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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료기관은 급속한 ICT 융합 보급에 따른 의료 기관 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의료 산업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

의 빅 데이터화 및 사물 인터넷 의 등장으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관리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러한 의료계의 빅 데이터 패러다임은 단순히 크기가 큰 자료나 그것을 처리하고 분석하는 도구와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활하고 사고하고 연구하는 방식의 전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의료분야 데

이터가 공개됨에 따라 의료 데이터의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픈 소스를 활용한 공공 데이터 기반의 질병 검색 시스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단순 질병 조회나 단일 질환에 대한 증상 조회와는 달리 증상이나 원인으로 검색해도 관련 질병들이 검색

되며 병명이 재지정 되었거나 유사한 증상을 가지는 질병들도 검색이 되었다.

ABSTRACT

Medical institutions face the challenge of securing competitiveness among medical institutions due to the rapid spread 
of ICT convergence, and managing data that is growing at an enormous rate due to the emergence of big data and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of Things. The big data paradigm of the medical community is not just about large data or 
tools and processes for processing and analyzing it, but also means a computerized shift in the way people live, think and 
study. As the medical data is recently released, the demand for the use of medical data is increasing. Therefore, the 
research on disease detection system based on public data using open source that can help rational and efficient decision 
making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unlike a simple disease inquiry or a symptom inquiry about a 
single disease provided by a public institution, related diseases are searched by a symptom or a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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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료기관은 급속한 ICT 융합 보급에 따른 의료 기관 

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의료 산업을 통해 발생하는 데

이터의 빅 데이터화 및 사물 인터넷의 등장으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관리해야하는 과제에 직면

해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빅 데이터 패러다임은 단순히 

크기가 큰 자료나 그것을 처리하고 분석하는 도구와 과

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활하고 사고하

고 연구하는 방식의 전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의료분야 데이터가 공개됨에 따라 의료 데이

터의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의료분

야의 빅 데이터 시범 사업으로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 
빅 데이터 기반 의약품 안정성 조기경보 서비스, 보건의

료 빅 데이터 활용 시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1] 특
히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의 경우 범국민적으로 현재 유

행하는 질병과 이에 대한 위험 정도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의 경우 감기, 눈병, 식중독, 천식, 피
부염에 대한 오늘, 내일, 모레와 같이 3일 이내의 단기적

인 예측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 동향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예측 결과만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질

병 예측 모델에는 소셜 정보(SNS, 뉴스, 블로그)가 포함

되는데 문맥이 아닌 단순 단어 포함 여부에 따라 수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신뢰도의 문제가 있다.[2,3] 일반적으

로 우리는 종종 건강의 이상을 겪고 그 증상에 대해 인

터넷을 검색해본 뒤에 병원에 가야하는지 결정하곤 한

다. 공공 기관에서 질병 데이터를 분류하고 웹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분류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검색은 질

병명이나 단일 증상에 대한 검색이다. 과거 대용량 질병 

및 건강정보를 연관관계 검색을 위해 대용량 코호트 DB 
시스템을 구성하여 질병 및 건강정보의 연관성을 측정

하고 의미적인 연관관계를 검색하는 연구[4]가 있었으

나 관계형 또는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로 텍스트 매칭을 

통한 단순한 건강정보 검색만 가능하다. 따라서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픈 소

스를 활용한 공공 데이터 기반의 질병 검색을 위한 특화

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Ⅱ. 관련 연구

2.1. KOSTOM

국내 임상용어 표준으로 채택된 한국보건의료표준용

어인 KOSTOM(KOrean Standard Terminology Of 
Medicine)은 보건복지부가 국내 보건의료정보 국가표

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에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개발되었다.[5] 보건의료정보표

준은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

합체로 미국 UMLS(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 
체계를 기반으로 각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

고 있으며[6]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하더라

도 동일한 의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UMLS(CUI) 코드와 상호호환을 위해 

한국질병사인분류(KCD) 코드도 부여되어 있다.[7]

Fig. 1 Health Medical Terminology Standard

2.2. KOICD

KOICD(Korea Information Classification Of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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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병분류정보센터가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

을 대상으로 한국질병사인분류(KCD)를 통해 질병의 

한글명, 영문명 등으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8] 특히 <그림 2>의 질병분류목록 중 영문영

역에서 밑줄로 표시된 질병 단어를 클릭하면 단순히 해

당 단어에 해당하는 위키디피아의 웹사이트 영문 내용

으로 연결된다. 

Fig. 2 Part of KOICD’s disease list

2.3. Elastic Stack

Elastic Stack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Elasticsearch
와 Kibana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

이터, 위치 정보, 메트릭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사

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검색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9] <표 1>과 같이 Elastricsearch는 관계형 데이

터베이스관리시스템(RDBMS)의 주요 개념과 비교할 

수 있다. Elasticsearch에서 데이터 쿼리(Query)는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SQL 쿼리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을 만족하

는 레코드를 찾는 개념을 넘어 가장 적합하고 유사성 높

은 결과를 찾는 개념이다. 또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서 불가능한 비정형 데이터의 색인과 검색 및 형태소 분

석을 통한 자연어 처리가 가능하며, 역색인(Inverted-index)
을 통한 빠른 속도로 검색이 가능하다.[10] 

Ⅲ. 제안하는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질병 검색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3>과 

같으며, 공공 데이터 기반의 질병 검색 시스템에서는 

KOSTOM의 보건의료용어표준 데이터와 KOICD의 상

병분류기호에서 질병 명칭을 Collector를 통해 통합, 정
제하고 원인, 진단, 증상, 유전학, 치료 등의 다양한 내용

을 대상으로 한 질병 검색을 위해 추출한 질병 영문명으

로 KOICD의 영문 질병 단어가 링크되어 있던 위키디피

아의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가져와서 정제한다. 이렇게 

가져온 내용을 Indexer는 검색 가능한 구조로 가공하고 

저장한다. Search Analyzer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질의

를 입력받아 Indexer에서 저장한 역색인 구조에서 일치

하는 Document를 찾아 결과로 반환한다. KOSTOM과 

KOICD의 테이터 속성은 <표 2>와 같다. 

