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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진단 기준을 이용한 ADHD 진단 전문가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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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ADHD 진단을 해주는 전문가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DSM-IV-TR을 이용하여
ADHD 진단기준을 연령대에 따라 단어를 바꾸어 구체화한다. 이 진단지를 가지고 오브젝트와 해당
값을 설정하고 규칙을 생성한다. 그리고 ‘ADHD 진단 시스템 엔진’과 ‘사용자 질의응답 프로그램’으
로 구성된 진단시스템을 설계한다. `ADHD 진단 시스템 엔진`은 규칙 기반 추론 엔진으로 Prolog 언
어로 구현하여, INPUT을 ‘사용자 질의응답 프로그램’으로부터 받는다. INPUT에 의해 규칙은 ADHD
진단기준을 기반으로 점화되며 진단결과를 추론해서 OUTPUT을 다시 ‘사용자 질의응답 프로그램’으
로 보낸다. ‘사용자 질의응답 프로그램’은 Python 언어로 구현하여 사용자와의 대화를 처리하는 인터
페이스 역할을 한다. ‘ADHD 진단 시스템 엔진’과 ‘사용자 질의응답 프로그램’의 중간다리 역할을
Pyswip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ADHD 진단 전문가시스템을 통해 진단비용 절감
과 간편한 이용으로 치료계획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핵심어 : ADHD, 진단, 규칙기반 전문가 시스템, 프롤로그, 추론엔진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an expert system for diagnosing ADH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ith DSM-IV-TR, the ADHD diagnostic criteria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age group. With this
analyzed diagnostic, objects and their values are set and rules are created. We design a diagnostic system
consisting of 'ADHD diagnostic system engine' and 'user query response program'. The ADHD diagnostic
system engine is a rule-based reasoning engine that is implemented in the Prolog language and receives
INPUT from the user query response program. By INPUT, the rule is executed based on the ADHD
diagnostic criteria and the OUTPUT is sent back to the 'user query response program' by inferring the
diagnostic result. The 'user query response program' is implemented in the Python language and serves as
an interface for handling conversation with the user. The bridge between 'ADHD diagnostic system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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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user query response program' is performed through the Pyswip library. As a result, the ADHD
Diagnostic Expert System will help you plan your treatment with reduced diagnostic costs and
use-complexity.
Keywords : ADHD, Diagnostics, Rules Based Expert System, Prolog, Inference Engine

1. 서론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이다. 치료에 들어가기에 앞서, ADHD는 임상 진단이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세 가지 방법은 면담, 의학적 검사, 행동평가척도의 평가라고 할 수 있
다. 그 중에서도 면담이 가장 중요하다[1]. 따라서 ADHD 진단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받아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쁜 현대인들과 부정적인 ADHD 인식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진단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진단 전문가 시스템은 DSM-IV-TR의 진단 준거의 항목에 따라
진단지를 만들고 면담과정을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ADHD 진단 전문가 시스템은 ADHD의 평가와
치료의 선행 자료가 된다.

2. 관련연구
2.1 ADHD 발병 연령
ADHD의 연령대는 다양하다. ADHD가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성인의 경
우에도 약 4%가 ADHD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 ADHD에 대한 완전한 기준을 충족시키
는 사람들만 영구적인 ADHD라고 정의할 때, 지속성은 25세 때 15% 정도로 낮다. 그러나 부분 관
해 기준과 DSM-IV-TR의 진단준거와 맞는 사례를 포함 시키면 지속성의 정도는 65%로 높다[3].

2.2 좁은 범위의 평정척도, DSM-IV-TR

516

Copyright ⓒ 2017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1, November (2017)

[그림 1] DSM-IV-TR의 일부
[Fig 1] Part of the DSM-IV-TR

DSM-IV-TR은 ADHD의 진단 코드, 진단 준거[그림 1]를 제공한다[4][5]. DSM-IV-TR은 좁은
범위의 평정척도로서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구체적인 규준을 가지고 있다. ADHD의 증상이 되는
구체적인 행동만을 다루므로, 사용하기 단순하며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진단을 끝낼 수 있다. 이
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진단에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진단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진단지를 가지고 진단시스템을 구현한다.

3. DSM 진단 기준을 이용한 ADHD 진단 전문가 시스템 설계
3.1 ADHD 진단 전문가시스템 설계

3.1.1 객체와 값
관련연구 2에서 알 수 있듯이, ADHD는 진단지를 연령대별로 나눌 수 있다. DSM-IV-TR의 일부
문항을 예를 들어, 매핑될 단어를 추출해낼 수 있다[표 1].
[표 1] 매핑 단어 예시
[Table 1] Example of Mapping words

