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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물학 도메인은 약어 표 이 빈번하며, 실제로 문서에서 요한 의미를 지니는 개체명들이 약

어로 표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과 링크 정보를 이용하여 약어 의성을 해결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형태의 약어 원형들(variant forms)에 한 그룹핑을 시도한다. 이를 하여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의미  의존 링크 토픽 모델(semantic dependency topic model)을 제

안한다. 해당 모델은 생성 모델(generative model)의 일종으로 문서 집합의 각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문서에서 발생하는 토픽 분포와 토픽 당 단어 분포에 의해 생성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측 가능한 

문서 집합의 단어들로부터 문서에 내재된 숨어있는 토픽 구조를 추론하여 단어 생성과 토픽 라미터를 

연결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 정보 외에 단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  의존성(semantic dependency)

을 링크로 정의하고, 단어 간에 존재하는 링크 정보, 특히 원형과 문장에서 공기하는 단어들 사이의 링크

를 라미터화하여 의성 해결에 이용하 다. 결과 으로 주어진 문서에 등장하는 약어에 해 가장 가능

성 있는 원형은 해당 모델을 이용하여 추론된 단어-토픽, 문서-토픽, 단어-링크 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안하는 모델은 MEDLINE 록으로부터 Entrez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22개의 약어 집합과 186개의 가능

한 약어 원형을 이용하여 질의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 검색된 문서들을 상으로 학습과 테스트에 이용

하 다. 실험은, 주어진 문서에 등장하는 해당 약어에 한 원형이 무엇인지 측하는 방식으로 98.3%의 

정확률의 높은 성능을 보 다.

키워드: 약어 의성 해결, 바이오 텍스트 마이닝, 토픽 모델, LDA, 의미  의존 계 링크

Abstract Many important terminologies in biomedical text are expressed as abbreviations or 

acronyms. We newly suggest a semantic link topic model based on the concepts of topic and depen-

dency link to disambiguate biomedical abbreviations and cluster long form variants of abbreviations 

which refer to the same senses. This model is a generative model inspired by the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topic model, in which each document is viewed as a mixture of topics, with each topic 

characterized by a distribution over words. Thus, words of a document are generated from a hidden 

topic structure of a document and the topic structure is inferred from observable word sequences of 

document collections. In this study, we allow two distinct word generation to incorporate sem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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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ies between words, particularly between expansions (long forms) of abbreviations and their 

sentential co-occurring words. Besides topic information, the semantic dependency between words is 

defined as a link and a new random parameter for the link presence is assigned to each word. As a 

result, the most probable expansions with respect to abbreviations of a given abstract are decided by 

word-topic distribution, document-topic distribution, and word-link distribution estimated from document 

collection though the semantic dependency link topic model. The abstracts retrieved from the MEDLINE 

Entrez interface by the query relating 22 abbreviations and their 186 expansions were used as a data 

set. The link topic model correctly predicted expansions of abbreviations with the accuracy of 98.30%.

Keywords: abbreviation disambiguation, bio text mining, topic model, LDA, semantic dependency link

1. 서 론

생의학 도메인에서는 년간 900,000건 이상의 논문이 

출간될 정도로 방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텍스트 마이닝과 기계 학습 방법을 통한 각종 지

식(knowledge)  온톨로지 자동 구축, 검색, 정보 추출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의 자동 추출  갱신, 가공에 

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 때, 텍스트 마이닝에서 가장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생의학 개체명이며, 

병명, 유 자명, 단백질명, 신진 사와 련된 일련의 과

정들과 같은 여러 카테고리의 개체명들이 약어로 쓰여지

는 경우가 흔하다. 기존의 Medical Subject Headings 

(MeSH)1)나 Entrez2) 시스템과 같은 생물학 데이터 베

이스들도 많은 동의어와 련어를 담고 있지만 여 히 

약어와 련하여서는 그 커버리지가 매우 낮다. 따라서 

약어와 그의 실제 정의 구, 즉 원형3)(long-form, expan-

sion, definition, sense)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매칭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DB 큐 이터 뿐 아니라 검색, 마

이닝, 각종 툴의 성능 개선에 필수 인 요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생물학 도메인의 약어는 다음과 같은 처리 상