Fig. 3 Structure of Disease Search System

RDBMS Elasticsearch

Database Index

Partition Shard

Table Document Type

Row Document

Column Field

Schema Mapping

SQL QueryDSL

Table. 1 Comparison of RDB and Elastic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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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ail of KOSTOM and KOICD Data

Item Attribute

KOSTOM

TermID

ConceptID

English

Korean

UMLS

Ver

KCD

ICD9CM

LOINC

EDI

CCC

ICNP

CDT

KOICD

KCD

Korean

English

Complete Code Division

Infection Disease Classification

Gender

Upper Age

Lower Age

Western/Oriental Medicine Division

3.2. 색인 유형 정의 및 매핑 

Elasticsearch은 미리 매핑 되어 있는 색인이 존재하

지 않아도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할 때 입력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색인(index)와 타입(type), 문서(document)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하지만 데이터 타입이 Elasticsearch
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문자열을 숫자로 인식

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Elasticsearch에 색인화 및 저장하기 위해 Field의 구조

와 제약 조건에 대한 유형을 <그림 4>와 같이 정의하고 

매핑 하였다.

Fig. 4 Index type and field type definitions

Ⅳ. 실험 및 평가 

실험 환경은 <표 3>과 같으며, KOSTOM의 보건의료

용어표준 데이터와 KOICD의 상병분류기호 테이블로 

실험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 환경의 제약 상 

Elasticsearch 노드 하나만으로 구성된 가장 간단한 형태

인 싱글 모드로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으나 실제 운영할 

때는 최소 3개 이상의 물리적인 노드로 클러스터를 구

축하는 것이 좋다.

Table. 3 Test Environment

Equipment Desc.

Server

Intel XEON Processor E5-1620 V4
256GB 2400MHzz DDR4 RDIMM ECC
1x2.5Inch 1TB SATA Class 20 SSD
2x2TB 3.5Inch SATA HDD
NVIDIA Quadro M4000 8GB

4.1. 공공 데이터 획득 및 변환

KOSTOM의 보건의료용어표준 데이터와 KOICD의 

상병분류기호를 통합, 정제하여 321,216개의 질병 데이

터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질병 영문명으로 위키디피

아에서 질의하여 가져온 5,152건의 질병 이름과 페이지 

전체 텍스트를 색인하여 저장하였으며, <그림 5>와 같

이 조회 건수와 데이터 소스, JSON 모델로 저장된 형태

를 보여주고 있다. 

Fig. 5 Indexed disease data viewed in Kibana

4.2. 질병 검색

<그림 6>과 같이 질병 검색을 위해 예시로 드문 질병

인 요붕증의 주요 증상인 다갈증(polydipsia)과 다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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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uria)을 질의 문자열로 검색 결과는 10개로 설정하

고 검색하였다. 

Fig. 6 Query string for diabetes

Fig. 7 Results of the query for diabetes

<그림 7>은 요붕증에 대한 증상으로 질의한 질병 검

색 결과를 보여준다. 쿼리로 요붕증 증상으로 검색을 실

행한 결과 ‘Diabetes insipidus’라는 키워드가 만족하는 

Document의 Score가 더 높게 측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요붕증(Diabetes Insipidus)은 인슐린의 생산

과 분비의 결핍이나 비정상 작용에 의하여 고혈당이 발

생하는 질환군인 당뇨병(Diabetes mellitus)의 증상과 비

슷하기는 하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원인도 다

르다.[11] 이처럼 해당 질병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으로 검색한 결과 <표 4>와 같이 확률이 높은 후보 질병 

정보를 정확도가 높은 순으로 출력하여 보여주었다. 

Table. 4 Disease search result

Query string Expected value 
(Result value)

took
(ms) score ranking

polydipsia, 
polyuria

Diabetes insipidus
(Diabetes insipidus) 8 14.49 1~8/10

fatigue, fever, 
rash, chest pain Lupus(Lupus) 9 17.47 1/10

heat intolerance, 
diarrhea

Hyperthyroidism
(Hyperthyroidism) 6 9.66 1/1

wheezing,
chest tightness,

coughing,
airflow obstruction 

Asthma
(Emphysema) 2 14.39 (1/1)

diarrhea, vomiting, 
dehydration

Cholera
(Vipoma) 5 11.94 5/10

(1/10)

diarrhea, vomiting, 
dehydration,

muscle cramps

Renal Failure
(Renal Failure) 7 14.01 1/1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오픈 소스를 활용한 공공 데이터 기반

의 질병 검색 시스템 구현을 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보

다시피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 검색 시스템을 구

현한 결과 공공 기관에서 기존에 제공하는 단순 질문에 

대한 선택 또는 증상 선택을 하게 하여 질병을 추측하게 

하는 서비스나 단일 질환에 대한 증상 조회와는 달리 다

양한 증상이나 원인으로 검색해도 관련성이 높은 순으

로 질병들이 검색되며 병명이 재지정 되었거나 유사한 

증상을 가지는 질병들도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앞으로 진료 영역이나 보험 청구업무에서 진단명을 

부여 할 때 의증으로 인한 진단명 일치도 개선에 활용하

여 질병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 시키고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환자표본자료를 활용하여 질병 내역에 따른 진

료 내역을 매핑하여 질병 예측과 더불어 치료와 처방내

역에 대한 자료 축적 및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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