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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임상검사명 및 임상 검사항목들은 임상의가 환자의 내과적 외과

적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의 대다수는 정형화되어있지 않으며, 특정 질병의 진단에 중

요한 검사 항목들은 임상의들이 환자들을 진료하는 동안에 진료기

록지에 서술하여 기록된다. 이러한 문서내의 정보들은 사람에 의해

기록되므로, "cholesterol"을 "chol"로 줄여 쓰는 것처럼 편의상 축약

되어 등장하거나 오타가 발생 할 수 도 있다. 이런 이유로 중요한

임상 정보들이 다른 예기치 못한 형태로서 등장할 수도 있으며, 이

는 기존의 표준 용어를 활용한 사전기반의 정보추출 방식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대량의 문헌 정보들을 일일이 찾아서 이

런 예기치 못한 표현의 패턴들을 일일이 찾아 사전 또는 정규표현

식으로 구축하는 것은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시간

이 오래 걸리며, 연구자에게 긴 노동시간을 강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상검사명 및 그 항목을 찾아내기 위해, 축약된 표

현을 포함한 유사문자열을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

즘들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유사문자열을 찾아내는 기존의 알고리즘

중 q-gram기반의 카운터 필터링(counter filtering)을 기반으로 새

로운 알고리즘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였다. q-gram 기반의 카운터

필터링이란 문자열을 q만큼의 길이로 잘라내어 새로운 문자열들을

생성한 후 공통된 문자열의 개수가 역치(threshold)를 넘으면 유사

하다고 판정한다. 그러나 고전적인 카운터 필터링은 너무 낮은 역

치로 인해 너무 높은 위양성을 생성한다는 에러를 지니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수정된 q-gram 필터링(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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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ram filtering)을 제안한다. 그 후 축약된 표현을 찾아낼 수 있는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을 제안하고 높은 위양성을 낮출 수 있

는 triangular area filtering,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을 제

안한다.

실험 결과, i2b2 학습 데이터에서 기존의 사전 매칭보다 제안한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f1-score가 3.98 향상되었고

(Precision / Recall / F1-score : (89.85 / 73.42 / 80.81) → (85.54

/ 84.04 / 84.79)), 평가 데이터에서는 6.21가 향상되어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Precision / Recall / F1-score : (88.67 / 69.33 /

77.81) → (86.23 / 81.92 / 84.02)). 서울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당뇨

환자들에 대한 학습 데이터에서도 기존의 사전 매칭보다 제안한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f1-score가 3.28 더 높았으며

(Precision / Recall / F1-score : (95.11 / 75.28 / 84.04) → (91.63

/ 83.39 / 87.32)), 평가 데이터에서는 3.08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Precision / Recall / F1-score : (95.02 / 80.19 / 86.98) →

(92.54 / 87.72 / 90.06)).

주요어 : 자연어 처리, 유사문자열, q-gram, 정보추출, 임상검사

학 번 : 2015-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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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임상문서에서 검사명 또는 검사항목은 환자의 상태의 중요한 정보를 담

고있다. 그러나 비정형적 임상문서에서는 검사명 또는 검사항목이 항상

깨끗한 표현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1] 예를 들어 "cholesterol",

"neutrophils" 처럼 자주 사용되면서 비교적 길이가 긴 표현은 "chol",

"%neuts"으로 축약되어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임상문서에서 이런 축약된

표현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자동으로 추출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전통적인 알고리즘들은 높은 역치(threshold)없이는 이러한 표현들을

유사한 표현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cholesterol"과 "chol"은

최소한 7글자 차이가 나므로 최소 7의 역치(threshold)가 필요하다. 이 경

우, 그만큼 높은 위양성(false positive)를 내게 된다. 따라서 임상 문서에

서 축약된 임상검사명 표현들을 찾아내는 동시에, 낮은 위양성 표현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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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배경 및 주안점

그동안 유사문자열을 찾기 위한 많은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왔다. 특

히 전통적인 유사문자열을 찾는 방법론 중 편집거리(edit distance)는

O(n*m)이상의 높은 연산비용으로 인하여 유사한 문자열을 찾는데 커다란

문턱이 되어왔다. 그래서 이런 높은 연산비용(cost)을 줄이기 위한 방법론

으로서 q-gram기반의 방법론을 사용한 filter-and-verify approach 방법

론이 널리 사용되었다. q-gram이란 모든 문자열들을 q의 크기만큼 잘라

내어 문자열을 생성하여 이것을 gram으로 취급하고 두 개의 문자열 사이

에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gram의 개수가 역치(threshold)를 넘어가는 경우

유사하다고 판정하는 알고리즘이다. 예를 들어 q=3 일 때 “neutrophils”

는 “neu”, “eut”, “utr”, “tro”, “rop”, “oph”, “phi”, “ils”총 9개의 gram을

생성하게 되고, 만일 “neutrophilx”와 비교를 하면 총 9개중 8개의 gram

이 일치하게 된다. 만일 이 값이 역치(threshold)를 넘어가면 두 문자열은

유사하다고 판정한다. q-gram은 편집거리의 높은 연산비용을 줄이기 위

해 제안되었다. 모든 문서와 기준문자열이 q-gram화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문서의 문자열 중에서, 기준문자열의 q-gram 문자열들 중 특정 문자

열을 포함하는 문자열만을 선택하거나, 특정 개수이상의 공통된 q-gram

을 선택한다면, 모든 문자열에 대해서 편집 거리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어

연산비용(cost)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것을 q-gram 기반의 필터링

(q-gram-based filtering)이라고 부르며, 많은 연구자들이 빠른 속도를 위

해서 q-gram 기반의 필터링 기법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q-gram을 활용한 유사문자열을 찾기 위한 로직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 째는 모든 문자열을 q 의

크기의 윈도우크기(window size)로 잘라내고 이를 역색인(inv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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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ing)하면 문자열 검색 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란 아이디어

이다. [2]는 역색인을 알파벳의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여 속도를 향상

시켰다. [3]은 역색인을 tree 구조로 변환한 후 이를 효율적으로 찾는 방

법론을 제안하였다. [4]는 q-gram의 위치정보까지 고려하여 위치적 역색

인(positional inverted index)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였다. 두 번 째는 생

성하는 후보문자열의 개수자체를 줄이는 방법론이다. [4]은 두개의 문자

열 사이에서의 불일치하는 q-gram(mismatching q-gram)에 주목하여 연

산 속도를 향상시켰다. [6]은 문자열을 쪼개어 각 파티션마다 생성되는 접

두사(prefix)를 가지는 문서의 문자열들을 유사한 문자열로서 필터링하였

다. [7]은 고전적인 q-gram 기반의 필터링으로서, 유전체 데이터에서 유

사한 문자열을 찾기 위해서, 염기서열 D를 길이 w로 잘라낸 표현은 최소

한 t = w + 1 - (k+1)*q 를 S를 길이 w로 잘라낸 표현과 동일하게 가져

야 한다는 필터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8]은 편집거리의 에러율(error

rate)을 정의함으로서 새로운 문자열 필터링기법을 제안하였고 [7]보다 좋

은 성능을 내었다. [9]는 여러 가지 문자열 필터링 기법을 소개하였고, 문

자열을 trigram으로 자르지 않고 τ+1 개로 잘라내고 공통된 gram의 개수

를 보았다.

그동안 제안된 유사문자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들은 상대적으로 적은양

의 후보문자열들을 생성함으로서 연산속도는 향상시킬 수 있었다. 반면

생성된 gram들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사문자열을 추출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제안하

고 각 알고리즘들의 재현율(recall)뿐만 아니라 정확도(precision)를 평가한

다. 또한 제안한 알고리즘이 filter-and-verify approach의 어느 부분에 기

여를 할 수 있을지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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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순서

이 논문에서는 알고리즘을 먼저 개발한 후, 이를 실험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평가한다. 알고리즘들은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

발 되었다.

모든 알고리즘들은 q-gram 기반의 카운터 필터링(counter filtering)을

평면에 표현함으로서 제안되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정된 q-gram

필터링(modified q-gram filtering)은 기존 카운터 필터링 기법이 가진 정

확도상의 한계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후 높은 역치(threshold)

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cholesterol"과 "chol"처럼 abbreviation을 임상

문서에서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 linear threshold filtering, triangular area

filtering,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 들이 순서대로 개발되었다.

각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i2b2 2014에서 사용된 문서 500

건과 2004년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서울대학교 병원 당뇨환자진료기록 데

이터 400건을 데이터셋으로서 사용하였다. 기반 사전으로는 lab test

online(https://labtestsonline.org/)에서 획득한 임상 검사명들을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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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이론

제 1 절 문제 정의

사전을 활용한 유사문자열 매칭(approximate string matching)이란 주

어진 쿼리문자열과 유사한 모든 feature 들을 추출하는 것이다. 주어진 문

서를 D, 사전에 있는 쿼리문자열을 Q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 가

능하다.

{(D[i...j], Qk) | ed(Qk, D[i...j]) ≤ τ }

이 경우, 문서를 인덱스 i부터 j까지 잘라내었을 때, 잘라낸 부분과

query term이 threshold 이내의 차이를 보인다면 두개의 문자열은 유사하

다[4]. 그러나 이 방법은 너무 많은 위양성(false positive)을 유발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문서를 n-gram으로 잘라내어 쿼리문자열과

의 유사성을 보았다. 문서내의 토큰들을 T 라고 할 때, 문서 D 내의 d번

째 토큰을 Td 라고 할 때,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T[d...e], Qk) | ed(Qk, T[d...e]) ≤ τ }

문서를 n개의 토큰의 개수에 따라 잘라내어 보는 방법을 n-gram이라고

했을 때, 만일 1-gram 으로 문서를 잘라서본다면 e-d = 0이 될 것이고,

bigram 으로 문서를 잘라서 본다면 e-d = 1 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는 문서를 1-gram, 2-gram, 3-gram, 4-gram으로 잘라내었을 때의 알고

리즘들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할 수 있다.

{ (T[d...e], e-d=[0...3], Qk) | ed(Qk, T[d...e]) ≤ 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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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q-gram 기반의 문자열 필터링

앞에서 언급한대로 q-gram을 사용하여 유사한 문자열을 판별하는 방법

을 q-gram 기반의 필터링(q-gram-based filtering)이라고 하며 [4]에서는

세가지 필터링 방법을 소개한다. : counter filtering, position filtering,

length filtering.

