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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 (8개i 기본트정 (57) 요약서 : 본 발명은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
데이日i 개i 법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법은, 컴퓨터가 기준시점
이전의 N 개 단위시간 내에서 특징데이터셋을 획득하는 단
계(S200); 컴퓨터가 상기 특징데이터셋을 패혈증감지 모델에
입력하는 단계(S400); 및 컴퓨터가 특정한 예측시점의 패혈
증 발생 예측결과를 제공하는 단계(S600); 를 포함한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방법 및 프로그 램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방법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웅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패혈증은 감염 직후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고, 여러 생체신호 및 검사값
기반의 전조 증상 혹은 발생양상으로 의심되어 정밀한 검사를 통해 확진을 하게
된다. 일례로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발열 증상 혹은 36도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 호흡수가 분당 24회 이상으로 증가(빈호 흡), 분당 90회

이상의 심박수(빈맥),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의 증가 혹은 현저한 감소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를 전신성 염증 반웅 증후군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 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전신성 염증 반웅 증후군이

미생물의 감염에 의한 것일 때 패혈증이 라고 한다. 최초에 SIRS 와 같은 사전
징후가 발생한 후 패혈증임 을 진단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 게 되고, 조기에
패혈증에 대비하지 않으면 다장기 기능장애 증후군 (MODS) 가 발생하고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
[3] 기존에는 다양한 참조특징 데이터를 생성하여 회귀분석 및 기계학습법 에

적용하였다. 패혈증의 발생 및 악화예측 을 위해 각각의 의료데이터간의
상관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특징데이터를 생성하여 이용하였다. 이
때, 어떠한 새로운 특징데이터를 선택하여 사용하 느냐에 따라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사람편 향적(human-biased)

특징데이터이므로 질환의 발생양상 혹은 개인별 대안한 질환변화 패턴을
다각도로 고려하지 못해 패혈증 예측모델의 성능향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4]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패혈증이 발생하기 전, 가능한 한 조기에 여러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감지하여야 패혈증에 의한 환자 사망을 막을 수
있으므로, 보다 조기에 패혈증을 감지하는 정확도 높은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의무기록에 기재되는 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된
데이터셋을 딥러닝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특정시간 이후의 패혈증 발생가능성을
산출하는,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방법 및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자 한다.

[5]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들은 이상에서 언급된 과제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통상의 기술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과제 해결 수단



[6]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법은 , 컴퓨터가

기준시점 이전의 N개 단위시간 내에서 특징데이터셋을 획득하는 단계；
컴퓨터가 상기 특징데이터셋을 패혈증감지 모델에 입력하는 단계；및 컴퓨터가

특정한 예측시점의 패혈증 발생 예측결과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 상기

패혈증감지 모델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학습데 이터를 학습하여 생성된 것이며,

상기 예측시점은 상기 기준시점으로부터 k개(k는 특정한 자 연수) 의 단위시간

간격만큼 경과된 시점이며, 상기 패혈증 발생 예측결과는 상기 예측시점에

패혈증 발생양상이 초기 발생되는지에 대한 결과이 며, 상기 특징데이터셋은

전자의무 기록에 저장되는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것이다 .

[7] 또한, 다른 일실시 예로, 컴퓨터가 상기 패혈증감 지모 델을 통해

기본특징 데이터만으로 하나 이상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각 기본특징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를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기본특징 데이터는 상기
전자의무 기록에 기록되 는 상기 하나 이상의 의료데이터에 대해 하나 이상의

대표값을 추출하여 형성된 것이다 .
[8] 또한, 다른 일실시 예로, 상기 학습데이터는 , 복수의 패혈증 환자에 대해

타겟시 점과 상기 타겟시 점으로부터 특정시간 이전의 N개 단위시간 내

특징데이터셋를 포함하고, 상기 타겟시 점은 패혈증 환자에 게 패혈증

발생양상이 최초 확인된 시점이고 , 상기 패혈증감지모 델은, 상기 학습데 이터

내의 N개 단위시간 내 특징데이터셋과 k개의 단위시간 경과 후의

패혈증발생결과를 매칭하여 딥러닝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생성되는 것이다 .
[9] 또한, 다른 일실시 예로, 상기 패혈증 발생양상이 최초 확인된 시점은 , 기준시간

이상으로 전신성 염증 반웅 증후군이 지속될 때의 초기 시점이다 .

