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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서론 

EMR 의 도래로 환자 데이터가 풍부하게 축정되고 있지만, 자연어 

의무기록지의 경우 다량의 데이터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진료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어 

의무기록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 정보를 중심으로 타임라인에 

의료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V-Model 을 제안하였다. 

방법 

V-Model 은 ‘v’자 형태의 구조로 의료사건을 시각화하는 모델이다. 

설계시 표현적, 추론적, 시각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V-Model 은 기존의 

point, interval 중심의 표현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자연어 처리 문제인 

causality, non-explicit temporal information, and granularity issues 을 다룰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면서도, 시간 정보 유추가 가능하며, 직관적인 

타임라인을 제공한다. V-Model 은 전통적인 타임라인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였다. 총 3 단계로 구성된 실험에서, V-Model 이 제안한 방법에 

대한 검증을 하였고, 사용성에 대한 설문 조사, 피드백을 받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실험에는 40 명의 전공의와 40 명의 의대생이 

참여하였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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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odel 은 자연어 처리 문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기존 

타임라인보다 탁월하며, 시간 추론을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가독성이 더 뛰어남이 검증되었다. 사용성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환자의 병력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결론 

V-Model 은 실험을 통해 자연어의 문제점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고, 

정량적, 정성적 시간관계를 추론할 수 있게 해주며, 시각적으로 가독성이 

좋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또한, 사용성 평가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향후 진료 및 연구에서의 활용성이 기대된다. 

 

주요어 : 시간 모델, 연대기, 타임라인, 시각화, 자연어, 의료 사건 

학   번 : 2004-3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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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제 1 장 
 

 

1.1 문제제기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의 도래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며 환자의 기록은 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뿐 아니라, 

테이블에 정형화된 형태로 저장된 텍스트 레코드, 주어진 문서의 틀 

내에서 자유롭게 자연어로 기술된 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자연어로 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정형화된 형태에서 볼 수 없는 풍부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의무기록지에서 발췌한 문장인데, 단순히 ‘altered mentality’라는 

정제된 용어만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발생 경위, 진행 양상이 상세히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금일 9 AM 경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닦에 부딪혔으나 의식변화없고 

특별한 증상 호소하지 않아 지켜보다가 3PM 경 환자 의식변화발견하고 

6 시경 응급실 내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1 년 유방암으로 입원했던 한 환자를 무작위로 

뽑아 분석해 본 결과, 입원기록, 방사선리포트, 병리학리포트, 경과노트, 

수술 노트 등 많은 종류의 자연어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었고, 7 일간의 

입원기간 동안 72 건의 자연어 의료문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환자는 2011 년 3 월 퇴원한 후에도 follow up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2011 년 1 년간 생성된 자연어 

의무기록지는 159 건에 달했다. 현재의 EMR 시스템 하에서는 기존 

기록을 참고하기 위해 의무기록지 기록에 충실한 과에서 생성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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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하거나 이전에 대략적으로 요약한 데이터를 보게 되며, 필요한 과거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레코드를 찾아서 해당 

문서를 일일이 열어서 읽어 보는 비효율적인 작업이 수반된다. 위에서 

언급한 유방암 환자에 대한 수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의 방대한 기록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진료하는 것은 

불가능다고 볼 수 있으며, 축적된 정보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환자의 병력을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1.2 의료사건의 연대기적 표현의 중요성 

Larkin and Simon 은 [1]에서 데이터를 파악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그 중, 자연어로 

기술된 의료사건(event)들을 타임라인에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에 따른 환자의 상태 및 병력을 파악하는 것은 치료와 처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의료데이터는 항상 

시간정보와 함께 기록된다. 자연어로 작성한 의료문서에서도 

의료사건들은 특정 시간을 중심으로 나열되어 기술된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환자의 병력을 시간축에 연대기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주는 것은 

의료 데이터를 효과적인 활용하는 데 적절한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Gill et al.[2]이 의료분야에서 타임라인의 사용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해 

의료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타임라인의 사용은 진료평가를 

쉽게 해주고,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며, 의료 과오(clinical error)를 줄이는 

등 수 많은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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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 연구 

환자의 병력을 타임라인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DB 에 저장된 정형화된 의료 데이터로부터 abstracted data, 자연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타입의 의료정보에 대해 시각화하고자 한 노력들을 

찾아볼 수 있다(표 1.1).  

표 1.1 의료분야에 타임라인을 적용한 연구 사례 

타임라인 시스템 논문 대상 데이터 

Time line browser Cousin and Kahn (1991) 
[3] 

당뇨 관련 수치 및 상태 데이터 

 

Graphical summary Powsner and Tufte (1994) 
[4] 

검사결과, 처치와 관련된 여러 

수치 데이터 

LifeLines Pleaisant et al. (1996, 
1998) [5, 6] 

전반적인 개인 기록 

Knave-II  Goren-Bar D et al. 

(2004)[7] 
Martins SB et al. (2004, 
2008) [8, 9] 

clinical time-oriented databases 

TimeLine system Bui et al. (2002, 2004, 

2007) [10-12] 
의무기록지 (아이콘으로) 

그래프 데이터 

영상 데이터 

problem-oriented medical record 

(POMR) 뷰 

Bashyam et al. (2009) [13] Radiology reports 
Discharge summaries  

(explicit temporal expression 만) 

Building Timelines from 
Narrative Clinical Records 

Jung et al. (2011) [14] thoratic consultation note 의 현병

력 섹션 

(explicit temporal expression 만) 

 

Cousin and Kahn [3] 은 1991 년에 의료 분야에서 최초로 타임라인을 

접목하여 당뇨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Time line browser 를 개발하였다 

(그림 1.1). 당뇨와 관련된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와 수치 데이터를 



 

4 

 

함께 표현하였고, 타임라인의 여러 부분에서 원하는 내용을 재구성하여 

볼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조작하는 명령어를 제공하였다. 

 

그림 1.1 Time line browser[3] 

 

Powsner and Tufte[4]는 1994 년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임라인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검사결과, 

처치와 관련된 여러 수치 데이터를 각각 타임라인 그래프로 요약하여 

보여줄 수 있는 기본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그림 1.2 (a)), 5cm 두께의 

프린터물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단 하나의 화면에 요약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림 1.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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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owsner and Tufte 의 타임라인 [4].  

(a)기본 인터페이스 (b) 환자 상태를 그래픽으로 요약한 화면. 

 

이후 Pleaisant et al. [5, 6]에 의해 개인의 과거 기록을 타임라인으로 

시각화 하는 일반적인 방법적 틀인 LifeLines 가 제안되었다 (그림 1.3). 

이를 의료분야에 적용하여 환자 병력을 탐색(navigation)하는데 

용이하도록 카테고리별로 데이터를 배치하고, 색깔과 굵기를 활용하여 

정보를 시각화하였다. 개인의 병력 및 진료기록, 기타 생물학적 

데이터들이 타임라인 상에 표현되었는데, 앞서 소개한 초창기의 두 

타임라인과는 달리, 전반적인 개인 기록을 다룰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작점과 끝점이 명확하게 

제시된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카테고리에 

따라 데이터 공간을 할당하여 표현한 방법은, 사건의 수가 많아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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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의 길이가 종방향으로 길어져서 과도한 스크롤링을 유도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그림 1.3 LifeLines[15] 

 

Knave-II (Knowledge-based Navigation of Abstractions for Visualization and 

Explanation-II) 시스템[7-9]에서는 clinical time-oriented databases 를 검색, 

시각화, 탐색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를 고안하였다. Raw 데이터와 

이를 여러단계에 걸쳐 추상화 한 컨셉(multiple levels of concepts abstracted 

from the data)을 여러 패널에 타임라인으로 표현하였다(그림 1.4). 

예를들어, platelet count 가 <20,000cmm 일 경우에는 chemo-therapy 문맥 

내에서는 ‘severe thrombocytopenia’라고 미리 구축해놓은 지식에 기반하여 

추상화 한다. 여러 단계의 추상화된 데이터가 제공된다는 점과 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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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타임라인에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의 추상화라는 

아이디어는 전반적인 서술형 데이터에 적용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림 1.4 KNAVE-II 화면[7]. 

  

Bui et al.[10-12]의 TimeLine 시스템에 이르러서야 자연어로 구성된 

의무기록지도 타임라인에 표현하는 대상으로 고려되었다. TimeLine 은 

의무기록지에서부터 영상데이터, 그래프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문제 목록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그림 1.5). 그러나, 문서의 내용을 타임라인에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문서 

전체를 하나의 아이콘으로 표현하여 세부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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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제 목록별 데이터를 

배치하는 기준이 전문가들이 사전에 구축해 놓은 knowledge-base 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료 사건을 시각화하는 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5 TimeLine 시스템[11]. 

 

Bashyam et al. [13]은 TimeLine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문제 목록 

중심으로 사건을 배치하되, 의무기록지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정보들도 

타임라인에 표현하였다(그림 1.6). 그러나, 명확한 시간 정보를 동반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표현하였고, 의무기록지에서 빈번히 찾아볼 수 

있는 불명확한 시간정보 데이터를 표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들을 문제 중심으로 배치하여 여러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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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변화하는 연결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문제목록과 관련이 없는 데이터는 표현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6 Bashyam et al. [13] 의 타임라인 

(a) 선택된 환자의 정보 화면 (b) Problems 와 findings 의 구조적 

트리 (c) 선택된 findings (d)선택된 finding 의 부위 (e) 결과 필터를 

위한 검색 박스 (f)존재 정보를 색깔로 표현한 cell (red= finding 

confirmed, blue=finding unresolved, green=no evidence of finding). 

 

의무기록지에 기술된 사건을 충실히 타임라인에 표현하고자 한 

시도는 Jung et al. [14]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Deep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시스템으로 thoratic consultation note 의 현병력 섹션에서 

추출한 사건들을 타임라인 툴[16]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그림 1.7). 

그러나, explicit temporal expression 과 현재 시제의 문장들만을 시각화 

하였고, semi-interval 이나 불명확한 시간 정보도 향후 표현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으나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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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Jung et al.의 타임라인 [14]. 

 

자연어 의료문서의 연대기적 표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 

성과가 저조했던 이유는 시간 정보와 문장 내 정황 (context) 표현의 

어려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Li and Hripcsack 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연어로 표현된 시간 이벤트를 처리하는 작업이 많은 난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17]. 구체적으로 표현의 다양성, implicitness, granularity, 

fuzziness and uncertainty, incomplete-interval 등을 들 수 있는데, 1.5 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이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다양한 시간 단위 표현(granularity problem)을 지원하기 위해서 

LifeLines 에서는  화면을 확대-축소(zooming)하는 기능이 제안되었고 [5, 

6], KNAVE-II 는 content-based zoom method 를 제안하였다[7]. 그러나, 

원하는 수준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줌 인- 줌 아웃이 

요구되므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Time line browser[3]에서는 데이터 

종류마다 적절한 시간단위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간 단위별로 

보여줄 수 있는 event class 를 정의한 hierarchy 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작은 시간단위 뷰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중에 표현되지 않는 

데이터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등장하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 적용하기는 비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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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itness, uncertainty, incomplete-interval problem 의 경우, Combi et al. 

[18]은 KHOSPAD( Knocking at the HOSpital for PAtient Data) 프로젝트에서 

시작점과 끝점, duration 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표현 수 있는 그래픽 

심볼(temporal object)을 제안하였다(그림 1.8).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을 도입한다면, 의무기록지에는 temporal object 로 표현해야 하는 

데이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8 KHOSPAD 에서 temporal object 의 valid interval 표기법. 

 

Hallet[19]은 visual navigator 에서 인과관계를 색깔로 구분된 화살표로 

보여주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Hallet 이 논문 내에서 밝혔듯이 

인과관계를 화살표 형식으로 타임라인 상에 모두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은 뷰의 복잡도를 높여 바람직하지 않다. 

정리하면, 자연어의 특성과 의료환경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의 방식으로는 실용적인 타임라인을 만드는 데 많은 한계가 

존재하며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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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인 V-Model 을 

고안하여 제안하였으며, 의대생 40 명과 전공의 40 명이 참여한 실험을 

통해 그 효용성과 가치를 평가하였다. 

 

1.4 전통적 타임라인 

이전 연구들은 환자 병력을 타임라인에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사건의 길이에 비례하여 시간 

공간상에 point 또는 interval 로 표현하는 방식을 따랐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point/interval 기반의 타임라인 표현방식을 ‘전통적 타임라인’ 

또는 ‘기존 타임라인’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다. 

 

1.5 자연어 의료사건의 연대기적 표현에 따른 문제점 

1.5.1 Causality 

Hripcsak and Albers [20]는 에서 의료 문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시간 정보와 인과관계를 꼽았다. 그만큼 인과관계는 의료 정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사건의 발생만을 표현하는 

전통적 타임라인으로부터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사용자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사용하여 사건간의 연관성을 유추해야 하나, 

때로는 의사조차도 그 관계를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림 1.9 는 

2003 년 10 월 10 일에 입원한 환자의 현병력을 타임라인으로 표현한 

것인데, 환자는 T1 시점에 CT 검사를 두 번 받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원문에서는 각각 sudden left weakness 와 EBD to Rt. Motor power Gr 0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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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는 증상으로 인해 실시한 것임이 기술되어 있지만, 타임라인의 

정보만으로 이러한 연결관계를 알아내기가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입원일시: 2003.10.10

현병력:
 2년전 mixed dementia 로 NR OPD F/U denepezil 1t qd medication.  3개월전 sudden Lt 
weakness 로 ER 방문후 asprin+plavix medication 해옴.  내원 9시간전 sudden Lt 
weakness발생하여 ER 방문      Brain CT 상 Rt BG ICH with IVH 있어 BP control 하면서 
observation 도중.      EBD to Rt, motor power Gr 0 로 감소-> CT, DWI 상 new Rt MCA infarction 
발견되어 내원함

* NR : neurology, OPD : outpatient department, F/U : follow up, t : tablet, qd : once a day, ER : 
emergency room, BG :  basal ganglia,   ICH: intracerebral hemorrhage,  IVH :  intraventricular 
hemorrhage,  BP : blood pressure, EBD : eyeball deviation

2002 2003 2004

Original Text

Timeline View

* Dx : Diagnosis * Sx : Symptom * Tx : Treatment * Adm : admission

T1

 

그림 1.9 기존 타임라인의 인과관계 표현의 문제점. 

 

1.5.2 Non-explicitness 

의료 텍스트는 환자의 언어로 표현된 증상 및 문제증상과 연관된 

상황을 함께 기록하기 때문에 비정형화된 시간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Park and Choi [21]는 무작위로 뽑은 서울대학교병원 5 건의 퇴원요약지를 

분석하였는데, implicit temporal expression 이 전체 시간 표현구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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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로 그 비중이 매우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처럼 

explicit temporal expression 만을 대상으로 타임라인을 표현한다면 의료 

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추석 후 weakness 더 진행” 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추석은 음력을 따르므로 양력으로는 매년 날짜가 달라져 정확한 시간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추석’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 정보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많은 양의 육체적 노동, 피로 등의 

정보 또한 담고 있기 때문에 환자 증상의 원인에 대한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단순히 시간정보로 치부하여 날짜로만 

변환하여 표현한다면 중요한 정보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시간 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인, implicitness, fuzziness and uncertainty, incomplete-interval, 

시간표현 생략문제를 통틀어 non-explicitness 라고 명명하였다 

Implicit temporal expressions: Implicit temporal expression 은 대략적인 

시간 정보만 표현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시간 길이를 의미하는지 모호한 

시간 표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 Warfarin 4mg/5mg 을 교대로 

복용해 옴”에서는 ‘최근’이라는 시간이 수 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수 주 / 수 개월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수 일이라면 

정확히 몇 일을 의미하는지 또한 알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Wafarin 

4mg 과 5mg 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으로 교대 복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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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zziness and uncertainty:  “7 월 중순”, “지난달”, “2~3 일 

복용하다가”와 같이 정확한 시점이나 기간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켜 fuzziness and uncertain temporal expression 이라고 한다. 가령, “3 월 

중순부터 다시 sz 나타났으며 1
” 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3 월 중순’을 

‘3 월 10 ~3 월 20 일’과 같이 발생 가능한 시간 범위로 변환해야 하며, 

관점에 따라 범위 지정에 수 일의 개인 편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표현이 어려워지게 된다. 

