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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최근 의학 문서 처리 연구는 정보 처리 분야에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TREC(Text REtrieval

에서 년부터 진행 중인Conference) 2014 Clinical

에서는 환자가 겪고 있Decision Support(CDS) Track[1]

는 증상들을 질의로 구성하여 해당 증상이 발생했을 시

병을 진단하거나 검사 방법 또는 치료 방법에 관하여,

서술된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중

이다 또한 에서 년부터 진행 중인. , NTCIR 2013 Medical

에서는 문서Natural Language Process(MedNLP) Task[2]

에서 증상이나 진단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고 icd-10

를 이용하여 증상이나 진단에 관련된 정보를 보편화code

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최근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이용하여 환자들의 증상에 대하여 임상 의

사 결정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기록 데이터들. ,

은 환자들의 지속적인 관찰을 요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얻기가 힘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웹 페이지나 의학 사

전 등의 의학 지식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정보 검색.

연구에서 질의 확장은 검색 결과의 정확률과 재현률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환자들,

이 겪고 있는 증상과 관련된 추가 증상들을 찾아내어 임

상 의사 결정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 정보 중 위키피디아 와 의학 사전인[3]

을 이용하였UMLS(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4]

으며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서 출현하, . , UMLS

는 의학 용어를 개념 정보를 기반으로 매핑한다 둘째. ,

개념 정보를 기반으로 매핑된 의학 용어 정보를 이용하

여 위키피디아에서 병명 및 해당 병명과 관련된 의학 용

어들을 추출한다 셋째 질의에서 를 이용하여 증상. , UMLS

과 관련된 의학 용어를 추출한 뒤 위키피디아를 이용하,

여 얻은 증상 정보들과 매칭시켜 질의와 관련된 병명을

찾는다 넷째 를 이용하여 질의와 관련된 후보 확장. , LDA

어휘들을 추출하고 질의 유형 정보를 이용하여 확장 어

휘를 선택한 뒤 질의 확장을 한다 제안 방법의 유효성.

을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 컬렉션에 대해TREC CDS 2014

비교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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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임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와 위키피디아를 이용하여 지식 정보를 추출하고 질의UMLS
유형 정보를 이용한 기반 질의 확장 방법을 제안한다 질의로는 해당 환자가 겪고 있는 증상들이 주LDA .
어진다 와 위키피디아를 사용하여 병명과 병과 관련된 증상 검사 방법 치료 방법 정보를 추출한. UMLS , ,
다 와 위키피디아를 사용하여 추출한 의학 정보를 이용하여 질의와 관련된 병명을 추출한다 질의. UMLS .
와 관련된 병명을 이용하여 추가 증상 검사 방법 치료 방법 정보를 확장 질의로 선택한다 또한 를, , . , LDA
실행한 후 클러스터에서 질의와 관련된 클러스터를 추출하고 클러스터에, Word-Topic Document-Topic
서 초기 검색 결과와 관련이 높은 클러스터를 추출한다 추출한 클러스터와. Word-Topic

클러스터 중 같은 번호를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를 찾는다 그 후 클러스Document-Topic . , Word-Topic
터에서 의학 용어를 추출하여 확장 질의로 선택한다 제안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TREC Clinical

테스트 컬렉션에 대해 비교 평가한다Decision Support(CDS) 2014 .

주제어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위키피디아 질의 확장: , UMLS, , LDA,



개념 정보UMLS 병명

Anatomical Abnormality 해부학적 이상

Congenital Abnormality 선천성 이상

Acquired Abnormality 취득 이상

Pathologic Function 병리학적 기능

Disease or Syndrome 질병 또는 증후군

Mental or Behavior Dysfunction 정신 또는 행동 장애

Neoplastic Process 종양 프로세스

개념 정보UMLS 증상

Signs and Symptoms 징후 또는 증상

Pathologic Function 질병 또는 증후군

Disease or Syndrome 병리학적 기능

Mental or Behavior Dysfunction 정신 또는 행동 장애

Neoplastic Process 종양 프로세스

Finding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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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2.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이용하여 환자들의 증상에 대

하여 임상 의사 결정 지원을 하는 연구 중 Lu Liu[5]는

약 개의 환자 기록지를 이용하여 당뇨병과 관련170,000

된 합병증과 치료 패턴을 모으는 모델을 구현하였으며,

는 개의 환자 기록지를 이용하여 뇌암 환Corey[6] 13,028

자 기록에서 시간에 따라 환자 상태가 어떤 식으로 변하

는지를 파악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지식 정보를 활용하여 임상 의사 결정 지원을 하는

연구 중 는 크라우드소싱과 위키피디아를 이Isabelle[7]

용하여 증상과 관련되는 질의를 모아 진단 의학 용어들

의 우회적인 표현을 매칭 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은 웹 페이지에서 사람들의 행동 양식 정보 등을Ryen[8]

이용하여 질병 발생이나 지속성을 예측하였다.

