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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refining and processing time-series data using Medical Information Mart 

for Intensive Care (MIMIC-IV) v2.0 data.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the processing method was validated 

through a machine learning-based pressure ulcer early warning system using a dataset processed based on 

the proposed method. The implemented system alerts medical staff in advance 12 and 24 hours before a 

lesion occurs. In conjunction with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system, it informs the medical staff 

of the risk of a patient's pressure ulcer development in real-time to support a clinical decision, and further, 

it enables the efficient allocation of medical resources. Among several machine learning models, the GRU 

model showed the best performance with AUROC of 0.831 for 12 hours and 0.822 for 2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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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MIMIC-IV(Medical Information Mart for Intensive Care) v2.0 데이터를 이용한 시계

열 데이터의 정제 및 가공 방법을 제안한다. 더불어 해당 가공법을 기반으로 정제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구축한 기계학습 기반의 욕창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해당 가공 방법의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구현된 욕창 조기 경보 시스템은 병변이 발생하기 전 12, 24시간에 미리 의료진에게 경

보를 주는 시스템이다.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

로 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도를 의료진에게 알려 중환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의료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 기계학습 모델 중 GRU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AUROC 평

가지표를 기준으로 발생 전 12시간이 0.831, 24시간이 0.822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욕창, 시계열 데이터, 전자의무기록,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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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전 세계의 다양한 의료 시스템에서 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다[1, 2]. 이러한 추세에 따라 EMR 데이터를 인공지능

과 접목하는 연구가 현재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큰 잠재

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데는 커다란 장벽이 있다. 주요 문

제 중 하나는 대규모 EMR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다. 개인

정보 보호와 각 병원에서 사용하는 EMR 시스템 간 호환

성에 대한 문제와 대규모 EMR 데이터의 정제[3, 4] 및 가

공[5, 6, 7]을 위해 공학 지식과 의료 지식을 모두 필요로 

한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EMR 연동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료진

에게 경보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욕창이다. 욕창은 

신체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져 혈액순환 장애가 일

어나 산소 및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피부괴사가 시작되고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예방이 중요하다[8]. 특히 중

환자는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병동 내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체위 변경 등의 처치를 하거나 특수 

침대를 사용하여 예방하지만 한정된 의료 자원으로 많은 

환자의 욕창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인 기계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시

계열로 저장되는 EMR 데이터의 특성을 활용하지 않았다

[9, 10].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는 

효과적인 EMR 데이터 가공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제안한 방법으로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한 욕창 

조기경보가 가능한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 결과를 통

해 욕창이 발생하기 전에 의료진에게 위험성을 알려 효율

적인 의료 자원 배분이 가능함을 보이고자 한다.

II. Related works

2.1 Machine learning models

최근 EMR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의사결정모델, 로지

스틱 회귀모델 등의 통상적인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한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기계학습 방법들은 통계

적인 방법을 통해 구한 대푯값을 사용하여 예측 시점의 사

건 발생 여부를 출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학습 방법들

은 데이터의 시간적 역학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계

열 데이터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중환자실 내의 한정

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

자 데이터 취득과 동시에 환자의 상태 변화를 인지하고 이

를 통해 환자 예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중환자실에서는 SAPS(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APACHE(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SOFA(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ment) 와 같은 분석 도구를 통해 환자의 

위험도를 확인한다[11, 12]. 욕창 발생 위험도를 사정하는 

도구로는 Braden Scale, Norton Scale, Waterlow 

Scale, Cubbin & Jackson Scale, Gosnell Scale[8, 13, 

14] 등을 사용하지만 이 도구들은 사정하는 간호사의 주관

적인 견해가 섞이게 되어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값들을 직접적인 위험성 분석이 아

닌 적절한 데이터 가공을 통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

2.2 MIMIC-IV Dataset

MIMIC-IV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보스턴의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에서 취득한 데

이터이다. 주요 환자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개인정보 문제

를 해결하였고 현재 의료 영역에서 표준 공개 데이터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에는 환자의 활력징

후, 실험실 측정, 투여 약물 등을 포함하여 실제 병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 MIMIC-III[3, 4]의 성공적인 수집 방법을 기반으로 

오류를 수정하고 MIMIC-IV 2.0[15]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315,460명의 개별 환자에 대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

며, 454,324건의 병원 입원기록과 76,943건의 중환자실 

입실 기록을 취득한 데이터를 구분하여 제공한다. Figure 

1은 환자 1명의 병원, 중환자실 입/퇴실 기록을 표현한다.

