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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조현병 진단을 위한 2단계 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정상군과 환자군의 발화에 나타난 페어 언어

모델 간의 Perplexity 차이에 기반한 분류와 기존 단일 BERT 모델의 미세조정(fine-tuning)을 이용한 분류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Perplexity 기반의 분류 성능이 알츠하이머병, 조현병 모두 우수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 하였고, 조현병

분류 모델의 성능이 소폭 증가하였다. 향후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에 따른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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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은 치매로 이어지는 흔

한 질병이며,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에서

부터 이어지는 질병이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상황에 맞

는 적절한 단어를 잘 찾지 못하며, 유창한 말하기에 부족함을

보인다.[1]. 조현병(Schizophrenia)은 잦은 망상을 하며, 만성

적인 질병으로 중증 정신질환이다. 횡설수설하고, 이해하기 어

려운 이야기를 하며, 이상한 단어를 지어내고, 와해된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처럼 알츠하이머병, 조현병

모두 언어장애를 증상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증상으로 관찰되

는 언어적 특징을 활용해 질병의 진단을 내리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환자의 언어적 자질을 활용한 기계 학습 기반의

연구와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활용되고 있다[2, 3, 4].

하지만 영어 데이터 셋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

국어를 대상으로한 딥러닝 모델 활용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병원에서 정상군과 환자군의 데이터를 직

접 수집하여 한국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의사의 질문에 따른 정상군과 환자군의 대

답에서 관찰되는 언어적 자질의 차이를 이용하고, 최근 자

연어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BERT언어모델[5]을기반으로질병을진단하는모델을제안하

였다.정상군과환자군각각의발화를추가사전학습(Further-

training)한 페어 언어모델을 통해 정상군과 환자군의 언어적

자질의 차이를 이용하고, 더 나아가 단일 BERT 언어모델을

미세조정(Fine-tuning)한 모델을 이용해 이진 분류를 진행하

였다.

두 단계 구조로 모델을 구성하였다. 정상군 발화와 환자군

발화를 각각 추가 사전 학습한 페어 언어모델을 이용해 정상군

과 환자군의 PPL(Perplexity) 차이를 바탕으로 1단계 분류를

진행하고,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문서에 대해 미세조

정한 단일 BERT 언어모델 이용해 2단계 분류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문서의 문장을 대상으로 BERT 모델을 미세조정하여

학습하고, 문장에 대한 추론 결과를 바탕으로 가중치(alpha)를

문서별로 결정하여 Scoring에 이용한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 페어 언어모델의 PPL을 이용한 분류 모델과 미세조정된

모델을 결합한 2단계 분류 모델 제안

• alpha 가중치 부여로 모델 성능 개선

2. 관련 연구

경도인지장애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어지는 질병이다. 알츠

하이머병과 같이 언어 기능 장애를 동반 한다는 특징을 이용해

환자의 발화에 대한 PPL을 N-gram 모델을 이용해 산출하고,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병의 지표로 사용하는 연구가 이루

어졌다[6]. 또한 인공신경망 모델인 LSTM(Long Short Term

Memory) 언어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7, 8].

특히, LSTM 언어모델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정상군과 환자

군의 언어적 자질의 차이를 이용한 PPL 기반의 알츠하이머병

분류를 수행하였다. 정상군과 환자군의 발화를 각각 LSTM 언

어모델을 이용해 사전학습(Pre-training)하고, 그 차이를 이용

해 분류를 수행하였다. 또한 두 각각의 사전학습된 언어모델을

통합해기존 PPL에기반한분류연구의성능을개선하였다[7].

BERT[5]는다양한자연어처리태스크에서좋은성능을보이

는 언어모델이다.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한 트랜스포머 모델

을 사용하고, 두가지 방식으로 학습한다. 문장 내 단어의 일부

를 마스킹하여, 마스킹된 단어를 양방향으로 예측하는 방식과

두 문장이 주어졌을 때,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방법을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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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단계 분류 모델

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용량의 코퍼스를 사전학습해

다양한 태스크에서 state-of-the-art를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BERT를 미세 조정하여 알츠하이머를 예측하는 연구가 영어

데이터 셋[9], 한국어 데이터 셋[10]으로 수행되어 높은 정확

도를 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를 사전학습한 다양한

BERT언어모델중형태소분석이필요없어환자의언어적자

질이 비교적 잘 보존된 상태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ETRI

BERT1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BERT 언어모델은 특정 도메인에 대해 사전 학습 또는 추가

사전학습을통해성능개선을가져올수있다.법률,생명공학,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메인 특화 BERT 언어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11, 12, 13]. 특히, 특화된 도메인을 처음

부터 학습하는 방법을 이용한 성능과 비교해 일반적인 도메인

을 사전학습한 후, 모델에 추가적으로 학습한 모델의 성능이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4].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추가 사전 학습 방법을 이용하였다. 정상군이 추가 사전 학습

된 모델은 BERTcontrolled, 환자군이 추가 사전 학습된 모델은

BERTpatients로 구분해 분류 태스크에 사용하였다. 정상군과

환자군 분류의 기준은 추가 사전 학습된 BERT의 PPL을 이용

하였다.