Incomplete-interval: 전통적 타임라인에서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작 시간과 끝 시간 정보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이 빠져 있는 

경우를 incomplte-interval 이라고 한다. “Glivec 400mg qd restart
2
” 와 같이 

시작 시점만 표현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와 반대로 끝점만 표현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명확한 시작점이나 끝점의 언급 없이 중간 시점만 

표현되어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일정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건임은 알 수 있지만,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 표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생략된 시간표현: 의료문서는 사건들을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엔 시간 표현을 생락하고 

순차적으로 사건의 내용만 기록된 경우가 많다. 시간 표현이 없는 

사건을 타임라인 상에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단지 

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성향에 의거해 순서를 유추하는 것만이 

                                                   

1 sz: seizure 

2 qd: ever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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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데, 앞뒤로 인접해 있는 사건과의 거리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과 시간의 길이를 지정해야 표현할 수 있는 전통적 

타임라인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어느 시점을 지정하여 표현해야 할 

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배치를 해야 할 지, 정말 그 이벤트들이 

기재된 순서를 따라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시간의 non-explicitness 문제점들을 다루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었던 방법은 주로 그림 1.8 과 같이 point/interval 표현을 

변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표기법으로 가득한 

타임라인은 오히려 원문보다 더 복잡해질 우려가 있고, 이는 환자 

데이터의 간결한 정리라는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외면당할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사건 interval 에 대한 possible range 를 구하기 위해 

광범위한 의학 지식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이상의 

문제들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Temporal proximity hint: 의료 문서에서는 특정 표현이나 사건이 시간 

간격에 대한 힌트를 내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Post-op 와 같은 표현을 

동반할 경우 수술 사건과 매우 가까운 시점에 일어난 사건들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정확한 시간표현 없이 주호소와 병원 방문 정보가 

주어졌을 경우 관련 증상과 병원 방문은 매우 근접한 시일 내에 

일어났으며 이전에 입원했던 기록이나 방문했던 기록과는 일정 시간 

이상의 시차를 갖고 일어났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정보들이 타임라인 상에 표현되어 자연스럽게 시간 추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7 

 

1.5.3 Temporal Granularity 

Temporal granularity 는 년, 월, 일, 시, 초와 같은 시간을 표현하는 

단위를 말한다. 의료 사건은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시간 단위가 

다르다. 의료 문서는 긴박했던 상황의 정보뿐 아니라 수십년에 걸쳐 

일생동안 환자에게 일어난 의료 사건들까지 다루기 때문에 분, 시간, 일, 

월, 년 등 다양한 시간 단위(granularity)가 등장한다. 다음 문장은 어느 

한 환자의 퇴원요약지에서 발췌한 문장인데, 밑줄 친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문서 내에서도 일(day) 단위의 시간(hour) 표현과 시간 

단위의 시간 기술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내원 3 일전부터 sz 회수 증가하고 입술이 떨리며 하루 9-10 회의 

apnea 있었고 내원 전날 respiration rate 증가하고 chest wall retraction, oral 

intake 감소, 먹이면 사래걸리며 내원 2 시간 전부터 RR 증가하고 

끙끙거리며 보채서 PER 방문하였다.
 3

” 

기존 타임라인 표현 방식은 한 타임라인 화면 내에서는 한 종류의 

시간 단위 뷰(view)만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더 큰 시간 단위의 

사건은 함께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더 작은 시간 단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면 확대 등의 방식을 거쳐야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가령, 다음의 내용을 타임라인 월 단위 뷰에서 볼 경우, 

“94`3 GB empyema with distal CBD stone-> cholecystectomy with 

choledocholithotomy done  96` choangitis d/t CBD stone-> choledocholithotomy 

done  이후 수차례 acute cholangitis 로 adm 하였음  02`5 HCV related LC 

                                                   

3 sz: seizure, RR: respiration rate, PER: pediatric emergenc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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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02`8 acute cholangitis … 6/16 시행 ascites culture 상 p. aeruginosa 

reported
4
” 

 오랫동안 특이사항이 없는 1996 년부터 2002 년까지의 기간은 매우 

긴 공백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 때, 다음 차례의 사건을 보기 위해 

과도한 스크롤 작업이 요구되며, 중간에 등장하는 데이터를 미처 보지 

못하는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1.5.4 Reasoning 

의료사건 간 시간 관계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다. 입원 전 열이 

얼마동안 지속됐는지, 특정 약을 얼마동안 복용했는지와 같은 정보는 

의사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의료사건 간 순서 정보 또한 

                                                   

4 GB: Gallbladder, CBD: common bile duct, d/t: due to, adm: admission, HCV related 

LC: hepatitis C virus‐related liver cirrhosis, dx: diagnosis, p. aeruginosa: pseudomonas 

aeruginosa 

02.6 02.7 02.902.8

* Dx : Diagnosis * Sx : Symptom
* R/O CRP : rule out craniopharyngioma
* Br. : brain * NS : neurosurgery  

그림 1.10 사건 간 시간 순서가 모호하게 표현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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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을 추적하는데 유용하다. 가령, 그림 1.10 에서 visual disturbance 의 

경우 같은 날 일어난 다른 사건과의 선후 관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local NS 방문보다 먼저 발생하였으면 ‘주호소’가 되고, 방문 

후에 일어난 일이라면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더 나빠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임라인은 사건 간 ‘~동안’, ‘이전’ 등과 같은 정성적 시간 

관계(qualitative temporal relation)와 ‘3 일전,  ‘2 주동안’ 과 같은 정량적 

시간관계(quantitative temporal relation)를 구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통적 타임라인에서는 의무기록지 원문에서 명시되어 있는 

시간 관계를 추론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한다. 그림 1.10 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시간 축에 나열된 사건간의 내부 순서(internal sequence) 

관계는 유추하기가 어렵다. Non-explicit temporal event 와의 시간관계를 

따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03.9.13. persistent fever, Blood Cx(1 of 3)상 

enterococcus 나와 vancomycin 추가함 … 03.9.21. fever, hypotension 보이고5
” 

에서 9 월 13 일에 있었던 fever 는 시작점과 끝나는 시점이 나와 있지 

않아 9 월 21 일에 발생한 fever 와의 시간 간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거나, 가능한 범주를 계산하게 될 경우 복잡도가 증가하게 된다. 

 

                                                   

5 Cx: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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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목적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자연어의 연대기적 표현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의료 문서의 특성에 잘 맞는 타임라인 시각화 

모델을 제안하고자 V-Model 을 고안하였다. 

 재료 및 방법 제 2 장 
 

 

2.1 설계시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는 타임라인의 기본적인 역할을 표현(representation), 

추론(reasoning), 시각화(visualization)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정의하고, 

서론에서 지적한 전통적 타임라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표현 (Representation) 측면: 의학 문서 내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을 

타임라인 상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원문에서의 의미를 변형 또는 

훼손해서는 안된다. 특별히 앞서 지적한, 기존 타임라인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인과관계 표현의 문제, 불명확한 시간 정보의 표현 

문제, 여러 시간단위 표현 혼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추론 (Reasoning) 측면: 시간이 정확히 명시된 사건뿐 아니라, 시간이 

불분명하게 표현된 사건에 대해서도 시간 관계 및 거리를 추론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시간 관계는 정성적 시간 

관계(qualitative temporal relation) 를 말하는 것으로, Allen 의 13 가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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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Allen’s 13 temporal relationship) [22] (표 2.1)을 기반으로 한 시간적 

관계를 의미한다. 시간 거리는 두 사건 간의 시차 (정량적 시간관계, 

quantitative temporal relation)를 의미한다. 기존의 시간 처리 연구들은 

최대한 정밀하고 정확한 시간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시차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들이 대략적인 시간 

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둔다. 

표 2.1 Allen 의 13 가지 시간 관계 

Relation Pictoral Example 

X before Y X < Y 

Y > X 

XXX  YYY 

X equal Y X=Y XXX 

YYY 

X meets Y X m Y 

Y mi X 

(i stands for inverse) 

XXXYYY 

X overlaps Y X o Y 

Y oi X 

XXX 

YYY 

X during Y X d Y 
Y di X 

XXX 
YYY YYY 

X starts Y X s Y 

Y si X 

XXX 

YYYYY 

X finishes Y X f Y 

Y fi X 

XXX 

YYYYY 

 

시각화 (Visualization) 측면: 시각화 한 결과물은 환자의 병력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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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V-Model 

2.2.1 V-Model 소개 

V-Model 은 자연어로 기술된 환자 의무기록을 대상으로 문서 내 

사건들을 타임라인상에 시각화할 수 있도록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고안된 모델이다. V-Model 의 기본 구조는 그림 2.1 에서 볼 수 있듯이 

2 개의 wing 이 알파벳 ‘v’ 모양으로 형상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림 2.1 V-Model의 기본 구조. 

 

이러한 형태의 구조는 기존 타임라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인과관계, 

불명확한 시간 표현 및 여러 수준의 시간 단위 표현 문제를 해결 

가능하도록 도와 준다. 또한 단순히 사건의 발생만 표현했던 기존의 

타임라인과는 달리, ‘누가 (의료진 또는 환자임이 전제되어 있음)’, 

‘무엇을(Actions)’, ‘언제(TAP)’, ‘어디서(Visit)’, ‘왜(Problems)’, 

‘어떻게(Actions)’의 6 하 원칙에 해당되는 서술적 상황을 타임라인 상에 

구조적으로 배치하여 전달한다.  



 

23 

 

그림 2.2 는 그림 1.10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과 동일한 

내용을 V-Model 로 표현한 것이다. 기존 타임라인과는 달리, 환자가 

2002 년 7 월에 headache 과 visual disturbance 증상으로 인해 local 

NS(neurological surgery)를 방문하였으며, 이 증상에 대해 Brain MRI 를 

찍고, R/O CRP 소견을 받았다는 원문에 기술된 상황이 잘 전달된다. 

 

 02.7 headache , visual disturbance    local NS 방문 . Br. MRI 상 R/O CRP 소견
으로... . 

* NS : neurological surgery Br. : brain R/O : rule out CRP : craniopharyngioma

(a) 의무기록지 원문

(b) V-Model로 나타낸 타임라인

02.7

headache , visual 
disturbance

Sx
Br. MRI

Test

R/O CRP 소견

Dx

local NS 방문

Visit

 

그림 2.2 V-Model 타임라인 예제. 

 

2.2.2 사건(Event)의 표현 

V-Model 에서는 사건을 인과관계로 나누어 표현하고, 병원 방문, 

입퇴원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별도로 분리하여 표현한다.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시각적인 장치들을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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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Problems 와 Actions 

주호소, 입원 사유와 같이 병원 방문의 계기가 된 증상이나 병원에서 

취한 모든 종류의 조치 및 결정을 유도한 이벤트는 Problems 에, 이로 

인해 취한 의료 행위는 Actions 에 배치하여 표현하게 된다. Problems 와 

Actions 는 wing 의 방향에 의해 구분되며, 같은 시간 표현을 동반하는 

Problems 와 Actions 는 동일한 TAP 을 공유하며 연결된다 (그림 2.2 참고). 

그림 2.3 의 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시간 표현에 

Problems 에 해당하는 사건만 나타나거나 Actions 사건만 기술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한 개의 wing 만을 표시한다. 각 윙에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02년초부터

Lt. leg weakness 
developed 

Sx

02.6

우리들병원

Visit

등-허리 두군데 Op.

Op

 02년초부터 Lt. leg weakness developed 02.6 우리들병원에서 등-허리 두군데 Op.
  * Lt.: left, Op.: operation

 

그림 2.3 한 개의 wing 으로 표현된 v-structure 의 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는 한 쌍의 wing 은 의료문서에서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매우 간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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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지만, 그림 2.4 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는 

다양하다. 과거 증상에 대해 어떤 검사를 시행 했는지, 환자가 왜 수술을 

받게 되었는지, 무슨 증상 때문에 약 처방을 받았는지와 같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관계들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전달은 

시차를 두고 연이어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림 

2.3 의 경우와 같이, Problems wing 다음에 시차를 두고 Actions wing 이 

등장할 경우, 두 구조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wing 의 상반된 

방향으로 인해 인과 관계가 시각적으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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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서에 기재된 인과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같은 

글을 놓고도 읽는 사람의 의학적 지식과 관점에 따라 그 인과관계 

(a) [ 증상 – 진단 ]

'00

Voiding 
difficulty,urgency

Sx

인근 병원(충북대병원) 
방문

Visit

BPH

Dx

(b) [ 증상 – 수술 ]

melena

Sx

03.4

EVL#2

Op

(e) [ 증상 – (검사/진단) ]

(c) [ 진단 – 수술 ] (d) [ 진단 – 처치 ]

86

AGC

Dx

TG c Roux-en-Y
anastomosis

Op

short bowel syndrome

Dx

Home TPN therapy 
via Hickmann cath

Tx

1.5 * 1.5 cm sized 
erythematous tender 
nodule

Finding

R/O Sweet's synd.

Dx

G-CSF stop

Drug

01.10.16

A-CT

Test

R/O gastric 
poerforation dt cancer

Dx

03.7.15

sudden abd pain

Sx

(f) [ 소견 – (진단/처방) ]

* 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EVL: endoscopic variceal ligation, AGC: advanced gastric 
cancer, TG c: total gastrectomy combined with,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cath: 
catherization, abd: abdominal, A-CT: abdominal CT, R/O: rule out, dt: due to, synd.: syndrome

 

그림 2.4 V-Model 로 전달되는 다양한 인과관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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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다르게 판단/해석할 수 있고, 의사임에도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니면 그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해석에 대한 개인적 편차가 없지만 그 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있다. 

가령, “(a)내원하여 시행한 MRI 상 Lt. medial temporal HSI 있었으며 

(b)vascular territory 에 compatible 하지 않아   (c) acute stroke 의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d) acyclovir 사용하였으며 이후 (e) dramatic 하게 

증상 호전되어 (f)퇴원함6” 에서 (c), (d), (e)는 결과이면서도 뒤이어 나온 

사건에 대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연쇄적인 인과관계까지도 

표현하고자 한다면 처리과정과 시각화된 결과가 모두 복잡해지게 된다. 

복잡한 표현을 피하고, 자동화된 타임라인의 생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표현을 위한 판단기준을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모델에서는 전문지식에 의한 추론이 필요한 인과관계는 배제하고, 

최대한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최종 판단은 사용자에게 맡기는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인과관계 모델링 규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symptom 과 purpose(병원 방문/입원 사유 등)는 Problems 로, 그 

외의 사건은 모두 Actions 로 규정된다. 약물 처방, 진단, 각종 검사, 소견, 

플랜, 각종 수술 및 처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외적으로, finding 과 

diagnosis 는 ‘~때문에’, ‘~ 로 ~(했다)’ 등과 같이 인과관계를 명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인으로 기술된 경우에 Problems 로 모델링한다. 

그림 2.4 에서 (a)와 (c)는 각각 diagnosis(Dx)가 Actions 로 모델링 된 

경우와 Problems 로 모델링 된 예를 보여준다. 의무기록지 원문을 

                                                   

6 Lt.: left, HIS: high signal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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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a)는 “'00.Voiding difficulty, urgency 주소로 인근 병원(충북대병원) 

방문하여 BPH Dx.
7

.”로 문제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받게된 

진단명인 BPH 가 Actions 로 모델링 되었다. 반면, (c)는 “86 AGC 로 TG c 

Roux-en-Y anastomosis done
8
”로, AGC 가 원인이 되어 수술을 받게 된 

내용이므로 AGC 가 Problems 로 모델링 되었다. 밑줄친 인과관계 

표현구(‘로’)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모델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Symptom 도 finding 및 diagnosis 와 마찬가지로 원인 뿐 아니라 결과의 

의미로 기술되기도 한다. 치료의 결과, 예후로써 언급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 할 지라도 symptom 은 결과인 동시에 

그 다음 action 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것에 대한 

결과인지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symptom 도 양쪽 wing 모두에 표기될 수 있게 허용할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환자로부터 유발된 것은 

모두 Problems 에 정의되도록 규칙을 단순화하였다 

의료문서는 참조에 사용할 시간을 명시한 후 그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적는 방식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하나의 시간 표현에 두 개 

이상의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V-Model 에서는 시점을 

나타내는 공간에 맞추어 사건들을 배열하기 보다는 인과관계를 충실히 

표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따라서 다수의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경우, 관련있는 사건끼리 독립적인 v-structure 로 묶어서 인과관계의 

                                                   

7 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8 AGC: advanced gastric cancer, TG c: total gastrectomy combin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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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만큼 v-strcutre 를 표현하고, 시간 정보를 표현하는 TAP 에는 

해당되는 시간 표현을 중복하여 기재한다. 이 때, v-structure 간 순서는 

원문에서 기재된 순서대로 표현한다. 서론에서 전통적 타임라인의 

한계점으로 보여주었던 예시(그림 1.9)는 그림 2.5 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R 방문

Visit

sudden Lt weakness

Sx

Brain CT

Test

Rt BG ICH with IVH

Dx

BP control 하면서 
observation

Tx Reduced to EBD to Rt 
motor power Gr 0

Finding CT, DWI

Test

New Rt MCA 
infarction

Finding

Adm

03.10.10내원 9시간 전 03.10.1003.10.10

* Lt: left, Rt: right, BG: basal ganglia, ICH: intracerebral hemorrhage, IVH: introventricular hemorrhage, 

BP: blood pressure, ER: emergency room, EBD: eyeball deviation, DWI: diffusion weighted imaging, MCA: 

middle coronary artery  

그림 2.5 동일 시간 내 다수 인과관계의 표현. 