Fig. 1. Patient admission history

하지만 데이터 가공 방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서로 

다른 연구 결과의 비교 및 해당 연구의 재현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Purushotham, S 등[5]은 이러한 문

제를 제시하며 데이터 추출 파이프라인[6, 7]과 함께 베이

스라인 모델을 제안하였지만, EMR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포함하지는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수치 데이터가 주를 이루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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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ssure Ulcer cohort selection

며, 환자에게 행한 처치 등의 변수에 대한 기준이 정의하

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처치 관련된 변수를 최대한 사

용하기 위해 관련 값을 이진 데이터로 변환한다.

Fig. 3. Data process flow chart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장에서는 MIMIC 데이터에서 욕창 발생 환자 코호트

를 정의하고, 추출 데이터의 형태와 변수목록 그리고 오류 

데이터의 정제 방법을 설명한다. Figure 3은 데이터 가공 

흐름을 도식화하였다.

3.1 Pressure Ulcer cohort selection

중환자실에 입실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선

정하였으며, 욕창이 발생한 환자의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최초 발생 전과 후를 구분하였다. 욕창 발생 여부는 환자

에게 부여한 진단 코드를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 중환

자실 데이터의 욕창 발생 여부와 서로 값이 상충하여 전체 

환자에 대해 설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고

자 욕창이 발생한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변수인 

욕창 발생 보고 여부와 부위별 욕창 등급을 이용하여 욕창 

환자를 구분하였다. Figure 2와 같이 현재 입실의 발생 여

부 및 과거 입실에서의 발생 여부를 통해 4가지 경우의 수

를 두고, 과거 욕창 발생 기록이 있는 환자군 {-1, -2}과 

과거 욕창 발생 기록이 없는 환자군 {1, 0}을 구분하여 학

습, 평가 데이터셋을 구분하였다. 이를 Figure 1의 환자에

게 적용하면 6번의 입실 순서대로 {0, 1, -2, -1}의 데이터

셋으로 구분하게 된다.

3.2 Data extraction

환자마다 중환자실 입실 기간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

집 빈도의 차이가 존재하여 시계열 데이터양이 차이가 나

며, 사건이 기록되는 시간차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일괄적



72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LoE (Length of 

Event)를 입실 시점( )부터 사건기록 시점( )까

지 경과한 시간 길이로 정의하고, 1시간 단위로 샘플링하

여 사용한다.

      ∈  (1)

샘플링한 1시간 내에 데이터가 여러 번 기록된 경우 겹

치는 데이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겹치는 데이터에 대해 수

치, 범주형, 이진 데이터의 경우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Figure 4는 데이터의 종류별 원시데이터와 가공 후 모습

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수치형 데이터는 원시 데이터의 

경향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평균값을 사용하여 처리한

다. 범주형 데이터의 경우 환자의 예후가 상대적으로 부정

적인 값을 사용한다. 일 예로, 간호사가 기록하는 Braden 

scale 욕창사정도구는 환자 부위를 10가지로 구분하여 각

각 측정하는데, 기록시 이를 명확히 분류하지 않아 부위에 

관계없이 발생 확률을 예측하기 위해 가장 부정적인 값을 

사용하여 환자별 가장 취약한 부위의 욕창 발생 확률을 예

측하도록 한다. 약물주입, 처치와 관련된 변수는 시작시간

과 종료시간, 그 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세부 

약품명에 따라 투여량이 변경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약품

명의 구분 없이 근육이완제, 진정제, 혈압상승제로 구분하

고 사용여부로 이진화하여 사용한다.

Fig. 4. Raw data and processed data

환자의 진정 단계를 평가하는 RASS(Richmond 

Agitation-Sedation Scale) 점수와 SAS(Riker Sedation 

-Agitation Scale) 점수는 환자마다 적용한 평가방식에 

차이가 있어 Table 1을 기준으로 10단계로 구분하는 

RASS 점수를 7단계로 구분하는 SAS 점수로 치환하여 하

나의 변수로 사용한다.

추출 변수는 환자 기본정보, 활력징후, 혈액검사 데이터 

및 의학적으로 욕창 발생과 관계가 있는 변수를 의료전문

가를 통해 52개를 선정하였으며 Figure 5는 추출한 변수

의 세부 내역을 보이고 있다.