1https://aiopen.etri.re.kr/

3. 2단계 분류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류 모델은 그림 1 과 같이 2단계로

구성되어있다.첫번째단계는정상군과환자군발화문각각으

로추가사전학습하여각도메인에특화된 BERT언어모델을

이용해분류를진행한다.두번째단계는첫번째단계에서분류

가 되지 않은 문서를 대상으로 미세조정한 단일 BERT 모델을

이용해 분류를 진행한다.

3.1 1단계 분류

본 논문은 정상군과 환자군의 PPL 차이를 기반으로 1단계

분류를 수행하였다. 1단계 분류는 페어 언어모델을 이용해 수

행하였다. 페어 언어모델은 추가 사전 학습 방법을 이용했다.

환자의 언어적 자질의 특성을 학습하기 위해 의사의 발화를

제외하고, 내담자의 발화만을 학습에 사용하였다 학습을 위한

loss는 MLM loss(Masked Language Model Loss)를 사용하였

다.

PPL(x1, x2, ..., xn) = P (x1, x2, ..., xN )−
1
N (1)

= N

√
1

P (x1, x2, ..., xN )
(2)

수식 (1)과 수식 (2)에서 (x1, x2, .., xN )은 토큰으로 구분된

입력된 문장을 표현한다. N은 문장의 토큰 수를 의미하고,

P (x1, x2, ..., xN )는 문장의 생성 확률을 의미한다. PPL은 문

장 생성 확률의 역수를 입력된 문장의 토큰 수로 정규화하여

계산된다. 이는 문장 내에서 모든 시점에 평균적으로 PPL 값

만큼의토큰을고민한다는것으로볼수있어낮은 PPL이낮은

값 일수록 언어 모델의 성능이 좋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상군

을 추가 사전 학습한 언어 모델은 정상군 데이터에 대해 낮은

PPL을보이고,환자군데이터에대해서는높은 PPL값을보일

것이다. 반대로, 환자군 데이터를 추가 사전 학습한 데이터는

정상군 데이터에 대해 높은 PPL을 보이고, 환자군 데이터에

대해서는 낮은 PPL 값을 보일 것이다.

PPLversion(doc) = PPL(BERTversion(doc)) (3)

Score(doc) = PPLcontrolled(doc)− PPLpatients(doc) (4)

페어 언어모델을 이용한 분류는 BERTcontrolled과

BERTpatients 의 차이를 점수로 사용해 수행하였다.

수식 (3)에서 version은 정상군과 환자군을 표현하고,

PPL(BERTversion(doc))는 문서 내의 문장들의 평균 PPL

을 표현한다. 정상군과 환자군 BERT에서 각각 수식 (3)으로

구해진 PPL의 차를 구해 분류를 수행한다. Doci가 정상군의

문서일 경우, PPLcontrolled의 PPL은 PPLpatients의 PPL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PPLpatients의 PPL은

PPLcontrolled의 PPL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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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4)와 같이 Score(doc)는 Doci에 대해 version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는 PPL의 값을 이용해 구하였고, Score(doc)를

분류에 사용하였다.

산출된 Score(doc)를 Threshold를 이용해 정상과 환자로 분

류한다. 이 때 Threshold는 학습 데이터 셋을 기준으로 결정

한다. 산출된 Score(doc)를 정상군, 환자군 레이블을 기준으로

각각으로 분류 후, Score(doc)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 환자군 레이블: [1.2571, 0.1821,..., 0.2705, 0.2569]

• 정상군 레이블: [0.3891, 0.3825, . . . , -1.1459, -1.1466]

위 예시와 같이 환자군의 가장 낮은 Score(doc)를 정상군

Threshold로 결정하고, 정상군의 가장 높은 Score(doc)를 환

자군의 Threshold로 결정한다. 검증 데이터 셋과 평가 데이터

셋을대상으로그림 2와같이결정된정상군의 Threshold미만

의 Score(doc)는 정상으로 분류하고, 환자군의 Threshold 초

과의 Score(doc)는 환자로 분류를 수행한다.

