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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디지털화된 정보의 축적은 의료 영역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병원의 환자 진료기록을 담은 임상 문서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으로 저
장되어 축적되고 있으며, 출간되는 의학문헌들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되어 인터넷으로 검색 및 활용이 용이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폭
증은 오히려 찾고자 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정보의 역
설을 낳는다.
이번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의학 정보 검색을 위해, 대용량으로 축적되
고 있는 의학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의학 정보 검색 질의어 생성에 활용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탐구해 보았다. 의학 및 생물학 관련 문헌 데이터
베이스인 메드라인은 문헌 별 제목, 초록, 주요 주제어 등 항목들이 구
조화된 필드 형태로 정리되어 관리되고 있다. 각 메드라인 문서에 인덱
서가 매뉴얼하게 태그한 주요 주제어를 지식이라고 가정한다면, 메드라
인 데이터베이스는 각 문서 별 일반 텍스트 단어 집합과 주요 주제어가
상호 링크된 대용량 지식 소스라 생각할 수 있다.
대용량 외부 코퍼스인 메드라인에서 질의어 관련 문헌을 검색하고, 해
당 문헌에 태그된 주요 주제어를 추출해 원래 질의어 확장에 사용할
때, 의학 정보 검색에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
서는 이러한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방식을 기존 다른 질의어 확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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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비교해 실험을 수행하고 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또한 메드라인의
필드 구조를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방식은, 폭증하는 데이터에 편승해 성능
의 효과성 및 안정성을 더욱 높여갈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급증하
는 의학 데이터를 확장 질의어 추론 데이터베이스로서 활용해 뚜렷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는 방법론을 탐색해 보았다.

주요어: 의학 정보 검색, 질의어 확장, MeSH, 외부 코퍼스
학번: 201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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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본격적으로 등장한 근거중심의학
(Evidence-based medicine)의 개념은 환자의 문제에 대해 의사결
정을 내릴 때 가장 적절한 과학적 연구 근거를 활용하는 것을 말
한다 [1]. 이것은 의사의 경험에 근거한 임상적 전문성과 체계적
인 연구로부터 얻어진 임상 근거를 통합하여 최선의 진료를 제공
해 주기 위함이다. 근거중심의학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
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거에
해당하는 정보를 잘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은 컴퓨터의 대중화 및 정보의 디지털화
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인터넷의 발달
과 함께 정보의 검색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주요 요인이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존까지 아날로그 문서 형태로 관리되던 텍
20여

년

전부터

스트 정보들이 전자화되어 기록되어 사용되고 있다. 의학 영역에

E

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다. 전자의무기록 ( lectronic Medical

Records)

입

시스템의 도 으로, 많은 병원에서 생성되는 환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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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록들은 디지털 정보로 축적되어 저장되고 있다. 또한 해 다

표

출간되는 의학 연구 문헌의 수는 폭증하고 있어, 대 적인 의학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PubMed [2]의

우 현재 2천2백만 여 개의 문헌이 인덱스 되어 있다.

경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폭증은 오히려 찾고자 하는 정보를 검색

[]

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정보의 역설을 낳는다 3 . 기존 정보 검

순
없게 되었다.

율

색 시스템의 단 한 적용만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효 적

[]
의료 현장에서 가지는 질문 중 약 40%에서 정답을 찾지 못하며,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서는 질문의 단어를 다시 선택(rephrase)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질의
어(query)를 수정하는 작업은 사용자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
하는 부분으로, 이것은 정보의 활용을 제한하는 현실적인 장애물
으로 찾을 수

한 연구에 의하면 4 , 임상 의사가

이 된다.

처음 입력
한 짧은 검색 질의어에 더해 관련 단어를 자동으로 추가해 입력
해 주는 질의어 확장 방식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일차적으로 검색된 상위 랭크 문서에서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
질의어
확장
단어를
추출하는
의사
적합성
피드백
(Pseudo-relevance feedback) [5,42] 기법이나, UMLS(Unified
이러한 검색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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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와 같은 온톨로지

Medical Language Syste ) 6

같은 뜻을

자원을 활용해

표

가지는 단어를 추가해주는 방법 등이 그 대 적인

예

라 할 수 있다.

동 질의어

하지만 이러한 자

확장 방법의 효과는 상반된 결과를

f m

낳을 수 있다. 사용자의 정보 요구(In or ation need)에 부합되는

m

우

단어가 확장 질의어(query expansion ter )으로 추가되는 경

검색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용자의 정

없거나(irrelevant) 모호한 의미의 단어가 추
가되는 경우 검색 성능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주
어진 질의어의 성격 및 대상 문서 코퍼스의 성격 등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질의어 확장 방식을 선택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 요구

와

관련성이

이번 연구에서는 의학 영역에서 검색 관련 주요 태스크의 하나
인

케이스

기반 검색(Medical case-based retrieval) 및 환자 코

P

h

f

k

호트 검색 ( atient co ort inding tas )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
였다.

케이스 기반 검색은 특정 환자 케이스를 진단하려는 임상
의사를 타겟 사용자(target user)로 가정하고 있다. 임상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와 유사한 케이스를 의학 연구 문헌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법 선택에 도
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임상 의사의 진료 환경에서 대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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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에, 연구 문헌에 대한 정보 검색 과정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진료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면하는 개별 환자

실용적인 검색 태스크이다.

케이스

기반 검색의 질의어(query)로는 환자의 나이, 성별, 증

T

R

판독문이 포함된다. 임상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환자의 진단명 및 치료명 등
정보는 제거된 상태이다. 즉 질병명, 치료명 등 주요 정보 없이
장황하게 기술된(verbose) 간접 정보만으로 관련 문헌 검색을 수
행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진단명, 치료명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
상 및 C , M I 등 검사 결과

다.

케이스 질의어의 예시로 다음 예시를 참조할 수 있다.
‘A 79-year-old female with loss of consciousness following a
fall. CT scan shows a concave fluid collection in the left
frontotemporal region with mild mass effect and some effacement
of lateral ventricle. A CT scan on a different patient with the
same diagnosis shows a large crescent-shaped fluid collection in
the right fronto-temporo-parietal region with a severe midline
shift.’
이러한 케이스 질의어는 문서 랭킹에 중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가 혼재된 특성을 지닌다. 즉, 주어진 질의어의 모든 단어가
- 4 -

와 일치하지 않으며 일부 단어는 원하는 문서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검색 성능을 저하시키는 역

사용자의 정보 요구
를 찾는데
할을 한다.

케이스 기반 검색에서 사용되는 질의어의 성격은 기존 의학 검
색에서 가정되는 키워드 기반 검색(keyword-based retrieval)과
상반된 성격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의학 검색에서는 PICO로 대
표되는 Problem, Intervention(Treatment), Comparison, Outcome
에 해당하는 질병명, 치료명, 예후 등의 주요 정보를 검색 키워드
로 사용해 왔다 [38]. OHSUMED [39] 와 같은 기존 정보 검색
테스트 컬렉션에서도 키워드 기반 검색어가 질의어로 사용되어
검색 시스템의 평가에 쓰였다. 하지만 케이스 기반 검색의 케이
스 쿼리의 경우 이러한 주요 정보가 제외된 채 간접 정보만을 활
용할 수 있다.
이러한

케이스

기반 검색과 관련해 정보 검색 연구기관에서는

Open Challenge형태의 태스크를 기획하고 테스트 컬렉션을 만들
어 각 참여 연구팀들 간의 검색 방법론을 비교 평가하는 절차를
일 년 단위로 진행해 왔다. 정보 검색 관련 대표적인 연구기관으
로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의 TREC (Text Retrieval Conference), 일본 NII(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의 NTCIR (NII Test collection for IR
- 5 -

m

EU의 CLEF (Conference
Evaluation Forum)가 대표적이다.
Syste s)

및

and

Labs

o

f the

Figure 1. TREC 및 CLEF의 검색 태스크 별 진행 절차 개요
음 같은 진행 절차를 밟
는다. 먼저 검색 목적 및 적용 도메인에 따른 검색 Task를 설정
하고 관련된 질의어 및 테스트 컬렉션을 생성해 연구 참여자들에
게 배포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검색 방법론을 적용해 검
색 결과를 제출한다. 각 Task별로 취합된 검색 결과를 이용해 풀
링(pooling)과정을 거쳐 리뷰 대상 문서를 추출한 뒤 매뉴얼 리뷰
를 통해 정답 문서 여부를 판별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정답
문서 리스트(Gold standard)를 이용해 각 참여팀 별 검색 결과의
성능을 계산한다. 참여팀 별 검색 방법론의 평가된 성능을 토대
이러한 기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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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 출간(publish)한다.
이 가운데서 CLEF에서는 최근 수 년여 간 Medical
case-based retrieval task를 진행해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CLEF의 2013년 케이스 기반 검색 테스트 컬렉션을 활용해 검색
로 연구 문헌을

방법론을 적용 및 평가를 하며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테스트 컬
렉션에서는 기존 통계적

[18]

모델에 기반한 의사 적합성 피드백 기법

및 어휘 자원을 활용한 질의어 확장 기법(Lexical query

왔으나 모두 기본
비해 유의한 성능 향상에 실패했었다.
expansion)

[19]

등이 시도되어

검색

모델에

또 하나의 테스트 컬렉션으로 사용한 환자 코호트 검색 태스크

P

h

( atient co ort

finding

k

tas )는

특정

건

환자에 대한 조 을 검색

m
건
합하는 환자를 찾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임상 연구를 수행할 때
근거(evidence)에 해당하는 관련 환자군을 모집하는 상황과 밀접
한 관련성이 있어, 의학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직접 도움을 줄
질의어로 해서 임상 문서(Clinical docu ent)를 검색해 조 에 부

수 있는 태스크이다.
환자 코호트 검색 태스크의 검색 질의어로는 환자가 가진 질병

명

예시로 ‘Female
patients with breast cancer with mastectomies during
admission’ 혹은 ‘Elderly patients with ventilator-associated
및

치료명

등이

키워드로

주어진다. 질의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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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령