의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반 문서에 등장하는 

약어보다 의성이 심해 특정 약어에 해 가능한 원형

의 수가 많다. 를 들어 “ACE”의 경우, 가능한 원형은 

“acetone”, “central amygdaloid nucleus”, “acetylcho-

linesterase”, “acute care for elders,” “amygdaloid 

central nucleus”, “antegrade colonic enema”, “acetal-

dehyde”, “accessory cholera enterotoxin”, “angiotensin 

I-converting enzym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ffinity capillary electrophoresis”, “antegrade contin-

ence enema”, “acetate”, “adverse childhood experi-

ence”, “adrenocortical extract” 등 여러 가지 일 수 있

다. 실제 Liu[1]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UMLS(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 메타 시소러스4)[2]에 등재

1) http://www.nlm.nih.gov/mesh/

2) http://www.ncbi.nlm.nih.gov/Class/MLACourse/Original8Hour/ 

Entrez/

3) 본 논문에서는 약어 원형을 정의, 확장형이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된 약어의 약 33%가 의성이 있으며, 각 약어는 평균 16.6

개의 원형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 둘째, 동

일한 의미를 가지는 철자  이형태(spelling variant)들

이 여러 개 존재한다. 를 들어 원형, “chronic mye-

locytic leukemia”의 경우, 동일한 의미의 “chronic mye-

logenous leukemia”나 “chronic myeloid leukemia”와 

같은 이형태(variant)들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약어 

자체도 여러 개의 이형태들을 가질 수 있다. 를 들어 

APC”는 “Apc”, “aPC”, “ApC”, “aPC”, “APc”, “apc”, 

“AP-C” 등등으로 쓰여 질 수 있다. Okazaki[4]의 연구

에 따르면 “PCR”의 경우 129개의 원형이 가능하나 이

형태들을 그룹으로 묶게 되면 약 30개의 원형으로 어

든다고 보고하고 있다.

셋째로는, 약어에 한 정의, 즉 원형이 텍스트에 명

시 으로 나와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약어는 

역  약어(global abbreviation)로 분류되며, 이럴 경우 

문맥에 맞게 해당 원형을 인식해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유 자 약어(gene acronym)의 경우, 약 

30%만이 해당 원형과 문장 내에 함께 같이 등장한다

[5,6]. , 다른 뜻을 지니는 동일한 약어 표 이 여러 

개체명 카테고리에서 걸쳐 나타날 수 있다. 를 들어 

“APC”의 경우, 그 원형이 “antigen presenting cells”

혹은 “activated protein C”가 가능한데, 실제로 이들은 

서로 다른 개체 클래스의 카테고리인 세포(cell)과 단백

질(protein)에 각각 속한다. 즉, 다른 뜻을 지니는 동일

한 약어 표 이 여러 카테고리에서 걸쳐 나타나거나, 앞

서 언 한 로, 같은 의미를 가지는 약어나 약어 원형

들이 다양한 이형태(variant forms)로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한 문서 처리와 검색, 데이터 베이스 구축  갱신, 

내용 악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는 약어와 해당 

약어의 원형(long form) 인식과 그 의성 해소 과정이 

필수 이다.

4) UMLS는 생의학 분야의 메타 시소러스의 일종으로 용어에 매칭되는 상  

개념(concepts)  동의어, 그들 간의 상호 계(interrelationship)등을 담

고 있다. http://www.nlm.nih.gov/research/umls /knowledge_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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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표

지 까지 생물학 약어와 련된 논문들은 주로 약어

와 그 주변 문맥에 등장하는 원형을 찾아 매핑하는 약

어 인식과 련된 논문들이 많았다. 많은 DB들이 여

히 무수히 생성되는 약어와 그 원형 에 한 충분한 

엔트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어와 그와 응되

는 원형  자동 구축  자동 업데이트에 한 연구는 

필수 이다. 약어 정보를 담고 UMLS의 경우도 각 약

어 엔트리 당 실제 가능한 모든 원형의 35%정도 밖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많은 연구가 약어와 문서 

상에 약어 근처에 나타나는 그의 원형의 매핑과 련되

어 여 히 진행 에 있다.