그림 2. 분류 방법

3.2 2단계 분류

그림 2와 같이 1단계 분류에서 정상군의 Threshold와 환자

군의 Threshold 사이의 Score(doc)를 가져 분류가 되지 못한

문서는 2단계에서분류된다. 2단계는미세조정한 ETRI BERT

에 Linear Self Attention층을 더한 모델을 이용해 분류를 수행

한다. 각 문서를 512의 크기를 가진 문장들의 집합으로 바꾸어

미세조정된 BERT의 입력으로 한다. BERT의 아웃풋은 문장

단위로 분할되어 각 문장들의 평균을 취함으로써 문장 단위의

표상이 된다. 요약된 벡터 값을 통해 문장마다 다른 가중치를

얻는다. 가중치와 벡터들의 평균을 곱하고 소프트맥스를 통해

점수를 얻고, 점수와 문장들의 곱의 합을 구해 문서의 아웃풋

을얻는다.마지막으로MLP와시그모이드를통해문서에대한

분류를 수행한다[10].

3.3 alpha 가중치 사용

PPL 기반의 1단계에서 다수의 문서를 분류하기 위해 수식

(5)와 같이 PPLpatients(doc)에 alpha 가중치를 부여해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alpha 가중치는 문서들의 문장 단위 데이

터를 대상으로 미세조정된 BERT 언어 모델을 이용해 결정하

였다. 1단계 분류 과정 중 문서 내 문장들을 대상으로 환자로

분류된 문장의 문서 내 비율을 기준으로 문서별로 다르게 적용

되도록 설정하였다. alpha 가중치를 통해 PPLcontrolled(doc)

와 PPLpatients(doc) 차이가 커지고 1단계 분류과정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었다.

PPLpatients(doc) = (1-alpha) ∗ PPLpatients(doc) (5)

4. 실험

4.1 데이터 셋

표 1. 알츠하이머병 데이터 셋

데이터 정상군 환자군 합계

학습 데이터 287 155 442

검증 데이터 36 19 55

평가 데이터 37 20 57

표 2. 조현병 데이터 셋

데이터 정상군 환자군 합계

학습 데이터 287 227 514

검증 데이터 36 28 64

평가 데이터 37 29 66

데이터 셋은 병원에서 수집한 실제 알츠하이머, 조현병 데이

터 셋으로 각각 정상군과 환자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와

내담자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츠하이머 병 데이터

셋은 총 401개의 문서이고, 조현병 데이터 셋은 총 437개의 문

서이다.표 1,표 2와같이알츠하이머병과조현병데이터셋의

정상군데이터수확보를위해두데이터셋의정상군데이터를

병합해실험하였다.미세조정을위한데이터셋과사전추가학

습을 위한 데이터 셋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 하였다. 표 1과 표

2는 BERT의 미세조정에 사용되었다. 표 3과 표 4는 페어 언어

모델의 사전 추가 학습을 위해 문장으로 나누어 사용되었다.

4.2 실험 결과

단일 BERT 언어 모델을 미세조정 후 Linear Self Attention

층을 더한 모델을 Base line으로 설정하였다. DP는 의사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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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알츠하이머병 추가 사전 학습 데이터 셋

데이터 정상군 환자군

학습 데이터 26,412 14,608

검증 데이터 3,212 1,555

평가 데이터 3,388 1,919

표 4. 조현병 추가 사전 학습 데이터 셋

데이터 정상군 환자군

학습 데이터 26,306 25,673

검증 데이터 3,535 3,263

평가 데이터 3,292 3,448

자의 발화를 모두 사용해 실험한 결과를 의미하고, P는 환자의

발화만을 사용해 실험한 결과를 의미한다.

표 5. 알츠하이머병 Base line 모델 실험 결과

발화 정확도 F1-점수

DP 89.47 85.71

P 82.46 68.75

표 6. 조현병 단일 Base line 모델 실험 결과

발화 정확도 F1-점수

DP 86.36 85.25

P 87.88 86.21

표 5는알츠하이머병 Base line결과로서환자와의사의발화

를사용한성능이 57개문서중 51개의정답으로환자발화만을

사용한 정확도에 비해 정확도가 약 7%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6은 조현병 Base line 결과로서 66개 문서 중 58

개의 문서가 정답으로 환자와 의사의 발화 모두를 사용한 성능

에 비해 환자의 발화만을 사용한 정확도가 약 1%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는 2단계 분류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는 표이다. ACC는

모델의최종추론값에대한정확도이고, ACC1은 PPL기반으

로 분류한 1단계에서의 분류 성능, ACC2는 1단계에서 분류가

되지 않은 문서들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의 분류 성능의 의미

한다. alpha는 가중치를 부여한 모델의 결과이고, alpha가 표

시되지 않은 항목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모델의 결과이다.

