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A 빅데이터 브리프

모바일 질병 예측 서비스 구축
소속기관

작성자

비바(VIVA)

박한

본 내용은 2017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입선한 ‘VIVA’의 사례임

1. 배경 및 목적
●●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질병 예방 및 관리 중심의 인공지능 헬스케어
애널리틱스 서비스가 부각됨
▶▶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프로스트&설리번’은 보건의료 관련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약 11배 증가(’1
4년 6억 3400만달러 → ’21년 66억 6200만달러)하고, 연 평균 40%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

▶▶

미국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2026년에는 연간 1500억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보건산업브리프’에 따르면 헬스케어 애널리틱스가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관리 중심의 맞춤형 치료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제약 및
연구개발 데이터

환자 활동 및
정서 데이터

의료비용 및
보험 청구 데이터

[그림 1]  헬스케어 애널리틱스의 대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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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진료 불만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적・질적 성장의 추진 방안 필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접수 및 개시현황 자료(2018년)에 따르면 의료사고
및 분쟁과 배상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보건복지통계연보(2017)’의 의료서비스 불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불만족 원인은 ‘
의료비(24.1%)’, ‘치료결과 미흡(20%)’, ‘긴 대기시간(19.5%)’ 등 임

●●

병원의 방문 전(후)에 환자에게 필요한 질병 정보를 제공하여 병원을 선택하는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병원 비교 서비스 필요
▶▶

본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 부문의 평가지표와 환자들의 평가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도록 의사결정을 유도하고자 함

▶▶

또한 진료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기 전 환자에게 맞춤형 질병 정보를 제공하여,
진료 현장에서 환자와 의사간의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구축 방법
●●

주요 사용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 표본 데이터셋
질병 통계 데이터셋

건강검진 데이터셋 등
의료자원 현황 데이터셋
진료비 현황 데이터셋

[그림 2]  주요 활용 데이터

38

HIRA 빅데이터 브리프

●●

기술 개요

1

질병에 대한 증상 빅데이터를 모(母) 데이터로 하여 BASEDATA로 초기 지도학습을 개발

2

음성인식을 통한 텍스트화는 구글 STT API를 이용하며 텍스트화된 음성 결과를
AWS TensorFlow 서버로 음성 결과, 월(계절), 성별, 나이를 전송

3

서버에선 음성 결과를 토큰화 알고리즘을(Python Tokenization) 이용하여
특정 문구별로 문자열을 분리한 후, BASEDATA의 DB에서 부위 or 증상, 월, 성별, 나이 등의
의료 빅데이터 가중치를 이용

4

퍼셉트론(Perceptron) 방식으로 증상을 나열, 선택된 증상들에 대해
델타규칙으로 오차 범위를 줄여 학습 데이터 강화

5

연관된 증상을 클릭 후 추가 문진 카테고리를 취합 시,
연관 증상들에 내포된 추가 문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가 문진을 시행

6

최종 결과는 선택 증상, 월(계절), 성별, 나이, 추가문진 결과를 토대로
초기 RNN(순환 신경망)방식을 이용하여 결과를 유추하며 RNN방식의 순환적 재귀 방식을
이용하여 BASEDATA의 가중치와 이전 결과를 DEEP하게 분석하여 신뢰도를 높임

[그림 3]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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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결과(예시)
●●

병원 방문 전후 사전 질병 예측 및 의료 정보 제공하는 인공지능 문진 서비스 개발

[그림 4]  문진 서비스 개발 화면

●●

병원평가정보 및 병원비 데이터를 활용한 병원 비교 서비스 개발

[그림 5]  병원 비교 서비스 개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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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비스 소개 화면

4. 결론 및 향후 계획
●●

2017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을 시작으로 병원 전자의무기록과
연동가능한 인공지능 문진 솔루션을 개발 진행 중 임
▶▶

다양한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보다 의미있고 유용한 의료 데이터 사업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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