질의 확장을 통해 임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연

구로는 의학 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연관 관계 등을 추출

하여 질의 확장 단어로 선택한 연구가 있다.

와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의학 용어 정보 쌍3. UMLS

구축

본 연구의 기본 접근은 질의에 증상 정보가 있으면

증상에 대한 전문 지식 정보를 활용하여 주어진 증상 정

보들에 대한 병명을 알아내고 추가 증상이나 치료 방법

과 관련된 어휘를 이용하여 질의 확장을 하여 성능 개선

을 하는 것이다.

그림 시스템 구조1.

본 연구에서는 지식 정보 위키피디아 를 이용(UMLS, )

하여 의학 용어들의 정보 쌍을 구축한다.

에서 개념 정보 기반 의학 용어 매핑3.1 UMLS

의학 사전인 에는 의학 용어에 대한 개념 정보가UMLS

포함되어 있으며 개념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의학 용어,

가 어떤 정보 병 증상 치료 방법 등 와 관련이 되어( , , )

있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 “Acute repiratory

라는 의학 용어는 이라distress" ”Disease or Syndrome"

는 개념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의학 용,

어는 병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의 개념 정보를 총 개 병명 증상UMLS 7 ( (Dx), (Sx),

검사 치료 방법 약물 방문 발(Test), (Tx), (Mx), (Visit),

견 로 분류했으며 분류한 의학 관련 개념 정보(Finding))

와 의학 용어들을 매핑시켰다 그 중 병명과 증상으로. ,

분류된 개념 정보들은 아래와 같다.

표 에서 병명과 관련된 개념 정보1. UMLS

표 에서 증상과 관련된 개념 정보2. UMLS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의학 용어 정보 쌍 구축3.2

위키피디아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의학 관련 용어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또.

한 위키피디아에서 병명을 검색 시 해당 병명에 관한, ,

상세 정보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키피디아를 이용하여 에서 개념3.1

정보를 기반하여 매핑된 의학 용어들에 대한 페이지 정

보를 추출한다 추출한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해당 의학.

용어의 정보가 존재한다면 병명의 증상("Signs and

symptoms", "Diagnosis", "Characteristics",

검사 방법"Complications"),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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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방법 과"Screening"), ("Treatment", "Management")

관련 있는 의 정보를 추출한다 만약 해당하는Field .

의 정보가 없다면 해당 페이지의 개요 부분의 정보Field

를 추출한다.

병명과 관련된 페이지에서 추출한 정보를 를 이UMLS

용하여 증상 검사 방법 치료 방법과 관련된 의학 용어, ,

를 추출한다 이 때 의학 용어를 추출하기 위해 에. , UMLS

서 개념 정보 증상 검사 약물 치료 를 이용한다 의( , , , ) .

학 용어 추출 시 음절의 단어를 와 매칭시켜 용, 1~3 UMLS

어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의학 정보를 이용하여 증상 병. -

명 검사 병명 치료 병명 쌍을 구축한다, - , - .

의학 용어 정보와 를 이용한 질의 확장4. LDA

구축된 의학 용어 정보를 이용하여 질의와 관련된 병

명을 추출했을 때 해당 병명의 추가 증상 검사 방법, , ,

치료 방법과 관련된 의학 용어들은 질의와 적합한 문서

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장에서는 장에. 4 3

서 구축한 의학 용어 정보 쌍을 이용하여 질의 확장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의학 용어 정보를 이용한 질의 관련 의학 용어4.1

추출

질의가 주어졌을 때 질의의 내용이 증상 정보를 내포

하고 있다면 해당 증상과 관련된 병명을 확장 질의로 주

었을 때 더 높은 검색 성능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질의들은 기본적으로 증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 후 질의에서 를 이. , UMLS

용하여 증상들을 추출하고 이 증상들을 에서 구축한3.2

증상 병명 쌍을 이용하여 질의와 관련된 병명을 추출한–

다 질의에서 추출한 증상 중 개 이상이 증상 병명 쌍. 3 –

정보에 매칭이 되면 해당 질의는 이 병명과 관련이 있다

고 한다. 질의와 관련된 병명을 추출한 후 해당 질의와,

관련된 병명들을 확장 어휘로 추출한다 또한 에서. , 3.2

구축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추가 증상 검사 방법 치료, ,

방법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기반 질의4.2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확장

토픽 모델은 어휘나 문서들을 주제 별로 묶어주는 역

할을 한다 이를 이용한다면 해당 질의에 연관되는 문서.

나 용어들을 더 자세히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

에서는 토픽 모델 중 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LDA[9] .