알츠하이머병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하는 가중치가 부여된

모델의 경우, 1단계 분류에서 52개의 문서 분류를 시도해 47

개의 정답을 보이고, 2단계 분류에서 남은 5개 문서 중 4개의

정답을 보였다. 조현병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하는 가중치가 부

여된 모델의 경우, 1단계 분류에서 51개 문서 분류를 시도해

48개의 정답을 보이고, 2단계 분류에서 남은 15개 문서 중 14

개의 정답을 보여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 반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조현병 모델의 경우, 1단계 분류에서 66개의 문

서 모두 분류를 시도하였지만 49개의 정답을 보여 성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2단계 분류 모델 실험 성능

질병 ACC ACC1 ACC2

알츠하이머 78.95 81.13 50.00

알츠하이머(alpha) 89.47 90.38 80.00

조현병 74.24 74.24 0

조현병(alpha) 93.94 94.11 93.33

이처럼 알츠하이머병, 조현병 모두 가중치를 부여한 모델이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중치 부여로 2단

계분류과정에서정답으로분류하지못하는문서를 1단계에서

분류하고, 1단계에서 정답으로 분류하지 못하는 문서를 2단계

에서 분류가 되었기 때문이다.

네 가지 모델 모두 1단계 분류 과정에서의 분류 성능이 비

교적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단계

분류 과정에서의 미세조정된 모델의 성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단계 분류 과정에서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문서에 대해 1단계 분류 과정에서 모두 분류가

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PPL을 이용해 분류하는 1

단계와 분류 과정과 미세조정된 BERT 모델이 분류하는 2단계

분류 과정 모두 같은 언어적 자질을 가지는 문서에 대해 같은

성능을보이는것을확인할수있고, alpha가중치를통해상대

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1단계 분류 과정에서 많은 문서의

분류 시도가 모델의 최종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알츠하이머병 단일 BERT 모델과 2단계 모델 성능 비교

모델 정확도

Base line(DP) 89.47

2단계 모델(1단계) 90.38

2단계 모델(2단계) 80.00

2단계 모델(전체) 89.47

표 8, 9는 단일 BERT 모델을 이용한 Base line과 표 7에서

alpha를 부여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것을 보여준다.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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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조현병 단일 BERT 모델과 2단계 모델 성능 비교

모델 정확도

Base line(P) 87.88

2단계 모델(1단계) 94.11

2단계 모델(2단계) 93.33

2단계 모델(전체) 93.94

모델의 최종 성능이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는 동일하고, 조현

병의 경우는 Base line에 비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단계 분류 과정의 성능이 Base line의 성능보다 우수한

점을 보아 정상군과 환자군의 언어적 자질의 차이가 있음을 보

이고, 정상군과 환자군 페어 언어 모델 간의 PPL 차이를 통한

분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나아가 언어적 자질의

차이를 확대해 분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명가능한 인공

지능 메커니즘을 적용해 각 문서의 어떤 요인이 분류에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5.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은 2단계로 모델을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1

단계 분류 과정은 정상군과 환자군의 PPL의 차이를 이용해 분

류를 시도한 페어 언어 모델이고, 2단계 분류 과정은 PPL을

바탕으로 분류하지 못한 문서에 대해 미세조정한 BERT 단일

모델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또한 문서별 가중치를 상이하게 주

어 1단계 분류 과정과 2단계 분류 과정 간의 성능 보완을 통해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실험 결과, BERT 단일 모델을 이용한 Base line에 비해 조

현병 분류 성능은 약 6% 상승하였고, 알츠하이버병 분류 성능

은 동일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1단계 분류 과정에서의 성능이

Base line 성능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단계모델을이용해최종분류태스크실험결과,알츠하이머병

의 성능이 향상됨을 보이지는 못하였지만 정상군과 환자군의

언어적 자질의 특성이 담긴 페어 언어 모델을 통해 PPL에 따

라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이고, 환자군과 정상군의 언어적

자질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 LIME,

SHAP알고리즘[15, 16]과같은설명가능한인공지능메커니즘

을 적용해 딥러닝 모델이 환자로 분류하는 주요 인자를 도출하

고, 주요 인자의 자질을 이용해 PPL 기반의 분류 성능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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