τ가 edit distance 의 threshold 일 때, 고전적인 q-gram filtering 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counter filtering : threshold = (max(|s|, |t|) - q + 1) - q·τ, 두

개 문자열이 유사하다고 판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threshold개의 공통된 q-gram 을 가져야 한

다.

prefix filtering : 특정 q-gram 을 포함하는 문자열만을 선택.

length filtering : ||s| - |t|| < τ

예를 들어 쿼리 문자열을 "neutrophils" 이라고 할 때, 문서의 단어

"neutrophil", "basophils"를 tri-gram 으로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tri-gram(neutrophils) : [neu, eut, utr, tro, rop, oph, phi, hil, ils]

tri-gram(neutrophil) : [neu, eut, utr, tro, rop, oph, phi, hil]

tri-gram(basophils) : [bas, aso, sop, oph, phi, hil, ils]

먼저, 접두사 필터링(prefix filtering)을 적용하면 "basophils" 는

"neutrophils" 의 prefix 인 "neu" 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이후

counter filtering 를 적용하면 τ=2 일때 threshold 는 9 - 3*2 = 3 이 된

다. 즉 “neutrophil”을 “neutrophils”로서 판정하려면 공통된 q-gram 이 최

소 3개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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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q-gram 기반의 고전적인 counter 필터링

counter filtering 공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한

글 자 차이가 나는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하자.

tri-gram(abcdefg) : [abc, bcd, cde, def, efg]

tri-gram(abczefg) : [abc, bcz, cze, zef, efg]

위의 두개의 문자열은 4번째 문자 하나의 차이로 인해 q개의 불일치

gram들이 생성되었다(q=3). 즉, edit distance 값 1 의 차이가 q-gram에

서는 q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counter filtering 공식 threshold =

(max(|s|, |t|) - q + 1) - q* τ 에서, (max(|s|, |t|) - q + 1)은 해당 문자

열이 생성하는 q-gram 의 개수이며, q * τed 은 최대한의 불일치하는

gram들의 개수이다. 결국 (max(|s|, |t|) - q + 1) - q* τ 은 최소한 일치

해야하는 gram들의 개수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론은 특성상 너무 높은 false positive 를 유발할 가능성

이 있다. 왜냐하면 두개의 문자열에서 한글자 차이를 무조건 q개의 불일

치 gram들을 생성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의 문제에서 τ 

= 3 이라고 한다면, 5 - 3 * 3 = -4 가 되어, 최소한 일치해야하는 gram

들의 개수가 0보다 작게 된다. 이 경우 무조건 두개의 문자열이 같다고

판정하게 된다. counter filtering 은 연산 속도 향상을 위해서 edit

distance 의 기준을 완만하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떨어지게

된다. 실제로 맨 앞의 문자열 하나 차이는 1개의 gram의 차이밖에 발생

시키지 않는다. 결국 고전적인 counter filtering 은 너무 낮은 threshold를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section 3.1 에서 수정된

q-gram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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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알고리즘 개발

제 1 절 2차원 q-gram 모델 제안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 본 논문은 q-gram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그림1]은 q-gram을 2차원 평면위에 나타낸 것이다. 이 모델

에 대한 정의는 정의 1 에서 정의한다.

정의 1.

쿼리문자열과 문서의 문자열중 긴 문자열을 기준문자열로서 취급한다.

나머지 문자열을 타겟문자열로 취급한다. x축은 각 문자열의 생성된

q-gram의 개수이고, y축은 기준문자열과 일치하는 q-gram의 개수를

의미한다. 기준 문자열은 자기 자신이 생성한 q-gram과 항상 모두 일

치하는 q-gram을 가지므로 항상 (q,q)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y=q 는

기준문자열이 가지는 q-gram을 의미하게 되어 standard line 이 된다.

standard line과의 수직상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한 문자열이다.

threshold line 은 두 문자열간에 최소한 일치해야하는 q-gram의 개수

를 의미하며 y=t 로서 그려진다. 따라서 수직상의 거리가 역치선

(Threshold line)의 위쪽에서 그려지는 문자열들은 기준문자열과 유사한

문자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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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차원 평면상 유클리드 거리를 활용한 고전적인 q-gram filtering의 이해

이때 고전적인 counter filtering은 너무 낮은 위치에 역치선을 그릴수도

있다. 따라서 2절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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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정된 q-gram filtering

이 알고리즘은 불일치하는 q-gram의 개수에 주목하였다. 두개의 표현

을 3.1에서 제시한 모델위에 나타내었을 때 두 표현간의 거리를 사용하여

threshold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쿼리 문자열을 "neutrophils" 라고 할

때, "neutrophilx"를 타겟 문자열이라고 가정하자. 각각의 문자열을

q-gram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trigram(neutrophils) : [neu, eut, utr, tro, rop, oph, phi, hil, ils]

trigram(neutrophilx) : [neu, eut, utr, tro, rop, oph, phi, hil, ilx]

이때 "neutrophilx" 가 "neutrophils"로 되기 위해서는 생성된 q-gram

중에서 "uts"를 지운 후 "ils"를 추가해야 한다. 즉, 이것을 제시한 모델위

에 나타내면 [그림2]와 같게 된다. "neutrophilx"로부터 왼쪽으로 이동하는

화살표는 "uts"를 지우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의 q-gram들을

DRQ(deletion of redundant q-gram)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이후 standard

line을 향해서 올라가는 화살표는 "ils"를 추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의 q-gram들을 ILQ(insertion of lacked q-gram)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즉, DRQ + ILQ는 두 문자열의 q-gram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때 2장 3절

에서 최대로 불일치하는 gram들의 개수는 q*τ이라고 하였으므로, 두 문

자열 간 gram들의 거리는 q*τ 보다 작거나 같아야 유사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정된 q-gram 필터링 공식은 다음과 같다. : DRQ + ILQ

≤ q*τ

3장 1절에서 정의 1 에서 "standard line과의 수직상의 거리가 가까울수

록 유사한 문자열이라고."으로 모델을 정의하였으므로, 모델은 좌표 평면

상 수직상의 거리로 정의 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직상의 거리로 따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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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threshold 설정을 위해서 공식을 정의2에서 재설정 한다.

정의 2.

수정된 q-gram 필터링은 정의 1의 좌표 평면상에서 다음 공식을 만족

할 경우 두 문자열을 유사다하고 판단한다.

ILQ <= q*τ - DRQ (threshold : q*τ - DRQ)

[그림2] 2차원평면상유클리드거리를활용한수정된q-gram필터링의이해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 본 논문은 q-gram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그림 1]은 q-gram을 2차원 평면위에 나타낸 것이다. 이 모

델에 대한 정의는 정의1 에서 정의하였다. [그림 2]에서 "neutrophilx"의

좌표는 standard line과 ILQ 만큼 떨어져있으며, 이는 threshold lin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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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τ - DRQ)보다 가까이에 있으므로 "neutrophils"와 "nuetrophilx"는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목적은 임상문서에서 축약표현을 찾아내되 낮은 에러

를 내는 것이다. 이 알고리즘은 여전히 "neuts"를 "neutrophils" 의

variants 로서 판단하려면 굉장히 낮은 threshold를 필요로 하게되어 높은

위양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장 3절부터 5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알고리즘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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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

"neuts" 또는 "chol" 은 각각 "neutrophils", "cholesterol"을 문자열을 오

른쪽에서 잘라낸 표현들이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에서는 문자열을 뒤에서

잘라낸 표현들을 모범적인 표현으로서 가정하였다. "neu", "neut", "neutr",

"neutro", "neutrop", "neutroph", "neutrophi", "neutrophil", "neutrophils"는

"neutrophils"의 다양한 표현들중 모범적인 표현이라고 가정한다. 이 문자

열들을 좌표위에 나타내어 새로운 standard line을 그린다. [그림3]은 3장

1절의 모델의 standard line을 새로이 정의한 형태이다. 이때 타겟문자열

을 좌표위에 나타내면 정의 3을 반드시 따르게 된다.

정의 3.

standard line 은 항상 y=x 이다. 타겟 문자열의 좌표는 standard line

보다 항상 아래에 존재한다. 따라서 타겟문자열의 좌표와 standard line

의 수평 거리와 수직 거리는 항상 같다. 결국 ILQ와 DRQ는 같다.

[그림3] 2차원평면상유클리드거리를활용한orthogonal distance filtering개발과정(1)



- 14 -

정의 1에서 "standard line과의 수직상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한 문자

열"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타겟지점과 standard line간의 수직거리로 바

꿔줘야 한다. 정의3에서 ILQ와 DLQ 가 같으므로, 타겟문자열과 standard

line과의 수직상의 거리는 언제나 타겟문자열의 ILQ * (1/√2) 가 된다.

이는 [그림3]에 나타나 있다. 또한 기존 공식에서 거리가 (1/√2)배 되었

으므로, threshold 도 (1/√2)배 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 은 정의 4를 따르는 알고리즘이 된다.

정의 4.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은 정의 1의 좌표 평면상에서 다음 공식을

만족할 경우 두 문자열을 유사다하고 판단한다.

ILQ * (1/√2) <= (q*τ) * (1/√2), (threshold : (q*τ) * (1/√2))

[그림4] 2차원평면상유클리드거리를활용한orthogonal distance filtering개발과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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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에서 d_threahold = (q*τ) * (1/√2), d_target = ILQ * (1/√2)이

며, d_target ≤ d_threshold인 경우에 두 문자열을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은 [그림4]에서처럼 "neuts"를 "neutrophils"

의 variant로서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많은 위양성(false

positive)을 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짧은 문자열은 조금만 문자열의

구성이 바뀌어도 전혀 다른 문자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long"

에서 "g"를 "e"로만 바꾸어도 "lone"이란 단어가 된다. 따라서 긴표현과

짧은 표현은 threshold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짧은 표현에

대해서는 엄격한 threshold 를 적용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riangular area filtering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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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Linear threshold filtering

앞에서 축약어를 잡아내면서 동시에 짧은 표현들에 대해서 엄격한 역치

를 제공하는 알고리즘들은 모두 threshold line 이 곡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 경우, 짧은 표현들에 대해 너무 엄격한 threshold를 적용하거나

긴표현에 너무 느슨한 threshold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알고리즘은 threshold line을 직선으로

설정한다. 마찬가지로 standard line 과 threshold line 사이의 거리를

threshold로 설정하여, 문자열과 standard line 과의 distance 가 threshold

보다 작거나 같다면 두 개의 문자열을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먼저, threshold line을 결정하기 위해서 threshold line의 기울기를 결정

할 필요가 있다. threshold line은 반드시 y= tx 의 형태로 등장하게되며,

여기서 기울기는 간편하게 t로 설정한다.

정의 5

threshold line 은 y= tx 이며, t의 범위는 0 < t < 1

이 알고리즘은 앞의 알고리즘처럼 최초의 threshold를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 의 threshold를 사용하며, 그것을 짧은 표현에 대해서

줄여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 불일치하는 gram들의 개수를 n

이라고 하였을 때, n=1 일 때 가장 큰 threshold를 적용하게 된다. n=1 일

때 threshold 는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 의 threshold를 적용한다.

이 threshold 는 n=1일 때 threshold line인 y=tx 위의 지점 C1(c1_x,

c1_y) standard line 인 y=x 상의 지점인 P1(p1, p1)사이의 거리를 의미한

다.

