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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다양한 병원 정보 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왔다.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해 병원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하고 공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통계량을 집계하는 데에만 사용되

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병원 운영 관리에 유용한 숨겨진 지식이나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기존 병원 정보 시스템들에 의해 축적되어진 환자 이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임상 서비스 프로세스 모형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환자 이력 데이터는 검사나 처방 등을 실시한 기록을 포함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데이터 소스가 분산되

어 있어 단순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까다롭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단순한 형태의 프로세스 모형을 생성하고 이를 

확장해나가는 단계적인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 

등이 활용되었으며, 제안하는 방법을 실제 류머티스과 환자 이력 데이터에 적용하여 임상 서비스 프로세스 모형을 추출할 수 있

었다.

키워드: SSD(Solid State Disk), 중복 제거(Deduplication)

I. 서 론

병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병원에서도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s) 등 다양한 정보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들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전자적

으로 저장하고 공유하는 것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운영 관리에 필요한 유용한 지식이나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은 아직도 미흡하다[1][2]. 이에 본 논문은 병원 정보시스템에 

축적된 환자 이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임상 서비스 프로세스 모형

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모형은 병원 운영 현황이나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생산성 및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 배경

데이터 마이닝은 방대한 데이터에 숨겨진 유용한 지식이나 패

턴을 추출하는 분석 방법으로 분류, 예측, 군집, 연관 등의 다양한 

기법을 포함한다[3]. 그러나, 일반적인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은 전

통적인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최근에는 로그 형태의 데이터에서 프로세

스 모형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이 등장하여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 분석과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4]. 
병원 정보 시스템에 의해 축적되는 데이터는 각 환자들의 검사

나 처방 이력들을 저장하고 있어, 일종의 로그 데이터로 볼 수 있

으나, 실제로는 측정 항목 별로 데이터 소스가 다르고, 구조가 복

잡하다. 이로 인해, 프로세스 마이닝에 필요한 세 가지 필수 필드

인 사례 식별자, 이벤트 식별자, 이벤트 발생시각 중 이벤트 식별

자를 정의하는 것이 곤란하며, 프로세스 마이닝을 직접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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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까다롭다.
이에 본 논문은 환자 이력 데이터에서 임상 서비스 프로세스 모

형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본 론

그림 1은 제안하는 분석 방법의 전체 절차를 보여준다. 이 방법

은 크게 1, 2단계 분석과 후처리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 

분석에서는 분산된 이력 데이터를 통합하고 단순 프로세스 모형을 

생성한다. 

그림 1. 전체 분석 절차

Fig. 1. Overall Analysis Procedure

이력 데이터 통합 시, 처음에는 각 데이터 소스에 발생 회차를 

붙인 문자열을 이벤트 식별자로 하여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통

해 그림 2와 같은 단순 프로세스 모형을 얻게 된다. 

그림 2. 단순 프로세스 모형

Fig. 2. Simple Process Model

이후, 단순 프로세스 모형을 확장하여 상세 프로세스 모형을 얻

는 것이 2단계 분석으로, 여기서는 단순 프로세스 모형의 주요 이

벤트를 선택한 후, 해당 데이터 소스에서 해당 이벤트의 특성을 분

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림 3은 단순 프로세스 모형에서 Test1
을 선택하여 첫 번째 검사 결과가 normal 인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추출한 결과이다.

그림 3.  상세 프로세스 모형

Fig. 3. Detailed Process Model

후처리 단계에서는 각 노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모형을 완

성하게 되고, 그림 3에서 Order1, Order2, Order3의 하단에 연결

된 항목들이 이에 해당한다. 

IV. 결 론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환자 이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임상 서비

스 프로세스 모형을 추출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분석을 지

원하는 시스템이나 모형을 이용한 병원 운영 관리 방법 등을 지속

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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