그에 비해, 역  약어나 이형태의 단일화와 같은 연

구는 약어 인식 분야의 연구보다 비교  게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7]을 바탕으로 문서 상에 등장하는 약어-원형 

 인식보다는 문서의 토픽과 단어 토픽, 단어들 간의 

링크 개념을 도입하여 약어 의성 해결과 이형태 그룹

핑에 주안 을 두고자 한다. UMLS 시소러스에 기재된 

약어-원형 을 사용하여 데이터 집합을 구축하여, 학습 

시에는 약어 정보를 지우고 원형 을 이용하고 실험 

시에는 원형을 지우고 약어에 해 가능한 원형이 무엇

인 지 측하여 의성 해결을 실험하 다.

본 연구에서 기반으로 하는 LDA 모델은 생성 모델의 

일종으로 문서들은 토픽들의 혼합(mixture)으로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토픽에 의해 라미터화 될 수 있는 

랜덤 로세스에 의해 생성된다고 가정한다. 문서의 기

에 있는 토픽 구조는 측 가능한 단어들이 문서 상

에서 얼마나 함께 나타나는 지의 패턴을 통해 추론된다. 

따라서 비슷한 단어를 많이 공유하는 문서들은 비슷한 

토픽을 가지도록 유도된다[7]. 

제안한 모델에서는 문서들의 단어 생성 단계에서 단

어와 특정 원형들과의 의미  의존도(semantic depen-

dency, relatedness)를 고려하기 해 링크 라미터를 

추가하여 토픽 구조 외에 단어 간의 의존 링크 구조도 

함께 고려하 다. , 단어가 특정 토픽으로부터 발생하

거나, 혹은 특정 약어의 원형과 그 원형이 가지는 토픽

으로부터 의존 계에 의해 발생하는 두 가지 생성 모

드를 고안하 다. 각 단어에 할당되는 링크 라미터는 

해당 단어가 특정 약어 원형과 바이그램(bigram) 의존 

계를 가지면서 생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원형과

는 독립 으로 생성되는 유니그램(unigram)인지를 나타

낸다. 본 연구에서는 링크의 유무를 별하는 단어 을 

원형을 심으로 원형과 함께 문장에서 등장하는 단어

나 혹은 다른 문서에서 해당 원형과 문장에서 함께 등

장한 이 있고 재 문서에서 함께 나타나는 단어로 

한정하 다.  특정 약어와 해당하는 원형이 등장하는 

록이 문서에 해당되고, 약어의 원형을 형성하는 단어

들의 구는 단어 사이에 “_”를 사용하여 연결하여 원형

을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 사용하 다. , 앞서 언 하

듯이, 검색된 록에서 약어와 원형이 모두 찰 가능

하지만 문서 집합에 해 링크 구조와 토픽 구조를 학

습할 때는 문서 집합에서 약어 정보는 지우고 진행된다.

따라서 바이그램을 구성하는 한 단어는 반드시 원형

이 되며 연속 인 바이그램 뿐만 아니라 두 단어 사이

에 다른 단어들이 존재하는 떨어져 있는 비 연속 바이

그램(skipping bigram) 역시 고려할 수 있다. 문서에 

등장하는 각 단어들은 토픽 라미터뿐 아니라 링크 

라미터가 할당되어 해당 단어가 특정 원형과의 링크

(dependency)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를 표시한

다. 이러한 문서 내의 단어간 링크 구조도 문서 집합에 

등장하는 단어들로부터 추론된다. 결과 으로 주어진 문

서의 약어에 해 가장 가능성 있는 원형은 해당 토픽 

모델로부터 측된 단어-토픽 분포, 문서-토픽 분포, 단

어-링크 분포에 의해서 결정된다.

 토픽의 에서 동일 원형의 이형태들을 클러스

터링하 다. 즉 비슷한 토픽을 많이 공유하는 원형일수

록 동일 원형의 이형태일 거라고 가정하 다. 이 게 비

슷한 원형들을 그룹화함으로써 특정 약어 학습에 필요

한 학습 집합의 인스턴스 개수를 늘릴 수 있고 분류의 

정확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반 으로 약어  의미 의성 해결의 많은 기존 

연구들이 의성이 발생하는 단어의 주변 문맥을 힌트

로 삼아, 기 학습된 문맥과 재 문맥을 비교하여 해당 

단어의 의성을 해결을 시도하 다. 그러므로 문맥을 

고려하기 한 도우 사이즈에 따라 요한 단어가 빠

지기도 혹은 련 없는 단어들이 문맥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이 때, 도우 사이즈는 문장, 앞뒤 몇 단어, 혹은 