이때 타겟문자열과 쿼리문자열이 불일치하는 gram들의 개수가 n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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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P1과 C1을 지나는 직선을 y = -x + b1이라 하자. 이때 타겟

문자열들이 모두 정수좌표이기 때문에 y=-x+b1 직선과 standard line 이

만나는 지점은 (정수+0.5, 정수+0.5)가 된다. 이때 모든 Pn의 x좌표는

gram들의 수 + 0.5이며, y좌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Pn의 좌표는 Pn

(일치하는 gram들의 개수 + 0.5, 일치하는 gram들의 개수 + 0.5) 이다.

P1 은 한 개의 불일치가 발생할 때이므로, P1은 1개를 제외한 나머지

gram들 개수 + 0.5가 된다. P1의 좌표를 알고 있으므로 y=-x+b1 의 b1값

도 알 수 있게 된다. b1 = x+y = p1+p1 이 된다.

정의 6

타겟 문자열과 쿼리문자열 간의 일치하는 gram들의 개수를

CQ(Common q-gram)이라고 했을 때, Pn 의 좌표는 Pn((CQ + 0.5), (CQ

+ 0.5)) 이다.

또한 y=-x+b1은 C1(c1_x, c1_y)과 P1(p1, p1)을 지나며, y=x에 수직인

직선이다. y=-x+b1과 threshold line 두개의 직선이 만나는 지점은

C1(c1_x, c1_y)이 된다. 이때 x좌표는 c1_x 이며, y 좌표는 –c1+b 이다.

따라서 C1(c1_x, c1_y)은 (c1, -c1+b1)이다.

이때 P1(p1, p1)과 C1(c1, -c1+b1) 두지점간의 거리는, 앞에서 언급했듯

이 n=1일 때의 threshold 이며 기준이 되는 threshold 이다. 이 threshold

를 th_init 이라고 한다. 이때 p1, b1 값은 상수이므로, c1의 값은 두 지점

간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과 근의공식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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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7

P1, C1 두 지점간의 거리는 sqrt((p1-c1_x)^2 + (p1–(-c1_x+b1))^2) 이

며, 이때 거리는 th_init 이다.

(p1-c1_x)^2 + (p1–(-c1_x+b1))^2 = th_init

2*(c1_x)^2 + (-2b1)*(c1_x) + ( (p1)^2+((p1)-b1)^2-th_init^2 ) = 0

∴ c1_x = (b1+sqrt(b1^2 - 2*(p1^2 + (p1-b1)^2- th_init^2 ) ) ) / 2

∴ c1_y = (-1) * c1_x + b1

이때 threshold line 은 y=tx 이므로 기울기 t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 t = c1_y / c1_x

기울기의 값을 알아내었으므로, threshold line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타겟문자열에 적용될 threshold 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standard line 인 y=x 에 직교하면서 타겟 문자열의 포인트와 standard

line 위의 임의의 지점 Pn을 지나는 직선인 y= -x + bn이 있다고 가정한

다. 이 직선은 threshold line인 y=tx 위에서는 th_n(th_x, th_y)에서 만난

다. 즉, Pn 과 th_n 사이의 거리가 threshold 가 된다. 이를 위해서 알아

야할 값은 th_n(th_x, th_y)과 Pn(pn, pn) 두지점의 값을 알아야 한다.

먼저 th_x 의 경우, y=tx 와 y=-x+bn 과 만나는 좌표의 값이다. 이때

bn 의 값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치하는 gram들의 개수 + 일치하는

gram들의 개수 + 0.5 + 0.5 가 된다. 이를 계산하면 th_xn 좌표 값은 bn

/ (t+1)가 된다. 이때 이 th_n 좌표 자체는 y=tx 위에 존재하므로, th_yn

= t* (b / (t+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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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8

y = -x +bn, y = tx 가 존재할 때,

bn = 일치하는 gram들의 개수 + 일치하는 gram들의 개수 + 0.5 + 0.5

th_xn = bn / (t+1)

th_yn = t * th_xn

정의 6에서 이미 Pn의 좌표를 알아내었기 때문에, Pn 과 th_n 과의 거

리를 구함으로서 threshold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의 9

linear threshold filtering 에서의 threshold 아래와 같다.

threshold_linear_threshold = √((p1-th_xn)^2 + (p1—th_xn))

[그림5] 2차원평면상유클리드거리를활용한linear threshold filtering구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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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triangular area filtering

triangular area filtering은 원점에 가까워질수록 더 엄격한 threshold 를

적용한다. 모든 Target 문자열들은 좌표에 표시했을 시, 정의 10을 반드

시 따르게 된다. 이때 정의 10에서 모범적인 표현들이란 문자열을 뒤에서

하나씩 잘라내었을 때 생성되는 표현들을 의미한다. [그림6]는 정의 10를

그린 것이다. 정의 10에 따라 Pn이 결정되면 정의 11에 따라서 threshold

를 결정한다.

정의 10.

임의의 target 문자열을 지나며 standard line과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은 반드시 직선 위 표현들의 사이의 중앙을 지난다. 이 지점들을 Pn 이

라고 한다. 이는 정의 6에서 설정한 Pn의 성질과 동일하다.

[그림6] 2차원평면상유클리드거리를활용한triangular area filtering 개발과정(1)

정의 11.

Q지점과 각각의 Pn을 지나며 항상 넓이가 일정한 삼각형을 Tn이라고

부른다. Pn을 지나며 standard line에 수직인 직선위에 삼각형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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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꼭지점을 Cn이라고 한다. 그리고 Cn 과 Pn 사이의 거리를 dn

이라고 한다.

이 알고리즘은 정의 11에 따라서 각 타겟문자열의 threshold는 dn으로서

결정된다. 만일 타겟 문자열과 standard line 과의 거리가 dn 보다 작거나

같다면 유사한 문자열로서 판단한다. 또한 Pn과 Cn을 하나의 직선으로

이어주면 threshold line이 되는데, 길이가 짧아질수록, Q 지점에서 멀어지

며, 동시에 더 엄격한 threshold 가 적용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와

Pn과의 거리를 Ln 이라고 할 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 높이 / 2 이므

로 dn 은 아래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정의 12

dn * Ln / 2 = Tn

dn = Tn / Ln * 2

이때 Tn과 Ln 을 구하면 dn 을 알 수 있게 된다. 정의 10의 특성에 따라

서 모든 Pn 의 좌표가 정수좌표+1/2이므로(이는 [그림7]에 나타나있다.),

L1은 항상 (√2)/2 이며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 된다. 따라서 Ln은 정

의 13을 따른다.

정의 13

Ln = (√2) * ((1/2) + n)

dl 은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의 threshold 를 계승한다. triangular

area filtering은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 방식의 threshold를 짧은 표

현에 대해서는 줄여서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제일 긴 표현에 대한

threshold인 d1은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의 threshold 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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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n=1일때 L1은 최소가 되며, d1은 최대가 된다. L1을 Lmin, d1

을 dmax 이라고 했을 때 기준이 되는 삼각형은 T1이 되며 다음과 같은

정의에 따른다.

정의 14

T1 = L1 * d1 * (1/2)

= Lmin * dmax * (1/2) = (√2)/2 * d1 * (1/2)

= d1 * (√2) * (1/4)

= threshold_orthogonal * (√2) * (1/4)

이 알고리즘에서는 T1=T2-T3=T4...Tn-1 = Tn 이다.

n은 항상 기준문자열과 멀수록 더 엄격한 threshold 를 적용받아야 하므

로 정의 15에 따라서 결정된다.

정의 15

n = 기준문자열 gram들의 개수 - 공통된 gram들의 개수

최종적으로 정의 12에 정의 13, 14, 15을 사용하면 triangular area

filtering 알고리즘의 threshold를 구하는 공식을 도출할 수 있다.

정의 16

dn = Tn / Ln * 2

Tn = (threshold_orthogonal * (√2) * (1/4))

Ln = (√2) * ((1/2) + n)

= (threshold_orthogonal * (√2)*(1/4)) / ((√2)*((1/2)+n))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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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4에서 threshold_orthogonal 은 (q*τ) * (1/√2)이므로,

dn = ((q*τ) * (1/√2) * (√2) * (1/4)) / ((√2) * ((1/2) + n)) * 2

= ((q*τ) * (1/2)) / ((√2) * ((1/2) + n))

= ((q*τ)) / ((2*√2) * ((1/2) + n))

단, n = (기준문자열의 gram들의 개수) - (공통된 gram들의 개수)

[그림7] 2차원평면상유클리드거리를활용한triangular area filtering구축과정(2)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사용 예를 들면, [그림6]에서 타겟 문자열이

"neuts" 라면 일치하는 q-gram들의 개수가 2개이므로, 삼각형은 (기준문

자열의 gram들의 개수) - (공통된 gram들의 개수) = 9 - 2 = 7 이 된다.

따라서 오른쪽으로부터 7번째 삼각형을 사용하게 되어 이때의 d7가

threshold로서 작용한다. 즉, "neuts"와 standard line과의 거리 <= d7 인

경우, 유사한 문자열이라고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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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

이 알고리즘은 triangular area filtering이 짧은 표현에 너무 큰

threshold 를 적용하여 너무 많은 위양성(false positive)를 나타내거나 너

무 엄격한 threshold 를 적용하여 너무 많은 위음성(false negative)을 나

타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triangular area filtering은 모

든 n에 대하여 모든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그러나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에서는 n이 증가함에 따라 삼각형의 넓이는 증가하거나 감

소한다.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모델은 [그림8]에 나타나 있

으며 정의 17를 따른다.

정의 17

Tn+1 = Tn * (넓이 변화율)^(n)

넓이 변화율(are change rate)이 < 1일 때 threshold line 은 뾰족한 모

양을 띄게 되고 엄격한 threshold 가 적용된다.

넓이 변화율이(are change rate) > 1일 때 threshold line 은 뾰족한 모

양을 띄게 되고 완만한 threshold 가 적용된다.

[그림8] 2차원평면상유클리드거리를활용한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구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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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추가적인 필터링 기법

문서에서 나타난 다양한 표현을 수집하면 위양성 표현을 수집할 가능성

이 매우 커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조적인 필터링을

추가하였다. 또한 이런 필터링 기법은 유사도 판별을 적용하는 문자열의

리스트를 줄임으로서 속도향상에 매우 크게 기여한다.

제 1 절 길이 필터링

두 문자열의 길이차가 τ를 넘어간다면 그 두개의 문자열은 비교할 필요

가 없다. 이를 길이필터링(length filtering)이라고 부른다[4]. 그러나

"neut"와 같은 축약어는 "neutrophils"와 최소 7글자 차이가 나게 되어 길

이필터링(length filtering)은 축약어를 찾기 위해 개발된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 triangular area filtering,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성능에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 필터링은 edit distance,

q-gram base filtering, 수정된 q-gram filtering에만 적용하였다.