부주의 항목 중 일부
원본
매핑될 단어
(a) 정밀한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 (a) 정밀한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
나 학업, 직업이나 다른 활동을 할 때 조심성 울이지 못하거나 {ACTIVITY}을
없어 실수를 잘한다.
할 때 조심성 없어 실수를 잘한다.
(d) 지시대로 따라하지 못하며 학업, 간단한 일 (d) {ASK}대로 하지 못하며
이나 일터에서 직무를 자주 끝내지 못한다.
{TODO}를 자주 끝내지 못한다.
(e) {TODO}을 조직적으로 하기
(e) 작업 및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기 어렵다.
어렵다.
과잉행동 항목 중 일부
원본
매핑될 단어
(b) 가만히 있어야 하는 교실이나 다른 장소에서 (b) 가만히 있어야 하는 {PLACE}
차분히 앉아 있지 못한다.
에서 차분히 앉아 있지 못한다.
(d) {FUN}을 평온하게 즐기기 못
(d) 놀이나 여가활동을 평온하게 즐기기 못한다.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DSM-IV-TR A의 전 항목에 적용해서 매핑될 단어를 정리해보면 [표 2]와 같
다. [표 2]를 발병 연령대를 고려하여 ‘직장인, 학생, 어린이’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이에 해당하는
값은 더 구체화되어질 수 있으며, 기준은 나이별로 세세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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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매핑 단어
[Table 2] Mapping words

구분
ACTIVITY
WORK
ASK
TODO
PLACE
FUN

직장인
작업
작업
요구
직무
직장
여가활동

학생
학업
과제
지시
과제
교실
놀이

어린이
활동
놀이
심부름
숙제
교실
놀이

이를 기반으로 만든 진단지를 통해 DSM-IV-TR의 오브젝트와 값을 설정했다[표 3]. 객체 ‘이벤
트`의 값들은 DSM-IV-TR의 항목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로써 진단지를 구체화하여 개개인에게는
적절한 범위로 인식하도록 한다. 실수, 집중부족, 활동문제, 습관성, 부적절한 상황, 인내력은

DSM-IV-TR 진단 기준 A항목에서 유사한 항목끼리 묶어서 명명한 값들이다.
[표 3] 객체 모델 테이블
[Table 3] Object Model Table

객체

이벤트

진단조건
지속기간

진단결과

허용된 값
실수
집중부족
활동문제
습관성
부적절한 상황
인내력
만족
불만족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ADHD-NOS

객체
증상
부주의 체크수
과잉행동 체크수
충동성 체크수
진단기준
진단유형

허용된 값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
N
N
N
부주의
과잉행동-충동성
부주의형
과잉행동-충동형
없음

ADHD-혼합형
ADHD-부주의형
ADHD-과잉행동충동성형

3.1.2 규칙
ADHD 진단 전문가시스템은 순방향추론을 통해 지식을 점화한다. [그림 2]은 사용자의 질의에
따라 어떻게 결과를 추론하는지 보여준다. 지식베이스는 `이벤트`이며, 사용자의 이벤트 응답여부와
상응이 되며 규칙을 점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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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진단지 질의응답과 지식베이스를 활용한 순방향 추론 과정
[Fig. 2] Forward reasoning process using diagnostic query response and knowledge base

[그림 2]의 트리 높이는 5로서, 사용자의 질의를 3가지를 받는다. 첫 번째, 프로파일은 진단지를
만들어주는 용도이므로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가 시스템의 객체는 아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DSM-IV-TR 항목에 대한 사용자의 참 또는 거짓의 여부를 뜻하며 질의과정의 핵심 요소이다.
ADHD 진단 전문가 시스템의 지식베이스는 `이벤트`로서 사용자의 이벤트 응답이 규칙을 점화시
키며, 각 [표 3]의 객체의 값이 달라진다. 세 번째, 지속기간은 ADHD의 발병 지속을 판별하는 객
체로서 ADHD 진단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벤트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점화되는 규칙은

[표 4]로 정리했다.
[표 4] 규칙
[Table 4]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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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1

규칙
3
규칙
5

규칙
7
규칙
9
규칙
11

IF 이벤트가 실수이다
OR 이벤트가 집중부족이다
OR 이벤트가 활동문제이다
THEN 증상은 부주의이다
THEN 부주의체크수는 N개이다
IF 이벤트가 인내력부족이다
THEN 증상은 충동성이다
THEN 충동성체크수는 N개이다
IF 부주의체크수 <6
AND 과잉행동체크수+충동성체크수 < 6
THEN 진단조건을 불만족한다
IF 증상이 충동성이다
AND 증상이 과잉행동이다
AND 진단조건을 만족한다
THEN 진단기준은 과잉행동-충동성이다
IF 진단기준이 부주의이다
AND 지속기간이 6개월이다
THEN 진단유형은 부주의형이다
IF (진단기준이 부주의가 아니다
AND 진단기준이 과잉행동-충동성이 아니다)
OR 지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다
THEN 진단유형은 없음이다

규칙
13

IF 진단유형이 과잉행동-충동형이다
THEN 진단결과는 ADHD-과잉행동충동형이다

규칙
15

IF 진단유형이 부주의형이다
THEN 진단결과는 ADHD-부주의형이다

규칙
2

규칙
4
규칙
6

IF 이벤트가 습관성이다
OR 이벤트가 부적절한상황이다
THEN 증상은 과잉행동이다
THEN 과잉행동체크수는 N개이다
IF 부주의체크수 > 5
OR 과잉행동체크수+충동성 체크수 > 5
THEN 진단조건을 만족한다
IF 증상이 과잉행동이다
OR 증상이 충동성이다
AND 진단조건을 만족한다
THEN 진단기준은 과잉행동-충동성이다

