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경험이 중요한 의료 분야에서 의사에 의해 쓰여진 환자기록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이 귀중한 정보이다 만약 의사가 환자 기록으.

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현재 환자,

의 문제를 다루고 치료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즉 의료 분야에. ,

서의 과거의 정보는 미래의 진료 방식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그 동안 환자가 보, ,

여 온 증상 치료 효과에 대한 과거의 기록은 의사들이 그 환자의, ,

질병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도록 해 준

다 그 결과 그 정보들은 그 다음 행해져야 할 치료에 대한 방향. ,

결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더욱이 요즘에는 의료 상황을 컴퓨터로 기록보관하는 병원이, ․
늘고 있다 이렇듯 컴퓨터로 인식 가능한 형태의 문서의 증가는. ,

광대한 양의 의료 정보를 언어학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분석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상당한 양의 의료 문서에 내포되.

어 있는 지식이 자동적인 방법에 의해 추출이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 정보 추적 시스템에서 의료 임상 문서를 대

상으로 고차원적인 개념의 시맨틱 태그를 다는 태깅 시스템에 관

하여 서술한다 본 시스템에서 태그는 증상 처방 성능 과 같. ‘ ’, ‘ ’, ‘ ’

이 의료 문서의 각 구절 이 담고 있는 정보의 종류가 된(phrase)

다 이러한 태그를 통해 추적 시스템은 의사들이 알고 싶어하는.

과거 케이스의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본 태깅 시스템은 시맨틱.

태깅을 위해 기존의 어휘 및 의학 용어 자원과 Hidden Markov

을 사용한다Model(HMM)[1] .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실용적.

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연구는 의사들이 과거의 환자 기록에 포함

되어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그들의 간접 경험을 늘릴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 시스템은 의료 임상 문서. ,

를 대상으로 의 분석이나 단순히 단어의 종류에syntactic level

대한 의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구절을 단위로 구절이 뜻하는 의

학적 개념을 정보로서 제공하려는 시도를 한다 또한 본 시스템. ,

은 을 위하여 학습셋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 구절robust tagging

의 의미를 추측하는 방법을 제공한다(unknown phrase) .

관련 연구관련 연구관련 연구관련 연구2.2.2.2.

과 은 의료 도메인의 의 특성에 대하여[10] [13] sublanguage

언급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의료 기록은 의사 외의 보통 사람들은.

이해 못 하는 수많은 전문 용어와 약어 그리고 기호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위를 향하는 화살표 기호는 종종. , '증가라는'

뜻을 의미한다 그리고. 'sl'는 'slight'의 약어이다.

이제까지의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태깅 시스템에서는 가장POS

알맞은 태그를 찾기 위해 모델을 사용하였다 일부 시HMM [2].

스템들은 모델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특정 기능을 더 붙여서HMM

사용하였다 와 는 모델을 이용한 태깅 시스템. [3] [4] HMM POS

에 각각 와 라는 개념을 도입하ambiguity class euivalence class

였다 본 시스템 역시 단어 그 자체를 사용하기보다 적당한 클래.

스로 그룹지어 이용하는 의 개념을 개조하여equivalence class

이용한다.

현재까지의 의료 분야의 태깅 시스템은 주로 어휘 레벨의

또는 시맨틱 태깅을 하였다 과 은syntactic . [5] [6] Unitified

을 이용하여 의학 용어에 대Medical Language System (UMLS)

하여 어휘적으로 의미 태깅을 하였다 그리고 과 는 단어. [7] [8]

에 대한 태거를 만들었다 반면에 본 시스템은 의미 단위라POS .

할 수 있는 구절에 대한 태깅을 시도한다.

의료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여러 시스템 역시 있어 왔

다 와 은 개의 포맷 타입을 정의하여 의료[9, 10, 11]. [9] [10] 6

기록에서 많은 정보를 포맷에 맞추어 분류하였다 은 의료. [13]

문서를 대상으로 약어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disambiguation

다.

목적 태그목적 태그목적 태그목적 태그3.3.3.3.