제 2 절 접두사 필터링

접두사 필터링(prefix filtering)은 알고리즘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여기서는 정확도와 속도향상을 위해서 사용되

었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각 토큰의 접두사(prefix)를 모두 포함하는 문자

열끼리만 비교하였다. 예를들어 쿼리 문자열로 "absolute neutrophils"가

존재한다면 "abs" 와 "neu"를 모두 포함하는 문자열만 비교대상에 포함된

다. "neutrophils", "absolute neuts"가 있다면 후자가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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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속적으로 일치하는 q-gram을 활용한 가중치

이 알고리즘은 location filtering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알고리

즘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연속적으로 일치하는 q-gram에 가산점을 부

여하였다. standard line과 타겟문자열의 좌표간의 거리를 정의 18에 따라

감소시킴으로서 threshold line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정의 18

standard line과 타겟문자열의 좌표간의 거리 = standard line과 타겟문

자열의 좌표간의 거리 * (1 / (연속적으로 일치하는 q-gram 개수+1))

제 4 절 공백을 포함하는 q-gram의 삭제

“공백”은 거의 무조건 적으로 불일치 q-gram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여

러 개의 token 으로 이루어진 q-gram 일치 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예

를들어 "Absolute neutrophils"의 공백근처에서 생성되는 q-gram은 “te “,

“e n”, “ ne” 이고, 찾아야 하는 표현인 "Abs neuts"의 공백근처에서 생성

되는 gram들은 “bs_”, “s_n”, “_ne” 이다. 따라서 정의 19에서 하나의 문

자열이 생성하는 gram들의 개수를 새로이 정의한다.

정의 19

하나의 문자열이 생성하는 gram들의 개수는 공백을 포함한 gram들을

제외한 개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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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선택적인 쿼리문자열 선택

사전에 존재하는 쿼리문자열 중 '/', '=', '_', '-', ' ', ',', '.', '+', ':', ';',

'(', ')', '{', '}', '\\', '\\', '!', '?', '0', '1', '2', '3', '4', '5', '6', '7', '8',

'9‘, ‘%’ 문자들을 제외한 후의 문자열 중 문서에서 축약표현으로서 등장

할 가능성이 적은 표현들(①, ②, ③)은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사전매칭을 하도록 하였다. ① 대문자 개수가 전체 문자열 길이의 50%

이상임(예. ACR, HA1C) ② 문자열의 길이가 n(7)보다 짧음.(예. copper)

③ 단어 배열상 서로 떨어진 모음 뭉치 개수가 i(4) 보다 적음. (예. tProt,

folate)

제 6 절 같은 토큰의 개수를 가지는 문자열끼리의 비교

token 의 개수가 같은 문자열끼리만 비교하였다. 예를들어 “cholesterol

10/2/62”을 bigram 으로 표현하면 “cholesterol 10”이 된다. “cholesterol 10”

과 사전의 표현 “cholesterol” 은 edit distance 3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이

다. 따라서 유사하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token 개수를 가지는 표현끼리만 비교하였다.

위의 추가적인 필터링 기법은 각각의 알고리즘에 선택적으로 적용되었다.

각 알고리즘별로 적용한 필터링 기법은 [표1]에 있다

[표1] 각 알고리즘별 대규모 위양성(false positive) 추출 방지를 위한 필터링 기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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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제 1 절 실험 환경 구축

1.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기존의 방법론과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실험하였다. 또한 각각의 알고리즘은

4장에서 소개한 추가적인 필터링과 함께 동작하였다. 각 알고리즘마다

추가적으로 사용된 필터링 방법론은 [표1]에 정리되어 있다.

exact matching (baseline) lab test online에서 가져온 표현을 사용하

여 사전을 구축하였다. 이 사전은 IAR[10]을 따라 반복적으로 정제하였

으며, 깨끗한 표현을 추가하되, false positive 를 대량으로 유발시킬수

있는 표현은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ca"는 "cancer" 또는 "calcium"의

축약어이지만 시스템의 성능을 30%이상 떨어뜨리므로 제외하였다.

edit distance 유사문자열을 채택하기 위한 기본적인 알고리즘.

Levenstein 의 edit distance를 사용하였다.

q-gram base filtering 고전적인 counter filtering 기반의 알고리즘

modified q-gram filtering 불일치하는 gram들의 개수를 활용한 고전

적인 counter filtering 기반의 알고리즘의 개선형.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 축약어를 잡을 수 있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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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threshold filtering 축약어를 잡을 수 있으며 앞의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이 너무 많은 위양성 표현을 추출할 것을 가정하고 만

든 알고리즘이다. threshold line 이 선형으로 그려진다.

triangular area filtering 축약어를 잡을 수 있으며 linear threshold

filtering 보다 더 엄격한 threshold를 적용되며, threshold line은 y=1/n

의 형태로 그려진다.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 앞의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변경한 알고리즘이다. 삼각형의 넓이변

화율을 0.91-1.07까지 0.04씩 증가시켰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경

우를 알아보았다.

2 사전

사전은 lab test online사이트에서 임상 검사명에 해당하는 표현들의

리스트를 사용하였다. 사전을 단순 매칭 하였을 시 i2b2 2014 data set

중 학습데이터(training set)에서의 최초의 성능은 precision 66.82, recall

64.78, F1-scroe 65.78이었다. 이후 반복적으로 정제되어 exact

matching시의 성능은 precision 89.76, recall 73.51, F1-scroe 80.83 이

되었다. 사전의 기본정보는 [표2]에서 나타내었다.

[표2] 사전 셋 기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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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셋

i2b2 2014 challenge에서 사용된 문건 중 400건을 training set, 100건

을 test set으로서 사용하였다. 이 문서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당뇨환자

들의 코호트 영문 임상문서이다. 해당 문서들은 여러 병원기관에서 수

집되어 익명화 처리되어 있으며, NLP와 관련된 challenge에서 질병명,

질병인자들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임상 검사명에 대한

goldstandard는 제공되지 않아서 따로 goldstandard 를 제작하였다.

training set과 test set의 문서의 길이는 각각 4,554, 4,281이였다.

또한 알고리즘의 객관성 검증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서

울대학교병원에서 당뇨환자 외래진료기록지를 확보하였다. 전체 문건개

수는 411,211개이었고, 이중 "lab"이란 단어를 포함하는 문건 12,802개중

400개의 문건을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이중 200개 문건을 training set

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200개 문건을 test set 으로 사용하였다.

training set과 test set의 문서의 길이는 각각 513, 453이였다.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표3]에 나타내었다.

모든 데이터는 1-gram부터 4-gram으로 쪼개어졌으며 제 5장 2절의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표3] 데이터셋 기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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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텍스트 전처리

1 space separating character elimination

토큰을 기준으로 문서를 잘라내어 보는 방법을 n-gram이라고 한다.

문서를 n-gram으로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어들은 공백을 사용하

여 나눠야 한다. 하지만 공백은 아니지만 구분자로서 취급해야 하는 표

현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Troponin-I"은 "troponin I" 로서 쓸 수도

있다. 또한 "/", "="은 variant matching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문서에 "lipids/ltfs"라는 표현이 존재한다면 "ltfs"라는 표현을 사전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lipids/"의 글자수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서에서

"ltfs"를 찾는데 방해가 된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구분자들은 다음과 같

다. : “ “, “\t”, “\n”, “-”, “_”, “/”, “=“, “*”

2 Clinical jargon elimination

문서를 n-gram으로 표현했을 때 매칭에 필요가 없는 단어들이 존재

한다. 이런 단어들에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필터링 하는 것이 시

스템의 속도와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여기서는 임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찾고자 하는 표현인 임상 검사명과는 상관이 없는 표현

들은 제외하였다. 정규표현식을 사용하여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는

n-gram은 데이터에서 제외된다. [표4]에 그 내용을 정리해놓았다.

[표4] clinical jargon el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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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op word elimination

variant matching은 exact matching보다 상대적으로 precision 에서 불

리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dance"라는 문자열에서 "d"

를 "l"로만 바꾸면 "lance"가 되므로, 두개 문자열은 의미상 전혀 다른

문자열이지만 유사한 표현으로 취급된다. exact matching과의 공평한

경쟁을 위해서, variant matching 도 100개의 문서에 대해서 IAR 을 수

행하였다. 단, edit distance와 q-gram base에서 τ=3 일 때의 값에 대해

서만 정제하였다. 이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마치 정제에 의해서

과대평가되어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추가된stop word

들은 223개의 단어들이 추가되었으며, 다른 영문자와 boundary를 구분

할 수 있도록 정규표현식화 되었다. (예. "ant"를

"(?<![A-Za-z])ant(?![A-Za-z])"으로서 변형).

4 String purification

유사문자열을 찾기위한 알고리즘 적용시 문자열간의 거리를 쓸데없이

멀게 하는 문자열들은 삭제를 하였다. 다음은 그 문자열들을 정규식으

로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열이 ""이 되는 경우는 생성된

n-gram 데이터에서 제외를 하였다.

["] ['], [,] [.] [+] [:] [;] [(] [)] [{] [}] \[ \], [!], [?], [%]



- 33 -

[표5]는 n-gram 별로 위의 데이터 처리를 할때, 단계별로 각 데이터

셋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최종적으로 i2b2 2014 학습 데이터셋은 평균길

이 5의 179,567개의 1-gram, 평균길이 11의 123,651개의 2-gram, 평균

길이 17의 85,685개의 3-gram, 평균길이 23의 61,055개의 4-gram이 생

성되었다. i2b2 2014 평가 데이터셋(test set)은 평균길이 5의 42,759개의

1-gram, 평균길이 11의 29,601개의 2-gram, 평균길이 17의 20.637개의

3-gram, 평균길이 23의 28,479개의 4-gram이 생성되었다.

snuh_diabetes 학습 데이터셋은 평균길이 4의 10,384개의 1-gram, 평균

길이 8의 10,337개의 2-gram, 평균길이 12의 8,681개의 3-gram, 평균길

이 17의 7,414개의 4-gram이 생성되었다. snuh_diabetes 평가 데이터셋

은 평균길이 4의 10,384개의 1-gram, 평균길이 8의 8,836개의 2-gram,

평균길이 12의 7,333개의 3-gram, 평균길이 17의 6,163개의 4-gram이

생성되었다.

[표5] 데이터 전처리 단계별 데이터셋의 구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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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프레임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UIMA(Unstructure information management

architecture)를 사용하였다. UIMA는 그동안 임상문서에서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널리 사용되어온 프레임웤이다. ([11], [20]).

UIMA 프레임웤은 추출한 정보를 CAS라는 객체내부에 타입시스템에

따라 정보를 분류하고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담겨진 정보는 .xmi 파일로

annotation 되어 CAS Editor 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9]

은 추출한 정보를 CAS Editor 를 사용하여 확인하는 그림이다.