명 치료명

pneu onia 등을 들 수 있다. 연 대 성별 질병

등에

건

대한 조 이 질의어 단어로 주어졌다.
이 태스크는

케이스 기반 검색의

질의어

와 상반되게 키워드 위

주로 간결하게(concise) 단어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검색 대상

퇴원 요약지(Discharge summary), 영상의학검사
판독문(Radiology report) 등 임상 문서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임
상 문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메드라인과 같은 연구 문
헌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 따라서 확장 질의어를 사용
하는 검색 연구 시 다른 성격을 지닌 문서 집합에서도 효과적인
문서 코퍼스가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또한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임상 진료 및 의학 연구 라는 의학 영역에서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성격의 중요 태스크에 대하여 효과적인 검
색 방법론을 시도해 보았다. 이 두 태스크는 다르지만 상호 보완
적인 관계를 지녀 임상 현장에서 의학 문헌으로의 접근을 쉽게
해주고, 의학 연구 시 임상 진료 기록을 쉽게 검색해 연구에 활
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두 태스크를 서로 보완함으로써 근
거중심의학의 활성화라는 효과를 기대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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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검색 연구를 통한 근거중심의학의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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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태스크에, 대용량 의학문헌 데이터
베이스인 메드라인(MEDLINE)을 활용해 질의어 확장을 수행하
는 방법을 탐구해 보았다. 메드라인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 들

생성 및 관리하는 대용량의 의학 문헌 데이터베이스로 각 문헌

판 종류 (Publication type), MeSH (Medical
[7] 등의 정보가 항목별로 나뉘어 구조화되어

별로 제목, 초록, 출

j

Sub ect Headings)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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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메드라인 문헌 초록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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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Title 항목에 기재된 단어가 그 문헌의 주
요 주제어라고 가정한다면, 각 문헌 별 MEDLINE 자료는 문헌의
전반적인 정보와 주요 주제어가 서로 연결된, 태그된 지식 소스
(Tagged knowledge source)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태그된 지
식이 방대한 양으로 쌓여 있는 메드라인을 지식 소스로 활용해,
검색 성능 향상을 위한 자동화된 질의어 확장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찾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성이 높지만 사용자가 질
의어에 누락된 단어를 추가해주거나, 사용자가 질의어를 입력할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하는 주요 관련 정보를 예측해 추가해 줄
문헌 별 MeSH

수 있을 것이다.

케이스 검색의 경우 주요 키워드에 해당하는 환자의 질병명 및
치료명 정보가 누락된 상태이다. 의학 연구 문헌의 경우 대상 질
환 및 검사, 치료법 등이 중요 정보이므로 MeSH descriptor로
태깅되어 있다. 주어진 케이스 질의어의 간접 정보를 활용해 연
관성이 높은 문헌을 검색하고, 이 검색된 문헌에서 주요 질병 및

치료명 정보를 추출해 검색에 활용한다면 검색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 주어진 질의어에 환자의 질병
명 및 치료명 등 주요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의학
용어는 같은 뜻을 지니는 동의어 등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다.
환자 코호트 검색 태스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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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줄 수 있다면 질의어에 사
용된 단어와 문서에 사용된 단어간 불일치 (Term mismatch)
[56] 를 줄일 수 있어 검색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키워드를 이용해 관련 문헌을 검색하고, 검색된 관련 문헌에서
다른 중요 키워드를 추출해 원래 질의어에 추가해주는 작업을 수
이러한 단어를 원래 질의어에 보 해

행한다. 이것은 검색 기법을 활용해 관련된 문서를 도출하는 방
식이

키워드

움 줄

기반 검색에서도 효과성에 도 을

판단하는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의학 문헌에서
깅에 사용되는 MeSH 단어가 서로 다른 성격의

수 있는지를

주요 주제어 태
임상 문서를 대

움 줄

상으로 질의어로 추가되어도 검색 성능 향상에 도 을

수 있

찰
미 또한 지닌다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메드라인 데이터를 검색에 활
용한다는 것은 축적된 데이터의 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메드라인 데이터는 최근 10여 년 간 인덱스 된 문
헌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해 현재 2천3백만 여 개의 article이
수록되어 있다. 의생명학(Biomedicine) 분야의 출판되는 논문이
는지를 관 하는 의

증가하는 경향을 생각할 때 메드라인에 수록되는 연구 문헌의 수
는

앞으로도

활용하는 이번 연구의

절

레퍼런스로
이런 방법론은, 데이터 양에 비례해 효과
성능이 더 Robust한 특성을 가져, 데이터

폭증할 것이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외부

성이 저 로 증대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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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에

1.2.

따라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색 질의어 확장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

이번 연구에서는 검색 효과성 향상을 목적으로, 원래 질의어

m

(original query)에 확장 질의어(expansion ter )를 추가하는 방

취하였다. 기존 정보 검색 관련 연구들에서 원래 질의어
를 수정하는 작업을 질의어 재형성(query reformulation)이라 말
한다. 질의어 재형성 방법론 가운데서도 사용자의 개입
(intervention)없이 확장 질의어를 도출하는 방법론을 자동 질의
어 확장(automatic query expansion) [5] 이라 부른다.
기존 연구된 질의어 확장 방법에는 적합성 피드백 (Relevance
feedback) 및 의사 적합성 피드백 (Pseudo-relevance feedback)
법론을

방법,

어휘

expansion)

자원을
등이

활용한

질의어

표

대 적이다.

또한

확장

(Lexical

의학

m

정보

query

검색에서는

j

Controlled ter inology인 MeSH(Medical Sub ect Headings) 및

UMLS(Unified

m

Medical Language Syste ) 등 자원들을 활용하

는 방법론들이 자주 사용되어
검색을 주된 연구 도메인으로

왔다.
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의학 정보
의료 정보 검색과 관련한

논문을 위주로 기존 관련 연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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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같은

이번 논문에서는 기존 질의어 확장 관련 연구들을 다 과

체계에 따라 분류해 기술하였다.
A. 질의어 단어와 MeSH 등 컨셉 간의 직접 매칭
B. 의사 적합성 피드백 기법 기반 방법론
1. 통계적 질의어 확장 (Statistical query expansion)

타켓 코퍼스만 활용 (Target corpus)
II. 외부 코퍼스도 활용 (External corpus)
2. 태그된 지식 활용 (Tagged knowledge-based
I.

query

expansion)

타켓 코퍼스만 활용 (Target corpus)
II. 외부 코퍼스도 활용 (External corpus)
C. 기타 방법론
I.

A. 질의어 단어와 MeSH 등 컨셉 간의 직접 매칭
일차적으로 질의어에 등장하는 단어(term) 및 구절(phrase)에서
MeSH에 해당하는 컨셉을 인식(recognition)한다. 인식된 MeSH
에 대하여, MeSH descriptor name 혹은 MeSH descriptor 간의
트리 구조를 활용해 상하위 관계에 있는 MeSH descriptor, 혹은
- 15 -

MeSH descriptor별 정리된

유의어에 해당되는 Entry terms 필드

및 Scope note 필드 등을 확장 질의어로 사용한다.

Diaz-Galiano [21] [24] 등의 연구에서는 원래 질의어의 단어를
이용해 MeSH 온톨로지에서 관련 Descriptor를 찾는 방식을 취했
다. 이 연구에서는 질의어 확장 시 MeSH descriptor 및 Entry
term을 함께 추가해주는 방식을 취했다. 검색 효과성 향상을 위
해 원래 질의어에 MeSH를 추가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와 방법
론에서 유사성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보 검색 기법을
이용해 관련 질의어를 찾는 의사 적합성 방법이 아닌 직접 단어
간 매핑을 이용해 관련 MeSH 단어를 찾는 방식을 취해 차이가
있다. 또한 찾고자 하는 대상이 질의어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에 관련된 MeSH descriptor이므로, 이번 연구와 같이 케이
스 검색에서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증상 및 검사 결과 정보를 토
대로 질의어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 질병명, 치료명 등의 정보를
유추하는 방식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Lu [22] 등의 연구에서는 질의어에 주어진 단어에 Automatic
Term Mapping (ATM)을 적용해 MeSH descriptor를 인식하는
방식을 취했다. 질의어에 등장하는 단어에 기반해 직접 매칭되는
MeSH descriptor를 찾는 다는 점에서 위 연구와 유사성을 가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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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carate [23] 등의 연구에서도 질의어에서 관련된 MeSH 를
찾아 원래 질의어를 확장하는 방식을 취했다. 첫 번째로
MetaMap을 이용해 UMLS Metathesaurus에 있는 concept을 찾
아서 UMLS 컨셉명 및 MeSH를 원래 질의어에 추가했다. 두 번
째 방법으로, n-gram 방식을 적용해 관련 MeSH descriptor를 찾
으려 시도했다. 가령 원래 질의어에 단어가 ‘Microscopic giant
cell'인 경우, 가능한 n-gram들의 리스트인
1. Microscopic
2. Microscopic giant
3. Microscopic giant cell

Giant
5. Giant cell
4.

6. Cell

칭

을 이용해 MeSH descriptor를 검색하고 매 되는 MeSH를 원

었

래 질의어에 추가해 주 다. 이 방법론 또한 정보 검색 기법을

아닌 직접 단어 간 매핑을 이
방식을 취해 차이가 있다. 또한

이용해 관련 질의어를 찾는 방법이
용해 관련 MeSH 단어를 찾는

접
토대로 질의어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 질병명, 치료명
를 유추하는 방식과 접근법에 차이가 있다.

원래 질의어에 간 적으로 등장하는 증상 및 검사 결과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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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보

Zhong [25]

양

m
생성해 관련된 개체(entity)에 매핑하는 방식으로 컨셉을 인식한
뒤 컨셉 기반 표현을 검색에 유사도 점수로 활용했다.
Wu [26] 등의 연구에서는 원래 질의어를 MetaMap 프로그램을
이용해 UMLS의 컨셉으로 매핑한 뒤 해당 컨셉 단어를 원래 질
의어의 확장 질의어로 사용했다. 질의어에 등장하는 단어를 이용
해 직접 매핑되는 컨셉을 찾는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
등의 연구에서는 질의어의 다 한 na e variant를

다.