규칙
8

IF 증상이 부주의이다
AND 진단조건을 만족한다
THEN 진단기준은 부주의이다

규칙
10

IF 진단기준이 과잉행동-충동성이다
AND 지속기간이 6개월이다
THEN 진단유형은 과잉행동-충동형이다

규칙
12

IF 진단유형이 없음이다
THEN 진단결과는 ADHD_NOS이다

규칙
14

IF 진단유형이 부주의형이다
AND 진단유형이 과잉행동-충동형이다
THEN 진단결과는 ADHD-혼합형이다

3.2 ADHD 진단 전문가시스템 구현
본 시스템에서는 구현 측면에서 ADHD 진단 시스템 엔진과 사용자 질의 인터페이스를 분리한
다. 후에 다른 전문가 시스템 엔진이나 사용자 질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1에서 진단 전문가 시스템을 설계했으므로 전체 시스템의 동작과정을 설명한다[그림 3]. 제안된
진단 시스템은 `사용자 질의 유저 인터페이스`, `ADHD 진단 시스템 엔진`, Python과 Prolog를 이
어주는 `Pyswip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ADHD 진단 전문가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설명한다. 첫째, `사용자 질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본
시스템과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이다. Python으로 구현하여 [그림 3]의 기능의 생명주기
는 Loop 형태로 실행되며 종료만이 전체 시스템을 끝낼 수 있다. 둘째, `ADHD 진단 시스템 엔진`
은 Prolog의 추론엔진 기능으로 ADHD 진단에 맞게 구현한다. 셋째, `Pyswip 라이브러리`는

Python과 Prolog의 중간다리로서 질의를 Prolog 프로그램에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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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프로그램 동작 과정 다이어그램
[Fig 3] Program Process Diagram

[그림 3]의 기능 `결과`는 진단했을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다. [그림 3]의 기능 중 `진단`을 구체
적으로 살펴본다[그림 4]. INPUT과 OUTPUT에는 `Pyswip`을 통해서 Python 프로그램과 연결한다.

[그림 4] 진단 기능
[Fig 4] Function of diagnosis

4. 진단 실험
본 4장은 앞장에서 설계된 것을 기반으로 ADHD 진단 전문가시스템의 구현한다. 임의의 Dr.pep
라는 가상인물을 설정하여 면담을 진행한다. 대화하는 느낌을 위해 Command-Line Interface로 구
현하였다. 프로그램은 터미널에서 실행했으며 실행화면은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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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ADHD 진단 전문가 시스템의 실행 화면
[Table 5] Execution screenshot of ADHD diagnostic expert system
1. ADHD 진단 전문가 시스템의 초기 실행화면

2. 프로파일 질문 실행화면

3. 직장인, 진단 파트 부분 실행 화면

4. 진단 결과 실행 화면

5. 결과 기능의 실행 화면

6. 증상 기능의 실행 화면

[표 6] ADHD 진단 시스템 엔진의 Prolog 코드 중 일부
[Table 6] Some of Prolog code in ADHD diagnostic system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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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베이스,
이벤트리스트 판별 코드

진단결과 관련
규칙 코드

진단유형 규칙과
진단기준 규칙 코드

본 시스템은 처음 [표 5]의 1번과 같이 사용자의 이름을 받아 대화를 시작한다. 그리고 [표 5]의

2번과 같이 사용자가 `진단`을 선택한 경우, 진단지 생성을 위해 프로파일을 물어본다. 이를 통해
진단지가 생성되고 [표 5]의 3번과 같이 `예` 또는 `아니오`로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다. 그
리고 `직장인`의 경우 [표 5]의 3번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인을 위한 질문지가 만들어진다. 사용자
의 진단 질의가 끝나면 [표 6]과 같이 구현된 `ADHD 진단 시스템 엔진`의 결과코드를 받는다. 이
로써 [표 5]의 4번과 같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표 5]의 5번의 `결과` 기능에서는 기타 기준으로
더 정확한 진단을 내려준다. 또한 사용자는 [표 5]의 6번과 같이 `증상` 기능을 호출하여, 자신의
프로파일에 따른 증상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DSM 진단 기준을 이용한 `ADHD 진단 시스템 엔진`과 연령대별로 질문지를 생
성해주는 `사용자 질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으로 하는 ADHD 진단 전문가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는 사용자에게 ADHD 자가진단과 치료계획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용된 임상 진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정확성 또한 높다.
시스템 설계 측면에서 `ADHD 진단 시스템 엔진`은 Prolog로, `사용자 질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Python으로 분리되었으므로, 이 엔진은 리눅스,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등 플랫폼 독립적으로 사
용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챗봇이나 소셜 로봇플랫폼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보고, STT와

TTS API를 활용하여 더 자연스러운 진단과정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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