의 문서들을 를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분TREC CDS LDA .

류한 정보에서 클러스터의 상위 개 어LDA Topic-Word N

휘 중 질의에 포함된 어휘가 개 이상 포함된 클러스터S

를 추출하고 클러스터의 상위 개 문서, Topic-Document M

중 초기 검색 결과의 상위 개에 포함된 문서가 개 이D T

상 포함된 클러스터를 추출하였다 이 때 추출한. ,

클러스터와 클러스터가 같은Topic-Word Topic-Document

묶음이라면 해당 클러스터는 질의와 관련 있는 클러스터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클러스터에 나타나는 의학,

용어들은 질의와 관련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클러스터와 클러스터가 같은Topic-Word Topic-Document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클러스터에 출현Topic-Word

한 의학 용어들을 추출한다 이 때 클러스터는 여러 개. ,

가 출현 가능하며 더 많은 클러스터에서 출현한 의학 용

어의 가중치를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추출한 의학 용어.

를 바탕으로 개의 확장 어휘 선택 후 질의 확장을 한W

다.

실험 및 평가5.

실험 집합5.1

제안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TREC CDS 2014

테스트 컬렉션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TREC CDS 2014

테스트 컬렉션은 총 개의 질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30 ,

당 질의는 파트와 파트로 나뉜다Description Summary .

파트에서 질의는 상세한 정보로 이루어져Description

있으며 파트에서는 파트의 정보가, Summary Description

요약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개의 질의를 학. 20

습 질의로 개의 질의를 테스트 질의로 사용하였다, 10 .

실험 집합에 대한 구성은 표 와 같다4 .

표 실험 집합4. TREC Clinical Decision Support 2014

언어모델 과 적합모델 에 대한 실험 결과는 인(LM) (RM)

드리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각 모델에(Indri-5.7)[10] .

대해 학습 질의를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학습한 후 테스

문서 개수 학습 질의 개수 테스트 질의 개수

733,138 20 10



평가방법 LM KCC2015 방법 1 방법 2

infNDCG 0.1887 0.2145 0.2203 0.2237

평가방법 LM KCC2015 방법 1 방법 2

infNDCG 0.1713 0.2039 0.2107 0.2137

제 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년27 (2015 )

트 질의에 대해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초기 질의.

에 대한 가중치 로 실험하였( {0.1, 0.2, ..., 0.9})λ∈

다 기반 확장 어휘 추출 시 파라미터. LDA (N {5, 10,∈

15, ..., 50}, M {10, 20, ..., 100}, S {5, 7, 10,∈ ∈

..., 25}, T {3, 4, ..., 10}, D {50, 100, 200, ...,∈ ∈

는 실험을 통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값을500})

사용하였다 확장 질의 의 수는 학습 질의를 이용하여. W

결정한 뒤 테스트 질의에 적용하였다.

비교 실험 결과5.2

제안 방법과 이전 연구 를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11]

하였다 성능 평가의 척도는 에서 사용된. TREC CDS 2014

문서 관련성 등급 를 이용한(graded relevance scale)

infNDCG(inferred 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이다Gain) .

 언어모델Baseline: (LM)

질의가 특정 문서에서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여 그

확률이 가장 큰 문서를 적합한 문서로 하고 상위에

순위화

 이전 연구 병명을 이용한 질의 확장(KCC2015)[11]:

질의와 관련된 병명을 추출하여 확장 질의로 선택

 방법 질의 관련 의학 용어를 이용한 질의 확장1:

병명을 이용하여 질의와 관련된 추가적인 증상 검사,

방법 치료 방법 용어를 추출하여 확장 질의로 선택,

 방법 를 이용한 질의 확장2: LDA

방법 과 를 이용하여 병명 증상 검사 방법1 LDA , , ,

치료 방법 용어를 추출하여 확장 질의로 선택

표 파트 실험 결과6. Description

표 파트 실험 결과7. Summary

표 에서와 같이 제안 방법이 언어모델에 비해 성6, 7

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비교 실험 결과 질의와. ,

연관된 의학 용어를 추출하여 질의 확장을 하는 방법이

유효함을 알 수 있었으며 를 기반으로 하여 질의 확, LDA

장 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5.

본 논문에서는 지식 정보를 통하여 지식 쌍을 구축하

고 이를 이용하여 질의에서 나타나는 증상들과 매칭시,

켜 관련 있는 병명을 얻어낸 후 해당 질의와 관련된 병,

명 추가 증상 검사 방법 치료 방법 등의 어휘를, , , LDA

를 이용하여 추출한 뒤 질의 확장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구축한 의학 정보를 이용하여 질의와 연관되어 있.

는 병명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였으며 제안 방법,

이 언어모델보다 향상됨을 보임으로서 를 사용할 경LDA

우 질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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