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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초록 미병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미병에 대한 분류나 진단을 위한 확고한 근거

가 미약한 상황으로서 미병 진단 인자 분류를 위한 생리시스템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

의 목적은 개발한 생리학적 모델이 미병 단계를 구별하는데 효과 및 유용성이 있는지를 임상 검증하

기 위하여 생리학적 모델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자 함이다. 인공지능 계산은 3 층으로 구성

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였으며 각 층은 30 개의 neuron들로 구성하였다. 인공지능망의 입력 값은 나이,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심박수 값 (입력 값 4 개)이고 출력 값은 혈관 저항값인 Ra이다. 머신러닝 차

수를 높이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은 생리적 모델로부터 도출된 결과와 인공지능을 통하여 계산

된 결과를 비교하였다. 개발된 인공지능계산을 이용한 생리시스템 모델은 대량의 표본집단에서 임상

검증에 기여할 것이다. 

 

서론  

건강한 사람과 질병이 있는 사람의 중간 단계

인 미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1]. 하지만 

이 미병 단계를 구별하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전 연구에서 미병 관련 측정 데이터를 기

반으로 인체의 혈류/대사 등의 생리 시스템 모델

을 구축하고 단계를 진단하는 미병 지표를 제시

하였다[2-3]. 미병 연구 진행 중 특히 동맥의 저항 

값이 대상의 상태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4]. 미병의 예방과 관리의 중

요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미병에 대한 분류나 진

단을 위한 확고한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큰 모

집단에서 미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체

계적 추적관찰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병 

진단 인자 분류를 위한 생리시스템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순환기 시뮬레이션을 통한 환

자 맞춤형 동맥의 저항과 용량을 산출해보고 그

를 기반으로 한 대상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지

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4-6].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전의 연구에서 개발한 생리학적 모델이 미병 단

계를 구별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임상 검증하기 

위하여 생리학적 모델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을 개

발하고자 함이다.  

이론 및 계산방법 

대상선택은 10,000 개의 랜덤 생성된 데이터

를 이용하였고, 기존의 최적화 방식으로 혈관 저

항(Ra), 혈관 컴플라이언스(Ca)를 계산한다. Ra, 

Ca 결과 중 계산 결과가 정상치를 많이 벗어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Ra가 2.0 초과인 

결과) 8,000 개를 선택하였다. 트레이닝 데이터 

7,000 개, 테스트 데이터 1,000 개로 설정하였다. 

인공지능망의 입력 값은 나이, 수축기 혈압, 이완

기 혈압, 심박수 값 (입력 값 4 개) 및 거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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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Ra 값 (출력 값 1 개) 이다[5,6]. 인공지능

망 출력은 인공지능망이 예측한 Ra 데이터 (출력 

layer - 1 개 neuron)이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

여 Ra와 Ca를 독립 추론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네

트워크를 구성하였다. 3 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를 이용하였으며 각 층은 30 개의 neuron들로 구

성하였다. Sigmoid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Xavier

방법을 통하여 가중치를 초기화하였다. 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dent) method를 이

용하여 최적화하였으며, Learning rate은 0.01로 

설정하였다. Batch 개수는 500이다. 

결과 및 논의 

100,000 회 batch 작업 iteration을 수행하였다. 3 

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이용해 독립적 머신러

닝 5 회 수행하였다. 아래 표1은 러닝 완료 후 

1,000 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추론 결과이다.  

추론차수  평균오차 최대오차 LPM계산값/추론값 

1 0.015 0.20 1.0/1.20 
2 0.015 0.22 1.8/1.58 
3 0.017 0.20 1.8/1.60 
4 0.022 0.23 1.8/1.57 
5 0.018 0.21 1.8/1.59 

Table 9. 머신러닝 차수에 따른 오차 분석 

머신러닝 차수를 높임에 따라 정확도가 비례하며 

높아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더 많은 실제 사례

에 적용하여 계산 정확성 분석에 대한 확인이 필

요하며 최대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나 최적화된 

기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대량의 표본집단에서 환자 맞춤형 혈관의 저

항값이나 컴플라이언스등 대상의 상태에 따라 중

요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평가할 수 있는 인공지

능계산을 이용한 생리시스템 모델 개발하였다. 

개발된 인공지능계산을 이용한 생리시스템 모델

은 대량의 표본집단에서 임상검증에 기여할 것이

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6-936606). 