RASS Score SAS Score

+4 Combative 7 Dangerous agitation

+3 Very agitated 6 Very agitated

+2 Agitated
5 Agitated

+1 Restless

0 Alert & Calm
4 Calm & Cooperative

-1 Drowsy

-2 Light sedation
3 Sedated

-3 Moderate sedation

-4 Deep sedation 2 Very sedated

-5 Un-rousable 1 Unarousable

Table 1. RASS to SAS replacement

최종적으로 추출한 환자별 데이터의 크기( )는 

개의 행과 더불어 52개 변수와 중환자실 입실번호, 

LoE, 욕창 발생 여부를 포함한 55개의 열을 가지게 된다. 

 
× (2)

Fig. 5. Feature selection

3.3 Data cleaning

EMR 데이터의 수집 환경은 측정기기가 상시 모니터링

하고 측정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하거나 사람이 

수기로 작성하여 서버에 업로드 하는 방식이 많아 노이즈, 

결측, 이상, 중복, 기록오류 등으로 발생 되는 다량의 무작

위적인 오류 데이터 및 결측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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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데이터와 결측값은 데이터 분석을 어렵게 하고 학습

의 성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데이터 정제와 결측

값 보간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

정을 기반으로 데이터 정제와 결측값 보간을 진행하여 학

습 데이터를 생성한다.

� 중환자 데이터 수집은 환자 상태를 의료 전문가의 판

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 결측값은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 직전에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한다.

� 짧은 기간 동안 데이터의 변화 폭이 크더라도 오류 데

이터로 구분하지 않는다.

활력징후와 혈액검사 결과와 같은 수치 데이터는 환자

를 정상상태로 분류할 수 있는 수치 범위는 정의할 수 있

지만 중환자의 경우 해당 수치를 오류로 판단하기에 어려

움이 있어 명확한 측정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값에 대해 

IQR(Interquantile Range) 방법을 적용하여 이상치를 제

거하였다.

3.4 Label manipulation

일반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을 위한 정답 

값으로 실제 욕창이 발생한 시간을 기점으로 1의 값을 부

여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이렇게 학습한 모델이 출력하는 

값은 실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예측하게 된다. 기계학

습 모델이 조기경보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Figure 6

과 같이 실제 욕창 발생 시간(Time Zero; tz)을 기준으로 

조정시간( )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정답 값을 부여한다. 

Fig. 6. Label manipulation

IV. Experiment

4.1 Model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계학습 모델에는 로지스틱 회

귀, Decision Tree, Random Forest, XGBoost 등이 있

다. 이러한 기계학습 방법들은 시계열 데이터를 통한 학습

에는 부적합하다. 시간 정보를 활용하고 실시간으로 욕창

의 발생확률을 예측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

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RNN 모델을 사용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RNN 모델은      의 관계

로 정의되며, 이전 상태   을 입력으로 받아 다음 입력

으로 사용하기에 데이터의 시간적 역학을 포착할 수 있다.

일반적인 RNN 모델은 기울기 소실 문제가 있어 장기간

의 시간 역학을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기울기 

소실 문제를 게이트 메커니즘을 추가해 해결한 모델로는 

LSTM과 GRU 모델이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RNN, 

LSTM, GRU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4.2 Implementation details

실제 욕창 발생 시간을 기준으로 이전 0, 12, 24, 48시

간에 발생한 것으로 정답 값을 부여함으로써 모델이 조기

경보가 가능한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학습에는 입실 기간 

48시간 이상인 환자만을 사용하였으며, 연속된 48시간 데

이터를 임의로 샘플링하여 사용하였다. 기계학습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해 전체 데이터를 합치고 각 

데이터를 하나의 샘플로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조

기경보를 위한 정답 값 조정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변수

의 최솟값 및 최댓값을 {-1, 1} 범위로 정규화하여 입력으

로 사용하였고 욕창 코호트에서 설정한 환자 구분을 통해 

학습, 평가 데이터를 설정하였다.

� 학습 및 평가 모두 이전 입실 욕창 발생 환자 제외

� 평가에만 이전 입실 욕창 발생 환자 사용

� 학습에만 이전 입실 욕창 발생 환자 사용

� 학습과 평가 모두 이전 입실 욕창 발생 환자 사용

4.3 Result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실제 욕

창이 발생하기 전에 의료진에게 위험한 환자 정보를 알리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델이 시간적 역학을 학습했다면 

실제 욕창 발생 시간에 근접할수록 높은 확률을 출력해야 

한다. 전 모델이 조정시간( ) 값이 작을수록 성능이 상

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0시간과 12시간의 성능 차이

가 미미하여 욕창이 발생하기 최소 12시간 이전에 조기경

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과 평가 모두 이전 입실에서의 욕창 발생 환자 데이