 

2.2.2.2 Semantic category 

전통적으로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타임라인에서는 semantic 

category 정보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V-Model 에서도 모든 이벤트에 

대해 semantic category 를 표기한다. 타임라인에서 표현하는 semantic 

category 는 사람이 다량의 데이터를 읽을 때 파악을 돕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단순하게 큰 단위의 몇 가지 분류만 정의하였다. V-

Model 에서는 symptom, diagnosis, drug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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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다루어 온 데이터 종류뿐 아니라, 자연어 환자 차트에서만 볼 

수 있는 정보인 purpose, plan 카테고리를 정의하였고, 기타 특정 

분류기준에 속하지 않는 정보도 표기할 수 있도록 other 카테고리를 

정의한 것이 특징이다. V-Model 에서 정의하고 있는 semantic category 와 

분류기준은 표 2.2 와 같다. 

표 2.2 V-Model 의 semantic category 

Semantic 

category 
Notation Explanation Position 

Purpose Purpose 
입원/방문 목적, 치료 목적 등 

“~위해”라는 표현을 동반하는 문구 
Problem 

Symptom Sx 증상 Problem 

Diagnosis Dx 진단 
Problem / 
Action 

Finding Finding 소견, 검사 결과 
Problem / 

Action 

Drug Drug 약의 사용 또는 처방 Action 

Operation Op 수술 Action 

Plan Plan 치료 계획, 퇴원 후 계획 등 Action 

Test Test 검사 Action 

Treatment Tx 수술을 제외한 모든 처치, 치료행위 Action 

Admission Adm 입원 Action 

Death Death 사망 Visit 

Discharge Disch 퇴원 Visit 

Hospital/ 
Department 
visit 

information 

Visit 

외래 방문, 응급실 방문, follow up, 

전원(transfer), 타과 의뢰, department 이름 등 

병원 행정 및 장소와 관련된 정보 

Visit 

Any other 
events 

Other 

위에 명시한 semantic type 으로 분류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사건 

Ex) ‘환자의 병전 성격이 예민하여 
보호자(부인, 아들)들이 환자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치료의 의지가 없어’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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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ntic category 는 앞서 제시된 V-Model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각형의 박스 안에 표기하게 되는데,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Problem 은 붉은색, Visit 정보는 초록색, Action 

정보는 파란색 박스로 표현한다. 이러한 색의 배치는 새로운 문제 

이벤트에 시선을 집중시켜 새로운 problem-action 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한 개의 wing 은 하나 이상의 사건을 포함할 수 있는데, 사건마다 

박스를 표기하는 것은 복잡해 보이므로 연이은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하나의 semantic category box(이하 semantic tag)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문서 내에서의 기술 순서는 매우 중요하므로, 연이어 나오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semantic tag 로 재배치 할 수 없다. 그림 

2.6 에서 dyspnea, cough, sputum 은 3 개의 다른 사건이지만 하나의 Sx 

semanatic tag 로 묶어 표현하였다. 반면에, ABGA 와 CRP 는 모두 Test 

카테고리이지만, 두 사건 사이에 Finding 에 속하는 ABGA 의 검사결과가 

기술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semantic tag 로 묶어서 표현할 수 없다. 

Wing 내부에서의 semantic tag 의 배치는 약간의 변형이 허용된다. 그림 

2.6 에서 볼 수 있듯이 연계된 Test-Finding 데이터는 Finding 을 Test 

하단이 아닌 우측에 나란히 배치할 수 있다. 또한 두 개의 Sx tag 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태그로 묶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태그를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형의 허용은 같은 종류의 

사건 수가 많아 가독력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다른 양상의 데이터가 

나와 이를 구분하여 읽어줄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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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pnea, cough, sputum 
호전

Sx

wheezing,PND(+)

Sx

ABGA

Test

7.429-40.7-109.8-26.3-
98%

Finding

CRP

Test

0.8

Finding

HRCT

Test

sputum culture

Test

s.pneumoniae

Finding

02.12.23 (HD#7)

HD#7 (<tmp>12/23</tmp>)     dyspnea, cough, sputum 호전     
wheezing,PND(+)     ABGA : 7.429-40.7-109.8-26.3-98%     CRP : 
0.8     HRCT done     sputum culture: s.pneumoniae  

 * HD: hospital day, PND: paroxysmal nocturnal dyspnea, ABGA: 
arterial blood gas analysis, HRCT: high-resolution computed 
tomography

 

그림 2.6 semantic tag 표기의 예 

. 

2.2.2.3 Visit 

Visit 에서는 병원 방문 및 병원 내에서의 이동과 같은 장소 및 

기관정보를 표현한다. 외래 방문, 응급실 방문, follow up (f/u), 입퇴원, 

전원, 타과 의뢰, 담당 혹은 방문한 학과 정보 등이 해당된다. Visit 

정보는 “pf. XXX 님 외래 F/U”, “내원”, “전과됨”과 같이 의료 문서내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원문의 표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Vist 정보는 시간 정보(TAP) 아래에 별도의 박스로 표현한다. Visit 을 

다른 이벤트들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환자 기록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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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참고하는 정보이고, 시간에 대한 감을 주기 때문이다. F/U 같은 

표현은 특정 시점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긴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점검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타임라인상에서, 

의료기관 방문 전의 Problems 와 병원에서 취한 여러 Actions 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 시간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병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예외적으로 방문 정보가 미래에 대한 계획 내용으로 언급되었을 

경우에는 서술된 시점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Visit 정보로 

분리하지 않고 Plan 사건으로 포함하여 표기한다 (그림 2.7 참고). 

Abd CT

Test

pancreatic body와 tail에 vessel을 
encase하고 있는 mass lesion이 
관찰되었음

Finding

환자의   병전 성격이 예민하여 보호자(부인, 
아들)들이 환자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치료의   의지가 없어

Other

Bx는 시행하지 않았음

Test

CA 19-9는 5미만으로 check되었음

Finding

pf.조영민님 OPD F/U하기로   
하였고 oncology의 의견은 퇴원후 
보호자가 pf.김태유님 외래로 
방문하여 들어보기로 하였음

Plan

Adm

14-Jul-03

Disch

19-Jul-03

* Bx: biopsy, Abd CT: abdominal CT, OPD: outpatient department, F/U: follow up
 

그림 2.7 Plan 속에 표현된 visit 정보와 special event 표현의 예. 

 

2.2.2.4 Special Events 

입퇴원 기록과 사망정보는 의학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사건이므로 

각각 고유의 카테고리를 부여하고 visit 과 동일한 위치에 표현한다(그림 

2.7 참고). Special event 는 기본적으로 초록색 sematic tag 만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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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입퇴원 시 기관명이 나와있는 경우에는 visit 과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을 하단 박스에 적어준다(그림 2.8 참고).  

 

Doxetaxol+cisplatin #1

Drug

GFS AGC BIV  
patho)Adenoca signet ring 
cell type   A-CT meta(-)   
PBS : 
leuckocyticthromboblastic 
anemia   Bone scan : 
diffuse hot uptake Both 
shoulder, thoracic cage, 
pelvis, femur   

Test

A-CT

Test

R/O gastric 
poerforation dt 
cancer

Dx

TG c Roux-en-Y

Op

(병리) Signet ring cell ca. 
serosa exposed, RM(-), 
LN 20/20   T3N3

Finding

(수술) peritoneal seeding(+)

Finding

순천향병원

Visit

SNUH

Adm

03.7 03.7.1503.7.14

easy bruise, scatic pain 
증가

Sx

sudden abd pain

Sx

*  GFS: gastrofibroscopy, ACG: advanced gastric cancer, patho: pathology, A-CT: abdominal CT, meta: metastasis, PBS: 

peripheral blood smear, abd: abdominal, R/O: rule out, dt: due to, TG c: total gastrectomy combined with, RM: resection margin, 

LN: lymph node  

그림 2.8 기관정보를 동반하는 special event 표현의 예. 

 

2.2.3 시간 표현 (Time Achoring Point, TAP) 

사건이 발생한 시간 정보는 Temporal Access Point (이하 TAP)에 

표현한다. TAP 에서 표현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calendar date 뿐 아니라, 

구어적 시간 표현(e.g., birth, 생후 3 주 후), 그리고 시간에 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e.g., 추석, postop)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같이 

다양한 종류의 시간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TAP 내부의 시간 표현은 

정형화된 표현 또는 비 정형화된 구어적 표현을 모두 허용한다. 이를 

위해 V-Model 에서는 두 TAP 눈금 간 거리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dynamic scaled timeline 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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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Explicit temporal expression 

의료 문서에는 같은 시간 정보에 대해서도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4 년 1 월 1 일’에 

대해서도 ‘14.1.1’, ‘2014.1.1’, ‘1.1’, ‘올해 1 월 1 일’, ‘신정’ 등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V-Model 에서는 explicit 시간 정보를 표현할 때, 원문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yy.mm.dd’와 같이 시간 표현 

형식을 통일해서 변환하여 표기하는 것도 허용한다. 

2.2.3.2 Temporal granularity 

한 타임라인 뷰(view)에서 모든 서로 다른 시간 단위를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변환하여 표현했던 기존 타임라인과는 달리, V-Model 에서는 

하나의 타임라인 view 에서 다양한 시간 단위 표현을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 

2.2.3.3 Non-explicit temporal expression 

V-Model 은 TAP 에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non-

explicit temporal expression 의 경우 모호한 원문의 정보를 추가나 변형 

없이 그대로 이용한다. 시간 정보가 빠져 있는 경우는 TAP 의 값을 

공백으로 비워놓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문서 상에 나타난 순서를 

따라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배열한다. Semi-interval 의 문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끝점에 대해서는 표현을 생략하고, 문서상에 나타나 있는 

부분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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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은 기존방식과는 다른 V-Model 의 모델링 방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기존에는 fuzzy and uncertain event 에 대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temporal range 를 지정했던 반면, V-Model 에서는 non-explicit 한 표현을 

갖고 있는 하나의 point 로 모델링 한다(그림 2.9 (a)). 또한 (b)와 같이 

정확한 시간 정보를 모르더라도 visit 또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주변의 

연관 있는 사건들을 하나의 TAP 을 중심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implicit temporal expression, fuzzy and uncertain temporal expression, 

incomplete-interval 뿐 아니라, temporal proximity hint 를 내포하는 용어(e.g., 

‘postOp’, ‘퇴원후’, ‘출생’, ‘HD#3
9
’ 등)까지도 타임라인에 표현할 수 있게 

해 준다. 이같은 접근 방식이 가능한 까닭은 dynamic scaled timeline 을 

가정하였므로 다른 사건과의 표현상의 거리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의료문서는 대체적으로 시간순서에 따라 사건을 기술하기 때문이다. 

                                                   

9
 HD 는 Hospital Day의 약자로, 입원한 지 3 일째라는 의미이다. 

Event Event

Event1 Event2 Event3

Visit
? ? ?

[0] Event1

[1] Event2

[2] Event3

Visit

(a)

(b)

 

그림 2.9 Non-explicit temporal information 을 표현하는 기존 

타임라인(좌)과 V-Model(우)의 modeling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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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과 그림 2.11 는 non-explicit temporal expression 을 V-Model 로 

표현한 몇가지 실례를 보여준다. 그림 2.10 에서 headache 과 visual 

disturbance 는 7 월에 존재했다는 정보만 있을 뿐, 실제로 발생한 날짜나 

기간, 둘 사이의 선후 관계를 알 수가 없다. V-Model 에서는 ‘02.7’이라고 

기록된 정보를 TAP 에 넣어 연결하고, headache 과 visual disturbance 의 

구체적인 시간 정보나 관계 정보 부재의 문제점은 wing 안에 모델링 

함으로써 해결하였다. ‘R/O CRP impression’ 사건도 Br. MRI 검사를 받고 

당일에 진단이 내려진 것인지 혹은 수 일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 내려진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 역시 wing 안에 encapsulation 하여 

해결하였다.  

(a)

(b)

02.7 headache , visual disturbance       local NS 방문. Br. MRI 상 R/O CRP 소견으로

 * NS: neurosurgery, Br.: brain, R/O CRP: rule out craniopharyngioma

02.7

headache , visual 
disturbance

Sx

Br. MRI

Test

R/O CRP 소견

Dx

local NS 방문

Visit

 

그림 2.10 Fuzzy and uncertain temporal expression 표현의 예. 

 

그림 2.11 에서는 어느 퇴원요약지의 입원후경과 section 을 V-Model 로 

표현한 것이다. 원문에서는 입퇴원일과 중간에 병동(ward)으로 tranasfer 

한 날짜를 제외하고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인과관계를 이용하여 v-structure 로 사건들을 

재구성할 수 있었고, 타임라인에서 전-후 TAP 사이의 간격을 고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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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순서대로 나타나도록 하여 기존 타임라인으로는 전혀 표현할 수 

없었던 시간 표현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입원일: 2003.09.13
퇴원일: 2003.11.07

Topotecan예정이었으나, 환자 fever, cough,sputum으로 인해 Antibiotics 쓰면서 지켜 보던 중 Dyspnea   aggravation 
되어 ICU transfer.     ICU에서 care 받던 Antibiotics에도 Diffuse GGO pattern 호전되지 않아 solumedrol start   
이후 호전되는 소견보여 Antibiotics D/C함.     R/O Etoposide-induced pneumonitis   R/O IPF aggravation   R/O 
SCLC progression   R/O PCP   등으로 management 받다가 상태 호전되어 10월 6일 ward로 Transfer     이후 Pd- 
taperin 하면서 지켜 보던 중 fever(+)     -->Levofloxacin start     SCLC에 대해서는 no further plan으로 Home O2 
가지고 귀가 예정이었으나 환자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   보여 연고지 근처 병원으로 Transfer 하기로 함.     11월 
7일 Transfer

* ICU : intensive care unit, GGO : ground glass opacity, D/C : discontinued, SCLC : small-cell lung carcinoma, 
PCP : pneumocystis pneumonia

(a) 퇴원요약지 입원후 경과 원문

 

9월 13일

Adm

Topotecan예정

Purpose

fever, cough,sputum

Sx

Antibiotics

Drug Dyspnea   aggravation 

Sx

ICU transfer

Visit

Antibiotics

Drug

solumedrol start

Drug

Diffuse GGO pattern 
호전되지 않아 

Finding

호전되는 소견보여

Sx

Antibiotics D/C

Drug

R/O Etoposide-induced 
pneumonitis   R/O IPF 
aggravation   R/O SCLC 
progression   R/O PCP

Dx

management  

Tx

상태 호전

Sx

10월 6일

ward로 Transfer

Visit

Pd- taperin

Drug fever(+)

Sx

Levofloxacin start

Drug

SCLC에 대해서는 no further 
plan으로 Home O2 가지고 귀가 
예정이었으나 환자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   보여 연고지 
근처 병원으로 Transfer 하기로 함

Plan

Disch

11월 7일

(b) 

 

그림 2.11 시간 정보가 없는 사건 표현의 예: (a) 입원후 경과 원문; (b) V-

Model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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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Interval 

약물 복용기간처럼 시작과 끝 시점을 가지는 기간에 대해서는 TAP 

안에 한번에 표시한다. 가령, P+T 를 2003.8.2 부터 2003.8.7 까지 

복용했다면 TAP 자리에 ‘03.8.2-03.8.7’이라고 표현한다.  

시작점과 끝점이 분리되어 기술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의 interval 이 

명확하게 유추되는 상황이더라도 각각 개별 사건으로 표현한다. 

의무기록지에서는 interval 의 각 끝점을 그 사이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과의 관련성을 연결지어 설명하려는 의도로 분리하여 기술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림 2.12 에서 G-CSF 는 10 월 13 일에 시작해서 10 월 16 일에 

중단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01.10.13-01.10.16’ 

01.9.24 01.9.25 01.10.12 01.10.13

01.10.15 01.10.19 01.10.23

last Id consolidation위해

Purpose

Id consolidation 시작

Drug

ampho 쓰며 chemo 하기로 함

Drug

D16 ANC 0

Finding neutropenic fever

Sx

T+P start

Drug

G-CSF start

Drug

Bl. Cx.

Dx

PCN 추가

Drug

1.5 * 1.5 cm sized 
erythematous tender 
nodule

Finding

R/O Sweet's synd.