[10] 또한, 다른 일실시 예로 , 상기 특징데이터셋 획득단계 는 , 수축기 혈압, 맥압,

심박수, 체온, 호흡수, 백혈구수치 , 수소이온지수 , 혈중 산소 농도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하나 이상의 대표값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1] 또한, 다른 일실시 예로, 상기 단위시간은, 상기 전자의무기 록 상에 특정한

제 1의료데이터를 기록하는 시간간격 또는 상기 시간간격 의 정수배 중 어느

하나이다 .
[12] 또한, 다른 일실시 예로 , 상기 특징데이터셋 획득단계 는 , 특정한

제2의료데이터가 상기 단위시간보다 긴 시간 간격으로 획득되는 경우 , 연속되는

제2의료데이터값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3] 또한, 다른 일실시 예로, 상기 의료데이터가 복수개인 경우 , 각각의

측정주기마다 측정된 각 의료데이터가 상기 제 1의료데이터에 의한 기준 시점의
단위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 컴퓨터는 상기 각 의료데이터 중에서 상기

제 1의료데이터의 기준 시점의 단위 시간과 인접한 시점의 단위 시간에서 측정된
값을 내삽 또는 보간하여 특징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인접한 시점의 단위 시간은, 상기 제 1의료데이터의 기준 시점의 단위

시간으로부터 가장 인접한 시점의 단위 시간을 포함하여 , 상기 기준 시점의 단위



시간과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인접한 시점의 단위 시간으로서 , 미리 정해진
개수의 단위 시간을 포함한다.

[14] 또한, 다른 일실시예로, 상기 패혈증감지모델은, LSTM(Long Short-term

Memory)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이다.
[15] 또한, 다른 일실시 예로, 상기 패혈증 발생예측결과 제공단계는, 특정한

환자에 게 대해 단위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변경된 N개의 특징데이터셋으로

패혈증 발생 예측을 수행한다.
[16] 본 발명의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프로그 램은,

하드웨어인 컴퓨터와 결합되어 상기 언급된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법을 실행하며, 매체에 저장된다.

발명의 효과
[17]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효과들을 가진다.
[18] 첫째, 학습된 패혈증감지 모델이 기본특징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으로

특징데이터 (Feature) 를 산출하 므로, 사용자가 예측에 유리한 특징(즉, Referece
Feature) 을 생성하는 과정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19] 둘째, 기존의 회귀모델에 비해 패혈증 발생을 조기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혈증 발생 전의 전조증상 중 하나인 전신성 염증 반웅
증후군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 0 ] 발생되는 조기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환자의 패혈증 진행을 대비할 수 있다.

[20] 셋째, 환자로부터 패혈증 조기감지를 위한 별도의 의료데이터를 획득할
필요없이 일반적 으로 중환자실 (ICU) 에서 획득되어 전자의 무기록 (EMR) 에
기록되는 데이터만으로 패혈증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 병원에서

별도의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패혈증 조기 감지를 수행할 수

있다.
[21] 넷째, 전자의무 기록에 기록되 는 데이터를 바로 패혈증감지 모델에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특정시간 이후의 SIRS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22]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감지방법의

순서도이다.

[23]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복수의 의료데이터로부터 획득되는

특징데이터셋에 대한 예시 표이다.
[24]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패혈증 전조증상 중 하나인 SIRS

초기발생시점 기반으로 학습데 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한 도면이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최선의 형태
[25]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법은, 컴퓨터가

기준시점 이전의 N개 단위시간 내에서 특징데이터셋을 획득하는 단계；
컴퓨터가 상기 특징데이터셋을 패혈증감지 모델에 입력하는 단계；및 컴퓨터가



특정한 예측시점의 패혈증 발생 예측결과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 상기
패혈증감지 모델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학습데 이터를 학습하여 생성된 것이며,
상기 예측시점은 상기 기준시점으로부터 k개(k는 특정한 자연수) 의 단위시간

