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검사 판독보고서(이하 판독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는 것은 임상 연구나 전공의 교육

에 많은 도움이 된다.

본원은 1997년부터 처방전달시스템을 도입 및 시행하면서

방사선 업무도 전산화되어 판독보고서의 내용을 중앙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왔지만, 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은 따로 구현되어 있지 않아서 과거에 판독한 내용을 찾

기 위해서 따로 종이에 판독보고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필요

할 때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찾아야만 하였다.

저자들은 이전의 판독보고서에서 원하는 내용을 보다 효율

적으로 찾기 위하여 처방전달시스템에 저장된 판독보고서의

내용을 별도로 마련한 서버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옮겨서

저장한 다음, 판독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건으

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성하였다. 이에 본 시스템

의 구성과 이 시스템을 2년 동안 본원 진단방사선과에서 사용

하였던 경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시스템의목표

과거 방사선검사 판독보고서의 내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

어, 연구 및 진료 그리고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본 시스템의 개발 목적이다. 본 시스템은 검색기능뿐만 아

니라, 접근의 편의 그리고 보안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구성을 하였다. 또한 기존의 병원전산업무에는 영

향이 없도록 설계하였다(Table 1).

판독보고서내용의저장

본원의 판독보고서는 처방전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에 저장되어 있는데, 검색을 기존 처방전달시스템 컴퓨터에서

바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병원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러므로 본 시스템은 별도의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

여 판독보고서의 복사본을 저장한 다음, 이 컴퓨터에서 검색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처방전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끌어와서 본 시스

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항목에는 판독보고서의 내용과

검사명, 의뢰임상과, 판독의, 환자의 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였

다(Table 2). 판독보고서의 양이 많기 때문에 검색 속도의 향

상을 위해서 단순촬영, 특수촬영, 초음파 그리고 병리결과를 분

리하여 저장하였다.

병원의 처방전달시스템에서 본 시스템의 퍼스널컴퓨터로 데

이터 이동을 하기 위해서 PHP 스크립트 언어로 작성한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처방전달시스템의 데이

터베이스에 구조화 질의어(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를 보내어 판독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한 필요한 항목들을 얻은

다음 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하였다(Fig. 1). 모든

판독보고서 내용을 옮기기에는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새로 작

성되었거나 내용이 변화된 판독보고서만을 정기적으로 갱신하

였으며 이 작업은 병원업무 부하가 적은 새벽시간을 이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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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술을 이용한 방사선 판독보고서의 단순 문자열 검색시스템1

김태성·김명진·김희중·유형식·김기황

목적: 다양한 검색조건을 이용해서 필요한 방사선검사 판독보고서의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 시

스템을 제작하여 진료 및 연구, 그리고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병원의 처방전달시스템에 저장된 방사선 판독보고서의 내용을 별도의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백업되도록 한 다음, 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웹브라우저만을 이용하면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

도록 하면서도 적절한 보안성의 조건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2년 여 동안 사용자는 다양한 검색조건과 검색어를 이용해서 필요한 판독보고서를 찾을

수 있었으며, 증례모음, 판독결과 보관 및 통계산출 등에 사용하였다.

결론: 단순 문자열 검색 시스템은 단기간에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구축되었으면서도 임상 연

구와 교육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진단방사선과
이 논문은 2004년 4월 26일 접수하여 2004년 7월 22일에 채택되었음.



데이터의검색

사용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웹브라우

저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해 본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입

력서식에 따라 검색조건을 지정하면 웹서버의 CGI(common

gateway interface)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적절한 구조화 질의어를 생성하고, 이것을 데이터베

이스 서버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판독보고서가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 서버는 주어진 구조화 질의어에 해당하는 판독보고서

의 내용들을 웹서버 프로그램에 반환하고, 웹서버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보기 좋은 형식으로 이를 재구성하여 내보낸다(Fig.

2).

기본적으로 지정한 단어나 문구가 포함된 판독보고서를 찾

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사명, 임상과, 판독의, 검사 또는 판

독일자를 부가 조건으로 추가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검색에 사용된 결과들은 다시 재조합하여 합집합, 교집합 또는

차집합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본원 진단방사선과의사

들은 MEDLINE을 통한 의학 논문검색을 위하여 OVID (NY,

U.S.A.)사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검색

조합방법과 유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검색 조합방법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2). 검색결과는 한 페이지에 30

항목씩 끊어서 보여주게 하였고, EXCEL 형식으로도 저장할 수

있게 하여 다른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3).