Dx

G-CSF stop

Drug

ampho 880mg까지 사용

Drug

PCN 제외한 anti. D/C

Drug

01.10.10
Adm

9/24 last Id consolidation위해 admission함  9/25 Id consolidation 시작함.  (ampho 쓰며 chemo 하기로 함.)    10/10 D16 ANC 0  10/
12 neutropenic fever 있어 T+P start  10/13 G-CSF start  10/14 ceftizoxime + AMK + flagyl 로 switch  10/15 Bl. Cx. 에 따라 PCN 
추가함.  10/16 1.5 * 1.5 cm sized erythematous tender nodule 있어 R/O Sweet's synd. 으로 G-CSF stop함.  10/19 ampho 880mg까지 
사용 후 itaconazole 2T bid 로 change  10/23 PCN 제외한 anti. D/C

* chemo: chemotherapy, Cx.: complication, synd.: syndrome, anti.: antibiotics, D/C: discontinued

itaconazole 2T bid 
로 change

Drug

01.10.16

ceftizoxime + 
AMK + flagyl 로 
switch

Drug

 

그림 2.12 Explicit interval 표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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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시작점(G-CSF start)과 끝점(G-CSF stop)을 별개의 사건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G-CSF 를 중단한 결정이 Sweet’s syndrome 에 의한 

것이었음이 표현되어 있듯이, interval 을 갖고 일어나는 사건에서 주요한 

변화는 다른 데이터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며 파악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의 ‘10/23 PCN 제외한 anti. D/C’ 표현에서와 같이, 사건의 끝 

시점에 대한 정보가 표현되어 있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나왔던 각종 약어로 표현된 약물들 중 어떤 antibiotics 가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긴 병력 상에서 어느 시점에서 사용된 

antibiotics 부터 해당 정보가 적용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자동화하여 처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V-

Model 에서는 기간의 시작 또는 끝을 알리는 사건의 표현을 각각 

독립적인 사건인 것처럼 표현한다. 

V-Model 은 interval 도 point 형식으로 시간축에 표현하기 때문에 

temporally overlap 되는 사건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따라서, 

V-Model 에서는 변화 또는 결정을 가져온 순간을 중요하다고 보고, 그림 

2.13 처럼 시작 시간의 순서를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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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타임라인에서는, 수치화된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양상의 

변화는 다루지 않고 데이터의 지속 여부만 표현하는 반면, V-

Model 에서는 사건 양상의 변화나 특별한 변화 없다는 사실이 언급되는 

경우도 독립적인 이벤트처럼 타임라인에 시각화 한다. ‘투약 용량 

유지’와 같이 변화는 없지만 의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특별히 더 

언급되는 사건, 증상의 경중만 변화한 경우, ‘Sz free’ 와 같이 이전 

문제가 완료되고 건강 상태가 지속되었음을 표현하는 무위(無爲) 사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2.14 에서, 수술 후 발생한 (i) Lt. U/E weakness, hpesthesia 는 (ii) 

추석 이후 더 심해진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를 기존 타임라인으로 

DM 진단 

Dx

Metformin 1T bid 
복용해 왔음

Drug

HbA1c: 7.3,  C-peptide 
0.6      - 
microalbumin : 
0.59g/day  

Finding

Lt.L/E edema

Sx

DVT 진단 

Dx

anticoagulation start

Drug

CT angio

Test

hypoplastic from Lt.iliac 
v.~popliteal v.with 
fibrotic change and 
partial           thrombus 
in Lt.popliteal v.and 
prominent 
supf.collateral vessels 
in lower           
abdomen

Finding

Warfarin 4mg/5mg을 
교대로 복용해 옴

Drug

cough/dyspnea

Sx

""GERD"" impression

Dx

medication

Drug

1년 전-현재

03.10.

'02.5.

충남대병원 방문

Visit

03.9.5.~ 최근

GS 하종원 선생님 
OPD 방문 

Visit

'03.3.

충남대병원 방문

Visit

* Dx : diagnosis * Sx : symptom
* DM : diabete mellitus * DVT : deep vein thrombosis
* Lt : left * L/E : lower extremity * GERD :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 GS : general surgery * OPD : outpatient department * ER : emergency room

 

그림 2.13 기간이 overlap 되는 사건 표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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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다면, (ii) 정보는 (i) 증상이 최소 추석 이후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사용하게 되고, 원문에 묘사된 상태 변화는 타임라인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 반면에, V-Model 에서는 의료문서의 풍부한 표현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시각화하는 것이므로, 증상 발현(i)과 

상태가 심화된 사건(ii)을 별개로 시각화한다. 

02년초부터

Lt. leg weakness 
developed 

Sx

02.6

우리들병원

Visit

등-허리 두군데 Op.

Op

Lt. U/E weakness, 
hypesthesia developed    

Sx

한의원

Visit

올해 추석 후

weakness 더 진행, Lt. 
facial hypesthesia 
developed

Sx

치료중

Tx

수술후

02년초부터 Lt. leg weakness developed   02.6 우리들병원에서 등-허리 두군데 Op.   수술후 Lt. U/E weakness, hypesthesia developed    
->한의원에서 치료중   올해 추석 후 weakness 더 진행, Lt. facial hypesthesia developed

* Lt.: left, U/E: upper extremity

Lt. U/E weakness, hepesthesia

?02.6.1

start end

02.9.21 ?

(a)

(b)

 

그림 2.14 사건의 변화 시각화에 대한 전통적 타임라인과 V-Model 

관점의 차이: (a) Lt. U/E weakness, hepesthesia 증상 변화에 대해, 

전통적 타임라인에서 전통적 타임라인으로 모델링 하는 방식을 도식화한 

예시; (b) 원문을 표현한 V-Model 타임라인. 

 

2.3 V-Model 의 특징 

V-Model 은 기존의 타임라인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의료문서 내 

다양한 사건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원문의 의미 또한 타임라인 상에 

반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안된 독창적인 구조적 특성과 모델링 

방식으로 인해 V-Model 은 전통적인 타임라인과 구분되는 특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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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표 2.3). 이러한 특징들을 설계의 큰 축이었던 표현, 추론, 

시각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표 2.3 V-Model의 특징 

 Id Distinctive features Related issue 

Representation P1 connection of Problem-Action relationship (P-A connection) causality 

P2 non-explicit temporal expression (non-explicitness) granularity 

P3 temporal proximity implied in medical terms (proximity hint) non-explicitness 

P4 uneven granularity (uneven granularity) non-explicitness 

P5 implicit internal sequence non-explicitness 

Reasoning R1 Problem starts before Action (P precedes A) reasoning 

R2 qualitative temporal relation (qualitative relation) reasoning 

R3 temporal distance from non-explicit event (implicit distance) reasoning 

Visualization V1 intuitive view in discovering Problem-Action relationship 
(intuitive P-A relation) 

visual 
enhancement 

V2 blocking effect of Problem-Action relationship among 
successive events (blocking effect) 

visual 
enhancement 

V3 overview of events' flow visual 
enhancement 

V4 dynamic scaled timeline (dynamic scale) visual 
enhancement 

V5 highly readable history view in tracing long period events 
(long history) 

visual 
enhancement 

 

2.3.1 표현(Representation) 측면 

V-Model 은 자연어로 작성된 의료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V-Model 타임라인은 문서 내에 나타난 

인과관계를 반영하고, non-explicit temporal event 표현이 가능하며, multiple 

temporal granularity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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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인과관계(Problems-Actions)를 시각적으로 연결해주는 틀의 제공 

(P-A connection) 

V-Model 은 타임라인에서 인과관계에 있는 사건들을 시각적으로 

연결해주는 틀을 제공한다. 그림 2.15 는 동일한 의무기록지 원문을 

대상으로 전통적 타임라인 시스템인 LifeLines 로 표현한 타임라인(a)과 

V-Model 로 표현한 타임라인(b)을 비교한 것이다. 사건의 발생만 

배열되어 있어 사건 간 관계를 의학지식을 사용하여 유추해야 하는 

LifeLines 와는 달리, V-Model 에서는 인과관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가령, 9 월 22 일에 cefepime+nafcillin+F 로 처방을 변경한 경위를 

파악하려면, LifeLines 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 cefepime+nafcillin+F 이 

처방될 수 있는 지 알고 있어야 하고, fever 와 관련해서 이미 다른 

약제를 처방한 기록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fever 의 interval 표현으로부터 열이 약효 없이 지속되어 위와 같은 처방 

변경을 하게 되었음을 유추해야 한다. 반면 V-Model 에서는, fever 

지속으로 인해 cefepime+nafcillin+F 로 변경하였음이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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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19 fever 발생: P+T+F 시작함.   9.20 vancomycin 추가함.   9.21 fever 
지속되어 cefepime+F+vanco 로 change 함.   9.22 이전에 시행함 Cx 상 
MSSA 동정되어cefepime+nafcillin+F 로 change   ileus 및 T/RT(+/+) 
소견있어 abd. sono 시행(d/t azotemia)   c/w Typhlitis 로 NPO with L-

tube drainage 시행    이후 fever 다소 

 

그림 2.15  P-A Connection 의 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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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ever 발생

Sx

P+T+F 시작함

Drug

vancomycin 추가함

Drug fever 지속

Sx

Cx

Test

MSSA 동정

Finding

cefepime+nafcillin+F 로 
change

Drug ileus 및 T/RT(+/+) 
소견있어

Finding

abd. sono

Test

c/w Typhlitis

Dx

NPO with L-tube 
drainage 시행

Tx

03.9.19 03.9.20

03.9.22 03.9.22

03.9.21

Cefepime+F+vanco로 
change

Drug

Fever 다소 감소

Sx

* Dx : Diagnosis * Sx : Symptom * Tx : Treatment
* c/w : compatiable with
* MSSA :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 T/RT : tenderness/rebound tenderness
* d/t : due to * Cx ; culture * abd. : abdominal * NPO : none per oral

 

그림 2.15 P-A Connection 의 예. 

 

[P2] Non-explicit temporal expression 표현 (non-explicitness) 

V-Model 은 non-explicit temporal expression 을 타임라인에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16 에서 원문에 나타난 (i) fuzzy and semi-interval 시간 표현, 

(ii) 시간 표현구가 없는 경우, (iii) 관습적 시간 표현이 V-Model 

타임라인에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2년초부터

Lt. leg weakness 
developed 

Sx

02.6

우리들병원

Visit

등-허리 두군데 Op.

Op

Lt. U/E weakness, 
hypesthesia developed    

Sx

한의원

Visit

올해 추석 후

weakness 더 진행, Lt. 
facial hypesthesia 
developed

Sx

치료중

Tx

수술후

( i )  02년초부터 Lt. leg weakness developed   02.6 우리들병원에서 등-허리 두군데 Op.   수술후 Lt. U/E weakness, hypesthesia 

developed -> (ii) 한의원에서 치료중   (iii) 올해 추석 후 weakness 더 진행, Lt. facial hypesthesia developed

* Lt.: left, U/E: upper extremity

 

그림 2.16 Non-explicit temporal expression 표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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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단어에 내포된 시간 정보의 활용 (proximity hint) 

V-Model 은 temporal expression 은 아니지만 시간에 대한 감(temporal 

proximity)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시간축 하단에 배치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가령, ‘postop’라는 단어는 ‘post operation(수술 후)’의 

약어로, 의료 문서내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림 2.17(a)에서 볼 

수 있듯이, V-Model 타임라인에서는‘postop’도 시간 표현처럼 TAP 에 

표현하여 바로 직전에 수행한 수술과 가까운 시간 내에 FAM #3 처방이 

이루어졌음을 전달한다.  

Visit 정보도 시간 정보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2.17 (b)에서는 

국립의료원을 방문하여 결핵 진단을 받고, 관련 약물을 처방받은 

사건들이 시간 표현 없이 올해(2003 년) 5 월에서 2003 년 10 월 11 일 

사이에 일어난 일로만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 증상인 열과 오한 

증상 후에 바로 국립의료원에 방문한 사건이 등장하므로, 총 5 개월의 

기간 중 10 월보다는 5 월에 가깝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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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 부터

열나고 오한

Sx

국립의료원
방문

Visit

2003-10-11

결핵

Dx

약을 복용중

Drug
가래에 피가 나오는 
증세가 여전하여

Sx

본원으로 전원

Visit

86

AGC

Dx

TG c Roux-en-Y 
anastomosis 

Op

FAM #3

Drug

NED  

Finding

intestinal herniation of 
small bowel,bowel infarct  

Dx

enterocolic resection 
c jejunostomy 

Op

postop 99.5 99.5.23

(a)

(b)

* AGC: advanced gastric cancer, TG: total gastrectomy, c: combined with , #3: 3회, NED: no evidence of disease  

그림 2.17 Temporal proximity hint 의 활용. 

 

[P4] Uneven temporal granularity 를 수용하는 기능 (uneven granularity) 

V-Model 은 uneven granularity expression 을 하나의 타임라인 뷰에 

혼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데이터의 성격에 맞춰 기록된 시간 단위를 

그대로 보여주어 읽기에 더 자연스럽고 유용하다. 시, 분 단위의 

긴박했던 상황도 한번에 알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타임라인을 확대/축소할 필요가 없다. 그림 2.18 에서는 일 단위로 

기록된 사건들 중 moring, RR(respiration rate) increased 증상이 

PER(pediatric em) 방문 2 시간 전부터 시작되었음이 표현되어 있다. 병원 

방문 몇일 전부터 심각한 증상들은 있었지만, 응급실 방문 직전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실을 한번에 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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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17 03.6.19 03.6.20
(since 2 hours 
before visit)

Sz increased

Sx

Quivering lips

Sx

9-10 apnea a day

Sx

Respiration rate increased

Sx

chest wall retraction

Sx

Oral intake reduced

Sx

Choked on eating

Sx

RR increased

Sx

moaning

Sx

PER visit

Visit

03.6.20

* Sx : symptom * RR : respiration rate * PER : pediatric emergency room

 

그림 2.18 Uneven granularity 의 예. 

  

[P5] Implicit internal sequence  

“02.7 (1) headache, (2) visual disturbance (3) local NS 방문. (4) Br. MRI 상 

(5) R/O CRP 소견으로…”의 문구에서 사건 (1)~(5)는 모두 같은 시간인 

2002 년 7 월에 일어난 것으로 기술되어있다. 그러나 증상이 발생(1, 

2)되어 병원을 방문(3)하고, 검사(4)를 하고, 진단(5)을 받은 일련의 

과정이 시차를 두고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를 기존의 타임라인에서 일(day) 단위로 보여주고자 시도 

한다면, headache 과 visual disturbance 의 시작점과 끝점은 어느 날인지, 그 

중 어느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인지, 그리고, R/O CRP 소견은 Br. 

MRI 를 찍은 당일에 받은 것인지, 다른 날에 진단이 내려졌다면 몇일 

간격을 띄워서 표현해야 하는지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동일한 내용을 V-Model 로 표현한 그림 2.19 에서는 wing 안에 temporal 

gap 이나 순서 표기 없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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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odel 은 finer granularity level 관점에서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 관계가 implicit 한 경우도 wing 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

02.7

headache , visual 
disturbance

Sx

Br. MRI

Test

R/O CRP 소견

Dx

local NS 방문

Visit

* Sx : Symptom * Dx : Diagnosis
* Br. : brain  * R/O CRP : rule out craniopharyngioma  * NS : neurosurgery

02.7 headache , visual disturbance  local NS 
방문. Br. MRI 상 R/O CRP 소견으로 ...

 

그림 2.19 같은 시간표현 내에서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사건들의 표현. 

 

2.3.2 추론(Reasoning) 측면  

V-Model 은 타임라인의 기본 역할인 정량적, 정성적 시간 추론을 하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V-Model 은 v-structure 간 순서뿐 아니라 

v-structure 내에서의 전후 관계를 일부 파악할 수 있고, interval 사건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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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오버랩 관계도 TAP 값을 계산하여 유추가 가능하다. 또한 TAP 을 

이용한 시차 계산도 가능하다. 

