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과정은 환자의 환부를 촬영하고 

이를 본 의사가 특이사항을 영상판독문(이하 판독문)에 기

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의사가 기록하는 판독

문은 크게 배경 부분(background section), 발견 부분

(findings section), 그리고 결론 부분(impression secti

on)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의사는 CT 영상 등을 보고 우

선 발견 부분을 기록하고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결론 

부분에 기록한다. 

그런데 사람인 의사가 결론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발견 부분에 기록

된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기록 과정에서 좌/우 정

보를 잘못 적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기록하는 경우가 대

표적인 예다[1]. 게다가 많은 수의 의사가 판독문에서 

발견 부분은 보지 않고 결론만을 보고 환자의 상태를 판

별할 정도이기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2][3]. 동시에 판독문 결론 작성에 많은 인적 자원이 

소모되고 있다. 따라서 결론 부분 생성을 자동화할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온톨로지(Ontology)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개

체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지식표현으로, 트리플(Triple)

은 이러한 온톨로지의 대표적인 표현이다. 예시로‘버락 

오바마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를 트리플로 표현하면 (버

락 오바마, 출생지, 미국)이 되겠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판독문에서 연구된 모델을 국내 

병원 데이터인 아산 병원 판독문에 적용해 보았다. 또, 

심장 판독문에서 사용되는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에 맞

춰 트리플 형태로 구조화된 판독문이 결론 생성에 도움

이 됨을 확인하였다. 

2. 관련 연구

문서 요약 분야는 과거에는 본문의 문장마다 가중치를 

매겨 이를 기반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장을 추출하

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으로 LexRank[4]가 있으

며, 이것은 문서를 그래프로 변환하여 여기에 PageRank 

알고리즘[5]을 활용하여 각 문장의 중요도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기계번역 분야에서 neural encoder-decoder 모델이 나

와 문장에서 문장을 생성하는 방법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문서 요약에 활용하는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6][7]. 

그리고 판독문 요약에 attention mechanism을 사용한 

sequence-to-sequence(Seq2Seq) 기반 모델을 적용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또, Out-Of-Vocabulary(OOV) 문제 해

결을 위해 pointer-generator를 모델에 추가하였다. 그

리고 배경 부분을 발견 부분과 별개로 인코딩하고 그 결

과를 활용하여 최고 성능을 달성하였다[8].

3. 모델

  본 논문에서 구현한 모델은 기본적으로 [8]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 모델은 pointer-generator가 추가된 

attention mecanism을 사용한 Seq2Seq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 모델은 배경 부

분의 형식이 발견 부분의 형식과 다른 점에 착안해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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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모델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병원 데이터에 선행연구의 모델을 적용해 볼 뿐
만 아니라, 우리가 구축한 온톨로지(Ontology)에 입각하여 발견 부분을 트리플(Triple)로 변환하여 구조화
하는 것이 영상판독문 요약에 도움이 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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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별개의 인코더로 인코딩하였다. 그런 뒤, 배경 부분

의 최종 hidden state는 디코더의 편향(bias)으로, 발견 

부분의 최종 상태는 디코더의 초기 상태(initial state)

로 사용하였으며, attention mechanism를 거친 결과를 

디코더의 은닉 상태(hidden state)로 활용하였다(그림 

1).

  우리는 여기에 트리플로 판독문을 구조화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먼저, 판독문에서 사용되는 심장 온톨로지

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판독문의 발견 부분에

서 지식을 추출하여 트리플로 표현하였고, 지식이 추출

된 문장을 발견 부분에서 제거하였다(그림 3). 마지막으

로 이렇게 생성된 트리플과 배경 부분을 합친 것을 발견 

부분과 함께 기존 결론 생성 모델의 입력(input)으로 사

용하였다(그림 2).

4. 실험

4.1 데이터셋

  데이터셋으로 아산 병원의 심장 CT 판독문을 사용하였

다. 이 데이터셋의 학습 데이터는 5,797개 판독문으로 

구성되었고, 개발 데이터는 978개, 테스트 데이터는 972

개로 이루어졌다. 