간격만큼 경과된 시점이며, 상기 패혈증 발생 예측결과는 상기 예측시점에
패혈증 발생양상이 초기 발생되는지에 대한 결과이 며, 상기 특징데이터셋은
전자의무 기록에 저장되는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것이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26]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게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게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27] 다른 정의가 없다면,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 는 모든 용어(기술 및 과학적 용어를
포함) 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들은 명백하게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않는 한 이상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28]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실시예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 단수형은 문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복수형 도 포함한다.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포함한다 (comprises)" 및/또는 "포함하는 (comprising)' '은 언급된 구성요소 외에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요소의 존재 또는 추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29] 본 명세서에서 '컴퓨터'는 연산처 리를 수행하여 사용자에 게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는 데스크 탑
PC, 노트북 (Note Book)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Smart phone), 태블릿 PC,

셀를러 쓴 (Cellular phone), 피씨에스쓴 (PCS phone;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phone), 동기식/비동기식 IMT-2000(Intem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의 이동 단말기 , 팜 PC(Palm Personal Computer), 개인용
디지털 보조기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도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는 의료영상을 획득하거나 관찰하는 의료장비도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는 다양한 클라이 언트 컴퓨터와 연결되 는 서버 컴퓨터가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는 하나 이상의 장치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30]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예측방법 및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31]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법의

순서도이다.

[32]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법은, 컴퓨터가 기준시점 이전의 N개 단위시간 내에서 특징데이터셋을
획득하는 단계(S200); 컴퓨터가 상기 특징데이터셋을 패혈증감지 모델에
입력하는 단계(S400); 및 컴퓨터가 특정한 예측시점의 패혈증 발생 예측결과를

제공하는 단계(S600); 를 포함한다. 이하, 각 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다.
[33] 먼저, 컴퓨터가 기준시점 이전의 N개 단위시간 내에서 특징데이터셋을

획득한다 (S200; 특징데이터셋 획득단계 ；). 즉, 컴퓨터는 후술되 는
패혈증감지 모델에 입력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획득한다.

[34] 상기 특징데이터셋은 전자의 무기록에 저장되는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것이다. 즉, 컴퓨터는 패혈증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환자로부터 별도
센서나 장치를 이용하여 신규의료데이터를 획득하지 않고, 중환자실 (ICU) 에서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해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의무기록에 기재하는
의료데이터를 이용한다. 일실시 예로, 상기 특징데이터셋 획득단계 (S200) 에서 ,

컴퓨터는 특징데이터셋 형성에 이용되는 의료데이터로 수축기혈압, 맥압,
심박수, 체온, 호흡수, 백혈구수치, 수소이온지수, 혈중 산소 농도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한다.

[35] 또한, 다른 일실시 예로, 상기 특징데이터셋은 전자의무 기록에 기록되 는 하나
이상의 의료데이터에 대해 하나 이상의 대표값 (예를 들어, 평균값, 최대값 및

최소값) 을 추출하여 형성된다. 예를 들어, 도 2에서와 같이, 컴퓨터는 특정한
의료데이터(예를 들어, 맥압)에 대해 평균값, 최대값 및 최소값을 산출하여 3개의
특징데이터 (feature) 를 획득한다.

[36] 이를 통해, 컴퓨터는 전자의무기 록에서 획득되는 각각의 의료데이터에서
산출되 는 기본특징 데이터 (Basic Feature Data) 만 이용하고, 각 기본특징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시간적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설정된
참조특징 데이터 (Reference Feature Data) 를 산출하는 과정을 수행하지 않는다.
후술되는 바와 같이, 컴퓨터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패혈증감지 모델을

통해 기본특징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관관계 를 산출해 내므로
참조특징 데이터 (Reference Feature Data) 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37] 또한, 다른 일실시 예로, 상기 단위시간은, 상기 전자의무기 록 상에 특정한
제 1의료데이터를 기록하는 시간간격 또는 상기 시간간격 의 정수배 중 어느
하나이 다. 예를 들어, 도 2에서와 같이, 중환자실 에서 환자의 특정한
제 1의료데이터(예를 들어, 수축기혈압(Systolic pressure)) 를 1시간, 30분 또는