터를 사용하였을 때, GRU 모델이 AUROC 지표를 기준으

로 욕창 발생 전 12시간이 0.831, 24시간이 0.822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LSTM 모델의 경우 Tab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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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test 

[0,1]

[0,1]

AUROC AUPRC

0 -12 -24 -48 0 -12 -24 -48

LR 0.724(+-0.005) 0.720(+-0.005) 0.715(+-0.005) 0.707(+-0.005) 0.775(+-0.003) 0.782(+-0.003) 0.788(+-0.003) 0.799(+-0.003)

DT 0.577(+-0.012) 0.572(+-0.032) 0.578(+-0.029) 0.575(+-0.028) 0.625(+-0.008) 0.636(+-0.019) 0.652(+-0.017) 0.669(+-0.015)

RF 0.767(+-0.005) 0.760(+-0.005) 0.753(+-0.002) 0.737(+-0.003) 0.799(+-0.004) 0.802(+-0.004) 0.804(+-0.002) 0.805(+-0.001)

XGBoost 0.740(+-0.008) 0.734(+-0.009) 0.723(+-0.015) 0.700(+-0.011) 0.789(+-0.007) 0.792(+-0.011) 0.794(+-0.012) 0.793(+-0.011)

RNN 0.735(+-0.016) 0.730(+-0.011) 0.722(+-0.012) 0.720(+-0.007) 0.780(+-0.014) 0.788(+-0.008) 0.792(+-0.008) 0.803(+-0.006)

LSTM 0.740(+-0.006) 0.741(+-0.003) 0.726(+-0.008) 0.713(+-0.012) 0.790(+-0.006) 0.801(+-0.009) 0.801(+-0.009) 0.803(+-0.011)

GRU 0.801(+-0.011) 0.794(+-0.013) 0.779(+-0.010) 0.762(+-0.013) 0.845(+-0.015) 0.846(+-0.014) 0.843(+-0.011) 0.841(+-0.014)

Table 2-1. Exclude PU patients on previous admission for both set

train 

test 

[0,1]

[0,1,-1,-2]

AUROC AUPRC

0 -12 -24 -48 0 -12 -24 -48

LR 0.770(+-0.005) 0.766(+-0.005) 0.761(+-0.005) 0.748(+-0.004) 0.430(+-0.007) 0.431(+-0.007) 0.431(+-0.007) 0.422(+-0.006)

DT 0.584(+-0.019) 0.578(+-0.027) 0.579(+-0.025) 0.578(+-0.019) 0.211(+-0.009) 0.213(+-0.012) 0.218(+-0.012) 0.223(+-0.009)

RF 0.775(+-0.005) 0.769(+-0.006) 0.761(+-0.004) 0.745(+-0.007) 0.414(+-0.006) 0.413(+-0.007) 0.408(+-0.010) 0.393(+-0.009)

XGBoost 0.737(+-0.010) 0.723(+-0.011) 0.711(+-0.011) 0.691(+-0.013) 0.392(+-0.012) 0.380(+-0.009) 0.370(+-0.019) 0.360(+-0.021)

RNN 0.767(+-0.009) 0.764(+-0.009) 0.754(+-0.007) 0.740(+-0.006) 0.401(+-0.008) 0.401(+-0.011) 0.395(+-0.011) 0.380(+-0.014)

LSTM 0.765(+-0.013) 0.761(+-0.009) 0.749(+-0.012) 0.739(+-0.006) 0.407(+-0.018) 0.412(+-0.014) 0.402(+-0.014) 0.397(+-0.016)

GRU 0.804(+-0.010) 0.798(+-0.013) 0.786(+-0.014) 0.767(+-0.016) 0.455(+-0.026) 0.453(+-0.026) 0.448(+-0.027) 0.425(+-0.029)

Table 2-2. Include PU patients on previous admission for test set

train 

test 

[0,1,-1,-2]

[0,1]

AUROC AUPRC

0 -12 -24 -48 0 -12 -24 -48

LR 0.718(+-0.005) 0.714(+-0.005) 0.710(+-0.005) 0.705(+-0.005) 0.783(+-0.003) 0.790(+-0.002) 0.796(+-0.002) 0.807(+-0.002)

DT 0.537(+-0.020) 0.545(+-0.017) 0.544(+-0.009) 0.536(+-0.010) 0.603(+-0.012) 0.621(+-0.010) 0.634(+-0.005) 0.649(+-0.006)

