스가 기처리됨을 의

미하며 내부가 검은 원은 서비스가 기처리에

실패함을 의미한다. 최 Y축의 변수 V1[y2]을

기 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기처리

건(<y2)과 기처리 실패 건(>=y2)의 정보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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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lassification principles of CART

그림 2. CART 분류 원리

variable remarks type

TAT report date – test date number

test-mon test month categorical

holyday
number of non-business

day(digit)
number

pat-type patient visit(out/in/er) categorical

severe serious case(Yes=1/No=0) categorical

age patient age(digit) number

sex patient sex(male=M/female=F) categorical

nat-ins national insurance(Yes=1/No=0) categorical

re-visit continuous case(Yes=1,No=0) categorical

special
selective

treatment(Yes=1,No=0)
categorical

clinic medical department categorical

inhos is inhospital?(Yes=1,No=0) categorical

diagnosis diagnosis(ICD10 standard) categorical

test-day test-week(MON,TUE,WED...) categorical

modality CTscan/MRIscan/Sonography categorical

Table 2. data layout

표 2. 데이터 이아웃

Fig. 3. classification model structure of CART

그림 3. CART 분류 모형 구조

량(information gain)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

다. 이어 X축의 변수 V2[x1]를 기 으로 분할하

고 계속 V3[x2], V4[y1]의 순서로 역을 분할해

나아갈 수 있다. 측변수“V1~V4”를 사용하여

서비스 기처리 결과를 표시하는 원을 서로 다

른 역으로 분할하는 과정은 더 이상 같은 역

내에 서로 다른 부류의 원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

지 작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이진트리(binary tree)로 묘사한

결과는 그림 3에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구조

가 본 연구의 CART 분류모형이 된다. 체 트

리 구조에서 원은 분할이 가능한 노드를 의미하

고 사각형은 분할이 일어나지 않는 말단 노드를

의미한다. CART 모형은 비선형 인 입력과 출

력 간 연 계를 해석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3.2 독립변수 선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변수는 표 2와 같다.

측변수의 종류는 크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 기처리 측을 해 사

용된 변수[실시월~모달리티]를 독립변수로 정하

고, 독립변수의 향으로 나타난 서비스 기

처리 결과[TAT]를 종속변수로 정하 다. 독립변

수의 데이터 타입(data type)은 숫자형과 범주형

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속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달성[Y]” 는 “미달성[N]”을 나타내는 범주형

값이다. “TAT”는 (검사결과보고일자) – (검사실

시일자)에 의해 구해진 값으로 숫자형 데이터이

다. “exec-mon”은 시간 요인에 의해 서비스

기처리에 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한 변수이

다. “holyday”는 “TAT” 내부에 존재하는 비근로

일(non-business day)이다. 휴업일수가 서비스

기처리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변수이

다. “pat-type”은 환자의 진료형태로 주로 외래,

입원, 응 으로 나뉜다. “severe“은 국가가 리

하는 증 등록 리 여부를 나타내므로 환자의

증 여부가 서비스 기처리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한 변수이다. ”nat-ins“은 국가의료보

험 여부를 나타낸다. 이 변수는 국가의료보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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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cedural flow of study

그림 4. 연구 차

Fig. 5. cross validation for preventing overfitting

그림 5. 과 합 방지를 한 교차검증

비보험,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환자와 다른 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한 변수이다. ”revisit“은

진료과 는 질병에 한 재방문을 의미하며

진과 재진이 서비스 기처리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한 변수이다. ”special“는 숙련된 의사

에게 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진료의사의 숙련

도에 따라 서비스 기처리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한 변수이다. ”clinic“는 병원 진료 시

흔히 볼 수 있는 진료과목에 해당한다. ”inhos“은

환자의 병실 입원 상태를 의미한다. ”diagnosis

“은 의사의 진단을 나타내며, ”test-week“은 검사

가 실시된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의미한다.