UIMA는 descriptor 라는 개념을 제공하여 하나의 파이프라인 내에서

annotation 을 위한 코드를 재사용 할 수 있다. descriptor를 각각의 목적

에 따라 관리함으로서, 단순히 프로그래밍만을 하는 것보다 알고리즘을

더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림9] CAS Editor를 활용한 추출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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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평가 방법론

찾아낸 임상검사명과 관련된 표현들은 다양한 정보이기 때문에 exact

matching보다 나타나는 패턴이 다양하다. 이에 따라 찾아낸 표현이

goldstandard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true positive

로 취급하였다. 예를들어 goldstandard가 "cholesterol - LDL"라고 한다면

이 표현은 "cholesterol", "LDL" 각각 goldstandard 로도 취급되어도 맞다.

따라서 다음의 룰에 따라서 True positive 를 결정하였다.

Goldstandard 들을 여러 개 연결했을 때 하나의 annotation 정보와 일

치한다면 해당 annotation 은 true positive 로서 취급한다. Annotation 을

여러 개 이었을 때 Gold standard 가 된다면 True positive 로서 취급한

다. 특수문자들을 모두 지웠을 때 goldstandard 와 annotation 정보가 같

은 문자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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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과

먼저 가장 높은 점수를 낸 알고리즘과 가장 안정적인 알고리즘, 가장

빠른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다. 그 후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해

당 성능을 내게 된 원인과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표6]부터 [표12]은 i2b2

2014 dataset의 학습데이터(training set)에서, [표20]부터 [표26]까지는 테

스트 데이터(test set)에서 각각의 유사문자열 검색알고리즘의 성능을 τ에

따라 실험한 결과이며, [그림10]부터 [그림16]은 학습데이터에서, [그림24]

부터 [그림30]까지는 테스트 데이터에서 τ에 따른 성능의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해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표13]부터 [표19], [그

림17]부터 [그림23]까지는 snuh_diabetes dataset의 학습데이터(training

set)에서, [표27]부터 [표33]까지, [그림31]부터 [그림37]까지는 테스트 데

이터(test set)에서 각 알고리즘의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제 1 절 각 알고리즘 특성

Edit distance edit distance는 τ값에 영향을 덜받으며 그만큼 안정적인

성능을 내었다. 다른 알고리즘들이 τ값이 2~3만 되어도 크게 성능이 떨어

지는 것에 반해, 이 알고리즘은 성능의 변화폭이 적었다. [표6], [표13],

[표20], [표27], [그림10], [그림17], [그림24], [그림31]은 각 데이터셋에서

edit distance의 성능변화를 나타내는데, τ값에 따라 f1-score의 변화가 거

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알고리즘이 사전의 표현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 표현만을 잡아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축약어와 같은 더 많은 표현을 추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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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되는 상황에서 τ가 커짐에 따라 위양성(false positive)이 항상 유발

되어서, exact matching 보다 성능이 뛰어나는 경우는 없었다. 이런 원인

으로 인해 threshold 5부터는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q-gram base filtering 앞의 q-gram base의 threshold 가 커지면 그만

큼 많은 잘못된 표현을 추출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threshold 가

3부터 급격하게 성능이 나빠졌다. 이는 고전적인 카운터 필터링(counter

filtering)이 문자열이 짧을 때 무조건 유사하다고 판정하는 에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고, 이를 컨트롤하기 위해 개선된 q-gram을 제안하였다.

[표7], [표14], [표21], [표28], [그림11], [그림18], [그림25], [그림32]는 각

데이터 셋에서의 q-gram base의 성능을 나타낸다.

수정된 q-gram filtering 이 알고리즘은 threshold 가 작을때 q-gram

base 보다 precision 이 향상되었다. 개선된 q-gram 에서는 두 문자열 사

이의 q-gram의 거리를 계산하여 비교적 정확도는 높아지긴 했지만, τ=3

부터는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표8], [표15], [표22], [표29], [그림12], [그

림19], [그림26], [그림33]는 각 데이터 셋에서의 수정된 q-gram의 성능을

나타낸다.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 짧은 표현에 대해서도 variants 를 많이

추출하게되어, 그만큼 높은 false positive 를 유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Recall은 올라가지만 precision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은 긴표현과 짧은표현 모두 동일한 threshold 를 적용하

게 되어, 짧은 표현쪽에서 많은 위양성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표9],

[표16], [표23], [표30], [그림13], [그림20], [그림27], [그림34]는 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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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에서의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의 성능을 나타낸다.

linear threshold filtering 이 알고리즘은 단순히 threshold line이 선형

적으로 그려진다. threshold line 이 평면상에 원점을 지나는 1차방정식의

형태로 그려진다. 따라서 짧은 표현에 대해서 더 작은 threshold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은 짧은 표현뿐만 아니라, 쿼리문자열과

비슷한 길이의 표현에서 많은 위양성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 “neutrophils”를 쿼리문자라 하였을 시, 길이가 비슷하며 일치하는

gram이 있는 표현인 “neutropenia”과 같은 표현을 유사하다고 판정한다.

이는 시스템의 성능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고,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에서의 precision 하락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그 성능은 [표

10], [표17], [표24], [표31], [그림14], [그림21], [그림28], [그림35]에 나타

나 있다.

triangular area filtering 이 알고리즘은 가장 높은 성능을 내었다.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에서 생각했던 문제점에 대한 가설이 맞아떨

어졌다. 짧은 표현에 대해서는 긴표현과 똑같은 threshold 를 적용하면 높

은 위양성을 낼 것이라는 것이다. 즉, 이 알고리즘은 앞의 linear

threshold filtering을 만든 목적과 마찬가지로 짧은 표현에 엄격한

threshold를 적용한다. 단, triangle area filtering은 일치하는 문자열이 적

을수록 threshold의 범위가 1/n 로 줄어들게 되므로 위양성 표현을 추출

하는 경우가 그만큼 더 적어지게 되었고 precision 하락을 막게 되었다.

즉, n이 증가함에따라 1/n로 threshold가 줄어들어, 앞의 “neutropenia”와

같은 표현이 존재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더 작은 threshold 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되도록 standard line에 가까운 표현, 즉, 접두사를 활용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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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가까운 표현들을 비교적 정확히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었다.

[표11], [표18], [표25], [표32], [그림15], [그림22], [그림29], [그림36] 는 각

데이터 셋에서의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나타낸다.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 최고 성능에서는 약간의 성능향상이

있을 수 있으나 triangular area filtering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러나 threshold에 따른 성능의 변화가 가장 적다.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이 가장 안정적인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2], [표

19], [표26], [표33], [그림16], [그림23], [그림30], [그림37]는 각 데이터 셋

에서의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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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장 높은 성능의 알고리즘

각 데이터 셋에서 사전을 exact matching하였을 때를 baseline으로 설

정하였으며 각각의 알고리즘이 최고의 성능을 낼 때 어느 정도의 성능향

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모든 데이터 셋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낸

알고리즘은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이었고, triangular area

filtering과 큰 차이는 없었다.

i2b2 2014 학습데이터(training set)에서 baseline은 precision, recall,

f1-score 이 각각 89.85, 73.42, 80.81 이었다. [표11]에서 볼 수 있듯이,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성능이 가장 좋을 때는 τ=2 일때 85.34, 84.05,

84.69 이었고,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성능이 가장 좋을 때는

τ=3 일때 85.54, 84.04, 84.79 이었다. 두 알고리즘은 baseline 보다

f1-score 4점 정도 높았다. 이는 [표11], [표12]에 나타나있다.

snuh_diabetes의 학습데이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 matching은 precision, recall, f1-score 순서로 95.11, 75.28,

84.04이었다. triangular area filtering은 τ=1일 때 91.26, 84.47, 87.73로

exact matching 보다 f1-score 2.74의 향상을 보였다.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은 τ=1일 때 91.63, 83.39, 87.32로 triangular area filtering과

최고성능면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표18], [표19]에 나타나있다.

i2b2 2014 테스트 데이터(test set)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향상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test set 에서의 baseline(exact matching)은 88.67,

69.33, 77.81 이었다. triangular area filtering은 τ=2일 때 86.03, 81.93,

83.93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고 baseline보다 f1-score 6.2점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은 τ=3일때 86.23, 81.92,

84.02로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고 f1-score 6.21점의 성능을 향상시켰

다. 이는 [표25], [표26]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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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h_diabetes의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baseline은 95.02, 80.19, 86.98이

었다. triangular area filtering일 때 τ=1일 때 92.63, 87.56, 90.03,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 τ=3일 때 92.54, 87.72, 90.06 의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f1-score 3.08점의 성능을 향상 시켰다. 이는 [표32], [표33]

에 나타내었다.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에서 삼각형 변화율이 0.91일 때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52], [그림

55], [그림58], [그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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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알고리즘 안정도

비슷한 문자열을 찾는 알고리즘은 "lance", "dance" 처럼 한글자 차이

만으로도 위양성(false positive)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entity

extraction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dit

distance, triangular area filtering,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은 비

교적 안정적으로 높은 성능을 내었다. 이중에서도 모든 데이터셋에서 항

상 높은 성능을 내면서 안정적이었던 알고리즘은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이었다.

[그림16], [그림23], [그림30], [그림37]은 각 데이터 셋에서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τ의 값에 따라 성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항상 안정적인 f1-score를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triangular area filtering과 최고 성능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지만,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은

triangular area filtering보다 τ값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에 의미

가 있다. 참고로 [그림15], [그림22], [그림29], [그림36]은 각 데이터셋에서

의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성능을 나타낸다.

반면 축약된 표현을 찾아내기 위해 맨 처음에 제안된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는 가장 큰 recall 값을 산출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위양

성 표현으로 인하여 성능이 크게 저하되었다. [그림13], [그림20], [그림

27], [그림34]은 각 데이터셋에서의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 알고리즘

의 성능을 나타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알고리즘들 중 linear threshold

filtering은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에서 발생하는 위양성 표현을 적

절히 제거하지 못하여, 큰 성능향상을 보이진 못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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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그림20], [그림27], [그림34]에 나타나있다. 단, 이 문제는

triangular area filtering,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에서 해결되었

다.

수정된 q-gram filtering은 기존의 전통적인 q-gram 기반의 counter

filtering 알고리즘과 최고성능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성능이 떨어지

는 τ값이 2에서 4로 바뀌었다. 따라서 더 안정적인 성능을 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림11], [그림18], [그림25], [그림32]은 각 데이터셋에서의 전통적

인 q-gram 기반의 알고리즘의 성능변화의 추세를 나타낸다. [그림12],

[그림19], [그림26], [그림33]은 각 데이터셋에서의 수정된 q-gram 기반의

알고리즘의 성능변화의 추세를 나타낸다.

edit distance는 모든 데이터 셋에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

내었다. 성능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τ=5부터는 다른 알고리즘처럼

f1-score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 [그림10], [그림17], [그림24], [그림31]은

각 데이터셋에서의 edit distance의 성능변화의 추세를 나타낸다.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에서 삼각형 변화율이 0.91일 때 모든 데이터셋에

서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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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알고리즘 속도

실험에서 각 알고리즘들은 수정된 q-gram, q-gram base filtering이 가

장 빨랐고, edit distance,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 linear threshold

filtering, triangular area filtering,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 순서

대로 빨랐다. ([그림62], [그림63], [그림64], [그림65]). 제안한 알고리즘은

문서 셋에서는 계산할 대상문자열 중 축약어들이 포함되어 edit distance

보다 시간이 더 오래걸렸다. 그러나 단순히 같은 2,000개의 문자열에 대해

서 계산하면 제안한 triangular area filtering,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이 edit distance보다 항상 빨랐다. ([그림66]). 동시에 3절에서 언

급했듯이, triangular area filtering은 edit distance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표현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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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고찰

제 1 절 위양성의 영향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사문자열을 찾는 알고리즘은 단지 몇 글자 차이로

인하여 높은 위양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하

여도 증명가능하다.