분야를 벗어나 일반 주제의
MeSH나 UMLS 대신 WordNet을
[69,70].
의학

우

검색 태스크의 경 에서는

왔

활용한 연구들이 있어 다

B. 의사 적합성 피드백 기반 방법론
1. 통계적 질의어 확장 (Statistical query expansion)

타켓 코퍼스만 활용 (Target corpus)
의사 적합성 기법에서는 원래 질의어로 타겟 테스트 컬렉션에
서 1차 검색을 수행한 뒤 상위에 랭크된 k개 문서를 정답문서
(relevant document)로 가정된다. 선택된 Pseudo-relevant
document는 원래 질의어에 추가할 확장 질의어를 추출 및 가중
치를 조정하는데 이용된다. 추출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문서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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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사용한다. 의사 적합성
피드백 기법의 통계적인 모델 중 대표적으로 Lavrenko 등의
Relevance model [18], Rocchio 등의 방법 [42], 확률론적 방법
[60,61] 등이 있다. Relevance model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2.2.2 통계적 질의어 확장 (Statistical query expansion)에서 자세
히 다루도록 하였다.
Yoo [54] 등의 연구에서는 메드라인 문서로 구성된
OHSUMED 테스트 컬렉션을 기반으로 기본 검색 모델로 벡터공
간모델(vector space model)기반의 ann.atn과 확률모델 기반의
Okapi BM25 수식을 이용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통계적 의사적합성 피드백 기법 간의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가중치의 최적 조절 알고리즘을 제안
단어 빈도수에 기반해 통계적인

하였다. 하지만 실험 대상 코퍼스가 메드라인 문헌 코퍼스 하나

점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의료 정보 검색 관련 연구 가운데 Dinh [26] 등의 연구에서, 통
계적 모델을 활용한 의사 적합성 질의어 확장 방식을 문서 단어
확장법(document expansion) 기법과 통합해 단어 불일치(Term
mismatch)를 줄여 성능 향상을 시도한 연구가 있었다. 문서 단어
확장법에서는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와 MeSH 간 직접 매칭
(String matchting)을 통해 관련 MeSH descriptor로 원래 문서
로 제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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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했다. 질의어 확장 방식으로는,
Divergence From Randomness term weighting model [28] 을
기본 검색 모델로 하여 Bose-Einstein statistics방법 [28]을 통계
모델로 확장 질의어를 추출했다.
기존 의료 정보 검색 연구 가운데, 이러한 의사 적합성 피드백
기법으로 얻어진 확장 단어를, UMLS와 같은 시맨틱 자원을 활
용해 주어진 태스크에 맞게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Liu [29] 등의 연구에서는 통계적 모델에 기반한 의사 적합성
피드백 질의어 확장 방식에 추가하여 UMLS 시맨틱 자원을 활용
해 보았다. 원래 질의어의 컨셉을 인식한 뒤 UMLS의 컨셉 간의
관계 정보를 이용해 확장 질의어를 선택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다. 질의어를 선택하는 방식은 시나리오(Scenario)를 가정해 구분
하였다. 의학 분야의 주요 태스크 분류인 병인(Etiology), 치료
(Treatment)와 같은 시나리오를 미리 정의한 뒤, 확장 질의어가
원래 질의어의 컨셉과 주어진 검색 테스크의 시나리오에 해당하
는지를 판단해 확장 질의어를 수정한다.
가령 질의어가 keratoconus(원추각막), treatment로 주어진다면
keratoconus와 의미론적 관계(semantic relation)이 ‘treat’으로 연
결되는 contact lens, penetrating keratoplasty와 같은 단어는 확
장 질의어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acute hydrops, corneal 과
텍스트를 확장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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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어는 원래 질의어와 연관되지만 시나리오에 부합되지 않
아 확장 질의어에서 빠지게 된다. 의학 영역에서 시맨틱 자원을
활용해 검색 목적에 따른 확장 질의어 선택을 향상시키고자 한
의도에서는 우리의 연구와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방법론 면에서
이번 연구의 태그된 외부 지식 활용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

II. 외부 코퍼스도 활용 ( xternal corpus)

피드백 기법의 단점으로 검색 성능의 변이성
(variability)가 꼽힌다. 이것은 상위에 랭크된 피드백 문서가 사
용자의 정보 요구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이 피드백 문서에서 추
출한 확장 단어는 노이즈(noise)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의사 적합성 피드백 방식으로 원래 질의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성능을 저하시킬 위험 또한 같이 있다. 이러한 의사 적합
성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기존 검색 연구 가운데 대용량의
외부 코퍼스 (Large external corpus)를 확장 질의어 모델 평가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Diaz [30] 등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서 수가 작은 타겟
컬렉션이 아닌 외부의 대규모 컬렉션에 대하여 1차 검색을 수행
해 피드백 문서를 획득하고 이 피드백 문서에서 확장 질의어 모
델을 생성함으로써 통계적인 모델의 성능 향상을 꾀했다. 실험
의사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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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존
Mean

타켓

코퍼스 기반 통계적 질의어 확장

Average Precision

면에서

으며, 질의어 별 성능 변화가
이것은

양질의

약 10%

줄어들어

모델에

비해

검색 성능이 향상되

었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외부 문헌 코퍼스를 활용하는 것이 의사 적합성

모델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Chirita [67] 등의 연구에서는 웹 검색 태스크를 가정하고, 개별
사용자의 개인 정보 저장소(Personal Information Repository)를
질의어 확장을 위한 외부 코퍼스로 활용하였다. 웹 검색에 사용
되는 질의어의 경우 짧고 모호한 경우가 많아 질의어 확장의 필
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때 개별 사용자의 문서 파일, 이메일, 캐쉬
된 웹 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는 연관된 확
장 질의어를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
기법의 통계학적

T

2. 태그된 지식 활용 ( agged

knowledge-based

query

expansion)

타켓 코퍼스만 활용 (Target corpus)
의학 정보 검색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연구 문헌 데이터베이스
인 메드라인은 Controlled terminology인 MeSH에 기반해 주요
주제어에 대한 태깅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미국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메드라인은 전문 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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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

덱서가 MeSH에 기반해 각 논문의 주요 주제어를 태 하기 때문
에 정보 검색 연구에서

양질의

소스로

알려지고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의사 적합성 기법을 사용해 원래 질의어에 관련된 단어를

획득

모델 대신 이 태그된 주요 주제어 필드
Srinivasan [10] 등의 연구에서는 75개의 질

하고자 할 때, 통계적인
를 활용할 수 있다.

백
랭크

의어를 이용해 23 여 개의 메드라인 초록을 대상으로 1차 검색
된 문서의 상위

문서에서 MeSH descriptor를 추출해 원래

했

질의어에 추가해주는 질의어 확장 방식을 실험 다. 실험 결과

유의한

찰 었

우 작은

성능 향상이 관 되 다. 비록 매

단일 테스트 컬

점

렉션에서 수행된 연구라는 단 을 가지지만, 이 연구는 의사 적

써 검색 성능에 향상을 가
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이번 연구와 유사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검색 대상으로 주어진 수 천여 개의 문서로 이루어진 소
규모의 타겟 코퍼스(target corpus)에서만 초기 문서 랭킹 및 질
의어 확장을 수행했다. 타겟 코퍼스와 별개로 메드라인에 현재까
지 축적된 2천2백만 여 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이용해
합성 기법에 MeSH 태그를 활용함으로

관련 문서를 찾고 질의어 확장 단어를 추출하는 이번 연구는, 확
장

단어를

추론하는

과정을

- 23 -

타겟

코퍼스에서

명시적으로

(explicitly)

분리해

외부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함

써 확장 단어 선택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

으로

가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MeSH 필드의 주요 주제어

j T
속성에 따른 분류, Title 필드를 확장 단어 소스로
활용, 출판물 종류(Publication type)에 따른 필터링과 같이 메드
라인에 구조화되어 정리된 정보를 단어 선택 과정에 체계적으로
시도해
보았다.
실험
평가에
TREC(Text REtrieval
Conference)[11] 및 CLEF(Conference and Labs of the
Evaluation Forum)[12]의 정보검색연구 관련 대회에서 사용된 여
러 의학정보검색 관련 코퍼스를 이용해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더
욱 신뢰도 높은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의사 적합성 기법으로 획득된 MeSH단어를 직접 질의어 확장
에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컨셉 기반 검색 모델 (Conceptual
language model)을 생성해 검색에 활용한 연구가 있다.
Trieschnigg [31-34] 등의 관련 연구들에서는 문서 및 질의어 각
각에서 MeSH를 이용한 컨셉 기반 검색 모델을 이용해 실험을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 수행된 방식 가운데 KNN방식의 컨셉 도출 방법
(Ma or opic)

에서, 의사 적합성 기법을 이용해 메드라인에 태그된 MeSH 필
드를 활용하고 있어

본

와

연구

관련성이 있다. 질의어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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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검색된 상위 문서의 MeSH descriptor들을 활용해 질의어에

컨셉 기반 표현(conceptual representation)을 얻는다. 메드
라인의 경우 문서 또한 매뉴얼 태깅된 MeSH descriptor를 가지
고 있어 직접적으로 컨셉 기반 표현으로 전환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컨셉 표현에 기반한 질의어와 문서 각각의 검색 모델
(Conceptual language model)은 negated Cross entory방식으로
유사도 점수(similarity score)를 계산해 기존 텍스트 기반 검색
모델에서 도출된 유사도 점수와 혼합되어 최종 랭킹에 적용되었
다. 다만 이 연구에서 관찰된 KNN방식은 타 연구에서 재현이 되
지 않는 등 일부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35].
Trieschnigg 등의 이 연구는 텍스트 기반 표현 외에 컨셉 기반
표현을 별도로 나누어 유사도 점수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연구와 다르다. 우리의 연구는 확장 질의어를 텍스트로 원래 질
의어에 확장에 검색을 수행한다. 또한 우리의 연구에서는 케이스
기반 검색을 주요 타겟 태스크로 하고 있으며, 외부 문헌 코퍼스
의 활용, 필드 별 효과성 평가, 외부 문헌 코퍼스와 성격이 다른
대한

임상문서 코퍼스에의 적용 등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에 반해

Trieschnigg

종류로

한

정되고, 외부 코퍼스의 사용 및 필드별 실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

등의 연구는

타겟

코퍼스가 메드라인 한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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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방법론
Zhou [9] 등의 연구에서는 원래 질의어에 MeSH 단어를 직접
매칭 방식으로 일차적으로 인식한 뒤, MeSH의 트리 구조의
MeSH descriptor간 관계 등을 이용해 연관된 MESH descriptor
들을 확보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메드라인 코퍼스의 MeSH 간
의 공통 등장(co-occurrence)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해 컨셉 기
반 검색 모델에 활용하고자 했다. MeSH간 공통 등장 정보에 기
반해 mutual information기법을 이용한 MeSH간 연관 점수
(inter-MeSH association score)를 계산해 컨셉 모델 생성에 활
용했다. 이들의 연구는 메드라인 코퍼스에 태그된 메쉬 질의어의
태깅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연구와 유사성이 있다.
하지만 활용 방식이 MeSH to MeSH 라는 점에서, 우리의 이번
연구와 같은 의사 적합성 피드백 기법을 이용한 Free text to
C. 기

MeSH 방식과 차이가 있다.

