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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 날 의학 연구자들은 바이오마커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이오마커가 체내의 

상태 및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이며, 이는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질병에 대한 진단 활용도가 높

다. 바이오마커로는 맥박, 혈압, DNA, RNA 등 매우 다양

한 요소들이 사용될 수 있다 [1]. 이러한 바이오마커는 

임상 실험을 통해 발굴되며, 평균적으로 약 10년 정도의 

연구를 진행하고, 많은 비용을 소비한다 [2]. 그러나 연

구한 바이오마커가 모두 해당 질병을 진단하는데 유용하

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새

로운 바이오마커를 검출하고자 한다. 이 때,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어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바

이오마커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Word2Vec [3]과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 [4]을 활용하여 

해당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바이오마커를 자동적으로 검

출하고자 하였다. 성능 평가 시, Silhouette score와 

Dunn index를 사용하였으며 성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군집 개수(K)를 찾았다. 

 

2.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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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연구는 환자의 퇴원 처방전과 임상 노트에 기계 

학습과 자연어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약물의 불일치를 검

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자 건강 기록, 방사선학 보

고서, 병리학 보고서와 같은 구조화되지 않은 임상 텍스

트를 활용하여 유방암 초기 여성의 재발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연구도 존재한다 [6]. 

 

3.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PubMed의 의학 저널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이 중 1,016,329 개의 문서를 사용하였으며, 이 때 

3단계의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는  1) 토큰화, 2) 

Stop word 제거, 3) 특수문자 제거가 있다. 

 

4. 방법론 
 

4.1. Word2Vec 
 

본 연구에서는 구글의 Mikolov가 제안한 Word2Vec [2]

을 활용하였다. Word2Vec의 2가지 모델 중에서 Word2Vec

의 Skip-gram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적용한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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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kip-gram 모델 사용 시, 적용된 파라미터 

차원 수 100 

Minimum count  1 

윈도우 사이즈 5 

학습 횟수 5 

 

4.2.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 
 

GMM은 데이터가 K개의 가우시안 분포로 구성되어 있을 

때,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하는 K개의 평균과 분

산을 찾는 알고리즘이다. GMM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1) 
 

식 1에서 ( )는 전체 분포이고, ( | )는 가우시안 분

포, ( )는 카테고리의 확률 분포, 는 모든 데이터 중 

특정한 가 선택될 확률이다. 이 때,  ∑ = 1은 의 

제한 조건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K개의 

가우시안 분포로 표현한다. GMM에서 최적의 분포는 log 

likelihood( ( | ))를 이용해 찾을 수 있으며, 주어진 

데이터 X의 확률을 가장 크게 만드는 parameter를 찾는

다. Log likelihood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ln ( 	 |	 , , ) = ∑ ln ∑ ( | , )    (2) 

 

식 2에서 는 데이터가 각 가우시안 분포에 포함될 확

률이고, 는 평균, 는 분산을 의미한다. 

 

5.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PubMed 데이터에서 위암과 관련이 있다

고 판단되는 어휘를 찾고, 그 중 바이오마커를 찾고자 

한다. 우리는 PubMed 데이터를 Word2Vec의 Skip-gram 모

델을 이용하여 100차원의 벡터로 표현을 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어휘를 찾

았다. 이 중 유사도가 높은 상위 300개의 어휘를 GMM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표 2는 GMM의 클러스터 개수

에 따른 점수를 보여준다. 

 

표 2. K에 따른 GMM의 결과 

K 개수 Dunn index 
Silhouette 

score 

3 0.947 0.103 

4 1.019 0.101 

5 0.988 0.085 

6 0.985 0.092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중 가장 좋은 K=4일 

때의 결과에서 분류가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어휘 분류의 분포는 그림 1와 같으며, 대다수의 바

이오마커는 4번째 군집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 K=4일 때, 어휘의 분류 분포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Word2Vec과 GMM을 이용하여 텍스트 안

에서 위암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휘 중 바이오마

커를 찾고자 하였다. K=4일 때, 실제 분류된 결과를 보

았을 때, 대다수의 바이오마커가 하나의 군집으로 나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았을 때, 성능 측면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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