[그림39], [그림42], [그림45], [그림48]은 각각의 데이터셋 내에서 알고리

즘들의 재현율(recall)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데이터셋에서 축약

어를 찾지 못하는 알고리즘끼리(예. edit distance, q-gram, 수정된

q-gram) 거의 같은 재현율을 지녔다.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과

linear threshold filtering은 가장 높은 recall값을 가지면서 너무 낮은 정

확도(precision)을 가졌다. 너무 낮은 정확도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축

약어를 찾는 알고리즘인 triangular area,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은 거의 같은 값의 재현율을 지닌다.

이로 미루어보아 재현율(recall)을 올리면 유사문자열 추출 알고리즘은

위양성 표현추출의 가능성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런 가능성을 낮춰서 더

높은 정확도(precision)를 낼 수 있는지가 알고리즘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38], [그림41], [그림44], [그림47]은 각각의 데이터셋 내

에서 알고리즘들의 정확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40], [그림43],

[그림46], [그림49]은 각각의 데이터셋 내에서 알고리즘들의 f1-score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precision의 값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f1-score의 값이 같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유사문자열을

찾는 알고리즘은 위양성 표현 개수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한 알고리즘인 triangular area filtering,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은 정확도의 낙하폭보다 재현율의 상승폭이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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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score값이 증가하였다. 이는 이 알고리즘들이 짧은 표현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threshold 를 적용함으로서, 위양성의 발생 가능성을 낮췄기 때문

이다. 알고리즘의 이런 특성들은 사용한 모든 데이터셋에서 동일하게 나

타났다.

제 2 절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최적의 매개변수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은 삼각형의 변화율에 따라 다른 성능

을 내게 된다. 이 삼각형의 변화율을 하나의 매개변수로 취급하였을 때,

최적의 매개변수를 찾는 것을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삼각

형의 변화율을 0.91부터 0.04씩 증가시켜 1.07일때까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50], [그림53], [그림56], [그림59]은 각 데이터셋에서의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정확도(precision)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46],

[그림49], [그림52], [그림55]은 각 데이터셋에서의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재현율(recall)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51], [그림54], [그림

57], [그림60]은 각 데이터셋에서의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f1-score값을 나타낸 것이다. 6장 4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위양성의 값에

f1-score 값이 쉽게 영향을 받는다. 이중에서 가장 위양성을 잘 제거하면

가장 좋은 성능을 낸다. 삼각형의 변화율이 1보다 작을수록 원본 표현보

다 짧은 표현에 대해서는 더 엄걱한 threshold 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그만큼 높은 위양성값을 삭제할 수 있게 되었다. 예상대로 0.91일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내었고, 변화율이 커질수록 성능은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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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q 값의 지정 근거

이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 중 triangular area filtering과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이 두 데이터 셋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

으며, 후자가 근소하게 더 높은 성능을 내었다. 이 알고리즘은 q-gram 기

반이며 q=3일 때 만들어졌다. q=3으로 지정한 이유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전에 문서를 일일이 살펴본 결과 bi-gram에 precision을 30%이상 떨어뜨

릴 수 있으며, 동시에 문맥정보를 추가해야만 맞출 수 있는 표현이 존재

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ca"인데, 이 표현의 경우엔 문서에서

"cancer"로도 쓰이고 "calcium"으로도 쓰이며 때때로 사람의 middle name

으로도 등장한다. 이 방법론은 문자열의 모양만을 보고 맞추기 때문에 그

런 표현은 피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알고리즘을 만들더라도, 너무 높은

위양성을 유발하게 되어, 또 이런 표현들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사전

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다. 이 알고리즘의 목적은 축약된 표현을 자동으

로 추출하는 것인데, 일일이 표현을 또 걸러야 하는 작업을 거친다면 의

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gram 으로는 제안한 알고리즘이 좋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다. 반대로 4-gram 이상이 되면, 제안

한 알고리즘에 좌표를 표현하였을 때 3글자로 축약된 단어를 아예 무시하

게 되므로(예. "eos"), tri-gram 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문서를

처리할 땐 τ=4 가 넘어가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τ

=1, 2 또는 3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내었다. 이는 variant matching에서

높은 위양성을 줄이는 것이 알고리즘의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의미한다. τ가 커질수록 많은 표현을 획득할 수 있지만, 정확도는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은 임상문서에서

축약 표현 찾기 위해 제작되어서, 쿼리문자열에 비해 짧은 표현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위양성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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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적절한 τ값과 filtering 기법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제 4 절 추가적인 필터링의 영향

추가적인 필터링 기법은 문서에서 원하는 정보 중 위양성을 줄이면서

동시에 재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다. 공백을 포함하는 gram을 제거

하는 것으로 추출할 문자열의 종류를 향상시켰으며, 이때 발생될 수 있는

위양성은 접두사 필터링, 같은 토큰개수의 문자열끼리 비교, 선택적인 쿼

리문자열 선택를 통해 줄였다. 이 필터링은 의도한대로 잘 동작하였으나,

연속하는 q-gram의 가중치를 수정된 q-gram filtering에 적용시엔 성능이

오히려 떨어졌다. 그래서 수정된 q-gram 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연속한

q-gram에 가중치를 준다는 것은 더 많은 표현을 획득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더 많은 위양성을 낼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단, triangular

area filtering에서는 좋은 성능을 내는 원인으로서 작용하였다. “abs

neuts”와 같은 찾고자하는 짧은 표현들이 연속된 gram의 매칭으로 거리

가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수정된 q-gram filtering 에서는 “abs

neuts”는 “absolute neutrohpils”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어있어서 이런 이점을 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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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알고리즘 속도

실험에서 각 알고리즘들은 수정된 q-gram, q-gram base가 가장 빨랐

고, edit distance,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 triangular area filtering,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 순서대로 빨랐다. ([그림62], [그림63],

[그림64], [그림65]). 앞에서 언급했듯이, 표현추출에 있어서 edit distance

만을 사용해 모든 문자열에 대해서 유사도를 판정하면 느리기 때문에, 요

즘엔 filter-and-verify approach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 방법론은 filter

단계에서 비교할 문자열을 일부만 빠르게 선택한 후, verify 단계에서

edit distance를 적용한다. filtering단계에서 빠르게 후보문자열을 대강 잡

아낼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q-gram 기반의 필터링인 것을 생각하면

q-gram base가 가장 빠른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 대신 3절에서 확인

했듯이, q-gram base가 생성하는 후보 문자열들의 정확도는 굉장히 떨어

지게 된다.

반면 제안한 알고리즘들은 q-gram 기반이지만 일반적인 q-gram 기반

의 counter filtering 보다는 느리다. counter filtering 보다는 상수를 사용

한 수식계산을 몇 개 더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확하고 더 많은 후보표

현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표현을 다루게 되는 만큼 그 속도

는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실험상으로는 제안한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이 가장 처리시간이 길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안한 알고리즘 자체가 최소한 기존의 edit distance

보다 느린 것은 아니다. 알고리즘의 속도 자체는 edit distance의 열거적

인 계산법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낸다. 왜냐하면 제안한 알고리즘은

q-gram의 공통된 개수를 열거적으로 찾되, 루프를 도는 횟수는 최소 (m

– q + 1) * (n – q + 1)이고 최대 m*n이다. O(m*n)이란 측면에서는

edit distance와 같지만, 평균적인 연산량에서 더 적은 연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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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하는 메모리도 edit distance는 거리 계산한 값을 (m+1)*(n+1)의

정수 공간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거리계산결과가 적힌 메모리에 접근하

게 된다. 그러나 제안한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은 한번 공통된

q-gram의 개수를 찾은 후에는, 공식으로 거리계산을 하게 되므로, 상수수

준의 계산이 가능하며, 메모리 사용량 및 접근 횟수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2,000개의 동일한 표현에 대해서 모든 알고리즘들이 두

문자열간의 거리를 계산하도록 하였을 때,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 triangular area filtering은 edit distance보다 항상 빠른 속도를

낸다. ([그림66]). 실험에서 속도가 더 느렸던 것은, 제안한 알고리즘은

축약된 표현까지 계산해야할 문자열 리스트에 넣기 때문에 계산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 중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 triangular area filtering은 기존의 edit distance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더 많은 표현을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을 filter-and-verify approach에 적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filtering단계에서 counter filtering을 적용 후 verify 단계에서 edit

distance를 적용하였다면, 제안한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은

counter filtering 기반인 동시에 edit distance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므로,

두 단계의 알고리즘을 거칠 필요없이 이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대체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filtering 단계에서는 4장에서 소개한 q-gram기

반의 prefix filtering 을 비롯한 기본적인 filtering정도만 적용한 상황에서,

verify 단계에서 제안한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을 적용하는 것

으로, counter filtering, edit distance 두 단계의 필터링 단계를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 또는 triangular area filtering 중 하나로 대체하

여, 필터링 단계를 압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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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데이터셋의 특성

snuh_diatetes 에는 lab 검사와 관련된 항목들 중 i2b2 2014에서 등장한

축약하여 표현하는 검사명이 등장한다. 단 i2b2 2014 에서처럼 “A-neut”,

“%neuts”, “%A-BASO”처럼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고, 제한적으로

표현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chol”, “glu” 정도만 등장한다. 그래서 성능

향상의 폭은 조금 떨어졌다. (i2b2 training set : f1 score 3.98 향상

((89.85 / 73.42 / 80.81) → (85.54 / 84.04 / 84.79)), i2b2 test set : f1

score 6.21 향상 ((88.67 / 69.33 / 77.81) → (86.23 / 81.92 / 84.02)),

snuh_diabetes training set : f1 score 3.28 향상 ((95.11 / 75.28 / 84.04)

→ (91.63 / 83.39 / 87.32)), snuh_diabetes test set : f1 score 3.08 향상

((95.02 / 80.19 / 86.98) → (92.54 / 87.72 / 90.06)) 이때, 괄호안의 값은

모두 순서대로 정확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score를 의미함).