15분마다 측정하므로, 컴퓨터는 특정한 제 1의료데이터를 기록하는 시간간격 (즉,

측정주기)와 같거나 정수배인 1시간을 단위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38] 또한, 복수의 의료데이터를 각각의 측정주기마다 측정하므로, 컴퓨터는 여러
의료데이터의 측정주기와 같거나 정수배인 시간을 단위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병원의 중환자 실에서 수축기 혈압은 30분마다 기록하고
심박수는 15분마다 기록하는 경우, 컴퓨터는 30분과 15분의 정수배인 1시간을
단위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39] 컴퓨터는 특정한 의료데이터에 대해 단위시간 내에 획득된 하나 이상의
측정값을 기반으로 하나 이상의 대표값 (예를 들어, 평균값, 최대값 및 최소값) 을
산출하고 각각의 대표값을 특징데이터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체온을 10분마다

의무기 록으로 기재하는 경우, 컴퓨터는 단위시간인 1시간 이내에 측정된 6회의
체온데이터의 평균값 (Average) 과 최대값 (Max) 를 해당 단위시간의 특징데이터로

산출한다.
[40] 또한, 다른 일실시예로, 상기 특징데이터셋 획득단계 (S200) 에서, 특정한

제2의료데이터가 상기 단위시간보다 긴 시간 간격으로 획득되는 경우, 컴퓨터는
연속되는 제2의료데이터값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즉, 단위시간

내에 측정되는 값이 없는 경우, 컴퓨터는 인접한 값을 채워서 특징데이터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도 에서와 같이, 수소이 온지수는 2시간, 4시간 간격 등으로
단위시간에 비해 긴시간 주기로 불규칙 적으로 측정되므로, 수소이 온지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위시간인 경우, 컴퓨터는 가장 인접한 시간에
측정되었던 값을 그대로 또는 보정하여 적용한다.

[41] 컴퓨터는 연속되는 N개의 단위시간에 대해 복수의 특징데이터가 획득하여
특징데이터셋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도 2에서와 같이, 수축기 혈압, 맥압,
심박수, 체온, 호흡수, 백혈구수치, 수소이 온지수 및 혈중 산소 농도를
의료데이터로 사용하여 단위시간마다 20개의 특징데이터를 산출하는 경우,
컴퓨터는 연속되는 N개의 단위시간(예를 들어, 5시간)동안 획득된 5*N 개(예를
들어, 100개)의 특징데이터를 하나의 특징데이터셋으로 설정한다.

[42] 또한, 일실시예로, 컴퓨터는 기준시점으로 현재시 점을 설정할 수 있다. 즉,
현재시점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시간 이후에 기존에 규정된 패혈증 발생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컴퓨터는 현재시점 이전으로 N개
단위시간 내에서 획득된 특징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특정시간 경과
후 패혈증 발생 가능성 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패혈증 환자에게서 많은 경우에
패혈증 전조 증상으로 전신염증반웅 증후군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이하, SIRS) 이 발생하 므로, 컴퓨터는 현재시점으로부터 k시간(예를

들어, 3시간) 이전의 N개 단위시간 내에서 획득된 특징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특정시간 경과 후 SIRS 발생 가능성 을 산출한다. 또한, 다른
일실시 예로, 컴퓨터는 단위시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특징데이터가 추가되 는

시점을 기준으로 특정시간(예를 들어, 3시간) 경과되는 시점에 패혈증이 시작될
가능성을 계속해서 산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컴퓨터는 계속해서
중환자실 (ICU) 에 입원한 환자의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단위시간 간격으로



수 행할 수 있다.

[43] 그 후 , 컴퓨터가 특징 데이터셋을 패혈증감지 모델에 입력한다 (S400). 즉 ,

컴퓨터는 환자에 게서 단위시간 간격 또는 실시간으로 획득되는 특징 데이터셋을

패혈증감지 모델에 입력한다. 상 기 패혈증감 지모 델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학습데 이터를 학습하여 생성된 것 이다 .

[44] 일실시 예로 , 상 기 패혈증감지 모 델을 트 레이닝하는 학습 데이터는 , 복수의

패혈증 환자에 대해 타겟시 점과 상 기 타겟시 점으로부터 특정시간 이전의 N개

단위시간 내 특징 데이터셋을 포함한다. 즉 , 상 기 패혈증감 지모 델은 상 기

학습 데이터 내의 N개 단위시간 내 특징 데이터셋과 k개의 단위시간 경과 후 의

타겟시 점(즉, 패 혈증 발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 건(이하 , 패혈증판단 조건) 이

확 인되는 시 점)을 매칭하 여 딥러닝 알고 리즘 에 적용하여 생성되는 것 이다 .

