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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기계학습 기반의 자연어처리 모듈에서 중요한 단계중

하나는 모듈의 입력으로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다 대부.

분 이전 연구에서는 단어를 형태로 표현한다One-hot .

형태는One-hot 사이즈와 같은 벡터가 있고vocabulary

해당 단어만 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으로 표현하는 방1 0

식이다 즉( ,[0001000] 이런 단어 표현 방식은 크게)[1].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로 벡터의 사이즈. ,

가 매우 크고 두 번째로 단어 간의 유사성의 개념이 존,

재하지 않는다.

단어 간의 유사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근 단어를 벡

터로 표현하는 단어 표현 작업은(word representation)

자연어 처리 작업의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단어 표현은 형태와 다르게 단어 별로 차One-hot k

원으로 축소된 단어 표현을 학습하게 된다 이런 단어.

표현 방식은 최근에 몇몇 자연어처리 분야의 모델에서

성능향상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는 단어 표현을 의 자질[2] CRF (feature)

로 사용하여 개체명 인식 (Named entity recognition)

의 성능을 향상 시켰다 또한 최근 연구 에서는 바이. [3]

오메디컬 도메인에서 를 이용해서 단어word2vec, GloVe

쌍의 유사도를 확인하고 단어 표현의 효율을 입증했다.

본 논문에서는 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단어 표현을[3]

이용한 바이오메디컬 도메인의 특정 카테고리의 분류 능

력을 확인 하고자 한다.

우리는 에서 사용한 와[3] word2vec[4,5], GloVe[6]

추가적으로 모델을 사용한다CCA[7] .

실험에 사용된 단어 표현 모델들은 바이오메디컬 도

메인에서 구문뿐만 아니라 단어의 잠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의 바이오메디컬 논문의 요약을. PubMed

사용하여 말뭉치를 구축하고 질병 증상 바이오 마커, ,

로 카테고리를 나눠 각 단어 표현 모델의 카테고리 분류

의 능력을 확인한다 바이오 마커로는 난소암 마커를 사.

용하였다.

분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t-SNE)1) 을 이용하여

차원의 단어 표현 결과를 차원으로 맵핑하여 가시화k 2

한다.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단어 표현에 대해서 살2

펴보고 장에서는 단어 표현에 사용한 데이터에 관해, 3

설명하며 데이터를 가지고 한 실험에 대한 내용은 장, 4

에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5

에 대하여 논의한다.

단어 표현2.

단어 표현 혹은 분산된 표현 (distributed

은 주어진 말뭉치에 있는 모든 단어에representation)

대한 벡터 표현을 학습하는 기술이다 이 단어 표현은.

단어 간의 유사도를 볼 수 없는 형태와는 대조one-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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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계학습 기반의 자연어처리 모듈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모듈의 입력으로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다.
벡터의 사이즈가 크고 단어 간의 유사성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와 대조적으로 유사성을, One-hot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단어 표현 생성 작업은 자연(word representation/embedding)
어 처리 작업의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고 몇몇 자연어 처리 분야의 모델에서 성능 향상을 보여,
주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리고 를 사용하여 개의. Word2Vec, CCA, GloVe 106,552

의 바이오메디컬 논문의 요약으로 구축된 말뭉치 카테고리의 각 단어 표현 모델의 카테고리 분류PubMed
능력을 확인한다 세부적으로 나눈 카테고리에는 질병의 이름 질병 증상 그리고 난소암 마커가 있다 분. , , .
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를 이용하여 차원으로 단어 표현 결과를 맵핑하여 가시화 한다t-SNE 2 .

주제어 바이오 마커 질병 용어 단어 표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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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차원으로 단어 표현을 학습한다 본 논문에서는k .

많은 단어 표현 모델 중에서 그리고Word2Vec, CCA,

이 세 가지의 모델을 사용한다GloVe .

2.1. Word2Vec

Word2Vec2) 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언어 모델인

와 을 갖는다Continuous Bag of Word (CBOW) Skip-gram

모델은 주변의 단어를 가지고 단어를 예측[4,5]. CBOW

한다 따라서 모델의 입력은 예측하려는 단어의 주. CBOW

변단어가 된다. 의 경우 하나의 단어가 주어skip-gram ,

졌을 때 단어의 주변 단어 또는 문맥을 예측한다 즉. ,

의 경우에는 문장이나 문서의 주변 단어를 예skip-gram

측하는데 유용한 단어표현이다 이와 같이 두 모델은 신.

경망 기반의 언어 모델로 대량의 말뭉치가 입력으로 들

어가고 말뭉치의 각 단어의 단어표현을 학습한다. 본 논

문에서는 의 모델을 사용한다Word2Vec skip-gram .

2.2. CCA

는 랜덤 변수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CCA)[7]

( ∈ 사이의 통계량 계수를 최대화 하고자 하)

는 모델이다 즉 랜덤 변수에서 단어 표현을 그 단. , x,

어와 관련된 문맥 표현을 라고 했을 때 두 변수의 상y ,

관관계를 최대화 하는 차원의 투영 벡터를 찾는다k .