제 7 절 향후 가능성

한편 축약 표현이 필요 없는 유전체 데이터와 같은 문서들에서는 이 기

능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찾고자 하는 문자열의 길이

와 쿼리 문자열의 길이 간의 차이에 제한을 둔다면, 축약표현을 무시하고

동작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유사문자열을 찾는 알고리즘은 인터넷에

서 오타 교정이나 욕설 필터링에도 도입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

이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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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관련연구

정보검색 분야에서 찾아야 하는 정보들은 2개 이상의 token 으로 구성

된 경우도 있다. 이를 phrase search라고 한다. 이를 위해 n-gram수준에

서 유사한 문자열을 찾는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Red blood cell test"

라고 한다면 "Red blood cell tests" 라고도 등장할 수 있으며, "Red blood

cell" 이라고만 명기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는 여러 연구자들이 문서들

을 토큰을 기준으로 쪼개어 n-gram으로 표현 후, 이것을 Inverted index

로 나타낸 후 검색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여 왔다.

[12]는 bigram처럼 동작하는 Inverted index를 자체 제작하여 구문매칭

(phrase matching)을시도하였다. [13]은 graph 기반의 inverted index를

제작하였다. [14]에서는 기존에는 1-token based 로 평가를 분석했는데,

이 논문에서 제시한 PUMA 는 PoS Tagger 를 사용하여 구문 매칭

(phrase match)하였다. [15]에서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단순사전매칭

(exact match)또는 접두사 트리(prefix tree)를 사용하였고, 찾아낸 정보로

압축된 색인(index)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n-gram 기반의 방법론은 역색인(inverted index)덕분에 비교

적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나이브 베이즈(naive bayesian)처럼 다음에

등장할 n-gram을 확률적으로 결정하는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Red blood cell"은 "Red blood" 다음에 등장할 단어가

"cell"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Red blood cell test"에서 "Red blood" 와

"test"를 이어진 표현으로 취급함으로서 "Red blood test"를 찾아낼 수도

있다. 이것을 k-word Proximity Search 라고 하며, [16], [17], [18]은 이

런 식으로 문서에서 유사한 구문(phrase)들을 찾아내었다. 또 다른 활용방

식으로는, [19]는 문서를 문장단위로 쪼갠 후 구분자들로 문서를 쪼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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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어 근처에 나타난 단어를 확보하여 자동으로 정규표현식 사전을

구축하였다. 이런 방식들은 문서에서 유사한 구문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n-gram을 사용하여 비슷한 구문을 찾는 방법론들은 정해진 사

전에서 벗어난 feature 를 인식할 수 없으며 n-gram화한 표현의 순서가

바뀌거나 충분한 빈도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특정 표현들은 획득할 수 없

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test for Red blood cell" 을 "Red blood cell

test" 의 다른 표현(variants)으로서 추출할 수 없게 된다. 쿼리문자열에는

"test"가 "Red blood cell" 뒤쪽에 있는데 타겟문자열에는 "test"가 "Red

blood cell"의 앞쪽에 위치한다. n-gram은 단어의 순서에 따라 다음에 올

n-gram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동작할 수 없다.

반면 이를 유사한 문자열을 찾는(approximate string search) 문제로서

바라본다면, 문서와 query 문자열 자체를 q-gram의 집합으로서 볼 수 있

다. q-gram이란, 일련의 문자열을 문자열에 대해서 길이 q만큼의 윈도우

(window)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며 문자열을 잘라내었을 때 생

성되는 문자열들을 의미한다. q-gram의 q를 3으로 가정했을 때, "test for

Red blood cell" 은 "test" 와 "Red blood cell" 이 생성하는 q-gram 때문

에 "Red blood cell test"와 공통적인 gram을 다수 생성한다. ("Red",

"blo", "loo", "ood", "cel", "ell", "tes", "est"). 따라서 "test for Red blood

cell"을 "Red blood cell"의 표현(feature)으로서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의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 [3], [4] 는 q-gram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역색인(inverted index)를 제안하였으며, [5], [6], [7], [8],

[9] 는 문자열 필터링을 위한 합리적인 역치값을 설정하고 이를 빠르게

계산해내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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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임상문서로부터 임상 검사명 및 임상 검사 항목들에 대

한 정보를 찾을 때, "chol", "%neuts"와 같이 예기치 못한 축약 표현들을

찾아내기 위한 유사문자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때 유사문자열 매칭

은 높은 위양성(false positive)으로 인해 기존의 단순한 사전 매칭보다 정

확도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

의 edit distance, q-gram base 보다 더 적은 위양성 표현을 생성하면서

도 더 많은 표현을 성공적으로 추출하였다. 시스템 성능 평가 결과, i2b2

2014의 무작위 100건의 문서에서 기존의 단순한 사전 매칭을 baseline으

로 하였을 때 보다 제안한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을 활용하였

을 때 f1-score가 최대 6.21의 성능향상을 보였으며, 특히 재현율이 10%

이상 향상되었다. (88.67 / 69.33 / 77.81 → 86.23 / 81.92 / 84.02, 이때 값

들은 순서대로 정확도, 재현율, f1-score).

또한 제안한 알고리즘 외에, 추가적인 필터링 기법과 연구방법론을 수

행함으로서 문서에서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추출하는 방법론 또한 제안하

였다. 그중에서도 공백을 포함하는 q-gram을 제거하는 것으로 추출할 문

자열의 종류를 향상시켰으며, 이때 발생되는 위양성은 접두사 필터링, 같

은 토큰개수의 문자열끼리 비교, 선택적인 쿼리문자열 선택를 통해 줄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유사한 문자열을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방법론에 붙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정된

q-gram filtering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q-gram기반의 counter filtering

보다 더 정확한 후보문자열을 생성하므로, 성능향상을 위해 채용할 수 있

다.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경우, q-gram기반인 동시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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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표현들을 추출해 내었으며 edit distance보다 더 빠름을 실험적으

로 증명하였다. 즉 filter-and-verify approach에서 전통적인 counter

filtering 방식과 edit distance를 같이 채용하는 것보다, 이 알고리즘 하나

를 사용하여 그만큼의 연산속도와 정확도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축약어를 찾을 필요가 없는 유전체 데이터나 다른 데이터에서는, 제안

한 알고리즘의 축약어를 찾는 기능은 쓰지 않기 위해 삼각형 변화율을 매

우 작게 설정하는 것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유사문자열을 찾는 알고리

즘은 오타수정, 검색엔진 등의 분야에 활용 될 수 있으므로, 이 알고리즘

의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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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2b2 2014 학습데이터의 각 알고리즘별 실험결과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89.85 73.42 80.81
1 89.39 73.84 80.87
2 89.05 74.1 80.89
3 86.94 75.32 80.72
4 74.74 78.22 76.44
5 59.12 80.42 68.14

[표6] i2b2 2014 학습데이터에서의 edit distance의 성능

[그림10] i2b2 2014 학습데이터에서의 τ에 따른 edit distance의 성능변화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89.85 73.42 80.81
1 89.03 74.39 81.05
2 64.53 75.37 69.53
3 45.12 76.86 56.86
4 39.57 79.86 52.92
5 38.04 81.35 51.84

[표7] i2b2 2014 학습데이터에서의 q-gram base filtering의 성능

[그림11] i2b2 2014 학습데이터에서의 τ에 따른 q-gram base filtering의 성능변화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89.85 73.42 80.81
1 89.08 74.11 80.91
2 87.74 74.69 80.69
3 73.87 76.36 75.09
4 49.86 79.57 61.3
5 41.31 81.24 54.77

[표8] i2b2 2014 학습데이터에서의 modified q-gram filtering의 성능

[그림12] i2b2 2014 학습데이터에서의 τ에따른modified q-gram filtering의성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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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89.85 73.42 80.81
1 35.31 87.05 50.25
2 23.1 88.08 36.6
3 19.9 88.32 32.48
4 19.24 88.34 31.6
5 19.11 88.34 31.43

[표9] i2b2 2014 학습데이터에서의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의 성능

[그림13] i2b2 2014 학습데이터에서의 τ에따른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의성능변화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89.85 73.42 80.81
1 79.09 84.84 81.87
2 58.45 85.6 69.47
3 47.15 86.02 60.91
4 40.7 87.03 55.46
5 36.83 87.19 51.79

[표10] i2b2 2014 학습데이터에서의 linear threshold filtering의 성능

[그림14] i2b2 2014 학습데이터에서의τ에따른linear threshold filtering의성능변화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89.85 73.42 80.81
1 86.31 82.28 84.25
2 85.34 84.05 84.69
3 83.31 84.24 83.77
4 75.84 84.82 80.08
5 69.87 85.11 76.74

[표11] i2b2 2014 학습데이터에서의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성능

[그림 15] i2b2 2014 학습데이터에서의 τ에 따른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성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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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89.85 73.42 80.81
1 86.45 82.07 84.21
2 86.01 82.34 84.13
3 85.54 84.04 84.79
4 84.92 84.05 84.48
5 83.55 84.34 83.95

[표12] i2b2 2014 학습데이터에서의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성능

[그림16] i2b2 2014 학습데이터에서의τ에따른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성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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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의 각 알고리즘별 실험결과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95.11 75.28 84.04 
1 95.14 75.78 84.36 
2 95.16 75.87 84.43 
3 93.89 76.49 84.30 
4 89.75 77.36 83.10 
5 72.98 77.52 75.18 

[표13]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의 edit distance의 성능

[그림 17]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의 τ에 따른 edit distance의 성능변화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95.11 75.28 84.04 
1 95.04 76.24 84.61 
2 84.43 76.87 80.47 
3 73.17 77.09 75.08 
4 61.58 77.46 68.62 
5 60.31 77.75 67.93 

[표14]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의 q-gram base filtering의 성능

[그림 18]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의 τ에따른q-gram base filtering의성능변화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95.11 75.28 84.04 
1 95.16 75.87 84.43 
2 93.31 76.37 83.99 
3 89.19 77.09 82.70 
4 69.27 77.46 73.13 
5 63.03 77.75 69.62 

[표15]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의 modified q-gram filtering의 성능

[그림19]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의 τ에따른modified q-gram filtering의성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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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95.11 75.28 84.04 
1 59.90 85.18 70.34 
2 48.95 85.18 62.17 
3 43.83 85.31 57.90 
4 43.22 85.31 57.37 
5 43.05 85.31 57.22 

[표16]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의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의 성능

[그림20]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의τ에따른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의성능변화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95.11 75.28 84.04 
1 88.12 84.79 86.42
2 73.01 85.26 78.66
3 64.15 85.26 73.21
4 60.69 86.02 71.17
5 58.21 86.14 69.48

[표17]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의 linear threshold filtering의 성능

[그림21]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의τ에따른linear threshold filtering의성능변화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95.11 75.28 84.04 
1 91.63 83.39 87.32 
2 90.38 83.39 86.74 
3 88.82 83.39 86.02 
4 78.15 83.74 80.85 
5 77.66 83.81 80.62 

[표18]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의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성능

[그림22]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의 τ에따른 triangular area filtering의성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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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95.11 75.28 84.04 
1 91.63 83.39 87.32 
2 90.60 83.39 86.85 
3 90.49 83.39 86.79 
4 90.15 83.39 86.64 
5 88.75 83.74 86.17 