[45] 예를 들 어 , 패혈증판 단조건 확 인시 점은 SIRS 최초발생 시 점이 될 수 있다.

패혈증 이전에 많은 수의 환자 에게서 SIRS 상 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SIRS

발생을 패혈증 조 기감지를 위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 상 기 타겟시 점은 , 도

3에서 와 같 이, 패혈증진단 이전에 중환자실 (특히 , Medical Intensive Care Unit;

MICU) 에 입원한 환자에 게서 SIRS 가 최초로 발생되는 시 점이다 . 즉 , 컴퓨터는

전신염 증반웅 증후군 (즉, SIRS) 의 조건인 (1) 체온 > 380C이거나 < 360C, (2)

심 박수 〉 90/ 분 , (3) 호흡수 〉 20/ 분 또는 PaC02 < 32mmHg, (4)

백혈구수 〉 12,000/ < 4,000/ 또는 막대핵호중구 (band neutrophil) > 10% 중

적어도 2개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즉, SIRS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5시간

연속으 로 발생할 때의 최초시 점을 타겟시 점으로 추출 한다.

[46] 또한, 각 환자에 대한 N개 단위시간 내 특징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식은

특정시간 이후의 SIRS 발생가능성을 산출하기 위해 패혈증감지 모델에 입력되는

특징 데이터셋을 획득하는 방식과 동 일하게 수 행된다.

[47] 또한, 컴퓨터는 과거에 패혈증으로 진단된 환자 중 에서 SIRS 상 태가

발생하였던 환자를 추출한 후 , 해당 환자들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징 데이터셋을 생성 한다. SIRS 조건을 만족하였던 환자 중에서 이후에

패혈증으로 진단된 환자의 의료 데이터만으로 학습데 이터를 생성하므로,

컴퓨터는 SIRS 상 태를 수반하는 패혈증 증상 예측을 위한 학습데 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48] 구 체적으로, SIRS 상태를 수반하는 패혈증을 조 기진단하기 위한

패혈증감지 모델의 트 레이닝(학습 )에 이용되는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의

일실시 예는 다음과 같다. 먼저 , 컴퓨터가 패혈증 진단 이력이 존 재하는 환자를

추출 한다. 그 후 , 컴퓨터가 패혈증 진단시 점 이전에 SIRS 상 태가 특정시간 이상

지속된 환자를 추출 한다. 예를 들 어 , 컴퓨터는 5시간 동 안 계속해서 SIRS 상 태가

지속되는 환자를 추출 한다. 그 후 , 도 3에서 와 같 이, 컴퓨터는 SIRS 상 태가
시작되는 최초시 점을 타겟시 점으로 추출 한다. 그 후 , 컴퓨터는

타겟시 점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예측간 격시간(k 개 단위시간 , 예를 들 어 , 3시간 )



이전의 N개 단위시간 내에서 특징데이터셋을 추출한다. 이 때, 특징데이터셋은

추출된 복수의 환자의 전자의무기 록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대표값 (예를 들어,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등)을 각
단위시간별로 산출하여 형성된다.

[49] 학습데이터를 트레이닝하는 패혈증감지 모델은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다. 일실시 예로, 상기 패혈증감지모델은, DFN(Deep Feedforward

Network) 또는 LSTM(Long Short-term Memory)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다.
[50] 일반적인 DFN 은 입력층 (input layer) 과 하나 이상의 숨겨진 층 (hidden layer),

그리고 출력층 (output layer) 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는
입력층의 뉴런(neuron) 으로 들어와 출력층 에 도달할 때까지 연결된
에지 (edge)들의 가중치와 이전 노드에서 전달된 값들의 합 및 함수들의 계산을

통해 최종값을 계산하고, 목표변수 값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간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51] LSTM 은 딥러닝의 여러 기법 중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시간적인 변동성 을
반영해주는 RNN(Recurrent Neural Network) 의 방법론 중 하나로, 일반적 인
RNN 에서 깊은 네트워크상 에서의 학습 장애에 대한 문제(예 : Vanishing
Gradient) 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여러 연구개발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다. RNN 은 시간적 변화 내에서 패턴을 학습해 내기에 유리하므로,
시간흐름에 따라 데이터가 연속적 으로 획득되는 생체데이터 분석에 유용하다.
따라서 , 학습데 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패혈증감지 모델은 LSTM 적용 시에 더