”modality“는 검사의 장비 구분으로 해당 정보로

어떤 종류의 상의학검사를 실시하 는지 구분

할 수 있다. 그 밖에 ”age“, ”sex“ 변수가 선택되

었다.

3.3 측 차

본 연구의 진행 방식은 그림 4와 같다. 병원의

상의학검사 데이터베이스(DBMS)로부터 1차

으로 원시데이터를 추출한다. 이 원시 데이터

(source files)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분석

도구인 R(R i386 3.1.2)에 의해 직 처리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므로, 데이터 분석 도구 R에서

데이터를 재하기 한 데이터 처리

(preprocessing) 작업이 요구된다. 이 게 처리

작업이 끝난 결과물(input data)은 분석 알고리즘

이 구 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에 재 후

바로 분석이 가능하다. “Training” 단계에서는 기

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과 검증을 통하여 알고리즘의 성능

을 최 화하게 된다. 학습의 주된 내용은 균질의

구성원을 갖는 말단 노드를 만들 때까지 나뭇가

지를 계속 분기(recursive partitioning)하는 것이

다. 이 때 CART는 나뭇가지를 분기하는 략으

로 지니 계수(Gini index)를 사용하여 재 노드

의 불순도(impurity)를 측정한다.

획일 인 학습 데이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에 한 과 합을 래 할 수 있다. 이

를 방하기 해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간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이 될 수 있도록 분석

데이터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체 데이터를 2개의 그룹으로 균등분할 후 각각

의 그룹을 7:3의 비율로 나 어 각각 학습 데이

터와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는 소단 검증 단계

를 진행 후, 다시 체 규모의 데이터를 7:3의 비

율로 나 어 각각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는 단 검증 단계를 거침으로써 교차

검증을 수행하 다.

Ⅳ. 사례분석 : C의료원

본 에서는 측 모형의 용 사례를 제시하

다. 먼 수집된 데이터를 소개하고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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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ample of collected data for CART analysis

그림 6. CART 분석 데이터 시

CART 알고리즘을 통해 구축된 분류나무를 보여

다.

4.1 데이터

C 의료원은 국내 의료기 인증을 취득한 7개

의 부속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1개

병원은 국제 의료기 평가기 인증(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을 소유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의 정보시스템

을 통합 구축하여 운 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

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을 토 로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교 업무 로세스

가 선진화된 의료기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C

의료원의 부속 기 700여 병상 규모의 병원

을 한 곳 선정하여 상의학검사의 TAT 분석을

실시하 다. 데이터는 2014년 1월~4월 사이 발생

된 약 1만2천여 건의 요약 데이터를 사용하 으

며, 측변수는 상의학검사의 TAT 달성여부

(종속변수)와 TAT에 향을 것으로 상되는

측변수(독립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에서

CART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가 완료된 데이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4.2 CART 분류 수행 결과

CART의 트리는 일반 으로 분할-성장종료-가

지치기 단계로 구축된다. 분할 기 (criterion)은

그 하한선을 0.9, 0.95, 0.99와 같이 3가지 경우로

설정하 다. 최소 분할 수(number of split)로 10

개, 30개, 50개, 100개와 같이 4가지 경우로 설정

하 다. 나무 깊이(depth)는 0, 10, 5와 같이 3가

지 경우를 고려하 다. 이와 같은 라미터 세트

를 행렬로 만들면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 의 라미터 세트를 순 별로 비교 할 수 있

다. 즉, CART 나무의 구축을 해 가장 효율

인 라미터 세트를 찾기 함이다. 가장 첫 번

째 리스트가 분할 기 , 분할 수, 깊이에 해서

모두 최소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평가

항목에서도 다른 조합에 비해 평가 결과가 우수

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첫 번째 리스트를 최 의 라미터 세트로 선정

하 다. 하지만 나무의 복잡도(complexity)는

측의 성능과 비례 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때

문에 최 의 라미터 선정의 기 은 도메인 특

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용 할 수 있을 것

이다. 최 라미터 세트를 가지고 총 12,000개

의 코드(record)에 해 CART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노드 수가 37개이면서 깊이