몇 문장으로 확 /축소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로 하는 약어 의성 해결에 도움

이 되는 문맥으로 록 체를 고려하 다. 그 다면 약

어 원형과 문맥에서 련 없는 단어들을 토픽 모델을 

이용하여 문서의 토픽 분포와 단어의 토픽을 결정할 때 

어떻게 제외할 것인지가 건일 것이다. 를 들어 “com-

parison,” “investigate,” “evaluate,” “study,” “show,” 

“results”와 같은 단어는 모든 록에서 빈번하게 나타

나는 단어들로 실제 의성 인식과는 련이 없는 단어

들이다. 하지만 토픽 모델에서는 이 듯 굉장히 빈번한 

단어들이 모든 토픽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8]. 제안하

는 모델은 원형과의 링크 라미터를 이용하여 이들의 

향력을 여 주고, 측된 토픽과 링크 분포로부터 주



의미  의존 링크 토픽 모델을 이용한 생물학 약어 의성 해소  655

어진 록에서 가장 생성 가능한 원형을 선택하여 의

성 해결을 시도한다.

3. 련 연구

일반 으로 특정 약어는 문서 내에서 혹은 해당 문맥

에서 그 원형이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주변 문맥이 해당 

약어의 의미(원형)을 결정될 요한 자질로 사용되어 왔

다. 문맥 자질로 바이그램, 트라이그램(trigram)이나 연

어(collocation), 약어의 앞뒤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해당 

약어의 원형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Pakhomov[9]는 

약어 주변의 문맥을 앞뒤 두 단어, 여러 문장에 나타나는 

단어들, 섹션 벨의 단어들을 maximum entropy(ME)

모델의 자질로 사용하여 의성 해결을 시도하 는데 흔히 

등장하는 6개의 약어들에 해 89%의 정확률을 보 다.

Stevenson[10]의 연구에서는 문맥에 들어 단어 자질 

외에 문서에 나타난 색인어 정보인 MeSH 용어나 개념 

정보인 UMLS Concept Unique Identifiers(CUIs)를 부

가 으로 사용하여 벡터 스페이스 모델(vector space 

model)을 사용하여 의성을 처리하 다. 14개의 약어 

300개의 제에 해 99% 가까운 높은 정확률을 보

다. Gaudan[11]은 원형들을 형성하는 문자에 해 

n-gram 유사도를 측정하여 형태 으로 유사한 이형태

들을 그룹화하 으며, 형태 으로 비슷하지 않는 원형 

동의어(long form synonym)들에 해서도 해당 원형

들이 등장하는 문서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어의 

개수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시도하 다. Okazaki[4]

는 유사한 원형을 찾아내기 해서 원형들간의 여러 가

지 유사도 메트릭, character n-gram similarity, norma-

lized Levenshtein distance, SoftTFIDF, Jaro-Winkler 

similarity등을 이용하여 원형 스트링 상의 유사도를 가

지는 원형을 하나로 묶은 후, 문맥 자질 추출을 주변 단

어, 문장, 요약문으로 나 어 등장하는 유니그램과 바이

그램을 자질로 사용하여 의성 해결을 시도하 다.

본 논문처럼 토픽 모델이 의성 해결에 용된 를 살

펴보면, Zhang[12]의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에 근거하여 

두 개체명의 토픽 공간에서의 문맥  유사성을 고려하

다.  기본 토픽 모델은 단어 순서나 구문  의미  구조를 

반 하기 해 바이그램 토픽 모델(bigram topic model)[13], 

n-gram 토픽 모델[14], 연어 토픽 모델[15](collocation 

topic model)로 확장되어 연구되었고, 단어 외에 하이퍼링

크 정보[16]나 인용(citation)[17], 자 정보[18] 등 부가

인 정보를 이용하는 토픽 모델도 시도되었다.