Bhatt [36]
사용자의

맨틱 온톨로지를

등의 연구에서는 시

전문

분야(specialization)과

f

관련된

활용해 검색

프로파일링

했다. 사용자의
개별화된 선호도(preference)를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Chirita [67] 등의 연구와 적용 의도가 유사성을 지닌다.
Kraft [71] 등의 연구에서는 웹 문서의 앵커 텍스트 (anchor
(pro iling)을 수행하고 이것을 검색에 반영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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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를 질의어 확장에 사용하였다.

웹

앵커 텍스트는
대표성을 지닌다

문서에서

키 웹페이지의 내용을 대표하는
할 수 있어 좋은 질의어 확장 소스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론은 사용자의 개입(intervention)을 최소
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시간 및 주의를 줄여주는 자동화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기존 질의어 확장 방법 연구 가운데서는 사
용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질의어를 수정해 검색 성능을 향상시
키고자 한 연구들도 있었다 [62-64, 67].
한 예로, Hirsch [37] 등의 연구에서는 테스트 컬렉션에 등장
(occur)하는 구문(phrase)의 등장 빈도수(occurrence)를 미리 연
산해, 사용자가 질의어를 입력 시 그 단어와 같이 등장
(co-occuring)하는 관계에 있는 단어를 추천 질의어로 제시해 사
용자가 선택하게끔 하는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확장 질의어를 얻기 위한 또 다른 소스로 검색 엔진 사용자들
의 로그 데이터 (clickthrough data)를 들 수 있다 [65, 66]. 사용
자들의 검색 질의어 및 그에 매칭되는 클릭된 웹 페이지 주소
URL을 이용해, 사용자에게 추가 확장 질의어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방법론들은 질의어 재형성 기법의 하나로, 이번 연구에서
주로 살펴보는 자동화된 질의어 확장 기법과는 다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링크가 가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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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A. 질의어 단어와 MeSH 등 컨셉 간의 직접
매칭 은 정보 검색 모델을 활용한 의사 적합성 피드백 방식을 취
하지 않고, 질의어에 등장하는 단어와의 직접 매칭을 위주로 관
련 MeSH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B. 의사 적합성 피드백 기법 기반 방법론 1. 통계적 질의어 확
기존 연구 가 데

장

(Statistical

E

query

expansion)

우

( xternal corpus)의 경

II.

외부

의사적합성 기법을

코퍼스도

취하며

활용

외부 코퍼

점에서 이번 연구와 유사성이 있다. 하지만 메
드라인의 MeSH와 같은 태그된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 다는 점이
큰 차이로 꼽힌다. 메드라인의 MeSH는 전문 인덱서가 매뉴얼하
게 수행한 것으로, 통계적인 모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장 질
의어에 비해 주요 주제어에 대한 양질의 태깅이 이루어졌다는 장
점을 가진다.
B.2. 2. 태그된 지식 활용 (Tagged knowledge-based query
expansion) 방법은 이번 연구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의사 적합성 기법으로 얻어진 메드라인 상위 문서에서 획득된
스를 활용한다는

MeSH단어를 검색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타켓

컬렉션에 국한되어 MeSH단어를

용하지

획득해

외부 코퍼스를 활

않았다.

외부 코퍼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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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코퍼스를

피드백

문서로

두 가지 면에서 차이를 지닌다. 첫 번째로,
문서의 수 측면에서 타겟 코퍼스에 비해 매우 많은 수를 가지므
로 피드백 문서를 도출하는데 더 큰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서 코퍼스의 성격 면에서, 타겟 코퍼스가 임상 문서
(clinical document)이고 외부 코퍼스가 메드라인과 같은 연구 문
헌인 경우, 서로 다른 컬렉션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차이로 인한
영향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
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외부 문헌 코퍼스의 태그된 필드의 단어를
활용하는 것에 비해

확장 질의어로 활용해 실험을 수행해 보았다.
이번 연구에서 대용량 외부 문헌 코퍼스를 활용한 주요 의도

중

하나는,

타겟

태스크인

케이스

기반 검색의 주요 정보에 해당

하는 단어를 도출해 내기 위함이다.

케이스

기반 검색에서

같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Sondhi [20] 등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적합성
피드백 (Relevance feedback) 방식을 시도해 실험을 수행했다. 임
상 의사로부터 주어진 케이스와 관련된 피드백 단어(feedback
term)를 제시받아 원래 질의어에 추가하는 방식을 취한 결과
MAP 면에서 기본 검색 모델에 비해 약 30%의 성능 향상을 보
였다. 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를 갖춘 사용자의 매뉴얼
한 개입이 요구된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케이스
의도로 수행한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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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검색에서,

득했을

케이스와

관련된 주요 단어를 확장 질의어로

획

명확한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
로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41] 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Google API를 활용해
각 케이스 별 관련 문서를 웹 검색을 통해 찾고, 검색된 웹 문서
의 텍스트에 MetaMap을 적용해 질병명 등 주요 컨셉을 추출해
확장 질의어로 사용하였다. 실험적으로 기본 검색 모델에 비해
성능 향상을 이루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시도된 방
법론 또한 본 연구의 주된 의도와 같이 주요 주제어를 획득해 활
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이번 연구는 유사한 의도로 수행된 위 두 연구에서 비해, 자동
화된 방법으로 주요 질의어 획득에 성공했으며 실제 실험에서 매
뉴얼한 질의어 피드백 방식에 비교될만한 유의한 성능 향상을 이
루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때

각 테스트 컬렉션 검색 태스크 별 관련 연구들

1.3.

EF의 케이스

CL

분 앞서

기반 검색의 기존 연구들은 대부 은

슷 접근법들을

개된 기존 검색 연구 방법론들과 비 한

Dinh [44] 등은
인 Rocchio의

통계적

모델에

방법론을

기반한 의사 적합성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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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어

소

시도하였다.

피드백

확장을

기법

했

수행 다.

k [57] 등도 통계적 질의어 확장 기법을 시도했다.
Herrera [43] 등은 인식된 시맨틱 컨셉에 기반해 시맨틱 컨셉 간
유사도를 계산해 검색 랭킹에 반영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시도들 대부분이 원래 질의어를 활용한 기본 검색 모델에
비해 성능 향상을 이루지 못하였다. Abdulahhad [58], Majdoubi
[59] 등도 컨셉 기반 유사도 측정 방식을 시도했지만 성능 향상
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최근 3년 여 간 Sondhi [20] 등의 연구에
서 제시된 매뉴얼 피드백 단어 확장 방법 외에는, 원래 질의어를
활용한 기본 검색 모델에 비해 뚜렷한 성능 향상을 보이는 방법
Kitanovs i

론을 찾기 어렵다.

TREC Medical records track의 환자 코호트 검색 연구에서는,
질의어와 검색 대상인 임상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간의 단어
불일치 (Term mismatch) 문제를 완화하고자 여러 가지 정규화
(term normalization) 기법이 시도되었다 [14]. 이것은 임상 문서
가 많은 수의 acronym 혹은 abbreviation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
다. MetaMap [45]과 같은 어휘 도구를 활용해 시맨틱 컨셉을 인
식하고 이것을 활용한 질의어 확장이 시도되었다 [14].
King [46] 등의 연구에서는 질의어 및 문서에서 환자 관련 정
보인 나이, 성별, 인종(ethnicity)등을 인식해 활용하였으며, 질병
및 치료명 등에 해당하는 시맨틱 컨셉 정보 또한 MetaMap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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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S의 시맨틱 컨셉으로 인식하였다. UMLS에서 주어지
는 UMLS related term 및 의학 백과사전(medical encyclopedia)
등의 어휘 자원을 활용해 인식된 컨셉의 단어를 확장하는 시도를
했다.
Demner-Fushman [47] 등은, 문서 및 질의어를 관련된 내용에
따라 구분지어 구조화하는 전처리를 수행했다. 가령 과거 병력
(Medical History), 투약 내역(Medication) 등으로 문서와 질의어
의 해당 내용을 분류한 뒤, 이후 검색 모델에서 각 필드 별 매칭
정보를 다르게 연산하는 방식이다. 일차적으로 오픈 소스 검색
용해

엔진인 Lucene을 활용해 질의어 검색을 수행하고 여기에 질의어

했

확장 방식을 추가해 실험 다.
검색 엔진

[48]을

Essie라는 컨셉

기반 질의어 확장

동

활용해 자 으로 질의어를 확장하는 방법 및

입력하는 매뉴얼한
방법 모두를 사용했다. 이 연구에서 시도했던 자동 질의어 확장
방법 및 매뉴얼한 질의어 확장 방법 모두 기본 검색 모델에 비해
유의한 성능 향상에는 실패했다.
TREC Medical records track에서는 질의어 향상 방법론이 여
러 연구에서 시도되었으나, 이러한 시도 중 상당수는 오히려 성
능에 해가 되곤 했다. 이것은 확장 질의어로 선택된 단어가 오히
려 질의어의 포커스를 흐리게 하는 query drift에 의한 것으로 생
도메인 지식을 가진 사용자가 확장 질의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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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된다 14 .

1.4. 연구목적

본

연구는 효과적인 의학 정보 검색을 위해 대용량 외부 문헌

양적으로 팽창되어
대량으로 축적되어가는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자동적으로
검색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을 알아보고
코퍼스의 활용 방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자 한다.

1.5. 연구 범위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의 문헌 코퍼스인 메드라인을 태그된 지

식 소스로 가정하고, 메드라인에서 주요 주제어를 추출해 의학

했

알아보았
다. 메드라인에서 주요 주제어 추출에 사용할 필드 선택을 세분
화해 적용함으로써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
고자 했다.
검색 실험에 사용되는 질의어 타입과 관련해, 의학 케이스 기
정보 검색에 활용 을 때 검색 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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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케이스 기
반 질의어는 증상, 병력,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가 기술되어 있으
나 진단명, 치료명 등 주요 정보가 누락된 특성이 있다. 추가적으
로 키워드 기반 질의어(Keyword query)를 대상으로도 실험을 수
행해 검색 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키워드 기반 질의어는 의학 검
색에 주요 정보인 진단명, 치료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기술된
특성이 있다. 대용량 코퍼스에 문헌 별로 태그된 주요 주제어를
추출해, Case query에 누락된 단어, Keyword query에서 생략된
단어를 각각 추가해 줄 수 있다면, 검색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반 질의어(Case query)를 일차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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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재료 및 방법

2.1 연구 재료

2.1.1 테스트 컬렉션 및 메드라인 데이터베이스

뿐 아니라

정보 검색 연구는 실험적인 학문으로, 이론적 연구

실제 테스트컬렉션에서의 실험을 통한 검색기법의 성능 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방법론 간 검

세 가지의 테스트 컬렉션을 이용해 실험을
ImageCLEFmed 2013’ Case-based retrieval task[13]

색 성능 평가를 위해,
수행하였다.