4.2 데이터 전처리

  아산병원 데이터는 공개된 미국 대학 병원 데이터

[8][10]와 달리 배경 부분이 따로 나뉘어 있지 않다. 하

지만 미국 대학 병원에서 배경 부분으로 사용되는 부위, 

날짜, 병력(History), 임상 정보(Clinical information) 

등이 발견 부분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발

견 부분에서 배경 부분으로 분리하여 다른 병원 데이터

와 형식을 통일하였다(그림 3).

  판독문에서“이상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은데, 

이것들을 하나의 표현으로 통일하였다. “이상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Normal CTCA”, “No Coronary 

Artery Disease” 등 10 여개의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결론의 표현이 다르더라도 같은 뜻을 의미하면 올바르게 

요약한 것이기에 하나의 표현으로 통일하였다. 

  마지막으로 판독문에서 고정된 형식처럼 나오는 판독 

가이드라인을 제거하였다. 해당 문장들은 오직 관찰된 

수치의 상태에 대한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는 문장으로, 

판독문의 내용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결론에 영

향을 주지 않는 문장이기에 데이터에서 제거하였다.

4.3 평가 방식

  우리는 문서 요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평가 방식인 

ROUGE-1, ROUGE-2, ROUGE-L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들은 

정답 결론과 시스템이 생성한 결론이 각각 1-gram, 

2-gram, 최대 공통 열(the longest common sequence) 단

위에서 겹치는 비율을 F1-score로 구한 것이다.[9] 

4.4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으로 3가지 실험 결과를 사용하였다. 먼저, 

pointer-generator가 추가된 attention mecanism을 사용

한 Seq2Seq 모델에 입력으로 발견 부분만을 사용하여 실

험하였다. 두 번째로 동일한 모델에 입력으로 배경 부분

과 발견 부분을 합친 실험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8]의 

모델 결과를 베이스라인으로 삼았다.

5. 결과 및 분석

  먼저, 표 1에서 위의 베이스라인 3개 결과를 보면 모

두 약 70점으로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탠포드 대학 병원 데이터와 달리 아산 병원 데이터는 

배경 부분과 발견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트리플 사용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배경, 트

리플, 발견 부분을 이은(concatenate) 것을 입력으로 사

용한 것은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약 2점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트리플을 사용하는 것이 판독문 

요약에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반면, 배경과 트리플 부분을 이은 것과 발견 부분을 

따로 인코딩한 것의 성능은 기존 베이스라인보다 다소 

하락하였다. 트리플을 활용한 결과와 베이스라인의 결과

를 보면, 별개의 인코더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산 병원 

데이터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미국 대학 병원 데이터로 진행된 

sequence-to-sequence 기반 판독문 요약 연구를 국내 데

이터인 아산병원 데이터에 적용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심장 판독문에서 사용되는 온톨로지를 구축하였고, 이에 

기반해 판독문을 트리플로 구조화하여 입력으로 사용하

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판독문을 트

리플로 구조화하여 사용한 우리 모델이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문서 요약에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였

다.

그림 2. 본 모델의 전체 흐름도. 트리플 추출과 배경

부분 분리는 문자열 비교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림 1. Zhang의 모델[8]

537

2019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에 따라 구조화된 지식이 판독문 

요약에 더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판독문의 더 많은 부분

을 구조화된 지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온톨로지를 확장

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

용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의 검증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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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산병원 판독문에서 배경 부분 구분과 트리플 추출 결과 예시.

모델 ROUGE-1 ROUGE-2 ROUGE-L
Pointer-Generator 70.82 62.47 70.24
Pointer-Generator(⊕ Background) 70.29 62.5 70.24
Zhang’s model[8] 70.07 62.48 69.97
우리 모델(⊕ Background, Triple) 72.43 65.99 72.38
우리 모델 66.05 48.43 65.94

표 1. 실험 결과. ‘Pointer-Generator(⊕ Background)’는 배경 부분과 발견 부분을 합친 문

서를 입력으로 사용한 것으로, 베이스라인 중 성능이 제일 높았다. 본 논문의 모델은 트리

플과 배경 부분을 발견 부분과 별개로 인코딩하지 않은 것(⊕ Background, Triple)의 성능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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