[R1]  Problem이 action에 선행적임을 보여주는 기능 (P precedes A) 

V-Model 에서는 같은 시간 표현을 가진 사건이더라도, 인과관계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윙에 배치하기 때문에, Problem 에 해당되는 사건이 

Action 에 해당하는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20 을 보면, 기존 타임라인 (a)에서는 같은 시간표현을 가진 

사건들이 종방향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어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에야 그 

전후 관계를 알 수가 있지만, V-Model (b)에서는 Problem-Action 의 순으로 

나타나므로 그 전후 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63

ulcer perforation

Dx

STG done

Op

＇94

GB empyema with 
distal CBD stone

Finding

cholecystectomy with 
choledocholithotomy

Op

＇96

choangitis d/t CBD 
stone

Dx

choledocholithotomy

Op

(a)

(b)

* STG: subtotal gastrectomy *GB: gall bladder * CBD: common bile duct, d/t: due to  

그림 2.20 Problem 이 action 에 선행적임을 보여주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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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이벤트 간의 정성적 시간 관계 파악 (qualitative relation) 

V-Model 에서는 P precedes A (R1) 외 다른 정성적 시간관계 추론 역시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타임라인들은 사건을 interval 과 point 형식으로 

시간에 비례하게 나타내어 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데 반해, V-

Model 에서는 TAP 에 표현된 시간정보를 참조하여 계산을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TAP 과 V-Structure 의 사용으로 인해 얻는 다른 

장점들을 생각한다면 감수할 만한 단점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2.21 은 두 타임라인의 이러한 차이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Grasin 은 P+T 를 사용 시 일정 기간동안 동시에 사용되었는데, 기존 

타임라인에서는 bar 형태의 표현을 보고 바로 인지할 수 있는데 반해, V-

Model 에서는 두 사건의 시간 정보인 ‘03.8.2-9.7’과 ‘03.8.2-

8.5’로부터 양끝 시점을 계산을 통해 비교하여 추론해야 함을 볼 수 

있다.  

neutropenic fever

Finding

P+T 

Drug

Grasin

Drug

03.8.2-8.7 03.8.2-8.503.8.2

Glivec 400mg qd restart

Drug

03.8.7

 

그림 2.21 정성적 시간 관계의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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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Non-explicit event 와의 시간 거리 추론 (implicit distance) 

기존의 타임라인에서는 non-explicit event 에 대해 다른 이벤트와의 

시간 거리를 계산할 수 없었지만, V-Model 타임라인은 TAP 의 정보를 

참조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22 에서 visual disturbance 는 

2002 년 7 월에 있었던 것으로 언급되지만, 실제 정확한 시작점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기존 타임라인에서 표현된다면 아예 표현이 안 

되거나, 시작이 범위를 갖고 일어나는 사건으로 표현될 것이다. visual 

disturbance 발생 후 얼마 후에 NTR of tm 수술을 하였는지를 알고 싶다면, 

전통적 타임라인의 정보로부터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복잡한 일이지만, V-model 에서는 TAP 값을 이용하여 “약 

2 개월”이라고 간단히 유추할 수 있다. 

02.7

headache , visual 
disturbance

Sx

Br. MRI

Test

R/O CRP 소견

Dx

local NS 방문

Visit

pf. 한대희 선생님 
외래 통해 입원

Visit

02.9 02.9

NTR of tm. 시행

Op

* Sx : Symptom * Dx : Diagnosis * Op : operation
* Br. : brain * R/O CRP : rule out craniopharyngioma
* NS : neurosurgery * pf. : professor
* NTR of tm. : near total resection of tumor

02.7 headache , visual disturbance       local NS 방문. Br. MRI 상 R/O CRP 소견으로   
02.9 pf. 한대희 선생님 외래 통해 입원.       NTR of tm. 시행.  

 

그림 2.22 Non-explicit event 와의 시간거리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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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각 (Visualization) 측면 

[V1] Problem – Action의 관계의 직관적 인식 (intuitive P-A relation) 

V-Model 은 Problem 과 Action 을 분리하여 배치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는 간결한 구조로 연결하여 그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semantic tag 의 색상을 Problems 는 적색으로, Actions 는 

청색으로 표현하여 그 관계를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다음 

그림(그림 2.23)은 크게 4 가지의 인과관계로 구성된 환자 기록에 대해 

기존 타임라인과 V-Model 로 표현하여 비교한 것이다. 기존 

타임라인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인과관계가 V-Model 에서는 한 눈에 

파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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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3 직관적인 P-A 인식 (전통적 타임라인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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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P-A 관계 인식의 확장 (blocking effect) 

서로 다른 방향의 wing 은 P-A 관계의 인식을 하나의 v-structure 에서 

벗어나 연이어 일어난 사건들의 집합으로 확장하여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림 2.24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의 예를 통해 

살펴보면, 첫번째 right wing 에 있는 liver SONO 검사를 시작으로 2003 년 

10 월 20 일까지 이어진 일련의 action 들은 2003 년 7 월부터 시작된 

체중감소와 피로감 호소를 계기로 수행한 조치들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2003 년 12 월 20 일에 응급실에 방문한 것은 전날의 증상(vomiting 

in black color)만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2003 년 12 월 초부터 

시작된 일련의 문제증상들이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응급 

처치가 다음날인 12 월 21 일까지 이루어졌음을 연관지어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 블록으로 묶인 것처럼 인식되는 

사건들이 실제로 항상 의학적인 인과관계로 묶여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시각적 효과는 환자의 히스토리를 파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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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7월부터

7kg 가량 감소

Sx

전신 쇠약감, 피로감 동반

Sx

Liver SONO

Test

massive hepatoma in 
Lt. lateral segment 
with tumor thrombus 
in Lt. portal vein 발견

Finding

Liver CT

Test

1. Diffuse  HCC in left 
lateral segment and left 
medial segment.   2. 
Left portal vein tumoral 
invasion and extending 
to main portal vein.  3. 
AP shunt lesion, right 
lobe.

Finding
TAE #1 시행

Tx

Diffuse tumor 
stianing, liver left 
lobe.   Portal vein 
invasion, left and 
main.  Diffuse 
lipiodol uptake, 
left lobe.

Finding

Lipiodol CT  

Test

Partial lipiodol uptake 
in diffuse HCC with 
portal vein thrombus.

Finding

3개월 후에 TAE #2 
시행 예정이었으나 

Plan

abdominal distension 
발생

Sx

anorexia,   nausea, 
vomiting 동반

Sx

melena 양상으로 변을 
보기 시작

Sx vomiting을 한 차례 
하였는데 검은 색으로 
보았다고 함

Sx

Liver CT 

Test

Extensive diffuse HCC, 
left lobe of the liver with 
multinodular 
당시extension to right 
lobe.   with extensive 
tumor thrombi, both 
portal vein and main 
portal vein.  Intact 
hepatic vein and IVC.  
Moderate amount of 
ascites.

Finding

Ascites tapping

Tx

Hb. 2.5 check

Finding

RBC 810000, WBC 450 
(Poly 30%, Lympho   
34%, Other 36%) 

Finding

CBC 9690-8.5-389k 
( Seg 75.4% ) LFT 221-
6.7/3.0-1.6-378-
336/117  BUN/Cr 23/1.0  
PT INR 1.26, 71% check

Finding

hepatoma rupture 의심

Dx

Emergency TAE 시행

Tx

2003.09.29

(2개월 간)

10.20

12월 초부터 내원 5일 전부터 내원 전날 12.20

응급실 내원

Visit

12월 21일

* Dx : Diagnosis * Sx : Symptom* Tx : Treatment
* Lt. : left *HCC : Hepatocellular carcinoma
* TAE : transarterial embolisation * IVC : Inferior Vena Cava

 

03.7 03.8 03.9 03.10 03.11 03.12 04.1 04.2 04.3

 

그림 2.24 P-A 관계 인식의 확장 (전통적 타임라인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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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대략적인 사건의 흐름 파악 (Overview of events’ flow) 

Semantic tag 는 환자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의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통적 방식의 의료분야 타임라인에서는 주로 

semantic tag 를 위한 공간을 할당하고,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분류하여 

배치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V-Model 에서는 데이터를 사건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해당되는 semantic tag 를 데이터 옆에 

태깅해주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V-Model 에서는 v-structure 상에 

기재된 semantic tag 정보만 읽어도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25 의 좌측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듯이 중요한 정보가 

압축적으로 빽빽하게 써 있는 상황에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읽어봐야 하는데, 우측 타임라인에서는 semantic tag 를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는 12 월 19 일에 일어난 증상 때문에 다음날(20 일) 응급실을 

 

vomiting을 한 차례 
하였는데 검은 색으로 
보았다고 함

Sx

Liver CT 

Test

Extensive diffuse HCC, 
left lobe of the liver with 
multinodular 
당시extension to right 
lobe.   with extensive 
tumor thrombi, both 
portal vein and main 
portal vein.  Intact 
hepatic vein and IVC.  
Moderate amount of 
ascites.

Finding

Ascites tapping

Tx

Hb. 2.5 check

Finding

RBC 810000, WBC 450 
(Poly 30%, Lympho   
34%, Other 36%) 

Finding

CBC 9690-8.5-389k 
( Seg 75.4% ) LFT 221-
6.7/3.0-1.6-378-
336/117  BUN/Cr 23/1.0  
PT INR 1.26, 71% check

Finding

hepatoma rupture 의심

Dx

12.19 12.20

응급실 내원

Visit

12.19 12.20

응급실 내원

Visit

Liver CT

Extensive diffuse 
HCC, left lobe of the 
liver with 
multinodular 
extension to right 
lobe.   with 
extensive tumor 
thrombi, both portal 
vein and main portal 
vein.  Intact hepatic 
vein and IVC.  
Moderate amount of 
ascites.    

Ascites tapping 

vomiting을 한 차례 
하였는데 검은 색으로 
보았다고 함

Hb. 2.5 check
 
RBC 810000, WBC 
450 (Poly 30%, 
Lympho   34%, 
Other 36%)

CBC 9690-8.5-389k 
( Seg 75.4% ) LFT 
221-6.7/3.0-1.6-
378-336/117  BUN/
Cr 23/1.0  PT INR 
1.26, 71% check

hepatoma rupture 
의심

vs.

내원 전날   vomiting을 한 차례 하였는데 검은 색으로 보았다고 함. 상기 증상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였음.     12.20 Liver CT 시행  Extensive diffuse HCC, left lobe of the liver with 
multinodular extension to right lobe.   with extensive tumor thrombi, both portal vein and main portal vein.  Intact hepatic vein and IVC.  Moderate amount of ascites.    당시에 Ascites 
tapping 시행하였을 때 Hb. 2.5 check 되었고, RBC 810000, WBC 450 (Poly 30%, Lympho   34%, Other 36%) 였고, CBC 9690-8.5-389k ( Seg 75.4% ) LFT 221-6.7/3.0-1.6-378-336/117  BUN/Cr 23/1.0  PT 
INR 1.26, 71% check 되었음.    상기 검사 소견 결과 hepatoma rupture 의심되어 

 

그림 2.25 Semantic tag 를 이용한 사건의 흐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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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했으며, 이에대해 검사, 소견, 처치, 진단이 이루어졌음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V4] 동적인 시간 간격의 사용 (dynamic scale) 

V-Model 에서 타임라인 눈금 간격이 의미하는 시간의 크기는 

동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특징은 환자가 오랜 기간동안 건강을 

유지하여 데이터에 긴 공백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 일례로 그림 

2.26 는 환자의 주요 수술 기록을 나타나 주고 있는데, 63 년도에 수술을 

한 이후 31 년간 건강을 유지하다가 94, 96 년도에 다시 수술을 받은 

기록을 표현한 것이다. 기존 타임라인(그림 2.26(b))은 년(year) 단위로 

표현된 화면을 캡춰한 것인데, 가장 큰 시간 단위로 보는 화면임에도 긴 

시간 공간 속에 사건이 긴 간격을 두고 표현됨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타임라인에서는 화면을 계속 스크롤 해야 다음 사건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이 환자에게 월/일 단위의 데이터가 중간에 섞여 있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줌인/줌아웃과 스크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긴 공백 사이에 등장하는 사건은 실수로 지나칠 소지도 

있다. 반면 V-Model(그림 2.26(a))에서는 시간 거리와 상관 없이 다음에 

발생한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표현되므로 파악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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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ulcer perforation

Dx

STG done

Op

＇94

GB empyema with 
distal CBD stone

Finding

cholecystectomy with 
choledocholithotomy

Op

＇96

choangitis d/t CBD 
stone

Dx

choledocholithotomy

Op

(a)

(b)

* STG: subtotal gastrectomy * GB: gall bladder * CBD: common bile duct, d/t: due to

 

그림 2.26 공백기간이 긴 타임라인의 예 (공간상의 문제로 전통적 

타임라인 화면은 축소한 것임을 밝힌다.). 

 

[V5] 긴 병력 파악의 용이성 (long history) 

기존 타임라인 대비 V-Model 타임라인의 효율성은 긴 병력을 가진 

환자 데이터를 파악할 때 극대화된다. 기존의 타임라인에서 의료 

사건들은 데이터의 종류별로 종방향으로 배치되는데, 이는 데이터 

종류가 적거나 선별적으로 몇 종류의 데이터만 보고자 할 때는 

유용하지만 긴 병력을 가지는 환자 병력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고자 할 

때는 오히려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반면에 V-Model 은 사건이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표현되고, dynamic scaled timeline 을 사용하므로 

차례대로 읽어나가기만 하면 병력이 파악되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2.27 은 퇴원요약지 1 건의 현병력 전체를 시각화(APPENDIX 

참조) 한 후, 2001 년 4 월부터 5 월까지의 사건을 발췌한 것이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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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력에 기록된 내용의 총 기간은 2 년 2 개월이었다. 전통적 타임라인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긴 병력을 타임라인으로 표현하면, 데이터 수에 

비례하여 종방향으로 길이가 길어지고, 기간에 비례하여 횡방향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zoom-in, zoom-out 은 물론이고, 종횡으로 끊임없이 

스크롤을 해야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시간적으로 근접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사건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후에 발생한 데이터와의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게 된다. 예로 든 

그림은 퇴원요약지 단 한건만 표현한 것이며, 여러 의무기록을 통합하여 

타임라인으로 구성한다면 종 방향으로 더 길어지게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V-Model 에서는 전체 데이터 종류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타임라인의 가독성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01.4 01.5 01.5.16

분당 재생병원

Visit

SNUH ER visit

Visit

fever, chill

Sx
AML M3 Dx

Dx

46XY,t(15:17)(q22:12)

Finding

Hick cath inserted

Tx

ARA-C,idarubicin,ATRA 
induction chemo

Drug

환자   원하여

Purpose

fever (+)

Sx

CBC 37800-7.2-27K

Finding

PIP+TOB start

Drug

01.5.16-01.5.18

01.5.18

: 01.5.18-01.5.22

01.5.20-01.6.20 01.5.21

AID+ATRA induction

Drug
lip vesicle,scrotal 
nodule

Sx

acuclovir 씀

Drug

* Hick cath:  Hickmann catherization

 

그림 2.27 긴 병력의 타임라인 표현 (공간상의 문제로 전통적 타임라인 

화면은 축소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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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V-Model 을 이용한 패턴 인식 

시간 공간 상에서 직관적으로 인과관계를 보여주고(V1), 그 관계가 

주변의 윙들까지 확장되어 보이는 특성(V2)은 환자군 고유의 공통된 

패턴을 찾는데 활용될 수 있다. 어떠한 context block 들의 조합이 특정 

그룹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될 경우, 이를 패턴(patter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8 은 (a) 연구 대상 그룹에 속하는 환자들의 타임라인과 (b) 그 

외 그룹에 속하는 환자들의 타임라인을 설명을 위해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a)의 target patient group 에서는 붉은색의 P-A 표현에 연이어 

초록색으로 표기된 P-A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같은 조합이 모든 환자 

타임라인의 유년시기에 발견된다. 이러한 붉은색-초록색 context block 의 

조합(pattern A)은 해당 환자그룹의 공통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pattern A 가 target group 을 식별하는 중요한 feature 일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보면, target group 에 속하지 않은 (b) 환자들의 

타임라인에서도 pattern A 가 일부 발견되기는 하지만, (a)와는 달리 pattern 

B (red-blue context block 조합)가 pattern A 에 앞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target patient group 은 유년기에 pattern A 를 보이며, pattern 

B 가 pattern A 이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고 식별 규칙을 정제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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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V-Model 이 자연어로 작성된 의료문서를 타임라인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였다. 전체 실험은 

크게 3 단계로 나뉘어진다. 첫번째 단계(실험 I)에서는 V-Model 설계의 

 

그림 2.28 V-Model 을 이용한 패턴 인식: (a) Patient timelines and 

common patterns in a target patient cohort; (b) Patient timelines 

beyond the targe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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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인 표현, 추론, 시각적 측면에서의 목표들을 적절히 달성하였는지 

평가하였다. 두 번째 단계(실험 II)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사용성을 

측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실험 III)에서는 실험 참가자들과 자유 형식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소감와 피드백을 얻도록 하였다. 

실험은 V-Model 타임라인과 전통적 타임라인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평가하였다. 전통적 타임라인으로는 LifeLines 을 선정하였는데, point 

/ interval 형식의 표현을 사용할 뿐 아니라, 의료분야에 타임라인을 

접목한 연구 중 대표적인 시스템이고, 실험에 활용할 수 있는 타임라인 

생성 코드도 제공되기 때문이다. 