케이스 기반 문헌 검색 연구에 사용된 테스트 컬렉션이
며, TREC Medical Records Track 2011‘ 및 TREC Medical
Records Track 2012’[14]는 임상문서 검색에 사용된 테스트 컬렉
션이다. 이들 테스트 컬렉션은 검색 연구를 위해 특정 검색 Task
를 제시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세계적인 기관인 CLEF
(Conference and Labs of the Evaluation Forum) 및 TREC
(Text REtrieval Conference) 에서 생성해, 세계 각 연구진들이
는 의학

제출한 검색 결과의 평가를 수행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m

EFmed

I ageCL

PubMed

Central

’

2013

Case-based

Database의

retrieval

k

tas 에서는

천

의학 문헌 기록 7만5 개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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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문서로 지정하였다. 각 문서는

세

Title, Abstract, Full

text의

가지 필드를 가지고 있다. 검색에 사용된 질의어는 35개이다.

케이스를 기술하는 텍스트를 그대로 질의어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A woman in her mid-30s presented
with dyspnea and hemoptysis. CT scan revealed a cystic mass
in the right lower lobe. Before she received treatment, she
developed right arm weakness and aphasia. She was treated,
but four years later suffered another stroke. Follow-up CT
scan showed multiple new cystic lesions.” 과 같이 환자의 연령
대, 증상, 검사 결과 등이 장황하게 (verbose) 기술되어 있다. 검
색의 목적은 질의어로 주어진 환자 케이스에 연관성이 높은 연구
문헌을 검색하는 것이다. 검색 성능 평가에는 MAP (Mean
Average Precision) [55] 지표가 공식 지표로 사용되었다.
TREC Medical Records Track 2011‘ 및 TREC Medical
Records Track 2012’에서는 1만 7천 여 개의 환자별 임상문서를
검색 대상 문서로 하였다. 각 문서에는 퇴원요약지, 검사 기록지,
응급실 내원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검색에 사용되는 질의어
는 2011‘에 35개, 2012’에 50개가 있다. 사용된 질의어를 보면,
“Elderly patients with ventilator-associated-pneumonia”와 같이
주요 진단명 혹은 치료명이 검색에 사용되었다. 각 Task별 검색
각 query는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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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DCG(inferred
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 [52,53] 지표가 공식 지
표로 사용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활용한 메드라인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생
성능

평가에는

f

bpre (binary

f

pre erence),

in

성 및 관리하는 의학 및 생물학 관련 문헌 데이터베이스이다. 제
목, 초록, 주요 주제어 등 여러 구조화된 필드를 정의해 문헌 정

두

보를 정리해 고 있다. 메드라인에 기반한 의학 문헌 검색 엔진
인
진

PubMed는 의학 연구 문헌 검색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검색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는 연구자들을

엔
위

해 메드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매년 대여(lease) 형식으로 제공하고

포 PubMed/Medline 2013‘
메드라인 문헌전체를 활용하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3년에 배 된

천백

데이터베이스의 2 2 만여 개의
다.

2.1.2 검색 엔진
정보 검색 연구에 가장

널리 쓰이는

[ ]

Indri 검색 엔진 15 을 이

와 Retriever 두 가
지의 모듈을 가진다. Indexer는 검색 대상 문서 코퍼스를 읽어
인덱스를 생성하며, Retriever는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어를 처리
해 인덱스를 읽고 문서 별 점수(relevance score)를 계산해서 랭
용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검색 엔진은 Inde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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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크된 검색 결과를 출 한다.
실험에 사용된 외부 코퍼스인 메드라인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
기 위해, 메드라인 문서 별
드를 추출해

Title, Abstract,

MeSH descriptor 필

미리 인덱싱 하였다.

Indri 검색 엔진은 Language

model기반의

model[16]을 기본 검색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 Query
model에서는 문서 d 에서 질의어 q 가 생성될 확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k h

k h
likelihood

Query li eli ood

수식으로

model은 Query의 각 단어가 문서에 독립적으
로 등장한다는 독립성 가설에 기반하고 있어, 문서에서 질의어의
각 단어가 등장할 확률 p(qi|d)를 모두 곱하는 다항 모델
(multinomial model)로 수식을 전개하였다.
각 문서 d에서 단어 w를 생성할 확률은, 데이터 희소성 문제
(Data sparseness problem)로 인하여 확률이 0이 되는 것을 피하
기 위해 최대 우도 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한 Dirichlet prior smoothing 기법으로 다음 수식과 같이 계산
되었다.
Query li eli 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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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계산

c (w d) 는 단어 w가 문서 d에서 등장한 빈도수 (ter

미

|

체

occurrence)를 의 하며, p (w C)는 전
된 language

collection C 에서

model을 의미한다.

2.2 연구 방법
연구 방법론 간 비교를 위해 질의어 확장 기법들을 크게

분류해

지로

세가

각각 테스트 컬렉션에서 검색 실험을 수행하였다.

(1) 메드라인을 활용해 확장 질의어를 도출하는 지식 기반 질의

피드백 모델을

어 확장 방식 (2) 의사 적합성

이용해 초기 검색

상위 문서에서 확장 질의어를 추출하는 통계적 질의어 확장 방식
(3)

질의어에

MetaMap을

적용해

인식된

미

의 론적

념

개

m

(Se antic concept)별 연관 단어를 확장 질의어로 활용하는 어휘
자원을 활용한 질의어 확장 방식.
(1)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방식, (2) 통계적 질의어 확장 방식

우

의 경

했
와 외부
경우를 구분지어

검색 대상인 target corpus만을 사용 을 때

했

퍼스(external corpus)를 사용 을 때 각각의
험을 수행해

분석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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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실

2.2.1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Knowledge-based

query

expansion)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방식은,

입력된

질의어

와

관련성이 높

랭크된 메드라인의 문서에서, 확장 질
의어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세 단계로 나누어, 첫 번째로 메드라
인을 검색해 랭크된 검색 결과를 얻고, 두 번째로 최상위에 랭크
된 k개의 문서에서 질의어 확장에 사용할 단어를 추출하며, 세
번째로 추출된 단어를 원래 사용자 질의어에 추가해 검색을 수행
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위

한다.
확장 질의어 추출 시 메드라인의 구조화되어 정리된 필드 및

속성을

선택적으로 질의어 확장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방법은 다음 표와 같이 여섯 가지로 분류 될 수

활용해

험에 사용된
다.

Table 1.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방법의 사용 필드별,
대상 코퍼스 별 분류

Knowledge-based
(MeSH)
Knowledge-based
(MeSH_MajorTopic)
Knowledge-based
(Title)

Target cor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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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corpus

실
있

질의어 확장에 사용한 필드는

세

모든
가운데 MajorTopicYN

가지로, (1) 문서의

Descriptor (2) MeSH Descriptor
속성이 Y로 설정된 필드 (3) Title 필드 이다.
MeSH는 메드라인을 관리하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인덱서
들이, MeSH 온톨로지에 기초해 매뉴얼하게 주요 주제어에 해당
하는 Descriptor를 할당한 것이다. 전문 인덱서가 매뉴얼하게 할
당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문헌 별 주요 단어가 높은 정확도
로 할당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MeSH 인덱싱 과정을 거쳐 생성된 각 메드라인 초록이 태그된
지식(tagged knowledge)을 담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발굴해
MeSH

검색 질의어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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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외부 코퍼스인 메드라인의 MeSH를 이용한 질의어 확장
방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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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

YN속성을 Y 혹은 N으로 분류한다.

이

인덱서가 MeSH를 태그할 때 주요 주제어에 해당하는지

j T

련해 별도로 Ma or opic
번 연구에서는 이들

속성을

추가로 이용해 MeSH descriptor 필

드의 확장 질의어를 더 제한하는 방식 또한 실험해 보았다.
그리고 각 문헌의

Title

필드 역시 문헌을

작성한

연구자가 주

선택해 제목으로 작성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저자
가 제목을 선택하는 작업은, MeSH와 같이 단일 기관에서 일관
된 체계를 갖추고, 미리 만들어지 온톨로지에 기반해 수행되는
태깅 작업과는 특성이 다르다. 이번 연구에서는 Title 필드 또한
요 주제어를

질의어 확장에 사용해 검색 성능을 서로 비교 평가해 보았다.

운

기존 연구 가 데, 검색 대상인 target corpus가 메드라인 문서

우

인 경

었

MeSH를 이용해 검색실험을 수행한 연구가 있 다. 상

규모가 작은 target corpus를 사용해 질의어 확장을 수
행하는 경우와, 외부의 대용량 메드라인 코퍼스 전체를 활용해
질의어를 추론하는 경우의 성능 향상정도 및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질의어 확장 대상을 target corpus와 external corpus로 나
누어 각각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테스트컬렉션 가운
데 ImageCLEFmed 2013’ Case-based retrieval task의 경우 검색
대상이 연구 문헌으로, 메드라인 문서로 매핑할 수 있는 아이디
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비교 실험이 가능했다.
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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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추출된 확장 질의어(expansion query ter s)는 원래 질의어
(original query)에 추가되어 검색에 사용된다. Indri 검색엔진에
서 사용하는

쿼리 언어[17]는 다음과 같다.

#weight ( (1-w) #combine (original query terms)
w #combine (expansion query terms) )
초기 검색결과 상위

중치

k개의

문서에서 추출된 확장 질의어를 가

w로 해서 검색을 수행하게 된다.

k와

w는

모델의

인수

m

(para eter)이다.