본 태깅 시스템의 목적은 문서 대상 의료 정보 추적 시스CDA

템을 위하여 의료 임상 문서에 시맨틱 태깅을 하는 것이다 본 연.

구는 의사가 관심 있어 하는 질문 리스트 서울대에서 제공 에 대( )

한 답을 추적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그 중,

모델을 이용한 의료 문서 대상 고차원 개념 태깅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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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의료임상 문서의 구절 를 대상으로 고차원 개념의 정보를 태깅하는 시맨틱 태깅 시스(phrase)
템를 제안하고 있다 시스템은 의사들이 기록한 임상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한다 태깅은 와. . UMLS POS,
약어 태깅이 된 문서를 대상으로 모델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태깅된 결과는 의료 상에서의 경험HMM .
적 지식을 추출하는데 이용되어 의사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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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가 의 치료에 어떻게 쓰이나와Y ' 'Y의 상황에서 의 효과가 무X

엇인가라는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단기 목표로 삼고 있다' .

여기에서 는X {Medical Device, Biomedical or Dental Material,

는Food, Thepapeutic or Preventive Procedure}, Y {Finding,

으로 각각 대체될 수Sign or Symptom, Disease or Syndrome}

있다 그 두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

병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문서Clinical Data Architecture (CDA)

에서 각 환자의 과거 치료 기록인 입원후경과부분을 지식[12] ' '

소스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구절에 적당한 시맨틱,

태그를 할당한다 따라서 많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많은 태. ,

그가 필요하지만 본 시스템에서는, '증상', '처방', '효과를 목적'

태그로 하고 있다.

본 시스템의 목적 태그는 여타의 다른 태깅 시스템과 본 시스템

을 구별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목적 태그 자체.

가 고차원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단어의 문법적 역할과 의.

학적 의미를 태깅하는 태그와는 달리 본 시스템의POS, UMLS ,

목적 태그는 사용자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의해 바로 활용될 수있다 목적 태그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목.

적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학습셋 문서만 바꿔 주면 다른 목적 태그.

를 가진 태깅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다.

모델을 이용한 시맨틱 태깅 시스템 구성모델을 이용한 시맨틱 태깅 시스템 구성모델을 이용한 시맨틱 태깅 시스템 구성모델을 이용한 시맨틱 태깅 시스템 구성4. HMM4. HMM4. HMM4. HMM

시맨틱 태그를 구절에 할당하는 시스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사람이 무언.

가를 기록할 때는 특정 순서를 따른다는 사실에 기인하였다 예를.

들어 보통 원인 뒤에는 결과가 오게 되고 사건은 시간 순서로 기,

술되게 된다 본 연구는 문서의 데이터가 그러한. CDA narrative

암묵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다고 가정한다.

다른 태거가 문법 규칙이나 패턴 자주 나오는 순서를 상POS ,

황정보 로 하여 모델을 이용하는 것처럼 본 연구에(context) HMM

서는 의료 임상 문서의 순서 측면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모HMM

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서에 한글과 영어 단. ,

어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언어의 문법적인 요소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은 특정 순서로 메모를 하는 경향을 갖고. ,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을 이용한 시맨틱 태깅 시스템을 제HMM

안한다.

를 이용한 태거의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과 같다 전HMM [ 1] .

체는 크게 학습 단계와 태깅 단계로 나뉜다.

학습 단계학습 단계학습 단계학습 단계4.1.4.1.4.1.4.1.

우선 문서에 태깅과 태깅을 수행하여 단어의 기본, POS UMLS

적인 문법 역할과 의학 용어일 경우 어떤 종류의 용어인지를 분명

하게 한다 그 후 태깅된 정보와 기호와 수치 표현을. , POS, UMLS

이용하여 약어 을 시행한다 이는 본 연구에disambiguation [13].

서의 목적인 시맨틱 태깅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분석이 다소 필

요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전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기초가 되는 태깅 작업이 끝난 후에는 문서를 구절로 구분하여

각 구절을 단위로 한다 이 단계에서 구분된 구절을 대상으로 각.

구절에 태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구절은 태그셋 중. POS

후 후 함"/EFC", "/EFN", "/NNCV", " /NNCG", " /NNP", " /NNP",

을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태깅의 단위를 단어가 아닌 구절"/EFF" .

