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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영어 품사 태거는 문장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요소로

자연어처리의 관계 추출 정보 검색 질의응답 시스템, ,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 최근에는 단순한 문장이 아.

닌 의학용 문서를 분석하는 연구 가 진행되어 의학용[1]

품사 태거가 필요하게 됐다 그러나 기존 품사 태거는.

품사를 부착하는 단위가 한 어절이지만 의학용어는 어절

이 하나 이상인 경우가 많아 여러 어절의 의학용어를 하

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를. TRIE

이용해 단어를 묶고 품사를 부착하는 의학용 영어 품사

태거를 제안한다 먼저 장에서 관련 연구에 대해 알아. 2

보고 장에서 구조를 이용한 단어 묶음 모델과 그, 3 TRIE

결과를 이용한 영어 품사 태거를 제안하고 장에서 결론4

을 맺는다.

관련 연구2.

기존에 의학용 품사 태거로는 말뭉치 를 학습Genia [2]

한 가 있다 하지만 는 여Genia Tagger[3] . Genia Tagger

러 분야의 의학용어가 아닌 유전자 분야에 치중된 Genia

말뭉치를 학습하여 의학용 영어 품사 태거로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여러 어절로 이루어진 의학용어가 각 어절별.

로 분석되어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의학용어로 이

루어진 의 어휘와 단어 묶음 모델을 통해 여러UMLS[4]

어절의 의학용어를 묶어 오류를 해결한다.

의학용 영어 품사 태거3.

제안 시스템은 그림 과 같다 의학정보 온톨로지[ 1] .

에서 의학용어를UMLS(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

추출해 단어 묶음 사전을 구축한다 구축된 사전을 이용.

해 단어 묶음 모델을 생성하고 문장이 입력되면 여러 어

절의 의학용어를 하나로 묶은 후 영어 품사 태거를 통해

품사를 부착한다.

단어 묶음 모델3.1

본 시스템에서는 구조를 이용한 단어 묶음 모델TRIE

을 제안한다 구조는 한번의 검색으로 최장일치 단. TRIE

어를 찾아내 불필요한 사전 검색을 억제하고 사전의 메

모리 크기를 축소 할 수 있는 자료구조이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구조에 의학용어들을 입력하TRIE

고 그 정보들을 이용해 입력된 문장에서 최장일치의 의

학용어를 찾은 후 여러 어절의 단어인 경우 하나로 묶어

준다 여기서 사용되는 의학용어는 의. UMLS Specialist

에 있는 체언류 어휘들이다 그림 는 단어 묶Lexicon . [ 2]

음 모델의 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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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예문[ 2] “Acosta's disease definition from

the dictionary. 을 단어 묶음 모델에 입력하면” TRIE

구조를 통해“Acosta 가 매칭되고 단어가 묶's disease”

인 중간 문장이 결과로 나온다.

품사 태거3.2

앞서 설명한 단어 묶음 모델을 바탕으로 입력 문장에

서 의학용어가 발견될 경우를 고려하는 품사 태깅 모델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

는 을 이용한 품사 태거 를HMM(Hidden Markov Model) [5]

이용한다 에. OANC(Open American national Corpus)[6]

의 단어를 추가하여 사전을 생성UMLS Specialist Lexicon

하고 단어 묶음 모델에서 묶인 의학용어를 선별해 분리

한다 그리고 모델에 필요한 관측 확률. HMM (observation)

과 전이 확률을 계산한다 그림 은 그림(transition) . [ 3] [

의 결과인 중간 문장에 품사를 부착 시 예시다2] .

개선 방안3.3

본 논문의 품사 태거는 단어 묶음 모델을 통해 묶인

의학용어들의 관측 확률이 최솟값으로 설정되는 문제가

있어 품사부착이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솟값으로.

설정되는 이유는 일반단어들과는 다르게 묶인 의학용어

들은 말뭉치가 아닌 사전형태의 단어Specialist Lexicon

를 추가한 것이라 빈도수를 셀 수가 없다 따라서 수식. [

을 이용하여 관측확률을 재설정한다1] .

  

수식 은 단어 묶음 모델을 통해 묶인 의학용어의[ 1]

단어를 구하고 단어의 관측확률로 재설정한다head head .

예를들어 “ 의 경우 이Muenke syndrome” “syndorme”

단어로 뽑히며 그에 해당하는 관측확률로head “Muenke

의 관측확률을 재설정한다syndrome” .

결론4.

본 논문에서는 의 과 구UMLS Specialist Lexicon TRIE

조를 이용한 단어 묶음 모델과 그 결과를 이용한 의학용

영어 품사 태거를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을 이용하여 의.

학용 문서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비슷하게 단어

묶음을 해야 하는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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