[표19]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의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성능

[그림23] snuh_diabetes학습데이터에서의τ에따른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성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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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b2 2014 평가데이터의 각 알고리즘별 실험결과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88.67 69.33 77.81

1 88.56 69.59 77.93

2 88.09 69.87 77.93

3 86.56 71.56 78.35

4 77.02 75.17 76.09

5 60.92 77.51 68.22

[표20] i2b2 2014 평가데이터에서의 edit distance의 성능

[그림 24] i2b2 2014 평가데이터에서의 τ에 따른 edit distance의 성능변화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88.67 69.33 77.81

1 88.38 70.14 78.21

2 67.96 71.3 69.59

3 47.3 73.46 57.55

4 42.34 77.06 54.66

5 40.81 78.72 53.76

[표21] i2b2 2014 평가데이터에서의 q-gram base filtering의 성능

[그림 25] i2b2 2014 평가데이터에서의 τ에 따른 q-gram base filtering의 성능변화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88.67 69.33 77.81

1 88.58 69.72 78.03

2 86.46 70.52 77.68

3 75.09 72.76 73.91

4 53.88 76.76 63.32

5 44.19 78.56 56.56

[표22] i2b2 2014 평가데이터에서의 modified q-gram filtering의 성능

[그림26] i2b2 2014 평가데이터에서의 τ에 따른 수정된 q-gram의 성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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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88.67 69.33 77.81

1 38.73 85.48 53.3

2 26.32 86.39 40.35

3 22.51 86.61 35.73

4 21.88 86.62 34.94

5 21.76 86.62 34.79

[표23] i2b2 2014 평가데이터에서의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의 성능

[그림27] i2b2 2014 평가데이터에서의 τ에따른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의성능변화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88.67 69.33 77.81

1 79.8 82.96 81.35

2 60.75 83.93 70.48

3 49.23 84.3 62.16

4 43.04 84.94 57.13

5 38.75 85.29 53.29

[표24] i2b2 2014 평가데이터에서의 linear threshold filtering의 성능

[그림28] i2b2 2014 평가데이터에서의τ에따른linear threshold filtering의성능변화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88.67 69.33 77.81

1 86.52 79.71 82.97

2 86.03 81.93 83.93

3 84.36 82.23 83.28

4 78.38 82.95 80.6

5 71.96 83.17 77.16

[표25] i2b2 2014 평가데이터에서의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성능

[그림 29] i2b2 2014 평가데이터에서의 τ에 따른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성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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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88.67 69.33 77.81

1 86.62 79.36 82.83

2 86.28 79.83 82.93

3 86.23 81.92 84.02

4 85.99 82.03 83.97

5 85.01 82.51 83.74

[표26] i2b2 2014 평가데이터에서의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성능

[그림30] i2b2 2014 평가데이터에서의τ에따른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성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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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의 각 알고리즘별 실험결과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95.02 80.19 86.98

1 95.10 81.57 87.82

2 94.98 81.67 87.83

3 93.95 81.67 87.38

4 89.05 82.21 85.49

5 72.82 82.35 77.29

[표27]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의 edit distance의 성능

[그림 31]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의 τ에 따른 edit distance의 성능변화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95.02 80.19 86.98

1 94.10 81.67 87.45

2 84.87 81.78 83.30

3 74.51 81.94 78.05

4 62.88 82.55 71.39

5 60.77 82.62 70.03

[표28]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의 q-gram base filtering의 성능

[그림 32]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의 τ에따른q-gram base filtering의성능변화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95.02 80.19 86.98

1 94.98 81.67 87.83

2 92.80 81.78 86.94

3 87.11 81.94 84.44

4 68.23 82.48 74.68

5 62.06 82.55 70.85

[표29]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의 modified q-gram filtering의 성능

[그림33]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의 τ에따른modified q-gram filtering의성능변화



- 69 -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95.02 80.19 86.98

1 62.17 90.00 73.54

2 51.56 90.17 65.61

3 46.48 90.21 61.35

4 45.49 90.21 60.48

5 45.29 90.21 60.31

[표30]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의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의 성능

[그림34]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의τ에따른orthogonal distance filtering의성능변화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95.02 80.19 86.98

1 90.05 88.33 89.18

2 74.36 88.81 80.94

3 68.36 88.81 77.25

4 64.26 90.33 75.1

5 61.5 90.41 73.2

[표31]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의 linear threshold filtering의 성능

[그림35]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의τ에따른linear threshold filtering의성능변화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95.02 80.19 86.98

1 92.63 87.56 90.03

2 92.55 87.73 90.08

3 91.37 87.86 89.58

4 79.48 87.86 83.46

5 78.30 87.99 82.86

[표32]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의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성능

[그림36]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의 τ에따른 triangular area filtering의성능변화



- 70 -

τ precision recall f1 score

0 95.02 80.19 86.98

1 92.63 87.56 90.03

2 92.39 87.56 89.91

3 92.54 87.72 90.06

4 92.43 87.73 90.02

5 91.01 87.86 89.41

[표33]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의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성능

[그림37] snuh_diabetes평가데이터에서의τ에따른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성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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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b2 2014 학습데이터에서 f1-score 결정요인

[그림38] i2b2 2014 학습데이터의 알고리즘들의 precision의 변화

[그림39] i2b2 2014 학습데이터의 알고리즘들의 recall의 변화

[그림40] i2b2 2014 학습데이터의 알고리즘들의 f1-scor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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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 f1-score 결정요인

[그림41]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의 알고리즘들의 precision의 변화

[그림42]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의 알고리즘들의 recall의 변화

[그림43]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의 알고리즘들의 f1-scor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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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b2 2014 평가데이터에서 f1-score 결정요인

[그림44] i2b2 2014 평가데이터의 알고리즘들의 precision의 변화

[그림45] i2b2 2014 평가데이터의 알고리즘들의 recall의 변화

[그림46] i2b2 2014 평가데이터의 알고리즘들의 f1-scor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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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 f1-score 결정요인

[그림47]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의 알고리즘들의 precision의 변화

[그림48]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의 알고리즘들의 recall의 변화

[그림49]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의 알고리즘들의 f1-scor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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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b2 학습데이터에서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삼각형 넓이 변화율에 따른 성능 변화

[그림50] i2b2 학습데이터에서 삼각형 넓이변화율별 precision의 변화

[그림51] i2b2 학습데이터에서 삼각형 넓이변화율별 recall의 변화

[그림52] i2b2 학습데이터에서 삼각형 넓이변화율별 f1-scor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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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삼각형 넓이 변화율에 따른 성능 변화

[그림53]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 삼각형 넓이변화율별 precision의 변화

[그림54]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 삼각형 넓이변화율별 recall의 변화

[그림55]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 삼각형 넓이변화율별 f1-scor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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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b2 평가데이터에서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삼각형 넓이 변화율에 따른 성능 변화

[그림56] i2b2 평가데이터에서 삼각형 넓이변화율별 precision의 변화

[그림57] i2b2 평가데이터에서 삼각형 넓이변화율별 recall의 변화

[그림58] i2b2 평가데이터에서 삼각형 넓이변화율별 f1-scor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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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의

삼각형 넓이 변화율에 따른 성능 변화

[그림59]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 삼각형 넓이변화율별 precision의 변화

[그림60]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 삼각형 넓이변화율별 recall의 변화

[그림61] snuh_diabetes 평가데이터에서 삼각형 넓이변화율별 f1-scor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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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 i2b2 학습데이터에서 각 알고리즘들의 속도비교

[그림63] i2b2 평가데이터에서 각 알고리즘들의 속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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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 각 알고리즘들의 속도비교

[그림65] snuh_diabetes 학습데이터에서 각 알고리즘들의 속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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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6] 2,000개 동일한 표현상 알고리즘들의 속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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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novel algorithms of approximate

entity extraction for laboratory test names

in clinical documents based on q-gram

Kyungmo Kim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Bio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aboratory test names and its items are basic information to make

a diagnose medical diseases. But the items of the information are not

structured because important information related to specific disease are

usually written in clinical document narratively while physicians treats

patients. And the information is written by human, so there can be so

many variants like "chol" as "cholesterol" for a convenient or typing

errors. For this reason, important clinical information can appear as an

unexpected shape of word, the problem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decrease of the entity extraction systems that are based on lexicons

which contain standard terminologies. It can be ended in reliable result

to curate all documents to get these variants for making lexicons and

regular expressions, but this way is time-consuming and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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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working hours. So this paper suggests novel algorithms to find

abbreviated variant expressions to find laboratory test names in

clinical documents. Actually, the very difference of 1 character between

terms can generate false positive expressions when we use algorithms

to search similar string, like "lance" and "dance", so It can be

disadvantageous in precision. Also, traditional algorithms such as edit

distance need the huge threshold to treat "chol" as "cholesterol", and

this can generate big false positive as much. this paper set a goal to

overcome the problem of massive false positive in similar string

matching to make better algorithms than existing ones. The algorithms

were developed based on a traditional counter filtering algorithm, step

by step. Counter filtering means a kind of filtering method of q-gram

that generating substrings of words as much as window size q. if the

number of common q-grams is equal or over the threshold, the two

words are treated as the similar words. But this algorithm has an

error because it generates too low threshold to generate too high false

positive. So modified q-gram filtering was suggested to solve the

problem. And then, orthogonal distance filtering that can find

abbreviated expressions was developed, successively, triangular area

filtering,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 were developed to decrease

false positive.

To evaluate suggested algorithms,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with

a lexicon and datasets. A lexicon was built by aggregate laboratory

test names that were derived from lab test online site.

All algorithms worked based on this lexicon. 500 documents of i2b2

2014 challenge and 400 documents of diabetes patients medical records

that were recorde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nuh) from

2004 to June 2012. The former is cohort data of patients with

complications of diabetes and coronary disease. 400 documents were

used as a training set and 100 documents were used as a test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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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tter was used as 200 of the training set and 200 of the test set.

As a result, in i2b2 training set, suggested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 improved 3.98 in f1-score. (Precision / Recall / F1-score :

(89.85 / 73.42 / 80.81) → (85.54 / 84.04 / 84.79)). In i2b2 test set,

suggested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 improved 6.21 in f1-score

and it was the biggest value. (Precision / Recall / F1-score : (88.67 /

69.33 / 77.81) → (86.23 / 81.92 / 84.02)). In snuh_diabetes training set,

suggested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 improved 3.28 in f1-score.

(Precision / Recall / F1-score : (95.11 / 75.28 / 84.04) → (91.63 / 83.39

/ 87.32)). in snuh test set, modified triangular area filtering improved

3.08 in f1-score. (Precision / Recall / F1-score : (95.02 / 80.19 / 86.98)

→ (92.65 / 87.72 / 90.06)).

keywords :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imilar string matching,

q-gram, entity extraction, laborator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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