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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기  의료 상 분석 방법  시스템을 제안한다. 다기  연구에 참여하는 기 에게 

분석 가이드  분석 로그램을 제공하여 표 화된 상분석 연구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해 동

일한 로토콜로 표 화된 상을 획득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분산형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제
안하는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보안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의료 장에 합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다기  의료 빅데이터 분석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1. 서론

   최근 4차 산업 명을 바탕으로 빅데이터에 한 심

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산업의 변화에 따라 의료정보 시

스템의 표 화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에 따라 표 화된 데이터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

다[1][2]. 다기  연구의 경우 양질의 연구를 해 표 화

된 리가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연구기 별로 데

이터 수집  분석 방식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한다. 상 

데이터의 경우 수치화된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이

기 때문에 표 화된 분석 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시 이다

[3][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기  연구에 참여하는 기

이 동일한 환경에서 의료 상을 획득하고 분석하여 결

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기  상분석연구를 한 방법 

 시스템에 한 내용을 기술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기존

의 연구의 앙집 식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과 도출

로 이루어지는 흐름을 분산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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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공유하여 다기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의료정보 보

안 문제를 해결하며 동일한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다기  연구지원 시스템

  제안하는 다기  연구지원 시스템의 처리과정은 그림 1

과 같으며, 세부 으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다기  상분석연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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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한 IRB 승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할 다수의 

기 을 모집  선정하는 단계와 참여기 에게 표 화 작

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분석 로그램을 배포하고 동일한 

로토콜기반으로 수집 상에 한 타겟질환에 따라 ROI

와 이블링을 통해 표 화하는 단계, 그리고 분석한 결과

에 한 수집 단계를 통해 연구를 수행한다. 

2.1 다기  상분석 연구를 한 분석 방법 

(1)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과정을 거친 후 

다기  연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연구를 수행할 다수의 

기 을 모집  선정한다. (2) 다기  연구의 목   조

건에 상응하는 분석 가이드와 분석 로그램을 기  시스

템에 각각 배포하면 기 에서 분석 가이드에 따라 로그

램 실행기간, 상 선택, 조건 등을 결정하고 분석 로그

램의 실행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기  시스템의 분석 

환경이 동일화되어 그림 2와 같이 표 화된 데이터를 추

출할 수 있다. (3) 분석 로그램은 분석 상, 분석 방법 

등에 한 정보를 선택  조정할 수 있는 각종 메뉴들을 

포함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제공한다. (4) 데

이터 처리 알고리즘, 심 역 추출 알고리즘, 분석 수

치 측정 알고리즘, 상 변환 알고리즘, 질환 진단 알고리

즘 등과 같은 상 처리 알고리즘들을 포함하여 연구의 

목 과 조건에 따라 분석 로그램을 실행 할 수 있도록 

구체 인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 

(그림 2) 분석 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분석 데이터

2.2 다기  데이터 처리 결과 공유 차

(1) 추출한 데이터는 그림 3과 같이 다기  연구 지원 시

스템에 업로드  다기  연구 지원 시스템이 업로드 된 

분석 데이터를 수집  통계 처리한 후, 데이터 처리 결과

를 각각의 기  시스템에 공유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2) 공유하는 과정에 있어 환자에 한 정보를 익명화 시

키는 기능을 용하여 환자의 정보가 제 3자에게 노출  

오용될 가능성을 사 에 차단하도록 DICOM 헤더 정보[5]

 환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름, 나이, 성별 등을 익명

화시킴과 동시에 태그 정보에 포함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로그램에 용한다.

(그림 3) 각 기 별 데이터 처리 결과 공유

3.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다기  연구에 참여하는  

기 이 동일한 로토콜하에 분석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의료 상의 수집단계에서 표 화된 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통합하여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의료 상 빅데이터 연구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 한다.

  향후 연구내용으로는 제안한 시스템에서 도출된 결과를 

인공지능 기술에 용하여 의료 상 데이터를 분석  

추출함에 있어 자동 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 다기  상분석 결과에 한 리  One-stop 

이 라인 처리를 한 연구를 진행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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