실험은 2011 년 6 월부터 2011 년 9 월 사이에, 40 명의 서울 의대 

본과생과 40 명의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표 

2.4 참조). 의대생은 실습 경험 유무에 따라 각 실험 그룹 당 참가 

인원을 균등하게 분배하였다. 전공의는 의무기록지 활용도가 높은 과를 

중심으로 선발하였고, 실험의 용이성을 위해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과 중에서 모집하였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각 과에서 

모집된 인원과 년차별 인원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설계하였다. 실험 

구성원 분포는 표와 같다. 이 중 20 명의 의대생과 20 명의 전공의들은 

V-Model 을 평가하였고, 나머지 실험 참가자들은 Lifelines 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실험 대상자들의 희소성과 바쁜 업무를 고려하여 전체 실험은 

30 분 이내에 완료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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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실험 참가자 분포표 
 

(a) 실습 경험에 유무에 따른 의대생 참가자 분포표 

실습 경험 유무 
Group 

V-MODEL LIFELINES 

No (본과 1, 2 학년) 10 10 

Yes (본과 3, 4 학년) 10 10 

  20 20 

 

(b) 학과별 전공의 참가자 분포표 

Department  No. of participants  

내과 10 

소아과 10 

신경과 5 

가정의학과 5 

재활의학과 5 

신경정신과 5 

  40 

 

(c) 년차별 전공의 참가자 분포표 

Experience V-MODEL LIFELINES 

1 year 7 5 

2 years 3 6 

3 years 7 7 

4 years 3 2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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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실험 I: 검증 실험 

앞서 표 2.3 에서 소개한 V-Model 의 특징들은 2.1 절에서 정의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들이기도 하다. 실험 I 에서는, V-

Model 이 제시한 이러한 특성들이 실제로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의 축인 표현, 추론, 시각적 측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표현적 측면) 자연어를 표현하는 어려움이 1.5 절에서 정의한 

문제 범위 내에서만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V-Model 은 자연어로 기술된 

사건을 타임라인에 표현하고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1. V-Model 은 원문에서 명시되어 있는 causality 관계를 

타임라인에 표현하고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P1). 

가설 1-2. V-Model 은 non-explicit temporal expression 을 동반하는 

사건을 타임라인에 표현하고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P2). 

가설 1-3. V-Model 은 temporal proximity hint 를 시간 정보처럼 

타임라인에 표현하고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P3). 

가설 1-4. V-Model 은 multiple granularity temporal expression 을 하나의 

타임라인 뷰에 표현하고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P4). 

 

가설 2. (추론적 측면) V-Model 로 표현된 타임라인으로부터 정성적, 

정량적 시간 정보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1. V-Model 로부터 Problem 이 Action 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P-

A 배치로 인해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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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 V-Model 로부터 TAP 에 시간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두 

사건 사이의 정량적인 시간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R2). 

가설 2-3. V-Model 로부터 두 사건 사이의 정성적인 시간관계를 

유추할 수 있고, 그 중 최소한 한 사건 이상이 non-explicit 시간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정성적인 시간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R3). 

 

가설 3. (시각적 측면) V-Model 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가독성을 높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설 3-1. V-Model 로부터 Problem-Action 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V1). 

가설 3-2. V-Model 의 Problem-Action 관계는 주변의 사건들까지도 

확장되어 마치 블록으로 묶은것처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V2). 

가설 3-3. V-Model 이 dynamic scaled timeline 을 사용하는 특성이 

공백이 긴 환자의 병력을 빠르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V4) 

가설 3-4. V-Model 은 병력이 긴 환자 데이터를 파악할 때 전통적인 

타임라인 방식보다 가독성이 더 좋을 것이다 (V5). 

실험은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하는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각 항목에 대해서 두 실험 모델 간의 

차이가 명백히 대비되는 상황을 찾아 문제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의학 

지식의 편차로 인해 바이어스가 생기지 않도록, 간단하고 명료한 정보 

찾기 형식의 문제로 디자인 하였다. 또한 모든 약어는 그 의미를 표기해 

주었다. 실험은 시간 절약을 위해 대부분 객관식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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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P-A connection (P1)’을 평가하기 위해, 서론에서 언급한 그림 

1.9 과 같이 기존 모델에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모호한 

경우를 선정하여 “2003 년 10 월 10 일에 환자가 CT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테스트를 만들었다. 반면, 

‘intuitive P-A relation (V1)’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림 2.29 과 같이 두 

모델에서 모두 그 인과관계 유추가 가능한 경우를 선택하여 제시한 후 

“2003 년 5 월에 AED 를 증량한 이유는 무엇인가?” 와 같은 

인과관계를 물어본 후 얼마나 빨리 답하는지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temporal omission (P2)’ 과 ‘proximity words (P3)’, 그리고 ‘implicit 

distance(R3)’ 항목은 V-Model 에서만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이 두 

경우는 기존 방식으로는 전혀 표현할 수가 없어 비교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uneven granularity (P4)’ 와 ‘dynamic scale (V4)’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양쪽 실험군 참가자 모두에게 두 가지 

모델을 동시에 제시하여 테스트하였다. P4 의 경우, uneven graularity 를 

표현하고 있는 모델이 무엇인지 선택하도록 하였고 (e.g., 그림 2.30 에서 

‘Respiration rate(RR)이 증가하고, 끙끙거리고 보채는 증상’이 

소아응급실(PER)을 방문하기 2 시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림은 어느것입니까?”), V4 에 대해서는 수십년의 의료데이터 

공백기를 가지는 환자 케이스를 선택하여 dynamic timeline scale 과 static 

timeline scale 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view 를 생성한 후 이 중 

어느것이 환자 리뷰에 더 유용한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문제를 

만들었다(그림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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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3. 3. 중순부터 03. 4 03.5

다시 sz (양상은 eye 
staring, lip smacking with 
cyanosis, duration 
1분정도, 1-3/w였다.)

Sx

20분정도 지속되는 sz

Sx

ativan맞았고

Drug

tegretol 30mg/kg로 증량

Drug

6회의 20-60초 정도 
지속되는 sz

Sx

further evaluation 및 seizure   
control하기 위해

Plan

AED 증량

Drug

ER

Visit

입원

Visit

잠자는 시간이 늘고 자꾸 
쳐져

Sx

퇴원후

AED 감량

Drug

* Sx : symptom
* sz : seizure * AED : antiepileptic drugs * ER : emergency room

 

(b) 

 

그림 2.29 Intuitive P-A relation (V1)평가를 위해 선택된 V-Model 과 

LifeLines 타임라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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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Dynamic scaled timeline (V4) 평가 화면 예시. 

(LifeLines 의 경우 화면을 횡방향으로 스크롤해야지만 전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하였다.) 

내원 3일전부터 내원 전날

sz 회수 증가

Sx

입술이 떨리며

Sx

하  루 9-10회의 apnea

Sx

respiration rate 증가

Sx

chest wall retraction

Sx

Oral intake 감소

Sx

먹이면 사래걸림

Sx

RR 즐가

Sx

끙끙거리며 보챔

Sx

PER 방문

Visit

내원 2시간 전부터

(a)

(b)

 

그림 2.31 Uneven graularity(P4) 평가를 위해 선택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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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odel 이 ‘implicit sequential events (P5)’ 와 ‘overview of events’ 

flows (V3)’를 가능케 하기는 하지만, 이 실험에서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징들을 간단한 질의응답을 방식의 실험을 통해 평가하기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그룹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3 년도에 생성된 퇴원요약지 중 무작위로 추출한 

50 건을 분석한 끝에 적절한 예를 선택하여 문제로 만들었다. 

퇴원요약지를 분석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두루 포함하고 있고, 장기간에 걸친 환자의 병력이 자연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이 되었던 퇴원요약지의 입원 기간은 

0 일부터 224 일까지로 다양하고, 길게는 40 여년의 병력이 기록되어 

있었다. 검토 후, 실험 항목에 부합하여 선별한 문서는 총 14 건이며, 이 

중에서 19 부분을 발췌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LifeLines 실험군은 전통적 표기방식의 표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의존적인 요소를 제외하였다. 생성된 타임라인은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수준의 temporal granularity level 로 조정하여 캡춰한 이미지 

파일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때, 스크롤을 해야 보이는 부분은 각각 

캡춰한 화면을 연결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LifeLines 은 시작점과 끝점 정보를 일(day)단위 explicit temporal 

expression 으로 입력받아 타임라인을 생성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가 많았는데, 최대한 동등한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모호한 

시간정보는 임의의 값을 부여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게 하였다. 

였다. 가령, 어떠한 사건이 7 월에 발생한 것으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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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표현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일 단위 타임라인에 표기하여 문제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7 월 15 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입력하여 

타임라인을 생성하였다. 단, 임의로 설정한 정확한 날짜값이 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문제를 설계하였다. 

실험 환경은 웹페이지로 구현하여 접속하여 테스트할 수 있게 하였다. 

왼쪽 프레임에는 실험군에 속하는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오른쪽에는 

문제 하나가 제시되며, 대부분 객관식으로 되어 있다. 참여자가 기입한 

답변과 응답시간은 매 문제마다 기록되며, 응답시간은 문제 페이지가 

로딩 된 후 ‘next’ 버튼을 누를 때까지의 시간이 ms 단위로 측정된다. 

참가자들에게는 타임라인 모델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시간이 중요 척도이므로 집중해서 풀어줄 것과, 의학지식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더라도 꼭 그림을 보고 답하도록 공지하였다. 

모집된 데이터는 항목별로 성격에 따라 정답률과 응답시간을 

선별적으로 참고하여 평가하였다. 두 실험군을 비교하기 위해 정답률과 

응답 시간을 각각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과 t 검정(t test)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2.5.2 실험 II: 사용성 설문 평가 

사용성 평가는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실험 I’ 과정을 통해 각 

모델을 접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한 사용성 질문에 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의 점수로 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설문은 

단순하면서도 사용성 평가에 널리 사용되는 System Usability Scale (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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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23]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SUS questions 는 시스템의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간단한 10 개의 질문으로, 긍정적인 면을 질의하는 

질문과 부정적인 면을 질의하는 질문이 교대로 제시되고, 1~5 의 답변 

점수를 통합 산출하여 종합적인 사용성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평가 방법이다. 본 실험을 위해 수정하여 사용된 질문은  

표 2.5 와 같다. 실험 II 의 결과 데이터는, 종합점수를 산출하는 

SUS 와는 달리, 각 질문 별로 응답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표 2.5 사용성 평가 질문지 

(괄호 안의 영어 표현은 간단한 참조 표기를 위한 것이며, 실제 

실험에는 한글 질문만 제공되었다.) 

Number Question 

1 이러한 표현의 의무기록지가 제공된다면 연구나 진료에 자주 활용하게 될 

것 같다. (would use frequently) 

2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다. (unecessarily complex) 

3 사용하기에 쉽다 (easy) 

4 이런 형태로 표현된 의무기록지를 이해하기 위해 이 모델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need for technical aid) 

5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내용과 의미가 잘 표현된 것 같다. (conveys the original 

meaning) 

6 표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다. (representational inconsistency) 

7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을 매우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ntuitive) 

8 이러한 방식의 표현은 일반 의무기록지보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cumbersome) 

9 이러한 표현 방식으로도 의무기록지의 내용과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을것이라는 신뢰가 간다. (confident) 

10 그림에서 사용된 기호와 표현방식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제공되어야 이러한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need for pre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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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실험 III: 인터뷰 

실험 III 에서는 질문이 미리 정의된 실험 2 답변에서 얻을 수 없었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피험자들과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1. 타임라인을 경험해보고 어떠한 인상을 받았는가? 

2. 보조적인 역할로 이런 형식의 타임라인이 제공된다면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달라. 

3. 장단점,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추가로 의견이나 조언이 있으면 말해달라. 

기본적인 틀은 위와 같이 유지하였지만, 피험자가 이야기 하는 내용에 

맞춰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들도 제기하여, 최대한 도움이 될만한 

의견들을 많이 얻고자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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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제 3 장 
 

 

3.1 실험 I 결과 

실험 I 의 결과는 표 3.1 와 같다. Accuracy 는 각 그룹의 각 항목 당 

(피험자들이 제출한 정답의 개수) / (전체 문제수 * 피험자 수) * 100 으로 

계산하였다. 사전에 피험자들에게 응답시간이 실험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집중해서 빠른 시간 내에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실험 

참가자들의 특성 상 제어할 수 없는 변수들이 발생하였다. 의대생들은 

통제가 가능한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여서 외부의 영향이 없었지만, 

전공의의 경우에는 오더 요청이 들어오거나, 진료와 관련된 전화 통화 

등의 상황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수 

초 ~ 수 분 이내의 지연이었지만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응답시간은 Mann-Whitney U-test (MWU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확도(accuracy)는 chi-squared test (or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모든 결과는 0.95 confidence level 로 해석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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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실험 I 결과 

Evaluation item n 

LifeLines (N=40) V-Model (N=40) Statistical analysis 

n_c 

(accuracy) 

RT (sec.) 

median,  

IQR(25-75) 

n_c 

(accuracy) 

RT (sec.) 

median,  

IQR(25-75) 

chi-squared test 

(p-value) 

MWU test 

(p-value) 

Representation 
 

            

 

[P1] P-A connection 140 71 

(50.71) 

43.32 

(33.08-61.91) 

115 

(82.14) 

35.31 

(24.99-50.24) 

<0.001 <0.001 

 

[P2] non-explicitness 40 - - 36 

(90.00) 

- - - 

 

[P3] proximity 80 - - 74 

(92.50) 

- - - 

Reasoning 
 

            

 

[R1] P precedes A 40 36 

(90.00) 

35.48 

(25.23-47.77) 

40 

(100.00) 

14.9 

(12.15-18.74) 

0.116 <0.001 

 

[R2] qualitative relation 80 76 

(95.00) 

7.6 

(5.16-11.97) 

69 

(86.25) 

9.95 

(6.23-13.84) 

0.058 0.036 

  
[R3] implicit distance 40 - - 40 

(100.00) 

- - - 

Visualization 
       

 

[V1] intuitive  

P-A relation 

140 104 

(74.29) 

32.17 

(21.46-54.07) 

125 

(89.29) 

19.48 

(15-29.58) 

<0.001 <0.001 

 

[V2] blocking effect 40 25 

(62.50) 

56.82 

(44.92-80.35) 

21 

(52.50) 

45.72 

(33.93-62.79) 

0.366 0.006 

  
[V5] long history 40 22 

(55.00) 

92.7 

(69.64-134.48) 

38 

(95.00) 

35.23 

(25.84-40.46) 

<0.001 <0.001 

* N : number of participants, n : number of data, n_c : number of correct answers 

 

 Evaluation item  Group LifeLines (%) V-Model (%) 

[P4]uneven granularity V-Model participants 3.75 96.25 

(selection) LifeLines participants 7.5 92.5 

 
mean 5.63  94.38  

[V4] dynamic scale V-Model participants 5 95 

(preference) LifeLines participants 25 75 

  mean 1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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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표현(Representation) 측면 

[P1] ~ [P4] 항목은 전통적 타임라인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V-

Model 로 표현한 결과가 LifeLines 과 비교하여 얼마나 잘 표현되고 

전달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P1] ~ [P3]에서는 accuracy 를 평가척도로 

사용하였다. [P4]는 제시된 두가지 형식의 타임라인 중 uneven graularity 를 

표현하고 있는 모델을 선택하도록 하는 테스트였으므로, (LifeLines 를 

선택한 피험자의 수) / (전체 피험자 수) *100 과 (V-Model 을 선택한 

피험자의 수) / (전체 피험자 수) *100 을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P-A connection(P1)에서는, 원문에는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기술되어있지만 전통적 타임라인에서는 판단이 어려운 상황을 제시하고, 

이 인과관계를 각 그룹의 타임라인만 보고도 찾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테스트를 하였다. V-Model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LifeLines 에서는 accuracy 가 50.71%에 불과했던 반면, V-

Model 에서는 82.14%로 31.43% 더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Problem 과 

Action 을 이어주는 구조적 형태가 두 그룹간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Non-explicitness(P2)와 proximity(P3)는 기존의 모델로는 전혀 표현할 수 

없는 경우를 골라 V-Model 그룹에서만 평가하였는데, [P2]는 90%, [P3]는 

92.5%의 높은 정답률을 보여 두 항목에 대한 V-Model 의 시각화 방법이 

성공적으로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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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ven granularity(P4)에서는 전체 실험 참가자의 94.38%가 V-Model 이 

여러 시간 단위의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응답하였다. 