RF 0.683(+-0.014) 0.681(+-0.015) 0.671(+-0.013) 0.669(+-0.007) 0.758(+-0.010) 0.764(+-0.011) 0.767(+-0.010) 0.780(+-0.006)

XGBoost 0.661(+-0.023) 0.654(+-0.009) 0.644(+-0.017) 0.633(+-0.020) 0.730(+-0.013) 0.735(+-0.011) 0.737(+-0.012) 0.748(+-0.020)

RNN 0.747(+-0.008) 0.742(+-0.006) 0.737(+-0.006) 0.728(+-0.003) 0.802(+-0.005) 0.805(+-0.004) 0.811(+-0.005) 0.821(+-0.001)

LSTM 0.771(+-0.011) 0.770(+-0.012) 0.756(+-0.017) 0.743(+-0.011) 0.820(+-0.005) 0.828(+-0.009) 0.836(+-0.010) 0.837(+-0.010)

GRU 0.813(+-0.011) 0.804(+-0.012) 0.795(+-0.011) 0.784(+-0.007) 0.854(+-0.007) 0.854(+-0.005) 0.853(+-0.004) 0.860(+-0.005)

Table 2-3. Include PU patients on previous admission for train set

train 

test 

[0,1,-1,-2]

[0,1,-1,-2]

AUROC AUPRC

0 -12 -24 -48 0 -12 -24 -48

LR 0.782(+-0.003) 0.779(+-0.003) 0.775(+-0.003) 0.768(+-0.003) 0.466(+-0.004) 0.468(+-0.004) 0.469(+-0.004) 0.465(+-0.003)

DT 0.587(+-0.011) 0.589(+-0.013) 0.584(+-0.009) 0.578(+-0.007) 0.226(+-0.008) 0.233(+-0.010) 0.233(+-0.008) 0.235(+-0.005)

RF 0.799(+-0.011) 0.795(+-0.010) 0.790(+-0.010) 0.783(+-0.009) 0.479(+-0.012) 0.477(+-0.015) 0.479(+-0.015) 0.473(+-0.012)

XGBoost 0.760(+-0.015) 0.757(+-0.015) 0.746(+-0.017) 0.735(+-0.017) 0.412(+-0.031) 0.411(+-0.032) 0.406(+-0.024) 0.406(+-0.036)

RNN 0.794(+-0.005) 0.789(+-0.004) 0.784(+-0.003) 0.777(+-0.003) 0.462(+-0.009) 0.458(+-0.013) 0.455(+-0.010) 0.457(+-0.008)

LSTM 0.815(+-0.004) 0.809(+-0.006) 0.803(+-0.007) 0.790(+-0.005) 0.495(+-0.012) 0.491(+-0.008) 0.504(+-0.009) 0.485(+-0.011)

GRU 0.839(+-0.010) 0.831(+-0.009) 0.822(+-0.007) 0.814(+-0.007) 0.536(+-0.011) 0.528(+-0.011) 0.515(+-0.010) 0.511(+-0.015)

Table 2-4. Include PU patients on previous admission for both set

Table 2-3과 같이 학습데이터 수가 늘어나는 사례에서는 

GRU 모델의 성능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LSTM 모델의 게이트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GRU 모델

은 데이터 수와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다른 베이스라인 모

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수가 부족한 의료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은 GRU 모

델이 적합하다고 보인다. LSTM 모델은 RNN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였으나 LSTM의 게이트를 학습하기에는 데이터 

수가 적음에 따라 RNN 모델 대비 성능 향상이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GRU 모델은 일관적으로 다른 베이스라

인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인다. 이를 통해 GRU 모델이 

실시간 정보 및 과거의 정보를 통해 특정 환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V. Conclusions

EMR 데이터는 데이터 취득 시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되

기에 환자의 상태 변화를 수시로 예측하여 중환자 의사결

정 및 대처에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학 분야와 의

료분야 융합이 필수적인 EMR 데이터의 정제 및 가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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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안하고,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 두루 사용되는 RNN 

계열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여 기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계학습 모델보다 더욱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GRU 모델 

및 LSTM 모델 모두 장기적인 시계열 데이터 학습에 적절

함을 보였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 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

은 의료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

한 LSTM보다는 GRU 모델이 현장에서는 적절하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 데이터

의 정답 값을 조절하여 원하는 시간의 환자 예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기경보가 가능한 모델을 

EMR 시스템과 연동하면 의료진의 중환자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모델의 예측 성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주 요인인 데이터 내 결측값을 처리하는 다양한 보간 방법

을 적용하고 개선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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