가 5인 트리가 구축되었다. 각 분기 마다

99.9% 이상의 신뢰 수 으로 자료를 분할하 으

며, 서비스의 기처리로 간주하고 있는 TAT 달

성과 실패에 한 2가지 범주로 분류가 이루어졌

다. 상의학검사 후 6일 이내 독완료를 의미

하는 TAT의 달성이 80% 이상인 말단 노드를

TAT 기처리로 보았고, TAT가 기처리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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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on spilt depth recall precision accuracy F measure AUROC node

0.9 10 5 0.946531 0.928403 0.88827 0.937379 0.818798 19

0.9 30 5 0.946531 0.928403 0.88827 0.937379 0.818798 19

0.9 50 5 0.946531 0.928403 0.88827 0.937379 0.818798 19

0.9 100 5 0.946531 0.928403 0.88827 0.937379 0.818798 19

0.95 10 5 0.946531 0.928403 0.88827 0.937379 0.818798 19

0.95 30 5 0.946531 0.928403 0.88827 0.937379 0.818798 19

0.95 50 5 0.946531 0.928403 0.88827 0.937379 0.818798 19

0.95 100 5 0.946531 0.928403 0.88827 0.937379 0.818798 19

0.9 10 0 0.939622 0.93123 0.88535 0.935407 0.818172 27

0.9 10 10 0.939622 0.93123 0.88535 0.935407 0.818172 27

0.9 30 0 0.939622 0.93123 0.88535 0.935407 0.818172 27

0.9 30 10 0.939622 0.93123 0.88535 0.935407 0.818172 27

0.9 50 0 0.939622 0.93123 0.88535 0.935407 0.818172 27

0.9 50 10 0.939622 0.93123 0.88535 0.935407 0.818172 27

0.9 100 0 0.939622 0.93123 0.88535 0.935407 0.818172 27

0.9 100 10 0.939622 0.93123 0.88535 0.935407 0.818172 27

0.99 10 0 0.954941 0.925743 0.892516 0.940115 0.818112 16

0.99 10 10 0.954941 0.925743 0.892516 0.940115 0.818112 16

0.99 30 0 0.954941 0.925743 0.892516 0.940115 0.818112 16

0.99 30 10 0.954941 0.925743 0.892516 0.940115 0.818112 16

표 3. 최 라미터세트 순 20

Table 3. top 20 ranks of optimal parameter sets

드는 8번, 13번, 19번, 24번, 25번, 26번, 31번,

33번, 34번, 36번, 37번으로 나타났다. TAT의

기처리가 60% 미만으로 나타나는 노드는 TAT

미달로 정하 다. 즉, TAT 미달이 된 노드는 검

사 후 7일이 경과한 후 독 결과가 나오는 경우

가 40%를 과했다는 의미이다. TAT가 히

미달성된 노드는 5번, 9번, 16번, 17번, 20번, 30

번으로 나타났다. 가장 첫 분할이 이루어진 1번

노드[V13:진료과]는 진료과를 기 으로 분할을

수행하 기 때문에 TAT의 기처리를 측하기

해 첫 번째 데이터 분기가 발생된 변수는 “진

료과목”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을 기 으로 자

식노드를 통해 말단 노드를 형성할 때까지 반복

인 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 노드에서 사용된 변수가 자

식 노드에서 발견 될 수 있다는 이다. 두 번째

분할은 루트(root) 노드를 기 으로 좌측 분기된

2번 노드[V4:외래여부]에서 발생하 으며, 그 값

이 “1”인 경우, 외래 내원 환자를 의미한다. 외래

내원 환자의 경우가 입원 는 응 환자보다 더

많은 건수가 TAT 기 처리됨을 보여 다. 그

원인으로는 병원 서비스의 특성상 외래 방문 환

자가 검사 후 다음 재방문 이 까지 검사결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하는 제한사항이 기인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루트(root) 노드를 기 으

