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학

IBM 왓슨 헬스 온콜로지
(Watson Health Oncology)
솔루션
환자 중심의 암 치료 모델 구현
종양학의 연구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방식이 발전하고 진화함에
Watson의 기능

따라,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기존 의료 시스템과 손쉽게 통합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의사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암 치료 의료진은

– 이해, 추론, 학습 및 상호 작용

EMR, 자세한 치료 방법을 다룬 논문, 새로운 임상 연구,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유전자 및 기타

– 정형 및 비정형 컨텐츠에서 의미 추출 및 파생

분자 데이터를 검색하는 등 환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합니다.

–합
 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기준의 분석
제공

수백만 페이지의 보고서, 임상시험 계획서, 유전자 데이터 및 환자의 의료 기록을 단 몇 분만에

– 다양한 근거를 기반으로 가설 업데이트

검색하여 환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떨까요? 정보 검색에 드는

– 지식 전반의 활용

시간을 줄이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Watson Health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암 연구자를 돕기 위한 코그너티브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코그너티브 툴은 스스로 이해하고, 추론하고, 학습이 가능하므로 연구자들이
지식 기반을 확장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Watson
Health와의 협업을 통해 유용한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우수한 암 치료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그너티브 시스템으로 의료진 지원
암을 치료하는 능력에는 변화하는 복잡한 의학 정보를 파악하는 역량도 포함됩니다. IBM
Watson Health는 세 가지의 강력한 코그너티브 솔루션으로 암 치료 전문의가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는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 왓슨 포 클리니컬 트라이얼 매칭(Watson for Clinical Trial Matching)
– 왓슨 포 지노믹스(Watson for Genomics)
이들 솔루션으로 의료진은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하여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왓슨 포 온콜로지
(Watson for Oncology)
과제
암 연구와 치료의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 발병률은 계속 상승하여 전 세계에서 매년 약
Watson for Oncology의 활용
– 근거에 기반한 환자 중심의 치료 방법 식별
– 의료 장비와 적용 가능한 처치 등 치료의 다양성
이해
– 최신 의료 지식에 접근하여 주요 정보를 추출
하고 암 전문의로 하여금 환자 중심의 개별화된
치료 방법을 선택하도록 지원
–현
 재의 연구 성과와 근거가 실제 임상에 활용
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단축
– 담당 암 전문의가 치료 방법과 대체 치료 방법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1,400만 명이 암에 걸리고 82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1 그 어느 때보다 암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의료 종사자들은 대규모의 분산된 데이터 소스에서 근거에 기반한 치료 방법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수한 암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고,
동료들과 협업하고, 의료 네트워크 전반에서 암 치료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또한 관련 가이드라인, 임상 시험, 학술지 논문 및 환자 데이터를 계속 살펴야 하는 의사들에게
매일 발행되는 의료 데이터는 그 양만으로도 엄청난 과제입니다.

솔루션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는 우수한 암 전문의들의 암 치료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IBM Watson의 속도를 결합하여 의사들이 환자를 위한 맞춤형 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MSK의보고서와수백건의교과서및학술지를
근거로 한 치료 방법에 대한 링크 제공

Watson for Oncology는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Memorial Sloan Kettering) 암센터의 암
전문의와 IBM Research의 전문 지식을 통해 훈련되고, 관련 가이드라인, 우수 사례, 의학
학술지 및 교과서의 정보를 학습했습니다. Watson for Oncology는 환자의 의료 기록에

“Watson for Oncology는
빠르고 정확하며 선택 가능한
치료 방법이 환자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는
뛰어난 기능이 있습니다.”
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의
CMO인 Dr. James Miser의
Watson for Oncology에 대한 의견

포함된 정보를 추론하고, 의료 근거를 평가하고, 근거에 기반한 가능한 치료 방법을 신뢰도가
높은 순으로 표시합니다. 암 전문의는 이와 같이 근거에 기반한 선택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냅니다.
1. 세계보건기구, Cancer.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297/en/ 참조

핵심 기능
의학 전문 지식
종양학의 용어, 주요 엔티티 (암의 유형, 환자의

민첩성/속도

특성, 약 등)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이해

– Watson은 2억 페이지 이상을 3초만에 습득
– 빠르고 반복적인 변경이 가능한 유연하고 민첩한
아키텍처

확장성
–엔
 터프라이즈 수준에서 인프라, 빅데이터 및 머신
러닝을 결합

코그너티브 기술

– 기존 임상 시스템(예: EHR)과 쉽게 통합

– 머신 러닝 및 자연어 처리를 활용하여 사람이
파악하지 못하는 관계와 패턴을 감지
– 의학 보고서, 가이드라인 및 환자 기록에서

다양한 컨텐츠의 집계

비정형 데이터 또는 접근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기관별 컨텐츠를 분석하는 기능과 결합된 방대한

평가

공용 데이터 종합

Watson Health를사용하여무엇을하시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전 세계의 우수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당 지역의 IBM Watson Health
담당자와 함께 IBM의 솔루션이 암과 관련한
과제를 해결하고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ibm.com/kr/watson/health/oncology
사이트에서 데모를 시청하고 코그너티브의 여정을

Watson for Oncology
– Memorial Sloan Kettering*

– 가천대 길병원 (한국)

– Manipal Hospitals (인도)

– 부산대학교병원 (한국)

– Bumrungrad (태국)

– 건양대학교병원 (한국)

– MRDM (네덜란드)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한국)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한국)

시작해 보십시오.

Watson for Clinical Trial Matching
– Mayo Clinic*
– Best Doctors
– Froedtert & Medical College of Wisconsin

Watson for Genomics
– Quest Diagnostics*		
–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 미국 재향군인회
* 솔루션을 개발 또는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

– 부산대학교병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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