2.3. GloVe

는 를 의미하며 전역 문맥GloVe[6] Global Vector ,

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단어의 지역(global context)

문맥 또한 고려한 하이브리드 방식의(local context)

단어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의. GloVe wx와 wy 단어 학습

을 위한 는 에 비례한dot product co-occurrence count

다 우리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오픈 소스 툴. GloVe 3)

을 사용한다.

데이터3.

본 연구에서는 의 바이오메디컬 논문 개PubMed 106,552

의 제목과 요약부분으로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말뭉치로 질병의 이름 질병의 증상 그리고 바이오 마커,

로 카테고리를 만든다 바이오 마커에는 난소암 마커를.

사용하였다 질병의 증상 같은 경우. , [3]에서 사용한

벤치마크 데이터4)에서 랜덤으로 추출한 데이터를 사용

한다 이렇게 구축되어진 말뭉치는 단어 표현 분석을 위.

한 로 사용한다input data .

표 은 사용된 카테고리에 있는 질병 이름 질병 증[ 1] ,

상 바이오 마커 리스트이다, .

표 질병 증상 바이오 마커 카테고리 리스트[ 1] , ,

실험4.

장에서 구축한 바이오메디컬 도메인 카테고리를3

그리고 모델을 사용하여Word2Vec, CCA, GloVe . 분류 능

력을 확인하기 위해 t-Distributed Stochastic

을 이용하여 차원의 단어Neighbor Embedding (t-SNE) k

표현 결과를 차원으로 맵핑하여 가시화 한다2 .

그림 는 각각 의 모델[ 1-3] Word2Vec skip-gram , CCA,

를 사용 하였을 때 나온 단어 표현 결과이다 각GloVe , .

각의 그림의 파란색 글씨는 질병 이름 자주색 글씨는,

질병의 증상을 나타내며 초록색은 난소암 마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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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델 단어 표현 결과[ 2] Word2Vec(skip-gram)

모델의 단어 표현 결과를 보았을 때 질병과Word2Vec ,

난소암 마커가 잘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병에서는 혈소판 감소증의 관련 질병에는 백혈병과 빈

혈증이 있는데 실제로 그림 을 보았을 때 혈소판, [ 1] ,

감소증과 백혈병 그리고 빈혈증 이 개의 질병과 증상, 3

의 거리가 서로 가까운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혈중에 총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 LDL ,

된 상태거나 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말하는 이HDL

상지질혈증의 관련 질병에는 고혈압이 있다 암과 관련.

된 세 단어 암 종양 위 장 기관지 등의 점막을 비롯, , , ,

해서 이자의 선 조직이나 배설관에서 발생하는 선암도

잘 모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구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련이 있는 질병 단어들이 서로.

가깝게 위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모델 단어 표현 결과[ 3] CCA

모델 또한 앞서 보았던 모델처럼 난소암CCA Word2Vec

마커와 질병들이 서로 잘 구별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를 보면 앞서 그림 에서 설명한. [ 2] , [ 1]

이상지질혈증과 관련된 질병인 고혈압이 서로 가깝게 위

치 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혈소판 감소증과 빈,

혈도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암 종양 그리고 선암이 그림 보다 아주 가깝게, [ 1]

위치되어 있는데 이는 이 세 단어가 모두 암과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델 모델과. Word2Vec , GloVe

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염증 질환에 관련된 뇌수막염 위,

염 그리고 식중독 및 장염과 심장 질환에 관련된 증상,

인 협심증 혈전증 심근증 또한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 ,

치 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모델 단어 표현 결과[ 4] GloVe

그림 은 모델의 단어 표현 결과이다 그림[ 3] GloVe . [

과 같이 암에 관련된 단어들이 서로 멀지않은 곳에 위2]

치되어 있는 것과 눈과 관련된 질병인 녹내장 백내장, ,

이 두 단어의 거리가 서로 가까운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세 단어표현 모델로부터 질병과 난소암 마

커가 잘 분류 되는 것을 확인 하고 서로 관련 있는 단,

어들이 가깝게 위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리.

고 모델에서는 모델과 다르게 염증CCA Word2Vec, GloVe

질환에 관련된 질병들과 심장 질환에 관련된 증상들끼,

리도 잘 구별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5.

본 논문에서는 의 바이오메디컬 논문의 요약을PubMed

사용하여 말뭉치를 구축하고 질병 증상 난소암 마커, ,

로 카테고리를 나눠 각 단어 표현 모델의 카테고리 분류

의 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를 이용하여. t-SNE k

차원의 단어 표현 결과를 차원으로 맵핑하여 가시화 하2

였다.

장에서 본 실험 결과처럼 세 모델에서 난소암 마커와4

질병을 잘 분류 하고 서로 관련 있는 질병을 단어표현,

으로 알 수 있었다 향후에는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 쓰.

인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질병과 관

련된 새로운 바이오 마커를 찾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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