 

3.1.2 추론(Reasoning) 측면 

[R1] ~ [R3] 항목은 accuracy 와 response time 모두를 평가 척도로 

사용하였다. Accuracy 는 타임라인이 시간 추론을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를 반영하고, response time 은 temporal reasoning 이 얼마나 

쉽게 가능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P precedes A (R1) 항목에 대해서는 LifeLines 는 90%, V-Model 은 

100%로 두 모델 모두 통계적 차이 없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 

응답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LifeLines 는 중간값이 35.48 초, V-

Model 은 14.9 초로, V-Model 그룹이 LifeLines 그룹보다 약 1/2~1/3 정도의 

시간만 소요되어, problem 과 action 의 사건들을 분리한 형태가 도움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Qualitative relation (R2) 추론과 관련해서는, LifeLines 는 95%, V-Model 은 

86.25%의 정답률로, 두 그룹 간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V-Model 에서도 기존 타임라인에서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의 

qualitative relation 추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응답시간에서는 LifeLines 는 중간값이 7.6 초, V-Model 은 9.95 초를 보여, 

LifeLines group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더 짧은 response time 을 

보였다. LifeLines 는 시간 정보가 point 와 interval 로 시간에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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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어 qualitative relation 추론이 직관적인 반면, V-Model 은 TAP 안의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Implicit distance (R3) 추론에 대해서는 관계를 추론할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LifeLines 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V-Model 에서만 

실험을 하였는데, 100%의 피험자가 TAP 의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정답을 

제출할 수 있었다. 

 

3.1.3 시각적(Visualization) 측면 

[V1], [V2], [V4], [V5] 항목은 환자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는데 

시각적인 측면의 각 요소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응답시간을 평가척도로 사용하였다.  

응답시간의 중간값은 intuitive P-A relation(V1)에서 LifeLines 는 32.17 초, 

V-Model 은 19.48 초를 보였고, blocking effect(V2)에서는 각각 56.82 초와 

45.72 초, long history(V5)에서는 각각 92.7 초와 35.23 초였다. V1, V2, V5 

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V-Model 이 더 빠른 

응답시간을 보여, V-Model 타임라인에서 피험자들이 더 짧은 시간내에 

환자 기록을 파악해서 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ynamic scale (V4) 항목에서는, 피험자 전체 인원의 85%가 V-Model 이 

긴 공백이 있는 환자 기록을 보기에 더 적절하다고 선택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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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Lines 참가자들은 V-Model 을 이 평가 문항에서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75%가 V-Model 을 선택하였다. 

 

3.1.4 종합 평가 

그림 3.1 은 한눈에 전체 실험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한 

그래프이다. (a)에서는 accuracy 혹은 [P4], [V4] 실험에서 선택을 받은 

비율을 표현, 추론, 시각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한 공간상에 나타내었다. 

V-Model 은 표현 측면에서 기존 타임라인이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추론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잘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각적 측면에서 accuracy 는 평가 

기준에서 제외되었었지만, V2 를 제외하고는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V-Model 이 시각적으로 확장된 인과관계(V2)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V-Model 과 LifeLines 그룹 모두 

저조한 정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전공의들이 의학지식을 사용하여 사건 

간 관계를 문제의 의도보다 더 확장하여 판단했기 때문임이 실험 III 의 

인터뷰 과정에서 밝혀졌다. 자세한 설명은 고찰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그림 3.1 (b)는 응답시간이 측정된 모든 항목에 대해 그 median 값을 

그래프로 표현하여 두 그룹을 비교한 것이다. V-Model 이 취약한 

qualitative relation (R2) 추론 항목만 제외하고는 LifeLines 보다 낮은 

응답시간을 보였고, 특히 타임라인이 길어질수록 그 격차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V-Model 의 시각적 측면이 환자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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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종합 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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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성 평가  

3.2.1 정량적 평가 (설문 평가) 

실험 II 에서 설문평가에 대한 결과는 그림 3.2 과 같다. 그림 3.2 은 

실험 II 에서 사용한, 긍정적인 면에 대한 질문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질문의 경우를 나누어 수긍의 분포를 보여준다. 붉은 색이 진해질수록 

반대의견이 강한 것이고, 푸른색이 짙어질수록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 

대체로 V-Model 에서는 장점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단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한 반면에 LifeLines 에서는 장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으로, 단점에대해서는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3.2(a)). 

긍정적 측면에 대한 질문(question 1, 3, 5, 7, 9)에서는 V-Model 그룹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강한) 긍정 (score 4 and 5)을 보였으며, 부정하는 

의견은 극히 적었다. 특히, 강한 부정(score 1)으로 답한 사람은 단 

한건도 없었다. 반면에, LifeLines 그룹에서는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답변이 과반수를 넘는 분포를 보였다.  

부정적인 면과 관련하여, V-Model 그룹에서는 question 2, 4, 6, 8 에 

대한여 ‘그렇지 않다(score 1 and 2)’라는 의견이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10 번 질문에 대해서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45%로, 수긍하는 의견인 

42.5%와 비숫한 비율을 보였다. LifeLines 그룹에서는 question 4, 6 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한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으나, question 2, 8, 10 에 

대해서는 수긍하거나 중립적으로 답변한 의견이 우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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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의 정도는 의대생과 전공의 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그림 

3.2(b)에서 두 집단의 데이터를 분리하여 표현한 그래픽에서 살펴보면, 

의대생은 장점에 대한 평가 질문에는 더 강한 긍정을, 단점에 대해서는 

더 강한 부정을 표시한 반면 전공의들은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LifeLines 의 장점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의대생보다 더 

분명하게 장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였고, 단점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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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 실험 II 설문 결과: (a) 전체 피험자 평가 결과; (b)의대생과 

전공의의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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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정성적 평가 (인터뷰) 

실험 III 은 기본 틀을 따라 진행은 되었지만, 개인과 상황에 맞게 

질문의 범위와 깊이를 달리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집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통적인 평가를 추려내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담고자 하였으며, 각 의견들에 대한 수치적 표기를 할 수 없었음을 

알린다. 전공의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3.2.2.1 V-Model에 대한 전공의들의 평가 

전반적인 소감 

낯설다 또는 새롭다고 평가를 하기도 하였지만, 기존 의무기록지보다 

편하다, 빨리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평가들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V-Model 뷰가 편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건부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는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경우도 소수 

있었다. 

장점 

히스토리가 한눈에 빠르고 간략하게 파악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환자 데이터를 하나의 플로우로 정리한 점, semantic 

category tag 를 부여한 것과 색깔을 구분하여 정리해 놓은 점도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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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차트 리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차트를 일일이 열어보지 않고도 한번에 

그간의 치료를 파악할 수 있고, 경과, 히스토리 파악이 편한 점이 이유로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외래 진료시, 응급실, 회진 돌 때 유용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입원초진을 적는 노력을 줄일 수 있고, 많은 환자를 

담당하는 주치의가 환자 상황을 리마인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 외에도, 환자에 대해 정리하기 편하고, 

progression 보고에도 유용하며, 후향 연구에도 유용할 것 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컨설트 의뢰를 받은 환자, 응급실 환자, 타과 입원 환자가 외래로 오는 

경우 등 잘 모르는 환자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모든 기록을 

리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입원한 기록 중 

가장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내과, 신경과, 퇴원요약지를 참고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V-Model 형식의 차트만으로도 빠른 이해가 

가능하고 타과 의료진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환자 케어에 참여하는 치료사와 의사 

간 커뮤니케이션 및 인수인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유용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Case 별로도 흥미로운 의견들이 수집되었다. 정신과에서는 자연어로 

기술된 차트 리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유용할 것이라 

평가되었다. 가령 조울증 환자의 경우 특별한 검사 없이 약 반응, 기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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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화하고, 약물 반응이 어땠는지 리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정의학과의 경우는 만성질환 follow up 환자가 많아서 수 개월~수 

년 단위로 정기검진 하는 환자가 많이 있는데 V-Model 로 환자기록을 

보여준다면 유용할 것이라 평가되었다. 특히 투약력, 당뇨, 약에 대한 

증상의 변화 파악에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타 장기 입퇴원환자의 약이 많이 바뀌게 경우와 multiple-problem list 

환자를 볼 경우에 V-Model 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특정 과에 국한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부각되었다. 

단점 

시간 표기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날짜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의견과,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알아보기는 쉽지만 시작만 눈에 들어오며 

기간 표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의무 기록에는 독성, 약 결정을 내리는 경우처럼 단순한 

problem-action 관계로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복잡한 인과관계가 간단하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일 수 있지만 ~했다’와 같은 다양한 context 를 

표현하기 어렵울 것이고, 이런 원문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어로 기록된 차트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타임라인으로 변환되어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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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내용을 한번에 보여주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현재의 

EMR 차트보다는 가독성이 좋지만 내용이 길어지거나 검사, finding 이 

많을 경우 여전히 복잡해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개선안 

공통적으로, 간결한 형태로 복잡한 의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적인 요구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눈에 볼 수 있는 더 요약된 

내용을 형태의 뷰를 제공하고,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사건의 내용 전체를 텍스트로 전달하면 

분량이 많은 경우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직접 수정, 

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problem oriented view 로 정리되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제안되었다. 인과관계의 개선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가령,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의 경우 하나의 v-구조로는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 선(브랜치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한 제안도 

있었으나, 이 경우 복잡도의 증가를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에 

공감하였다. 

기타 의견 

V-Model 의 전개가 개인적으로 환자 정리를 위해 별도로 정리하는 

형식과 유사하며 의료문서에 잘 맞는 모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자동으로 생성할 경우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또한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들임에도 두 개 이상의 v-

structure 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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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2. LifeLines 에 대한 전공의들의 평가 

전반적인 소감 

LifeLines 는 시간에 비례해서 표현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벤트의 

속성에 따라 공간적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화면을 움직이며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병력이 긴 환자를 진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단순히 

일별로 정리되어 있을 뿐 사건간 연계성이 전달이 안 되고 복잡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장점 

대략적으로 보이는 몇 년치 데이터의 요약을 통해 순간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시간 순서에 따른 변화 이벤트 추적에 좋다는 평가가 있었다. 

날짜를 중심으로 보기에는 V-Model 보다 LifeLines 가 더 좋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으나, 장점이 없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 

V-Model 에 대한 반응과 비슷하게 환자 파악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이 거론되었는데,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가 

일어난 참조 시점을 찾는데에 사용하거나 관심있는 특정 데이터의 

기록을 시간에 따라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부각되었다는 차이점을 보였다.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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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 표현된 의미가 잘 반영이 안 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몇 년, 몇 개월 단위의 큰 시야로 보게 하는 장점은 있지만 

인과관계의 흐름을 따라 읽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비슷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들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Symptom 같은 경우는 해당 이벤트가 

‘주호소’인지, 내원 중간에 호소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고, 사건 간 

간격이 짧으면 시간 간격과 순서 및 발생 시점에 대한 시각적 전달이 

모호해져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일 

또는 시 단위 뷰는 보기가 어려워서 짧은 시간 단위에 대한 통시적 

뷰에서는 급박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 한 

화면에 보이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놓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되었다. 

또한, 긴 병력의 경우 타임라인의 사용에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환자를 파악하기 위해 과도한 스크롤 동작을 해야 하므로 결국 한 눈에 

보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보완하자면 중요한 사건만 

표현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건의 일부만 

시각화하는 것은 타임라인을 사용하는 의미가 퇴색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중환자실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종류별로 볼 수 있게 

되어있지만, 병동 기록의 경우 원인과 목적을 동반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건의 발생만 

시각화하는 것은 진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타임라인의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이런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은 

활용에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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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Lines 로부터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의무기록은 사실기록이지만 의사의 판단을 

통해 information 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LifeLines 는 사실 

기록에만 바탕을 두고 있어서 같은 타임라인을 놓고도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타과 사람들이 읽기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연어 기록 방식은 경험이 낮은 의사도 이해할 수 있지만 LifeLines 는 

배경지식이 경험이 풍부한 의사만 사건간의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을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데이터 종류에 따라 카테고리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의견이 

모두 제시되었는데, 카테고리를 나눈 것이 오히려 knowledge 를 필요로 

해서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카테고리 구분이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카테고리에 따른 이벤트의 배치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들도 이러한 배치 때문에 화면을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파악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더 보기 쉽게 바뀌면 좋겠다는 것과 이벤트 표기가 

dot 로 일률적이고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눈금선이 

없어서 날짜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은 시간을 알아보기 힘들고 

산만한 느낌이며, 불필요하게 도형, 기호를 사용해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 그리고 ‘입원’과 같은 중요하게 참고하는 사건에 대한 강조가 전혀 

없다의 지적도 있었다.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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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동안 일어난 일들이 한 눈에 보이도록 하되 주치의의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사건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것과, 사건간 연관성을 

고려한 재배치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가령, ER visit 을 누르면 symptom 

나오도록 하는 형태로, 좀 더 요약된 형태에서 링크를 통해 상세 

데이터가 보이도록 연관성을 고려하여 재배치할 것이 요청되었다. 기타 

그래픽적 요소를 활용한 인터페이스의 개선도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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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찰 제 4 장 
 

 

논문의 목표와 의의 

본 논문은, 자연어 의무기록지의 내용을 타임라인에 시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V-Model 을 제안하였다. 가장 큰 난제는 다양한 표현을 

타임라인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기존의 

point/interval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V-Model 을 제안하였다. V-Model 은 

사건간의 관계를 간결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평가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실제로 V-Model 을 사용하게 될 

대상자인 의사와 예비 의사들에 의해 수행된 결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V-Model 에 대한 고찰 

V-Model 의 차별성은 P-A 중심의 인과 관계 표현과 비선형적 

시간공간의 사용에서 기인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 두가지 특성은 

자연어를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었지만, 한계도 갖고 있다. 

V-Model 은 의료문서에 등장하는 인과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단순한 

Problem-Action 의 관계로 나누어 시각화한다. 그러나, 의료 사건간의 

관계는 이러한 단순한 인과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문서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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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하는 복잡하고 연쇄적인 관계들을 추출하였을 경우 이를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V-Model 이 dynamic scaled timeline 을 사용하면서 당면한 취약점 중 

하나는 시간 표현이 직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들의 연계적 발생은 눈에 들어오지만, 그 세부 시간 정보는 

텍스트로 제공되는 정보를 관심있게 읽어야지만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사건과의 정성적인 

시간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는 점 외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다. 가령, 시작과 끝점이 모두 명시된 duration 일 경우에도, 시작 

시점에서 사건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시작시간만 눈에 들어오거나, overlap 

되는 사건이지만 시작점에서 멀리 있는 사건과의 관계를 유추하고자 할 

때에는 원래 사건이 표시된 시작점이 있는곳까지 거슬러와서 데이터를 

확인해야만 그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타임라인의 중간에 새로운 사건을 삽입할 

때, 주변 사건들과의 시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치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간 공간상에서의 위치는 

명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건의 등장이 기존에 연결된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현재 단계에서는 명시되지 않았다.  

V-Model 에서는 시간 표현이 없는 경우, 의료 문서가 대체로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록되는 특성을 활용하여 문서에 나타난 순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문서 기술상의 특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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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언제나 모든 데이터가 시간순서대로 기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타임라인 상에 사건을 배치할 때 오류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험 설계 기준 

실험을 설계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data visualization 분야를 

평가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의료분야에서 타임라인 시스템을 평가한 사례로는 LifeLines[24]와 

KNAVE-II [8]를 찾아볼 수 있었다. LifeLines, KNAVE-II, V-Model 모두 

의료분야에 특화된 타임라인 디자인을 제안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설계 목표 및 평가를 위해 비교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사례의 

평가기준을 V-Model 의 평가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LifeLines 에서는 테이블로 표현된 데이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테이블에서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의 복잡도(조회하는 column 과 

테이블의 수)에 따라 정보파악의 정확도와 시간의 차이를 비교 

평가하였다. 그리고, 시간 정보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도 

비교하였다. KNAVE-II 에서는 종이차트와 electronic spreadsheet(ESS) 

형태로 표현된 정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KNAVE-II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abstract 정보 패널을 몇 개를 동시에 파악해서 답변해야 

하는지에 따라 질문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정보파악의 정확도와 시간의 

차이를 비교 평가하였다. 

V-Model 은 전통적인 타임라인과의 비교 평가를 위해 LifeLines 에서 

생성한 타임라인을 캡춰한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앞서 소개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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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는 시각적 혹은 시각적, 그리고 추론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평가하였지만, V-Model 에서는 표현적, 추론적, 시각적 3 가지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기존 시스템들은 ‘사건’ 정보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서 정보획득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에 집중했던 반면, V-

Model 에서는 ‘시간’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도 주요 고려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의 표현 및 추론 

(temporal representation and reasoning) 문제는 인공지능분야에서 시간 정보 

연구 시 다루는 두가지 큰 축이기도 하다.  

V-Model 이 실험에서 설계한 각 카테고리의 세부 평가 항목은 

LifeLines, KNAVE-II 와는 다른 관점에서 정의되었다. Plaisant  C.[25]는 

data visualization 분야의 평가 사례를 50 여건을 분석하여 controlled 

experiment comparing design elements, usability evaluation of a tool, controlled 

experiments comparing two or more tools, case studies of tools in realistic 

settings 의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controlled experiment 

comparing design elements 방식에 의해 세부 평가항목을 정하였다. 