높은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다.
[52] 컴퓨터가 특정한 예측시점의 패혈증 발생 예측결과를 제공한다 (S600). 상기

예측시점은 상기 기준시점으로부터 k개의 단위시간 간격만큼 경과된 시점이다.
즉, 예측시 점은 기준시점(예를 들어, 현재시점)으로부터 학습데이터 내에서
특징데이터셋을 획득하는 N개 단위시간과 타겟시 점 사이의 시간간격 만큼
경과된 시점이다. 컴퓨터는 패혈증감 지모델을 통해 예측시점에 기 규정된
패혈증 발생양상 중 하나가 발생할 가능성 을 산출한다. 즉, 상기 패혈증 발생
예측결과는 예측시점에 패혈증 발생의 전조상태 중 어느 하나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말한다.
[53] 일실시 예로, 기 규정된 패혈증 발생양상이 SIRS상태의 발생인 경우,

패혈증감지 모델이 학습데이터 내의 SIRS상태가 시작된 타겟시점과
타겟시 점으로부터 k개 단위시간 이전까지 획득된 N개 단위시간 내의

특징데이터셋를 학습하여, 현재시점 이전의 N개 단위시간 내의 특징데이터셋을
이용하여 k개 단위시간이 경과된 예측시점의 패혈증 발생 예측결과 를 산출한다.

이 때,상기 패혈증 발생 예측결과는 예측시점에 패혈증 발생의 전조상태인
SIRS상태가 시작될지 여부를 말한다.

[54] 또한, 다른 일실시 예로, 상기 패혈증 발생예측결과 제공단계 (S600) 는, 특정한
환자에 게 대해 단위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변경된 N개의 특징데이터셋으로



패혈증 발생 가능성 을 산출한다.
[55] 이상에서 전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법은, 하드웨어인 컴퓨터와 결합되어 실행되기 위해 프로그램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되어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56] 상기 전술한 프로그 램은, 상기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읽어 들여 프로그 램으로
구현된 상기 방법들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상기 컴퓨터의 프로세서 (CPU) 가 상기
컴퓨터의 장치 인터페이스를 통해 읽힐 수 있는 C , C++, JAVA, 기계어 등의
컴퓨터 언어로 코드화된 코드 (Code) 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코드는 상기

방법들을 실행하는 필요한 기능들을 정의한 함수 등과 관련된 기능적인
코드 (Functional Code) 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기능들을 상기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소정의 절차대로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실행 절차 관련 제어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코드는 상기 기능들을 상기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나 미디어가 상기 컴퓨터의 내부 또는 외부
메모리의 어느 위치(주소 번지) 에서 참조되 어야 하는지에 대한 메모리 참조관련
코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상기 기능들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원격(Remote) 에 있는 어떠한 다른 컴퓨터나 서버 등과
통신이 필요한 경우, 코드는 상기 컴퓨터의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원격에 있는

어떠한 다른 컴퓨터나 서버 등과 어떻게 통신해 야 하는지 , 통신 시 어떠한
정보나 미디어를 송수신해 야 하는지 등에 대한 통신 관련 코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57] 상기 저장되는 매체는, 레지스터, 캐쉬, 메모리 등과 같이 짧은 순간 동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가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며 , 기기에
의해 판독 (reading) 이 가능한 매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저장되는
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즉, 상기 프로그램 은 상기
컴퓨터가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서버 상의 다양한 기록매체 또는 사용자의 상기

컴퓨터상의 다양한 기록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 어, 분산방식 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될 수 있다.

[58]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효과들을 가진다.
[59] 첫째, 학습된 패혈증감지 모델이 기본특징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으로

특징데이터(Feature) 를 산출하 므로, 사용자가 예측에 유리한 특징(즉, Referece
Feature) 을 생성하는 과정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60] 둘째, 기존의 회귀모델에 비해 패혈증 발생을 조기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혈증 발생 전의 전조증상 중 하나인 전신성 염증 반웅
증후군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 0 ] 발생되는 조기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환자의 패혈증 진행을 대비할 수 있다.