참고문헌 

[1] K.R. Ilza Veith. The Yellow Emperor's Classic of 

Internal Medicine, (New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2] J.C. Lee, S.H. Kim, Y.S. Lee, S.H. Song, Y.Y. Kim, S.W. 

Lee. The concept of Mibyeong (sub-health) in Korea: 

A Delphi study, Eur J Integr Med, 5(6), (2013), pp. 

514–518. 

[3] S. Lee, Y.H. Baek, K.H. Park, H.J. Jin, S.W. Le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to 

measure the health status of healthy but unsatisfied 

people: Mibyeong index(Full-size image (<1 K) index),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3), (2016), pp. 35–49 

[4] K.E. Lee, J.J. Kim, H.J. Jin, S. Lee, E.B. Shim. 

Physiological indices for the categorization of 

Mibyeong severity,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2017) (Accepted). 

[5] W.R. Webb, P.V. Moulder, L.H. Harrison, M.L. 

Broussard. Simple method for evaluating cardiac 

output, J La State Med Soc, 161(5), (2009), pp. 287–

289. 

[6] S. Vennin, A. Mayer, Y. Li, H. Fok, B. Clapp, J. 

Alastruey, P. Chowienczyk. Noninvasive calculation of 

713



93

제 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84 

 

당하는 Ra 값 (출력 값 1 개) 이다[5,6]. 인공지능

망 출력은 인공지능망이 예측한 Ra 데이터 (출력 

layer - 1 개 neuron)이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

여 Ra와 Ca를 독립 추론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네

트워크를 구성하였다. 3 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를 이용하였으며 각 층은 30 개의 neuron들로 구

성하였다. Sigmoid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Xavier

방법을 통하여 가중치를 초기화하였다. 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dent) method를 이

용하여 최적화하였으며, Learning rate은 0.01로 

설정하였다. Batch 개수는 500이다. 

결과 및 논의 

100,000 회 batch 작업 iteration을 수행하였다. 3 

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이용해 독립적 머신러

닝 5 회 수행하였다. 아래 표1은 러닝 완료 후 

1,000 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추론 결과이다.  

추론차수  평균오차 최대오차 LPM계산값/추론값 

1 0.015 0.20 1.0/1.20 
2 0.015 0.22 1.8/1.58 
3 0.017 0.20 1.8/1.60 
4 0.022 0.23 1.8/1.57 
5 0.018 0.21 1.8/1.59 

Table 9. 머신러닝 차수에 따른 오차 분석 

머신러닝 차수를 높임에 따라 정확도가 비례하며 

높아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더 많은 실제 사례

에 적용하여 계산 정확성 분석에 대한 확인이 필

요하며 최대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나 최적화된 

기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대량의 표본집단에서 환자 맞춤형 혈관의 저

항값이나 컴플라이언스등 대상의 상태에 따라 중

요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평가할 수 있는 인공지

능계산을 이용한 생리시스템 모델 개발하였다. 

개발된 인공지능계산을 이용한 생리시스템 모델

은 대량의 표본집단에서 임상검증에 기여할 것이

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6-936606). 

참고문헌 

[1] K.R. Ilza Veith. The Yellow Emperor's Classic of 

Internal Medicine, (New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2] J.C. Lee, S.H. Kim, Y.S. Lee, S.H. Song, Y.Y. Kim, S.W. 

Lee. The concept of Mibyeong (sub-health) in Korea: 

A Delphi study, Eur J Integr Med, 5(6), (2013), pp. 

514–518. 

[3] S. Lee, Y.H. Baek, K.H. Park, H.J. Jin, S.W. Le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to 

measure the health status of healthy but unsatisfied 

people: Mibyeong index(Full-size image (<1 K) index),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3), (2016), pp. 35–49 

[4] K.E. Lee, J.J. Kim, H.J. Jin, S. Lee, E.B. Shim. 

Physiological indices for the categorization of 

Mibyeong severity,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2017) (Accepted). 

[5] W.R. Webb, P.V. Moulder, L.H. Harrison, M.L. 

Broussard. Simple method for evaluating cardiac 

output, J La State Med Soc, 161(5), (2009), pp. 287–

289. 

[6] S. Vennin, A. Mayer, Y. Li, H. Fok, B. Clapp, J. 

Alastruey, P. Chowienczyk. Noninvasive calculation of 

제 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85 

 

the aortic blood pressure waveform from the flow 

velocity waveform: a proof of concept, Am J Physiol 

Heart Circ Physiol, 309(5), (2015), pp. H969–76.

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