로 한 이유는 이 연구의 목표가 고차원적인 개념을 태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태깅의 대상으로 의미를 가진 단위가 필요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문서의 의사 기록 부분에는 문장이 불분명. , CDA

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와 용언으로 이루어진 구절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다음 과정은 전 단계에서 구분된 구절 안의 단어가 담고 있

는 정보를 와 연결시켜 그 구절을 대표하는 패equivalence class

턴을 만드는 것이다 는 단어와 관련된 일반화. equivalence class

된 범주들의 집합이다 이는 데이터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본 시스템에서는 구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표 에서는 구절을 이루는 단어. [ 1]

를 위한 의 종류를 그림 에서는 구절과equivalence class , [ 2]

의 연결을 보여 주고 있다equivalence class .

와의 연결이 끝난 후에는 학습셋을 구축하기equivalence class

위하여 수동으로 목적 태그를 구절마다 표시해 준다 수동 태깅을.

마지막으로 학습셋이 완성되게 된다.

그 후에는 학습셋을 대상으로 빈도수 계산을 통하(frequency)

여 모델에서 필요한 전이 확률과 발산 확률을 구함으로써HMM

학습셋에 맞는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수동 태깅이 된 학습HMM .

셋이 없어도 된다는 을 통한 학습의 장점Baum-Welch algorithm

이 있지만 태깅의 정확도가 빈도수 계산을 통한 학습보다 현저하

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 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하[14,15]

지 않았다.

태깅 단계태깅 단계태깅 단계태깅 단계4.2.4.2.4.2.4.2.

태깅이 필요한 문서를 대상으로 약어 태깅와UMLS, POS,

와 연결시키는 단계까지를 학습 단계에서와 같equivalence class

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그 후에는 학습 단계에서 수립된 모. HMM

델에 기반하여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가장 알맞은 태Viterbi [16]

그림[ 1 태깅 시스템의 전체 구성]

그림[ 2 구절과 의 연결] equivalenc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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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를 찾아내어 태깅을 한다 이 때 학습셋에 나타나지sequence .

않았던 구절 패턴 의 태그는(unknown phrase) unknown phrase

의 패턴과 기존 학습셋에 나타났던 패턴의 유사도를 통해 예측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능 평가 및 분석성능 평가 및 분석성능 평가 및 분석성능 평가 및 분석5.5.5.5.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

터 제공 받은 문서 중 문서의 입원후 경과 섹션으로 수CDA 300 ' '

동으로 태깅을 하여 문서셋을 구축하였다 이 중 개는 학습셋. 200 ,

개가 평가셋이며 학습셋은 개의 태깅 대상이 되는 구절100 1187

로 이루어져 있고 평가셋은 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시스템을, 601 .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평가지수 은 총태그 수에 대한 정(measure)

확한 태그 수의 비율이다 그림 은 기본적인 모델로 측정한 시. [ 3]

스템 성능과 에 대한 처리가 추가된 시스템의 성unknown phrase

능을 각각 보여 주고 있다 기본적인 모델에서보다. unknown

에 대한 처리가 추가된 시스템의 성능이 정도 향상된phrase 6%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시스템의 성능이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지만 시스템

개선의 방향을 이번 실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

었다.

목적 태그셋을 확장하여 문서 내에서의 전이 확률을 좀더 정(1)

확하게 만들고자 한다.

모델에서 가장 적절한 초기 확률을 찾는다(2) HMM .

단순한 추측 방법을 보다 지능적으로 발전(3) unknown phrase

시킨다.

최대한 수동 태깅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다(4) .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6.6.6.6.

본 논문에서는 모델에 기반한 의료 문서에 대한 시맨틱HMM

태깅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고차원 개념의 의미 태깅 결과는 의료.

정보 추적 시스템과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

는 정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의료 문서의 또 다른.

중요한 정보원인 기호와 수치 표현을 각 구절을 나타내는 데 반영

하고 좀더 다양한 태그를 선정하여 의료 문서에 포함돼 있는 귀중

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유용하게 추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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