[61] 셋째, 환자로부터 패혈증 조기감지를 위한 별도의 의료데이터를 획득할



필요없이 일반적 으로 중환자실 (ICU) 에서 획득되어 전자의 무기록 (EMR) 에
기록되는 데이터만으로 패혈증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 병원에서

별도의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패혈증 조기 감지를 수행할 수

있다.

[62] 넷째, 전자의무 기록에 기록되 는 데이터를 바로 패혈증감지 모델에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특정시간 이후의 SIRS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63] 이상 ,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설명하였지 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 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그 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 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제한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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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항 1] 컴퓨터가 기준시점 이전의 N개 단위시간 내에서 특징데이터셋을

획득하는 단계;
컴퓨터가 상기 특징데이터셋을 패혈증감지 모델에 입력하는 단계；및

컴퓨터가 특정한 예측시점의 패혈증 발생 예측결과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패혈증감지모 델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학습데 이터를 학습하여

생성된 것이며,
상기 예측시점은 상기 기준시점으로부터 k개(k는 특정한 자 연수) 의

단위시간 간격만큼 경과된 시점이며,

상기 패혈증 발생 예측결과 는 상기 예측시점에 패혈증 발생양상이 초기

발생되는지에 대한 결과이며,
상기 특징데이터셋은 전자의 무기록에 저장되는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것인,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
컴퓨터가 상기 패혈증감지 모델을 통해 기본특징 데이터만으로 하나

이상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각 기본특징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를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기본특징데이터는 ,

상기 전자의무 기록에 기록되 는 상기 하나 이상의 의료데이터에 대해

하나 이상의 대표값을 추출하여 형성된 것인,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학습데이터는 ,

복수의 패혈증 환자에 대해 타겟시점과 상기 타겟시점으로부터 특정시간

이전의 N개 단위시간 내 특징데이터셋를 포함하고,

상기 타겟시 점은 패혈증 환자에 게 패혈증 발생양상이 최초 확인된

시점이고 ,
상기 패혈증감지모 델은,

상기 학습데이터 내의 N개 단위시간 내 특징데이터셋과 k개의 단위시간
경과 후의 패혈증발생결과를 매칭하여 딥러닝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생성되는 것인,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

상기 패혈증 발생양상이 최초 확인된 시점은 ,

기준시간 이상으로 전신성 염증 반웅 증후군이 지속될 때의 초기 시점인,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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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징데이터셋 획득단계는,
수축기혈압, 맥압,심박수, 체온, 호흡수, 백혈구수치 , 수소이온지수, 혈중
산소 농도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하나 이상의 대표값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법 .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단위시간은,
상기 전자의무기록 상에 특정한 제1의료데이터를 기록하는 시간간격
또는 상기 시간간격의 정수배 중 어느 하나인,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법 .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
상기 특징데이터셋 획득단계는,
특정한 제2의료데이터가 상기 단위시간보다 긴 시간 간격으로 획득되는
경우, 연속되는 제2의료데이터값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법 .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
상기 의료데이터가 복수개인 경우,
각각의 측정주기마다 측정된 각 의료데이터가 상기 제1의료데이터에

의한 기준 시점의 단위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컴퓨터는 상기 각 의료데이터 중에서 상기 제1의료데이터의 기준 시점의
단위 시간과 인접한 시점의 단위 시간에서 측정된 값을 내삽 또는
보간하여 특징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인접한 시점의 단위 시간은,
상기 제1의료데이터의 기준 시점의 단위 시간으로부터 가장 인접한
시점의 단위 시간을 포함하여 ,상기 기준 시점의 단위 시간과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인접한 시점의 단위 시간으로서 , 미리 정해진 개수의 단위

시간을 포함하는,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법 .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패혈증감지모델은,
LSTM(Long Short-term Memory)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인,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법 .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패혈증 발생예측결과 제공단계는,
특정한 환자에 대해 단위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변경된 N개의
특징데이터셋으로 패혈증 발생 예측을 수행하는,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감지 방법 .

[청구항 11] 하드웨어인 컴퓨터와 결합되어,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딥러닝 기반의 패혈증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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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프로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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