4. 방법론

본 논문은 토픽의 개념을 이용한 의성 해결을 해 

LDA 토픽 모델을 바탕으로 문서와 단어의 토픽, 단어 

간의 의존 링크를 이용하 다. 해당 모델에서는 문서 내

의 숨겨진 토픽 구조와 링크 구조는 특정 기화나 

이블링이 필요 없는 비교사 학습으로 추론되어지며 문

서 집합과 함께 토픽의 개수만 미리 정해 다. LDA모

델은 비교사 학습의 장  외에, 한 문서를 하나의 토픽과 

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토픽의 혼합으로 보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러운 근이 될 수 있다. , 토픽 클

래스가 미리 정해진 다른 방법론에 비해 문서 내용 변화

를 반 하기가 쉽다. 다른 장 으로는 PLSI(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Indexing(PLSI)[19]와 같은 모델에 

비해 측되지 않은 데이터(unseen data)에 해서도 

간단한 추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기본 인 토픽 모델의 문서 생성과 라

미터 추론 과정을 이해를 해 기본 LDA 토픽 모델을 

설명하고 본 논문이 제안하는 의미  의존 링크 토픽 

모델을 소개한다. 

4.1 LDA Topic modeling

일정 기간 동안 신문 기사의 주제를 살펴본다고 가정

했을 때, 선거에 한 이야기, 국제 정세, 스포츠 등의 

섹션이 주제들과 연 이 있고, 다시 선거에 한 기사를 

좀더 깊이 들어가보면 통령선거,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이 있다.  통령 선거와 련해서도 각 인물

들의 선 출마, 경선 등 다양한 주제가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들은 다양한 

주제를 내포하고 있고 이들은 계속 변화한다. 하지만 이

들이 명시 으로 드러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주제를 부착할 수도 없다. 토픽 모델

링이란 이와 같이 원문에 나타난 단어들을 분석해서 문

서 안에 들어있는 주제(theme)들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주제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주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

내는 통계 기반의 방법론이다.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생성 모델(gene-

rative model)의 하나로 토픽 모델에서 가장 흔히 사용

되는 방법이다. 문서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토픽(topic)

들로 이루어져있으며,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그 토

픽들에 의해 생성된다고 가정하 다. 이를테면 문서는 

여러 가지 주제에 의해서 생성되었는데, “computer”나 

“prediction”과 같은 단어로 표되는 “data analysis”라

는 토픽, “life”나 “organism”과 같은 단어로 나타내어

지는 “evolutionary biology”토픽, “sequence”나 “genes”

로 표 되는 “genetics”라는 토픽들이 문서 내에 섞여 

있을 수 있다. LDA는 이러한 개념을 형식화하기 한 

도구로 문서는 토픽과 련된 생성 모델이며 토픽이란 

정해진 어휘를 기반으로 한 분포로 정의하 고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공기 계에 의해서 결과 으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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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이 측된다.

토픽의 개수는 미리 지정해주며, 문서 집합 내의 문서

들은 이들 토픽을 공유하지만 각 문서 안에 발 되는 

토픽의 비율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문서 생성을 해

서는 먼  해당 문서에 한 토픽 분포를 선택한다. 만

일 문서 집합에 2개의 토픽만이 존재한다고 하면 두 개

의 토픽이 1:9, 2:8, 5:5 등의 여러 분포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들로부터 특정 문서 생성을 한 하나의 토픽 

분포를 선택한다. 그 다음, 선택된 토픽 분포로부터 문

서 내, 각 단어 생성을 해 특정 토픽을 선택한다. 각 

토픽마다 단어의 분포가 있으므로 해당 토픽이 정해지

면 그 분포로부터 단어를 선택된다.

이 때, 우리가 찰할 수 있는 것은 문서 집합의 단어

들이며 토픽 구조 즉, 문서당 토픽의 분포, 문서내의 단

어당 토픽의 분포는 모두 은닉(hidden)되어 있다. 따라

서 문서에 한 생성 단계를 토픽 구조를 이용하여 정

의하고, 찰 가능한 데이터(문서와 문서에 등장한 단어

들)로부터 역으로 은닉되어 있는 토픽 구조를 추론해 

찾아 내는 것이 토픽 모델의 핵심 문제로 이는 생성 과

정(generative process)의 역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의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LDA기반의 확률 모델

을 기술해 보면, 먼  모델에 한 라미터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K  : 토픽의 개수가 K일 때,  k 는 토픽 k와 련된 

단어의 분포

 d  : d번째 문서에 해 각 토픽이 차지하는 비율

 d k  : 문서 d에서 토픽 k가 차지하는 비율

zd : 문서 d에 한 토픽 지정으로서 zd,n은 문서 d에서 

n번째 단어에 한 토픽

wd : 문서 d에서 찰된 단어를 의미하며 wd,n 은 지정된 

단어 집합으로부터 문서 d에 나타난 n번째 단어

의 정의를 바탕으로 생성 로세스를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1)