2.2.2 통계적 질의어 확장 (Statistical query expansion)
의사적합성

피드백

f

k

기법(pseudo-relevance eedbac )과 관련해

여러 방법론들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 이러한 방법론

답

들은 초기 검색결과에서 상위에 검색된 일정 개수의 문서를 정

문서로 가정하고, 그 문서에서 단어의 빈도수에 기반해 확장 단

운
표
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모델로 Relevance model (RM3)[18]
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Indri 검색 엔진에 구현된 이
Relevance model을 이용해 통계적 질의어 확장을 수행해 검색
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가 데 가장 대 적이고 안정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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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Relevance model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k개의 문서에서,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해
확장 질의어 m개를 선택해 가중치 w로 해서 검색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k, m, w는 모델의 parameter이다. 지식 기반 확장 방
식과 마찬가지로, 확장 질의어 추출 대상으로 target corpus를 사
용했을 때와 external corpus를 활용했을 때 모두에 대해 실험을
초기검색결과 상위

수행해 보았다.

2.2.3 어휘 자원을 활용한 질의어 확장 (Query expansion
utilizing lexical resource)

타맵(MetaMap)과 같은 어휘 도구를 이용해 원래 질의어에서
의미론적 컨셉(semantic concept)을 추출하고 컨셉 명(concept
name)을 질의어 확장에 사용한 과거 연구가 있었다 [19]. 이것은
어휘 자원을 활용해 같은 뜻을 가지는 단어로 확장하는 방식이
다. 이번 실험에서는 MetaMap에서 추출된 semantic concept에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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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f

m
수행해 보았다. 한 구절에 대하여 비슷한 semantic concept이 다
수 인식되는 경우 단어의 빈도수에 잘못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어, 단어의 빈도수가 동일하게 특이적인 단어(unique term)만
대해 concept na e 및 pre erred na e 항목으로 질의어 확장을

으로 질의어를 확장 하는 방식 또한 시도해 보았다. 이 방법론에

중치

서는 확장 단어에 대한 가

w를 인수로 가진다. Indri 검색

쿼리는 다음과 같다.
#weight ( (1-w) #combine (original query terms)
w #combine (expansion query terms) )
2.2.4 검색 성능 비교 평가를 위한 Leave-one-out cross
validation
방법론 간 성능 평가를 위해, Leave-one-out cross validation

[

]

을 수행하여 two-sided paired t-test 49,50,51 로 통계적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Leave-one-out cross validation은 테스트컬렉

쿼리를 테스트셋으로 하고 그 쿼리를 제외한 나머지 전
체 쿼리를 트레이닝 셋으로 해서 성능을 평가한다. 이 과정을 모
든 쿼리 각각에 대해 반복해서 수행함으로써 모델의 성능 및 일
반화 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 실험에 사용된 전체 parameter값
션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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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같다.

은 다 과

k : 1, 5, 10, 25, 50, 100
m : 1, 5, 10, 25, 50, 100
w

: 0.0, 0.1, ... 0.9, 1.0

2.2.5 추가 실험 1 -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방식에 추가적으로
MeSH 어휘 자원을 활용한 질의어 확장
기존 2.2.1에서 소개된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방식에 추가적으
로 MeSH 어휘 자원을 활용한 추가적인 질의어 확장을 시도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았다. MeSH 어휘 자원에서 주

어지는 정보를 활용해, 지식 기반 질의어 방식에서 의사 적합성
기법으로

얻은

상위

k개

문서에서

획득한

MeSH descriptor에서

추가적인 확장 단어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h

h

MeSH는 각 descriptor가 트리 형태의 상하관계( ierarc y)를

루

이 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MeSH descriptor가 주어지

우

는 경 , 상하위 관계를 이용해 관련된 MeSH descriptor를 추가
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각 MeSH descriptor에는

유의어에 해당하는 Entry terms필드 및 MeSH descriptor에 관련
된 설명 텍스트가 있는 Scope note필드가 있다. 이것 또한 질의
- 47 -

어 확장에 시도해

볼 수 있다.

Figure 5. MeSH Descriptor 간의 상하관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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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eSH Descriptor 의 Parent node관계를 이용한 질의어
확장 방식 개요 : MeSH descriptor D가 일차적으로 주어졌을 때,
Parent node에 해당하는 B를 연관된 MeSH descriptor로 추가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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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eSH Descriptor 의 Child node관계를 이용한 질의어
확장 방식 개요 : MeSH descriptor D가 일차적으로 주어졌을 때,
Child node에 해당하는 H와 I를 연관된 MeSH descriptor로 추가해
줄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원래 질의어 및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방식
에서

추가된

j T

Ma or opic

속성에

해당되는

주요

MeSH

descriptor에 추가적으로 실험을 수행해 보았다. 추가 실험에 사
용된 MeSH

온톨로지의 필드는 다음과 같다.

(1) 원래 질의어

+ 상위 k개 문서의 MeSH descriptor MajorTopic
(3) (2) + (2)의 MeSH descriptor의 Parent descriptor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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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MeSH descriptor의 Child descriptor
(5) (2) + (2)의 MeSH descriptor의 Parent descriptor 및 Child
(4) (2)

descriptor

+ (2)의 MeSH descriptor의 Entry terms
(7) (2) + (2)의 MeSH descriptor의 Scope note
(6) (2)

2.2.6 추가 실험 2 -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방식의 확률론적
전개 및 실험

본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방식은, 기

검색

모델의

수식에 추가

해 확률론적인 전개를 할 수 있다. 2.2.2 통계적 질의어 확장
(Statistical query expansion)

섹션에서 소개된 Language model

Relevance model의 RM3에 기반해 전개하고자 한다.
Relevance model에서 주어진 수식에서

에 기반한

순

m f

m

음 수식

단 화 가정(si pli ying assu ption)으로 다

했

을 적용 을 때,

- 51 -

첫 번째 요소에 해당하는 피드백 문서의 문서 랭귀지 모델
(Document language model) 부분을, 태그된 필드에서 최대 우도
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으로 연산한다면, Query
likelihood값에 해당하는 두 번째 요소를 추가할 때 이번 연구의
방법론과 동일해진다.
이러한 확률 전개를 근거로, 원래 2.2.1에서 소개한 질의어 확
장 방식에, 개별 피드백 문서의 Query likelihood 값을 반영해 추
가 실험을 수행하여 원래의 방식과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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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기법 및 통계적 질의어 확장, 어휘 자
원을 활용한 질의어 확장 기법 각각을

세

가지 테스트 컬렉션에

서 실험을 수행해 비교 평가해 보았다. 각 테스트 컬렉션에서

Baseline

%

방법과 비교해 성능 향상 정도( ) 및 통계적

유의성(**

: p_value < 0.01, * : p_value < 0.05)을 정리해 보았다.

m

EFmed 2013’ Case-based retrieval task
Indri의 Query likelihood model을 이용해 얻은 검색결과인
Baseline의 MAP성능은 0.1775이다.
3.1 I age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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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mageCLEFmed 2013’ Case-based retrieval task 실험
결과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Knowledge-based query expansion)

Knowledge-based
(MeSH)
Knowledge-based
(MeSH_MajorTopic)
Knowledge-based
(Title)

Target corpus

External corpus

+ %

0.2099 ( 18.3 )

+ %

0.2463 ( 38.8 )

+ %

0.2514 ( 41.6 )

0.1826 ( 2.9 )
0.1813 ( 2.1 )
0.1816 ( 2.3 )

+ % *

+ % **
+ % **

통계적 질의어 확장 (Statistical query expansion)

Target corpus
Statistical
(RM3)

%

0.1709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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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corpus
+ %

0.1784 ( 0.5 )

어휘 자원을 활용한 질의어 확장 (Query expansion utilizing
lexical resource)

MetaMap
Concept name
Concept name
(unique terms)
Preferred name
Preferred name
(unique terms)

+%

0.1775 ( 0 )

+ %

0.1789 ( 0.8 )

%

0.1758 (-0.9 )

+ %

0.1801 ( 1.5 )

- 55 -

m

EFmed

I ageCL

’

k

2013 Case-based retrieval tas

에서의 실험

유의한 성능
모델에 비해 약

결과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방식만이 통계적으로

져왔다.

향상을 가

표

성능 지

본

면에서 기

검색

%

40 가량 상승해 높은 향상 정도를 보였다. 반대로 역시 메드라

했

인을 활용 지만 target corpus에서만
법론에서는 성능 향상이

미미했다.

피드백

문서를

선택한

방

이것은 대량의 외부 문헌 코

점 분명하게

퍼스를 활용한 검색 방식이 가지는 장 을

보여준다.

통계적 질의어 확장 방식 및 어휘 자원을 활용한 확장 방식

모두

유의한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데 실패했다.

TREC Medical Records Track 2011‘
Indri의 Query likelihood model을 이용해 얻은 검색결과인
Baseline의 bpref 성능은 0.4712이다.
TREC Medical Records Track 2011‘에서는 target corpus의 문
서가 메드라인에 매핑되지 않는 임상문서이므로 MeSH
descriptor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방식
을 target corpus에 적용할 수 없게 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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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REC Medical Records Track 2011‘ 실험 결과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Knowledge-based query expansion)

Knowledge-based
(MeSH)
Knowledge-based
(MeSH_MajorTopic)
Knowledge-based
(Title)

Target corpus

External corpus

-

0.4911 ( 4.2 )

-

+ %
0.5295 (+12.4%)
**
0.5132 (+8.9%)

통계적 질의어 확장 (Statistical query expansion)

Target corpus
Statistical
(RM3)

+ % **

0.5029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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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corpus
+ %

0.4876 ( 3.5 )

어휘 자원을 활용한 질의어 확장 (Query expansion utilizing
lexical resource)

MetaMap
Concept name
Concept name
(unique terms)
Preferred name
Preferred name
(unique terms)
실험

결과

외부

+ %

04717 ( 0.1 )

%

0.4673 (-0.8 )

+ %

0.4822 ( 2.3 )

+ %

0.4809 ( 2.0 )

메드라인에서

j T

추출한

MeSH

필드

중

선택적으로 질의어를 확장
한 방식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Target corpus에서
Relevance model을 이용해 질의어를 확장하는 방식도 유의한 성
능 향상을 보였다. 외부 corpus에 Relevance model을 적용해 질
의어 확장을 수행한 방법에서는 유의한 성능 향상을 가져오지 못
했다. 이것은 문서의 수는 외부 코퍼스가 많지만, 효과적인 질의
어를 추출한다는 점에서 임상 문서인 target corpus가 검색 목적
인 더 잘 부합하는 양질의 소스였음을 나타낸다.
Ma or opic에 해당하는 descriptor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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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３ TREC Medical Records Track 2012’

k h model을 이용해 얻은
Baseline의 infNDCG 성능은 0.4434이다.
Indri의 Query li eli ood

Baseline :

in

검색결과인

fNDCG 0.4434

Table 4. TREC Medical Records Track 2012' 실험 결과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Knowledge-based query expansion)

Knowledge-based
(MeSH)
Knowledge-based
(MeSH_MajorTopic)
Knowledge-based
(Title)

Target corpus

External corpus

-

0.4441 ( 0.1 )

-

0.4654 ( 5.0 )

-

0.4476 ( 1.0 )

+ %

+ % *
+ %

통계적 질의어 확장 (Statistical query expansion)

Statistical
(RM3)

Target corpus
%

0.438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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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corpus
+ %

0.4510 ( 1.7 )

어휘 자원을 활용한 질의어 확장 (Query expansion utilizing
lexical resource)

MetaMap
Concept name
Concept name
(unique terms)
Preferred name
Preferred name
(unique terms)

%

0.4360 (-1.7 )

%

0.4339 (-2.2 )

+ %

0.4493 ( 1.3 )

%

0.4417 (-0.4 )

j T

Ma or opic의 MeSH descriptor만을 확장 질의어로
식 기반 질의어 확장 방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택한

지

성능 향상을

져왔다.