의료 분야 외 타임라인 연구 사례 중, 자연어 시간 표현을 위한 

표기법을 제안하고 controlled experiment comparing design elements 방식으로 

평가실험을 수행한 예는 PlanningLines [26]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PlanningLines 는 계획을 타임라인에 표현할 때 temporal uncertainty 를 

다룰 수 있는 표기법을 그림 1.8 과 비슷한 형태로 고안하여 PERT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27]방식의 표현과 비교하였다. 

PlanningLines 의 장단점에 해당하는 특징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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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적 측면, 시각적 측면에서 할당된 업무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V-Model 실험에서도 본 논문에서 설명한 V-Model 의 각 특징들(표 

2.3)을 평가대상으로 정하였다. LifeLines 와 KNAVE-II 평가 사례에서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복잡도 또는 난이도를 조절한 반면, 실험 

I 의 설계는 제안한 방법이 예상대로 기존 타임라인과의 격차를 보이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이전 타임라인 평가사례들을 살펴보면, 타임라인으로 제시된 상황을 

파악하여 답하도록 하는 간단한 질문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확도와 응답속도를 평가 척도로 사용하였다. V-

Model 에서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질의 응답 형식의 실험 방식을 

채택하였다. 단, ‘P5(implicit internal sequence)’와 ‘V3(overview of events’ 

flow)’ 항목은 질문을 통해 두 타임라인 그룹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므로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음을 2.3 절에서 예와 함께 설명하였다. 

실험 I 해석 

V-Model 은 거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표현적, 

추론적, 시각적 설계 목표를 달성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단순하게 V-Model 이 LifeLines 보다 뛰어난 시스템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V-Model 의 우월성은 정의된 문제 공간 내에서 자연어를 처리하는 

관점에서의 타임라인의 특성을 평가한 결과임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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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시간관계 유추와 관련해서는 예상했던대로 전통적인 

타임라인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을 보였다. 그러나, 수많은 NLP 

문제들이 TAP 표기 방식으로 해결되고, 기간의 시작과 끝이 충실히 

기록된 데이터의 비중이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감수할 만한 

단점이라고 사료된다. 

시각적 측면의 카테고리에서는 accuracy 가 평가의 척도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긴 하지만, blocking effect (V2)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V-

Model 과 LifeLines 그룹 모두 다른 항목보다 현저히 낮은 accuracy 를 

보여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이는 전공의들의 실험 결과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 의대생의 accuracy 와 전공의의 accuracy 값을 

비교해보면 V-Model 에서는 75%에서 30%로, LifeLines 에서는 85%에서 

40%로 정답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III 

인터뷰 시간에 오답을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별도로 질문을 하여 얻은 

답변에 의하면, 개인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여 문제에서 의도했던 것보다 

사건 간 관계를 더 확장하여 판단했던 것이 원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V2 실험 문제는 그림 4.1 에 나타나 있는데, 문제의 의도는 첫번째 

문제에 대해 취한 Action 을 첫번째 context block 내에서 찾는 것이었다. 

두번째 context block 에 나오는 emergency TAE 는 12 월 초부터 시작된 

새로운 problem 으로 인해 추가로 실시한 action 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의학적으로는 Emergency TAE 가 그 앞 context block 에 

나오는 체중감소와 피로감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역시 답으로 

선택하였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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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V2 실험 문제 화면 

 

실험 II 해석 

사용성에 대한 질문에서 V-Model 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반면, LifeLines 에서는 부정적 혹은 중립적인 입장이 많의 았고, 

항목에 따라서는 뚜렷한 성향 없이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두 

그룹간 반응의 차이는, 타임라인의 필요성과 장점은 그간 강조되어 

왔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성격과 활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시각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성공적인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실험이 피험자들에게 V-Model 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경험 없이 

수행 되었는데도 실제로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데에 영향이 

없었던데 반해, 실험 II 에서는 V-Model 타임라인을 사용하려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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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모순된 의견이 많았다. 실험 III 에서,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여러 P-A 관계로 나뉘는 경우에 대해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과, V-Model 을 보고 너무 생소해서 

처음에는 당황했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유가 사전지식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 III 해석 

실험 III 의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피험자는 환자 히스토리를 

시간축상에 정리하여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이미 수작업으로 환자 정보를 시간순서에 따라 인과관계와 함께 나름의 

방법으로 정리하여 활용하고 있는 피험자들도 다수 있었다. 대부분의 V-

Model 피험자들은 의료문서의 내용이 오류없이 잘 표현되기만 한다면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LifeLines 피험자 중 

대부분은 긴 히스토리를 가진 환자의 경우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껴져서 

의무기록지 원본을 직접 참고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평가를 

보였다. 이와 같은 평가로부터, 단순히 타임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도중 V-Model 이 복잡한 의료사건의 관계를 단순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V-Model 의 

P-A 링크만으로는 의료 문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연관 관계가 모두 다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간결함을 유지하면서도 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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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여겨진다.  

V-Model 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 중, 표시되는 데이터의 양 조절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는 실험에서 퇴원요약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타임라인으로 표현하였으므로 긴 검사결과도 

여과없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개발시에는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표현하거나, 긴 결과는 링크를 통해 조회하도록 하는 방법 

등 의료 현장의 요구에 맞춰 타임라인을 생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 

본 논문은 자연어 의료사건을 연대기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 모델을 제시하였다. 사용성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향후 

의료정보시스템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실험 III 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성 

있는 타임라인의 생성이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현 단계에서는 환자의 히스토리가 하나의 문서에 잘 정리되어 있는 

퇴원요약지를 기반으로 연구하였지만, 결국에는 많은 의료문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V-Model 은 non-

explicit temporal expression 을 다루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에 

생성된 타임라인에 통합될 때 위치를 선정해주는 알고리즘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의 데이터 통합시 P-A 

관계의 일관성에 유지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2.4 절에서 V-Model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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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인식 작업에의 활용 가능성도 간단히 소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V-Model 은 환자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계부터 V-Model 의 형식으로 

입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장된 환자기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V-Model 의 형태로 시각화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고안되었다. 따라서, 향후 의무기록지 원문을 자동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V-Model 에서 NLP 를 고려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타임라인의 생성을 위해서는 

NLP 분야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V-Model 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직관적이지 않은 시간 표현 문제 

또한 개선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V-Model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그래픽적 요소나 링크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보완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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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제 5 장 
 

 

본 논문에서는 의료문서의 내용을 타임라인 상에 표현하여 활용하는 

환경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료문서에서 발생하는 자연어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타임라인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V-Model 을 제안하였다. V-

Model 에서는 ‘v’자 형태의 구조와 독창적인 시각화 방식을 통해 

인과관계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기존 타임라인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non-explicit temporal expression problem 과 multiple temporal granularity 

problem 문제를 해결하였다 

총 80 여명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실험을 통해 V-

Model 이 표현적, 추론적, 시각적 측면에서 의료문서를 시각화하기에 

적절한 지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V-Model 은 자연어 문제점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시간 추론을 하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시각적 

장치들이 환자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도 수행하였는데, 쉽고 

유용하다는 평가가 우세를 보였다. 실제로 피험자들은 환자의 병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보여주는 타임라인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V-Model 이 기존 의무기록지의 보조적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타임라인 상에 환자의 병력을 시각화 하는 것은 사건 표현의 어려움, 

UI 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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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 문서 내 사건을 효과적으로 시각화 

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기존 

문제점들을 해결하였으며, 의료계의 피험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V-Model 로 표현된 

타임라인 방법을 활용한다면 진료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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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환자 병력의 시각화 비교 
 

다음은 퇴원요약지 1 건 기록된 현병력의 내용(총 2 년 2 개월)을 

전통적 타임라인과 V-Model 로 시각화 한 자료이다.  

원문 

  
1 년전 gum bleeding, easy bruisability   01.4 fever, chill  01.5. AML M3 

Dx  46XY,t(15:17)(q22:12)  (분당 재생병원)  5/16 Hick cath inserted 

이후 ARA-C,idarubicin,ATRA induction chemo 도중 환자   원하여   

2001.5.18 SNUH ER visit 당시 fever (+) ,CBC 37800-7.2-27K  PIP+TOB 

start (5/18-22)    5/20-6/20  AID+ATRA induction  5/21 lip vesicle,scrotal 

nodule 로 acuclovir 씀  6/15 F/U BM; in remission(myelo 2.8%, promyelo 

12.7%)       FISH; RARA(-) 0.3%       CG; 40-42XY-6/46XY  6/20 

discharge    7/28 부터 AD consolidation   8/11 neutropenic fever--> 

PIP,TOB   CPA RUL consolidation->R/O fungal infection  8/13 ampho 

start(총 516mg 씀)  8/14chest CT- invasive aspergilloma  8/27 PCNA-

>blood c inflammatory cell             AFB s/c  KOH mount all (-)             

fungus(-)  이후 itraconazole 2tab bid  F/U CT - improved  환자 general 

condition,cytopenia 회복 상태서   itraconazole 가지고 퇴원함.  (다음 

2nd consolidation 시 ampho 쓰며 chemo   하기로 함)    9/3 

discharge 함  9/24 last Id consolidation 위해 admission 함  9/25 Id 

consolidation 시작함.  (ampho 쓰며 chemo 하기로 함.)    10/10 D16 

ANC 0  10/12 neutropenic fever 있어 T+P start  10/13 G-CSF start  10/14 

ceftizoxime + AMK + flagyl 로 switch  01/15 Bl. Cx. 에 따라 PCN 

추가함.  10/16 1.5 * 1.5 cm sized erythematous tender nodule 있어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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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s synd. 으로 G-CSF stop 함.  10/19 ampho 880mg 까지 사용 후 

itaconazole 2T bid 로 change  10/23 PCN 제외한 anti. D/C  10/29 BM : 

in remission  PML/RARA PCR (-)  PML/RARA FISH (-)  CG : no 

apparent cytogenetic abnormality    02/5/3 BM : normocellular marrow c 

normal distribution of nucleated cells  RARA FISH (-)  CG (-)  02/10/23  

BM : increased erythropoiesis (variable cellularity), CR  PML/RARA FISH 

(-)  CG (-)    03/4/24  BM : hypocellular marrow c normal distribution of 

nucleated cell, CR  PML/RARA FISH : 1.0%  CG (-)    03/5 EAC 

mass 를 주소로 분당 재생병원 방문, punch Bx. 상 epithelial hyperplasia 

c subepidermal   chronic nonspecific   inflammation  03/6/24 입원하여 

03/6/25 mass excision 후 03/6/28 퇴원함.  Bx. 상 myeloid sarcoma, 

maybe the initial manifestatin of relapse in prev. treated AML  이에 

본원으로 전원하여 pathology review 상 Extraauditory canal, left, biopsy : 

Involvement of   hematolymphoid   malignancy ; C/W granulocytic 

sarcoma 

 

* Hick cath: Hickmann catheter, chemo: chemotherapy, F/U: follow up, BM: 

bone marrow, CPA: posterioranterior chest x-ray, RUL: right upper lobe, R/O: 

rule out, AFB s/c: acid fast bacilli stain/culture, synd.: syndrome, anti.: 

antibiotics, D/C: discontinued, c: combined with, CR: complete remission, 

EAC: external auditory canal, Bx.: biopsy, C/W: compatible with, Cx.: 

culture, P. aeruginosa: pseudomonas aeruginosa, ENT: Ear, Nose & Throat; 

이비인후과, Lt.: left, ext. external, imp.: i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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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odel 타임라인 

01.4 01.5 01.5.16

분당 재생병원

Visit

fever, chill

Sx
AML M3 Dx

Dx

46XY,t(15:17)(q22:12)

Finding

Hick cath inserted

Tx

ARA-C,idarubicin,ATRA 
induction chemo

Drug

환자   원하여

Purpose

fever (+)

Sx

CBC 37800-7.2-27K

Finding

PIP+TOB start

Drug

01.5.16-01.5.18

01.5.18

: 01.5.18-01.5.22

01.5.20-01.6.20 01.5.21

AID+ATRA induction

Drug
lip vesicle,scrotal 
nodule

Sx

acuclovir 씀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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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15 01.8.11

01.8.13 01.8.14 01.8.27

F/U

Visit

discharge

Visit

BM

Test

in remission(myelo 
2.8%, promyelo 12.7%)

Finding

FISH

Test

RARA(-) 0.3%

Finding

CG

Test

40-42XY-6/46XY

Finding

AD consolidation

Drug

neutropenic fever

Sx RUL consolidation

Finding

R/O fungal infection

Dx

ampho start(총 516mg 
씀)

Drug chest CT

Test

invasive aspergilloma

Finding

PCNA

Test

blood c inflammatory cell

Finding

AFB s/c

Test

KOH mount all (-)

Finding

fungus(-)

Finding

01.7.28부터01.6.20

01.9.3

itraconazole 가지고

Drug

다음 2nd consolidation 
시 ampho 쓰며 chemo   
하기로 함

Plan

퇴원

Visit

PIP, TOB

Drug

CP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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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24 01.9.25 01.10.12

last Id consolidation위해

Purpose

Id consolidation 시작

Drug

ampho 쓰며 chemo 하기로 함

Drug

D16 ANC 0

Finding neutropenic fever

Sx

T+P start

Drug

G-CSF start

Drug

admission

Visit

01.10.10

01.10.14 01.10.15 01.10.19

ceftizoxime + AMK + 
flagyl 로 switch

Drug Bl. Cx.

Finding

PCN 추가

Drug

1.5 * 1.5 cm sized 
erythematous tender 
nodule

Finding

R/O Sweet's synd.

Dx

G-CSF stop

Drug

ampho 880mg까지 사용

Drug

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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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m bleeding, easy 
bruisability

Sx

02. 7

01.10.23 01.10.29 02.5.3

PCN 제외한 anti. D/C

Drug

BM

Test

in remission

Finding

PML/RARA PCR (-)  
PML/RARA FISH (-)

Finding

CG

Test

no apparent cytogenetic 
abnormality

Finding

BM

Test

normocellular marrow c 
normal distribution of 
nucleated cells

Finding

RARA FISH (-)  CG (-)

Finding

03.4.24

BM

Test

increased erythropoiesis 
(variable cellularity)

Finding

CR

Finding

PML/RARA FISH (-)

Finding

CG (-)

Finding

BM

Test

hypocellular marrow c normal 
distribution of nucleated cell

Finding

CR

Finding

PML/RARA FISH : 1.0%

Finding

CG (-)

Finding

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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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생병원 
방문

Visit

입원

Visit

03.5 03.6.25

EAC mass

Sx

punch Bx.

Test

epithelial hyperplasia c 
subepidermal   chronic 
nonspecific   
inflammation

Finding

mass excision

Op

퇴원

Visit

03.6.28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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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Lines 타임라인 (연단위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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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Lines 타임라인 (월단위의 view) 

01.1.15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01.10 01.11 01.12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02.10 02.11 02.12 03.1 03.2 03.3 03.4 03.5 03.6 03.7 03.8 03.9 03.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01.10 01.11 01.12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02.10 02.11 02.12 03.1 03.2 03.3 03.4 03.5 03.6 03.7 03.8 03.9 03.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01.10 01.11 01.12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02.10 02.11 02.12 03.1 03.2 03.3 03.4 03.5 03.6 03.7 03.8 03.9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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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Model: A Model for Chronological 

Visualization of Narrative Medical 

Events 
 

Heekyong Park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Visualizing narrative medical events into a timeline can have positive effects on 

clinical environments. However, Current timeline systems, which are based on a 

point/interval representation, have difficulties in representing narrative clinical 

ev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n innovative time model for 

visualizing narrative patient history and evaluate our solutions.  

Materials and Methods 

The V-Model models clinical situation effectively based on v-like graphical 

structure. The model visualizes patient history on a timeline in a simple and 

intuitive way. For the design, the representation, reasoning, and visualization 

(readability) aspects were considered. Furthermore, the unique graphical notation 

helps to find hidden patterns of a specific patient group. It provides solu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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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resolved natural language problems; causality, non-explicit temporal 

information, and granularity issues. For evaluation, we verified our distinctive 

solutions, surveyed usability, and interviewed the subjects for qualitative 

comments.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for the V-Model group and the 

conventional timeline model group. Overall fourty medical students and fourty 

physicians participated in this evaluation.  

Results 

The V-Model was proven to be superior in representing narrative medical events,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for temporal reasoning, and outperform in 

readability compared to a conventional timeline model. The usability of the V-

Model was assessed positively. And prominent number of the participants 

commented that the model is very effective for understanding a patient’s history.  

Conclusion 

With a novel graphical concept time frame, the V-Model innovatively resolves 

visualization issues of clinical documents. The V-Model successfully solves the 

modeling requirements and has better usability compared to conventional timeline 

models. The work presented here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future clinical 

environment. 

 

Keywords      : V-Model, time model, timeline, data visualization, natural 

language, medical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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