접근의제한

판독보고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유닉스

(UnixⓇ) 계열인 프리비에스디(FreeBSD)를 사용하였고 운영

자 이외의 사람의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였다. 또한 데이터베

이스의 접근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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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eatures that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Radiology
Reports Searching System

Functionality The system should provide appropriate results
with keywords and conditions given by user

Accessibility Users can access the system in allowed place on-
ly with web browser

Security The system should prevent unauthorized person
accessing the database

Others Preexisting 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
should not be affected by the system

Table 2. Records that Included in Database

Study-related records Study name, study code, date of exami-
nation, clinical department, clinician’s
name

Patient-related records Patient’s name, age, sex, clinical diagno-
sis

Report-related records Radiologist’s name, date of read, content
of report

Fig. 1. Schematic drawing of the structure of radiology reports
searching system. The program fetches updated radiology re-
ports from OCS (ordering communication system) server daily
and stores them into database of this system. Users connect to
this system using web browser and can input keywords with
various conditions. Then CGI (common gateway interface)
program converts users’requests into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codes and searches database using that SQL codes.
Finally, CGI program reformat the found results into user
friendly form and display them on users’web browser.

Fig. 2. An example of searching radiology reports. Some key-
words and conditions were provided in upper frame of web
browser. After pressing ‘search’button, the numbers of
found cases are displayed in lower frame of the web browser.
In this case, 374 cases that contains the word ‘HCC’are found
from the radiology reports of liver MRI studies in recent 1 year
and are stored as ‘result #1’. Then, 2583 cases of PET studies
are found and are stored as ‘result #2’. Finally, new set of

‘result #3’, which contains the cases of patients that have both
Liver MRI study (contains ‘HCC’in their reports) and PET
study, are generated by combining previous two results.



터베이스 원본의 복사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접속을 막기 위해서 방사선

과 의사에게 각각 주어진 사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해

야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정된 IP 주소를 갖고 있

는 컴퓨터에서만 검색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

외부 또는 지정된 구역 이외에서 접근을 차단하였다.

시스템의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구성

판독보고서의 내용이 저장되는 컴퓨터는 펜티엄 4Ⓡ 3.0 GHz,

80기가바이트 하드디스트, 2기가바이트 램 그리고 네트워크

카드로 구성하였고, 운영체제로 FreeBSD (http://www.freeb-

sd.org)를 설치하였으며, 판독보고서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로 MySQLⓇ(MySQL, Uppsala, 스웨덴)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위의 동일한 컴퓨터에 아파치 웹서버(Apache Web serv-

er, http://httpd.apache.org)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자들이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으로 본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색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CGI

(common gateway interface) 프로그램으로는 PHP

(http://www.php.net)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2002년 8월에 시스템을 개발 및 설치를 하였고, 이 이후로

계속 사용하면서 두 차례 프로그램 수정 및 기능을 추가하였

다.

결 과

본 시스템에 데이터 베이스에 본원에서 처방전달시스템이

도입된 1997년 이후 전산 입력된 260만 여 건의 방사선과 보

고서와 49만 여 건의 병리 보고서를 저장하였고, 이는 약

3.7GB(gigabyte)의 저장장치 공간을 차지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은 1분 이내이며, 검색

된 결과들의 조합 및 결과의 화면 출력에는 1초 미만의 시간

이 걸렸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 검사의 종류 및 기간 등

의 부가 조건을 기입한 경우 검색의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다.

2002년 8월부터 본원 진단방사선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진단방사선과 의사에 의해서 약 2만2천 여건의 검색

이 이루어졌다. 그 동안 이 시스템은 집담회 및 논문준비 또

는 전공의나 학생 교육을 위한 증례를 모으는데 가장 많이 사

용되었으며, 그 외에 판독의가 자신이 판독한 내용들을 따로

보관하거나 판독의 및 검사 종류, 기간에 따른 간단한 통계를

내기 위하여 본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본 시스템의 주로 사용

된 목적 및 시행되었던 검색의 예는 Table 3과 같다. 본 시스

템이 병리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종합검색이 가능해

진 이후부터는 조직병리결과와 방사선판독내용과의 비교를 하

는 것이 주요 이용목적 중의 하나가 되었다.

고 찰

진단방사선과 의사라면 논문이나 집담회 준비를 위한 증례

를 모으기 위해서 인쇄된 판독지 더미를 뒤지는 경험을 해 보

았을 것이다. 본 시스템의 개발동기는 병원에 수년간 저장되

어온 판독지에서 필요한 내용을 컴퓨터로 쉽게 검색하여 판독

지 더미와 씨름하는 고역을 덜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본 시스

템이 개발되고 나서는 빠른 증례 찾기를 할 수 있게 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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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 example of search results. A new display popped up
by following the ‘display results’link in Fig. 2. Thirty cases
are displayed in each page. The found results can be down-
loaded into client’s PC as ExcelⓇ file by clicking ‘Save as Excel
file’.

Table 3. Examples of Application of Radiology Reports Searching System

Collecting cases for conferences, papers or teaching for residents or students
•Reports of intravenous pyelography that contains the word “duplication”
•Reports of thoracic computed tomography that contains the phrase “pancoast tumor”

Keeping the reports read by each radiologists
•Reports of musculoskeletal ultrasonographies performed by radiologist ○○○.