이 식에서는 몇 개의 의존 계가 존재하는데, z에 의

한 토픽 지정이 되기 해서는 문서에 한 토픽 비율

이 지정되어야 하며, 해당 문서에서 단어를 선택하기 

해서는 토픽 별 단어 분포와 문서에 한 토픽 비율 분

포로부터 토픽이 선택되어야 한다. 의 수식은 흔히 

LDA에 한 그래픽 모델은 다음과 같은 그림 1로 표

될 수 있다.

그림 1에서 측 가능한 노드, W의 경우는 진하게 

표시되었으며, 는 토픽 비율의 분포이다. 즉 1:9의 비

그림 1 LDA 토픽 모델

Fig. 1 LDA topic model

율을 가지는 토픽 비율의 확률은 얼마이며 5:5의 비율을 

가지는 토픽비율을 얼마인지 등에 해당하는 분포이고 

는 토픽당 단어 비율 확률이다. 각 사각형에는 아래에 

Nd, D, K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특정 수만큼 발생함을 

의미한다. D는 체 문서의 수, K는 토픽의 수, Nd 는 

해당 문서의 단어의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에서 정의 

한 문서 생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1. For k = 1 … K

 추출～Dirichlet () - K개의 토픽의 분포

2. For each document d ∈D

  추출～Dirichlet () - D개의 문서에서 나타나

는 개별 토픽의 비율 분포

3. For each word wi ∈ d

i. zi～Discrete () - 선택된 토픽비율로부터 토픽 추출

ii. wi～Discrete  ( ) - 개별 토픽에 의해 단어 추출

그에 따른 결합 확률(joint probability)는 다음 식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토픽 모델에서 우리가 궁극 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D개의 문서들로 이루어진 문서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안에 내재 되어 있는 토픽 구조를 찾아내는 것으로 사

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y)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혹은

하지만 이를 직 으로 구하는 것은 계산 으로 불가

능하기 때문에 샘  기반 방법(sampling-based algorithm)

인 깁스 샘 링(Gibbs sampling)을 이용하여 확률을 추

론한다. 이는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으로 반복  샘 링

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사후 확률을 구할 수 있도록 해

다. 를 들어, 찰 데이터 Y가 있고, 우리가 구하고

자 하는 라미터   ⋯ 가 있다고 할 때, 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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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샘 링은 하나의 찰 데이터로부터 라미터와 

련된 부분 하나를 제거한 후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제거한 라미터에 한 확률을 재계산한다. 이러한 과

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라미터의 확률 분포는 체 

찰 데이터의 확률분포와 같게 된다. 즉, 라미터에 

한 기값 
  ⋯ 

에 해 다음 과정을 라미

터들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 으로 수행한다.

a)   
 ⋯ 

 Y로부터 
  을 샘 링한다.

b)   
    

  ⋯ 
 Y로부터 

  을 샘

링한다. 이런 식으로 1～n-1까지의 찰데이터에 

해 반복한다.

c)   
    

    ⋯   
   Y로부터 

  을 

샘 링한다.

4.2 제안하는 모델

4.1 에서 살펴본 기본 LDA모델은 문장에서의 등장하

는 단어 열에 한 확률이 단어가 나타나는 순서와 계

없이 독립 이다. 결과 으로 이 모델은 비슷한 토픽의 

단어가 비슷한 종류의 문서에 자주 등장한다는 정도의 

문맥 정보 밖에 얻을 수 없다[15]. 하지만 실제로 문서의 

의미를 악하는 데 있어서 단어 순서나 구의 정보가 

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어 간의 순서와 의미 있는 

구조를 이용하여 토픽 모델을 확장한 바이그램 토픽 모

델(bigram topic model)[13]이나 연어 토픽 모델(col-

location topic model)[15] 연구 등이 제안되었다.