가

세 가지 테스트 컬렉션 모두에서, 외부 메드라인 코퍼스로부터
MajorTopic에 해당하는 MeSH descriptor로 원래 질의어를 확장
하는 방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 메드라인
의 Title을 확장 질의어로 선택하는 방식도 케이스 기반 검색
Task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임상 문서를 대상으로 한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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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기반 검색에서는 성능 향상이 일정하지 못했다.

Figure

8. 각 테스트 컬렉션에서의 방법론 별 성능의 상대적

추이 비교

Baseline

:

세 군데로 나누어 표시.
방법론 별 Baseline에 비한

각 test collection을 x축에

성능을 0으로 설정하고 각

성능 차이를 y축 상에

표시함.
- 61 -

Figure 3를
제한했을 때, 세

테스트 컬렉션 별 방법론 간의 성능 비교를 위해

살펴보면, MeSH descriptor를 Major topic으로
군데 test collection 모두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효과적인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능을

3.4 추가 실험 1 -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방식에 추가적으로
MeSH 어휘 자원을 활용한 질의어 확장
가장

유의한

성능 향상을 보인 방식인 외부 코퍼스의 MeSH

j T

본

Ma or opic필드를 활용한 질의어 확장 방식을 기

방식으로 설

정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MeSH 어휘 자원을 활용한 질의어

했
k=10, w=0.5를 동일하게 적용해 비교했다.

확장 방식에 대한 비교 실험을 수행 다. 실험

- 62 -

파라미터 세팅은

Table 5. ImageCLEFmed 2013’ Case-based retrieval task 추가
실험-1 결과

h

AP

Met od

(1) 원래 질의어
(2) (1)

j T

+

상위

Ma or opic
(3) (2)

+

descriptor
(4) (2)

+

k개

(2)의
(2)의

M

0.1775

문서의 MeSH descriptor

MeSH

descriptor의

MeSH

descriptor

descriptor의

Parent
h

C ild

+ (4)
(6) (2) + (2)의 MeSH descriptor의 Entry terms
(7) (2) + (2)의 MeSH descriptor의 Scope note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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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1

0.2229

0.1896
0.1947
0.2245
0.2227

Table 6. TREC Medical Records Track 2011' 추가 실험-1 결과
h

f

Met od

(1) 원래 질의어
(2) (1)

j T

+

상위

Ma or opic
(3) (2)

+

descriptor
(4) (2)

+

k개

(2)의
(2)의

bpre

0.4712

문서의 MeSH descriptor

MeSH

descriptor의

MeSH

descriptor

descriptor의

Parent
h

C ild

+ (4)
(6) (2) + (2)의 MeSH descriptor의 Entry terms
(7) (2) + (2)의 MeSH descriptor의 Scope note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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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50

0.5082

0.4693
0.4773
0.4827
0.5219

Table 7. TREC Medical Records Track 2012' 추가 실험-1 결과
infNDC
Method
G
(1) 원래 질의어
(2) (1)

j T

+

상위

Ma or opic
(3) (2)

+

descriptor
(4) (2)

+

k개

(2)의
(2)의

0.4434

문서의 MeSH descriptor

MeSH

descriptor의

MeSH

descriptor

descriptor의

Parent
h

C ild

+ (4)
(6) (2) + (2)의 MeSH descriptor의 Entry terms
(7) (2) + (2)의 MeSH descriptor의 Scope note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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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79

0.4385

0.3898
0.3998
0.4243
0.4452

실험 결과, 추가적으로 MeSH 어휘 자원을 활용한 질의어 확장

본 질의어 확장 방식에 비해 추가적인 성능 향상에 실
패했음을 관찰했다. 이것은 MeSH 어휘자원에서 정리된 MeSH
descriptor간 상하위 관계 및 유의어 필드가 원래 단어와 관련해
방식은, 기

연관된 단어에 대한 정보를 주지만, 그 정보가 정보 검색 목적에

유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MeSH와 같은 어휘 자원에 정리된 정보를 활용해 정보 검
색에 효과적인 단어를 획득할 수 있지만, 정보 검색에 효과적이
지 않은 노이즈(noise)에 해당하는 단어 또한 혼재되어 있어, 이
들 정보를 직접적으로 정보 검색에 활용하는 것은 단어 선택 과
정에 추가적인 처리를 필요로 한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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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포함하는 개념의 폭이 넓은 MeSH descriptor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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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예시로 주어진 위 그림과 같은 경우, MeSH descriptor의
상하위 관계 중 특정 MeSH descriptor가 구체적이지 않고 느슨
한(vague) 의미를 가지는 경우, 매우 다양하고 넓은(broad)
descriptor들이 하위 관계로 묶여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Vascular Disease descriptor는 하위 노드로 Aneurysm,
Angioedema, Compartment Syndrome, Hypertension 등 다양한
질환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온톨로지의 원래
목적인 논리적인 전개에는 부합하지만, 정보 검색 목적에서 노이
즈가 추가되어 검색 랭킹의 포커스가 떨어지는 (distracting) 검
색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가

3.5 추가 실험 2 -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방식의 확률론적 전
개 및 실험

모델의 수식에
률론적인 전개를 통한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태그된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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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해 확

Table 8. ImageCLEFmed 2013’ Case-based retrieval task 추가
실험-2 결과

h

AP

Met od

M

(1) 원래 질의어

0.1775

j T

(2) 태그된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Ma or opic)

0.2511

(3) (2)의 확률론적 전개

0.2492

Table 9. TREC Medical Records Track 2011' 추가 실험-2 결과
h

f

Met od

bpre

(1) 원래 질의어

0.4712

j T

(2) 태그된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Ma or opic)

0.5350

(3) (2)의 확률론적 전개

0.5197

Table 10. TREC Medical Records Track 2012' 추가 실험-2 결과
infNDC
Method
G
(1) 원래 질의어

0.4434

j T

(2) 태그된 지식 기반 질의어 확장(Ma or opic)

0.4579

(3) (2)의 확률론적 전개

0.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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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으로는 확률론적 전개에 의해 원래 방법론에

Document

h

weig ting이 추가된 (3)의 실험 결과가, (2)의 원래 방법론에 비
해 뚜렷한 성능 향상을 보이지

값이

않았다. 피드백

50, 100 등으로 설정되어 많은 문서에 대하여

우

k
피드백을 받

문서의 개수인

h

는 경 , 개별 문서의 확률을 weig ting한 방식이 성능에 실험적

져올

었
k개
문서에 대한 최적 파라미터 세팅이 10 이내인 경우가 많아,
document weighting방식이 큰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확률론적 전개는 검색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기술
함으로써 쉽게 설명 가능하고 이후 다른 검색 방법론으로 논리적
으로 확장 가능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 향상을 가

수 있 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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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찰

I . 고

4.1 최적

파라미터 세팅

메드라인의 MeSH 필드

중

j T

Ma or opic에 해당하는 descriptor

파라피터는 문서의
개수 k와 가중치 w이다. 대부분의 쿼리에서 k값을 5 혹은 10으
로 설정했을 때 최적의 성능이 관찰되었다. k값을 25, 50으로 증
가시켰을 때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다. k값을 1로 감소시켰을
때에는 평균 성능은 상승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결과
를 보였다. 이것은 k값을 지나치게 증가시켰을 때, 원래 질의어와
관련성이 없는 문서가 검색되어 확장 질의어에 노이즈가 추가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k값을 지나치게 낮게 두게 되면
관련성이 없는 문서가 최상위에 있을 경우 성능에 큰 영향을 주
게 되어 변동성이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메드라인 코퍼스에서
관련 문서를 검색할 때 k값을 5 ~ 10으로 설정하는 것은, 위 두
가지 상반된 부작용을 피하는 최적의 파라미터 값으로 생각된다.
이번에는 각 테스트컬렉션 별로 k값을 5 또는 10으로 고정하고
w값을 변화시키며 성능을 관찰해 보았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
는 테스트 컬렉션이지만, w값에 따른 성능 변화에서 비슷한 경향
이 관찰된다. w값은 0.3 ~ 0.6 일 때 안정적으로 최적의 성능을
로 확장 질의어를 생성해 검색할 때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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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Fmed의 기존 연구 가운데 확장 질의어를 임상
의사로부터 매뉴얼하게 얻어 검색에 적용한 연구[20]에서 사용된
가중치 값도 이 범위와 일치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Case-based retrieval task에서, w = 1.0
으로 original query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추출된 expansion
term만으로 검색을 수행 했을 때, w = 0.0으로 original query만
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높거나 적어도 거의 비슷한 성능이 관찰
된 점이다.
반대로 TREC Medical records track의 경우 확장 질의어의 가
중치가 증가하면서 성능은 Baseline보다 더 하락하게 된다. 이것
은 확장 질의어가 가지는 노이즈에 해당하는 단어의 영향에 의한
보였다. I ageCL

것으로 추정된다.

k

Case-based retrieval tas 에서 확장 질의어가 더 효과적인 성
능을 보이는 것은, original query가
는

Task의 특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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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

Figure 10. k값이
따른 성능 변화

값

10일 때, 각 테스트 컬렉션에서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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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Figure 11. k값이
따른 성능 변화

값

5일 때, 각 테스트 컬렉션에서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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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Target corpus와의 비교
ImageCLEFmed 2013’ Case-based retrieval task에서는 관련된
문서를 검색하기 위해 target corpus를 사용했을 때와 external
corpus를 사용했을 때를 대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Target
corpus의 문서 수는 7만5천 여 개로, 개수 면에서 external
corpus의 2천2백만여 개의 약 0.3% 정도에 그친다. 관련성이 높
은 확장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검색하
는 것이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2천2백만 개의 문헌 가운데
질의어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선택된 랭크 상위 10개의
문헌이, 7만5천개의 문헌에서 검색된 상위 10개 문서보다 정확성
이 높을 것이다. External corpus를 활용해 초기 검색에서 대량의
4.2

문서 집합을 활용하는 이번 연구의 방식은, 질의어 확장의 효과
성과 안정성을

모두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된

다.