Statistics of reports classified by radiologists and study modailities.
•Reports of brain CT taken in fourth quarter 2003.

Correlation with radiology reports and pathology reports.
•All patients that are diagnosed as “signet ring cell carcinoma”from stomach biopsy and performed both pre-operative CT scan and

whole body PET scan.
•“Non-diagnostic”cases of fine-needle aspiration biopsy of the thyroid, performed by radiologist ○○○.



아니라 판독 통계의 산출이나 판독의 개개인의 판독 내용 저

장 그리고 병리판독과의 연계 검색 등도 가능하게 되었다

(Table 3).

이전에도 본 시스템 개발동기와 비슷한 목적으로 판독보고

서를 입력할 때 방사선 소견을 코드화하여 저장을 하고 검색

에 사용하였던 시스템의 예들이 있었다(1-3). 이는 질병코드

에 따른 통계를 내거나 증례모으기 등의 제한된 영역에서 사

용할 수는 있었으나, 그 시대의 컴퓨터의 용량 및 처리속도의

제약으로 인하여 판독보고서의 내용 전체를 저장하지 못하고

질병코드만을 저장할 수 밖에 없어 판독보고서의 내용 또는

문구를 검색할 수 없었다. 또한 본원과 같이 이미 많은 양의

판독보고서의 내용이 기존 처방전달시스템의 컴퓨터에 저장되

어 있으며 입력 당시에 코드화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시

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시스템은 기존의 자유 텍스트 입력(free text entry)

방식으로 저장된 보고서에서 단순히 주어진 문자열이 포함된

것을 찾아내는(Simple full-text search) 방법을 사용하여 구

축하였다. 단순한 판독보고서 내용 안의 문자열을 저장하고 검

색하는 것은 코드화하여 저장할 때보다 용량도 많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용량 및 처리 속도가 매우 발전하여 수백만 건의 보고

서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검색할 수 있게 되

었다.

본 시스템에서 사용한 단순한 문자열 검색(simple text

search) 방법은 구현이 매우 쉽고, 판독 저장을 할 때 별도의

입력작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 사

용되는 단어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검색의 회수율(검색을

통해 찾아낸 건 수/키워드와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수)과 정

확도(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건 수/검색을 찾아낸 보고서의 수)

가 낮다. 따라서 보다 나은 검색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

자가 여러 가지 단어의 선택과 조합을 시행하여야만 한다(4-

6).

검색의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의미에

따라 구조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판독

정보의 입력(Structured report entry)이 고안되었다. 이 방법

은 주어진 형식과 제한된 단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그래픽유저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를 통해 판독의 내용을

입력하고, 컴퓨터는 자동으로 판독의 내용을 구조화하여 저장

및 분류한다. 그러나, 방사선의사들은 일상 업무에 사용하기에

는 기존의 자유 입력 방식보다 늦고 부자연스러우며, 표현의

제한을 느끼기 때문에 유방촬영술 그리고 복부 및 골반 초음

파 검사에만 일부 적용이 되고 있다(7-9).

최근에는 자유 입력된 판독 정보를 컴퓨터가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통해 분석하고 의미에 따라

판독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상적용이 보고되고 있다(10-13). 이 방

법으로 진단방사선의는 자유롭게 판독을 할 수 있으면서도 구

조화된 판독의 내용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어 나중에 판독 결

과 분석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된다.

자연어 처리를 통한 판독보고서의 의미에 따른 구조화가 이

상적인 방법이겠으며 이를 도입하여 보다 정확한 판독보고서

의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진단방사선

의들은 우리말과 영어를 혼용하여 판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에 대한 자연어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시스템의 기능은 단순한 문자열 검색의 수준과 검색결과

의 조합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기능이 단순하기 때문에 짧

은 시간 안에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구축할 수 있었고, 이는

임상 연구와 교육에 유용하게 사용하였던 가치와 비교할 때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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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ple Text Searching System for Radiology
Reports Based on World Wide Web Technolog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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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uthors have developed a system that searches for radiologic reports, and we have evaluated the
utility of this system for clinical application, research and medical education.
Materials and Methods: The system retrieves radiologic reports from the OCS (ordering communication sys-
tem) server and stores them in a separate computer. A CGI (common gateway interface) program was written
to search the database with variable keywords given by the user. The system satisfied the requirements of
functionality, accessibility and security.
Results: Users could search for radiologic reports with variable keywords using the web browser, and the user
could refine the results using combinations of these keywords. The system has been running successfully for 2
years, and radiologists have used this system for searching or collecting cases, keeping reports and gathering
statistics.
Conclusion: The simple text searching system has been developed in a short time period with only small costs
and a bit of hard effort, and this system is practical for clinical use, research and med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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