바이그램 토픽 모델[13]에서는  단어의 생성은 바로 

이  단어와  단어의 토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가정하여 문장 내 등장하는 단어들의 순서를 바이그램 

벨에서 고려하 다. 연어 토픽 모델에서는 함께 자주 

등장하는 연속 인 단어 을 의미 있는 연어로 정의하

고, 이를 단어 생성 과정에 반 하 다. 따라서 연어 토

픽 모델은 바이그램 토픽 모델에서와는 달리 연속 인 

두 단어들  서로 연어로 련이 있는 단어  만을 

바이그램으로 형성하고, 앞 단어와 련이 없이 나타나

는 단어는 기존 LDA모델처럼 문서의 토픽 분포에 의해 

토픽에 따라 생성되는 유니그램을 형성하도록 하 다.

즉, 바이그램 모델에서는 모든 단어들을 이  단어와

의 바이그램 측면에서 해석하는 반면, 연어 토픽 모델은 

단어를 유니그램 혹은 바이그램 생성의 두 가지로 분리

하 다. 이 때, 해당 단어가 유니그램을 형성할 지 혹은 

앞 단어와 바이그램을 형성할 지는 으로 앞 단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하 으며 역시 순서가 고려된 

모델이다. 연어 모델은 생성 과정을 두 가지로 분리한 

장 을 지니고 있는 반면, 두 단어가 바이그램(연어)을 

형성한다 할 지라도, 각각 서로 토픽간의 유사성이 없으

며 단어간의 연 성이 문맥보다는 단어 나타난 순서에 

기반한다는 단 이 존재한다[14]. , 바이그램 토픽 모

델, 연어 토픽 모델 모두 연속 인 두 단어만을 고려하

기 때문에 두 단어 사이에 특수 문자나 숫자를 비롯해 

다른 단어가 들어간 경우는 요한 바이그램이라 할 지

라도 연어로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수 문자나 숫자

는 바이오 도메인의 용어에서 아주 빈번하고 이들이 

요한 두 단어 사이에 치할 가능성이 커서 해당 방법

론이 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문제 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1) 문서를 독립 인 단어들의 

집합으로 보되, 단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요한 구문 , 

의미  구조가 토픽 모델에 반 되게, 2) 연속 인 두 

단어뿐만 아니라, 두 단어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는 의미 

있는 비 연속 바이그램(skipping bigram)들이 처리되게, 

3) 특정 단어와 원형 사이에 의존 계 악을 해  

단어의 토픽과 원형 단어와의 연 성이 반 되게 모델

을 설계하 다.

본 논문에서는 약어 의성 해결에 있어서 단어들 간

에 존재하는 숨은 의미  의존 계를 토픽 모델 내부

에 반 한다. 이 때, 단어 간의 의미  의존 계를 

해 모든 단어들 간의 의존 계를 구하는 신, 문제에 

맞게 약어의 특정 원형을 심으로 그 원형과 함께 문

장에서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만을 의존 계 링크를 형

성할 가능성이 있는 단어 으로 제한하 다. 이러한 의

존 계 제약은 비 연속 바이그램도 고려할 수 있으면

서도 과도한 라미터가 발생하지 않아 고려할 라미

터 공간도 축소하게 되므로, 보다 효과 인 모델링이 가

능하다.  원형과 같은 문서, 같은 문장에서 등장하는 

단어들뿐만 아니라 다른 문서에서 같은 문장에 등장한 

이 있는 원형-단어 에 해서도, 그 이 재 문서

에 함께 나타나되 같은 문장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의존 

계 링크의 유무를 별하 다. 따라서 모든 i번째 단

어에 해서 토픽 련 라미터 zi 뿐만 아니라 의존 

링크 라미터 xi 가 할당되어 실제 해당 단어가 문서에 

등장한 약어 원형과의 단순한 공기 계로 약어 원형과

는 무 하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원형과의 의

존 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표시하 다. 한 의존 

계는  단어의 토픽과 특정 원형과의 공기 계를 

이용하여 라미터화되었다.