로 우측 분기된 21번 노드[V13:진료과]는 좌측

동일 상의 2번 노드[V14:외래여부]보다 4배 이

상 큰 코드를 하 에 거느리고 있다. 이는 데

이터 발생 빈도를 고려하 을 때 TAT 기 처

리율에 한 인과 계를 설명할 때 좌측 분기와

비교하여 좀 더 큰 신뢰도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1번 노드[V13:진료과] 하 로

좌측 분기된 22번 노드[V17:모달리티]는 검사 분

류에 따라 발생된 분기이다. 22번 노드[V17:모달

리티] 하 의 분기를 찰해 보면 음 검사와

그 외의 검사인 CT와 MRI검사로 나 어지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음 검사는 100% TAT

가 기 처리되고 있으며, 결국 CT와 MRI검사

인 경우에서 TAT 기 처리 여부가 갈리는 것

으로 확인된다. 계속해서 22번 노드[V17:모달리

티] 하 노드인 23번 노드[V15:상병]가 최종 말

단 노드를 거느리는데 상병 변수의 내용은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질병과 증상을 분류한 코드

체계이며, 국제통계분류 10차 개정 을 의미하는

ICD-10 코드로 명명한다. 나열된 “A”, “C”, “D”,

“E”, “H” 등의 코드 구간은 각각 “ 염병 는

기생충병”, “종양”, “종양 는 면역 체계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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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leted tree

그림 7. 완성된 의사결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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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병”, “내분비선 양 순환계”, “ 과 그에

딸린 기 의 질병” 등으로 ICD-10 코드 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진료과목과 상병분류는

TAT 기 처리에 많은 향을 주는 요인으로 해

석 될 수 있다. 나무를 거슬로 올라 21번 노드

[V13:진료과] 하 로 우측 분기된 27번 노드[V17:

모달리티]에 의해서도 음 는 거의 모든 경우

TAT가 기 처리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때

TAT 기 처리가 확인되는 말단 노드에 이르기

직 35번 노드[V15:상병]를 거치고 있으나, TAT

기 처리에는 큰 향력을 미치지 못 하고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27번 노드[V17:모달

리티] 하 로 좌측 분기된 28번 노드[V2:실시월]

은 TAT 기 처리에 계 인 요인이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8번 노드[V2:실시

월] 하 로 좌측 분기된 29번 노드

[V13:진료과]에 의해 “4월”이라는 계 요인과

진료과목이 “CS”, “FM”, “MN”, “MC” 등에 해당

하는 경우, TAT 기 처리가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 28번 노드[V2:실시월] 하 로 우측

분기된 32번 노드[V13:진료과]를 거치고 있으나,

TAT 기 처리에는 큰 향을 미치지 못 하

다. C 의료원의 사례분석 결과, 상의학검사의

TAT 기처리는 “진료과”, “상병”, “모달리티”,

“계 ” 등의 요인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측 모형을 C 의료원에 용한 결과, 기존 TAT

기 처리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을 도출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기처리를 측하

기 한 모형 개발 차를 제시하 다. 결정트리

분석의 강 은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데

이터의 인과 계를 해석할 수 있게 해 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결정트리 분석 기법

분류회귀나무 알고리즘을 모형에 합화한 후

데이터 마이닝 차에 따라 C의료원에 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노드 수가 37개이면

서 깊이가 5인 트리가 만들어졌으며, “진료과”,

“상병”, “검사구분”, “실시월”이 의료서비스 기

처리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의 결과는 산업분야 역에서 서비스 신을

목 으로 한 다양한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 한

문가시스템 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분야에서

그 활용 가치가 더욱 높을 것으로 망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 모형의 활용도를 높이

기 한 사례분석 시뮬 이션 방안에 한 활

발한 논의와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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