4.3

Title 필드와의 비교

Title 필드
가장 중요한

또한 각 문헌의 내용을 가장
단어를

이번 연구에서는
또한

같이

선택해 놓은

Title

잘 알고

있는 저자가

태그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했
ImageCLEFmed

필드를 확장 단어로 사용 을 때의 성능

했

비교 실험을 수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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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필드는

’
여주었지만, TREC

k

우 효과적인 성능을 보
Medical records track에서는 다소 엇갈리는
보였다. MeSH는 단일 기관에 소속된 인덱서들이 미리
온톨로지 (controlled terminology)를 이용해 다소 표준화

2013 Case-based retrieval tas 에서는 매

성능을
정해진

된 방식으로 할당되는 반면, 문헌의 제목은 서로 다른 성향을 가

신

진 개별 저자들이 자 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선택에 가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MeSH의
MajorTopic은 MeSH가운데서도 주요 주제에 해당하는 MeSH
descriptor를 선택적으로 고른 것이다. 각 필드 생성 과정의 차이
는 단어 선택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필드를
단어

활용한 질의어 확장 실험에서 이러한 차이가 여러 테스트 컬렉션

져온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에서 필드 별로 서로 다른 성능을 가

점 및 주요 의미

4.4 이번 연구의 장 단

이번 연구에서는 외부의 대용량 태그된 지식 소스를 활용해 질
의어를 효과적으로 확장하는 방법론을 연구해 보았다. 이번 연구

아이디어는 케이스 기반 검색에 초점을 맞추어, Original
query에 주어진 간접 정보(환자의 나이, 성별, 증상, 검사 결과
등)를 질의어로 주요 키워드가 태그된 대용량 외부 코퍼스를 활
용해서 주요 정보(진단 및 치료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획득해 질
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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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어 확장을 수행함으로

써

키

검색 성능을 향상시 는 것이다. 보조

Task로서 임상 문서를 코퍼스로 하는 Patient cohort finding
task에서도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메드라인에서 획득한 expansion
term이 다른 성격의 코퍼스(임상문서)에서도 효과적인지 평가하
였다.

분 직접 단어 간 매칭
(String matching)을 이용해 원래 질의어 텍스트 중 일부 단어 혹은
문구와 연관되는 유사어로 질의어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의사 적합
성 피드백 방식으로 태그된 지식을 활용하는 기존 연구에서는, 외부
컬렉션(external collection)과 타겟 컬렉션(target collection)사용 방
법 간의 비교 평가, 필드 별 옵션(MeSH Major, Title)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수년간 진행된 CLEF의 케이스 기반 검색 태스크
에서 유의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낸 방법론이 없었다는 점과, 반대로
이번 연구의 방법론이 현저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는
부분이 주요 contribution으로 생각된다. 이 방법론은 ImageCLEF
Case-based retrieval task 2013’ challenge에서 여러 연구팀들이 제출한
방법론 가운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최근 3년 여 간 이 태스크에
서 시도된 방법론 대부분이 기본 Bag of word 방식 검색 모델에 비해
실질적인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번 연구
MeSH를 검색에 사용한 기존 연구의 대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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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케이스 기반 검색의 문헌 코퍼스

의 질의어 확장 방법론이 가지는 의 는 매

또한 이번 연구의 방법론이

뿐 아니라, 키워드 질의어 위주의 임상문서 대상 검색에 적용했
을 때에도 유의한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는 점은 이번 연구의 적
용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본

점

논문에서 제시한 질의어 확장 방식이 가질 수 있는 단 으

우 입력된 케이스 기술 내용이 상대적으
로 연구 문헌 상 희귀한 질병과 관련된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더 알려진 질환에서 더 많은 연구문헌이 출간된
다. 케이스 내용상 유사도가 높지만 희귀한 질환은 1차 검색되는
문서의 수가 적어 질의어 확장 과정에서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게 된다. 검색된 문헌에서 다루는 질환 외에 확률 상 낮은
다른 질환에 관련된 문헌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1차 검색과정
에서 도출된 주요 MeSH 단어를 사용자에게 출력해 사용자가 선
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는 적합성 피드백
(Relevance feedback) 방법을 보완책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기존부터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쌓이고 있는 메드
라인 문헌 데이터를 활용해,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효과적인 검
색 방법론 개발을 위한 질의어 추출 목적에 잘 활용한 좋은 사례
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전자화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축적
로는,

케이스

검색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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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방법론은 자

럽

연스 게 효과성을 더욱 높여갈 수 있다.

V.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의료 정보 검색을 위해 대용량의 외
부 문헌 코퍼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세팅을

적

용해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MeSH를 활용하는 기존 연구 방
법론 들과 비교해 의사 적합성 기법을 이용해 원래 질의어에 관

했
체
타겟 코퍼스와
대용량 외부 코퍼스를 분리해 접근했으며, 외부 코퍼스의 서로
다른 필드 세팅들을 비교 실험해 최적 세팅을 찾고자 했다. 서로
다른 테스트 컬렉션에서 수행된 실험에서, 통계적 확장 모델, 어
휘 자원을 활용한 확장 모델 등과 비교하여 더 효과적이며 안정
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연구의 주요 타겟인 케이스 기반 검색에서, 원래 질
의어에 주어진 환자의 증상, 검사 결과 등 간접 정보 만으로 주
요 정보인 질환명 및 치료명 등의 단어를 자동적이며(automatic)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다. CLEF의 케이스 기반 검색 태스크
에서 기본 검색 모델에 비해 MAP기준 30% 가량의 성능 향상을
련된 주요 단어를 추론 다. 구 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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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냈으며,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임상 의사가 매뉴얼하게

피드백 단어를 추가했을 때와 유사한 정도의 뛰어난 성능이다.
환자 코호트 검색 태스크에서는 타겟 코퍼스가 임상 문서로 외
부 코퍼스로 활용된 메드라인과 같은 연구 문헌과 코퍼스의 성격
이 다름에도, 메드라인에서 태그된 필드를 활용해 획득된 확장
질의어가 의미있는 성능 향상을 가져와, 타겟 코퍼스에서의 검색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외부 문헌 코퍼스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러한 방법론

있다. 더 많은 데이터가

례
축적될수록

례 커지게 되므로,

메드라인에

은, 폭증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성공 사 를

었

만들 다는

점에서 의미가

이러한 방법론의 성능은 그에 비 해

치

축적되는 의학 연구 문헌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그 가 가 더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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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veraging large external
bibliographic database
to develop effective medical
information retrieval technique
h

Sungbin C oi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College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umulations of digitized information make many changes
to the medical field. Clinical documents such as discharge
summary or radiology report, are stored in electronic medical
records system. Medical literatures are published and added to
the bibliographic database, to be searched by users through
internet.

- 93 -

f m

R

m

h queries

In in or ation retrieval (I ) syste s, users enter searc

h information needs.
However, the original query is often insufficient to represent the
user’s information needs effectively, so various automatic query
expansion methods have been proposed to improve the search
performance. Pseudo-relevance feedback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automatic query expansion methods. The feedback
terms for query expansion are selected from the initially retrieved
top-ranked pseudo-relevant documents.
Most of the techniques belonging to the pseudo-relevance
feedback use statistical information such as the term occurrence
distribution in top-ranked documents to select expansion terms.
However, if important keywords are given as a separate field in
the feedback document, we can utilize this information. In the
medical domain, MEDLINE® documents are manually indexed
with topical words from the controlled terminology 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maintained by the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Thus, when the retrieval evaluation corpus
(target corpus) is composed of MEDLINE documents, MeSH
descriptor terms in the feedback documents can be used as-is for
to

retrieve

m

docu ents

relevant

- 94 -

to

t eir

query expansion.

h

h

In t is study, we tried to utilize large external bibliograp ic

f effective

database in purpose o

h h
MEDLINE
for query

h
database as a reliable tagged knowledge source
expansion. We proposed that even when tagged knowledge is
used in the feedback term selection, using a large external
corpus gives an advantage to the pseudo-relevance feedback
methods by improving the feedback document selection
query expansion.

We

f m

query re or ulation t roug

considered t e large external

process.

EDLINE
document is

million documents. Each
structured
various fields such as title,
abstract, MeSH and publication types. Human indexer assigns
topical terms using MeSH ontology by manually reviewing
each articles. We can hypothesize that those tagging behavior
represents human knowledge, which links between each
article's description with keyword topic term. Then we can
regard MEDLINE as a tagged knowledge source for major
M

database

has
with

22

- 95 -

m inference.
When user's initial query is given as input, relevant articles
are retrieved from MEDLINE, and then MEDLINE field which
contain major topical terms are extracted and added to the
user's original query to enhance search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se knowledge-based query expansion
method with statistical query expansion method and lexical
topical ter

query expansion.

We

h

h

f medical information
retrieval task. In a medical case-based retrieval task (ImageCLEF
Case-based retrieval 2013’), full-text medical publications from
PubMed Central® were used as the target corpus. In a patient
cohort finding task (TREC Medical Records track 2011’, 2012’),
clinical documents were used as the target corpus.
Our external tagged knowledge-based query expansion method
consistently
showed
significant
performance
enhancement,
outperforming the other methods. The volume of published papers
is steadily increasing, and thus the amount of data accumulating
in bibliographic databases is growing ever larger. Ten years ago,
there were approximately 12 million MEDLINE citations contained
tested t is approac

on two types o

- 96 -

PubMed; this number of available citations has almost doubled
as of the present, and this increase is likely to continue. The real
beauty of external knowledge-based methods lies their natural
ability to take advantage of this data explos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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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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