토픽 구조와 단어 간 의존 계 구조는 둘 다 문서 

집합에서 은닉되어 있는 구조로써 문서 집합에서 찰

된 단어들로부터 추론된다. 의존 계는 앞서 설명한 원

형 심 바이그램 에 해만 링크의 여부를 단하며 

단순히 원형과 자주 같이 나타나는 등장하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원형과 의존 계로부터 생성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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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토픽 z  에 해 Dirichlet prior  로부터 단어 

련 토픽들의 다항 분포(multinomial distribution) 를 

추출

2. 각 토픽 z과 원형 단어 lfd에 해 beta prior  , 

로부터 의존 링크 련 이항 분포(binomial distri-

bution)    를 추출

3. 각 원형 lfd에 해 Dirichlet prior 로부터 공기하는 

단어들의 다항 분포   를 추출

4. 문서 d와 해당 문서의 약어 원형 wlfd가 주어졌을 때, 

Dirichlet prior 로부터 문서 d의 토픽에 한 다항 

분포  를 선택하고, 문서 내의 각 단어 wi 에 해

  a) 문서 토픽에 한 다항 분포  로부터 단어 wi 에 

한 토픽 zi 를 추출

  b) 이항 분포 zi,wlfd
로부터 i 번째 단어의 토픽과 원

형의 조건하에 이들 간의 의존 계 링크 값 xi 를 

선택

  c) xi = 0 이면 a)에서 선택된 토픽 zi 의 단어 분포에 

해당하는 다항 분포 zi 에서 단어 wi 를 선택;

xi = 1 이면 원형에 한 단어 분포에 해당하는 다

항 분포   에 의해 wi 를 선택

은 아닐 수 있다. 이 에서 자주 함께 등장하는 연속된 

단어 을 연어라 가정하는 모델과 상이하다.

본 모델도 단어 생성 과정을 두 가지로 분리하 다. 

단어가 주어진 특정 원형과는 무 하게 독립 으로 문서 

내의 토픽 분포로부터 해당 토픽을 추출하여 그 토픽으

로부터 생성되거나 아니면 주어진 특정 약어 원형과의 

의존 계로부터 발생하고 단어가 해당 원형의 토픽을 

따르면서 생성된다. 따라서 생성된 단어들은 유니그램들

로 해석 할 수 있으나, 의존 계가 있는 경우는 원형과

의 연속 혹은 비연속 바이그램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습과 실험에 사용되는 문서는 MEDLINE5) Entrez 

인터페이스에 특정 약어와 그 가능한 원형  하나와 

나머지 가능한 원형 모두를 이용하여 질의어를 보낸다. 

를 들어 약어 “CAT”의 경우는 “chloramphenicol 

acetyltransferase”, “catalase”와 “carboxyat-ractyloside”

의 세 가지의 원형이 가능한데, 만약 원형이 “catalase”

인 경우와 련된 문서를 검색하려면, 질의어, “CAT” 

[TIAB] “catalase”[TIAB] NOT “chloramphenicol acetyl-

transferase”[TIAB] NOT “carboxyatractyloside”[TIAB]

을 사용한다. 해당 질의어는 약어 “CAT”이 사용된 문

서  나머지 다른 원형들이 언 되지 않고 순수하게 

“catalase”를 포함하는 문서만 검색되므로 해당 약어와 

특정 원형과 련된 문서만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실험에 사용하기 해 검색된 문서 

집합에서 각 문서에 해 목표로 하는 약어와 해당 약

어의 원형 정보는 모두 측 가능하지만 학습을 해서

는 약어 정보를 지우고 실험을 해서는 그 반 로 약

어의 원형 정보를 지워 해당 약어의 원형을 측한다. 

앞서 언 하 듯이 원형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모두 연

결하여 하나의 단어로 취 하 다. 여러 단어로 구성된 

약어 원형은 한 단어로 표 되고 이후 원형 단어라고 

쓰는 용어는 한 단어로 묶인 원형 형성 단어들을 의미

한다.

그림 2는 문서 내 두 개의 숨겨진 구조(latent struc-

tures)를 한 토픽 라미터 z과 의존 링크 라미터 

x 가 실제 측된 단어 열 w의 생성과의 계를 보여

다. 이를 기반으로 단어 생성 모델을 정의해보면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생의학 도메인에서 출간된 약 1800만 논문에 한 인용을 포함하고 있다. 

(85%이상이 록이 제공됨)

생성 과정에서  는 주어진 문서 d에 한 토픽 분

포를 나타내며,  은 토픽 z가 주어졌을 때 재 단어 

wi 가 등장할 조건부 확률에 해당된다. , zi,wlfd
는 

주어진 원형 단어 wlfd 와 단어 토픽 zi 가 주어졌을 때 

wi 가 문서에 등장한 원형 단어와 특정 링크 값 xi 를 선

택할 분포를 의미하며 이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즉, 특

정 원형 단어와 재 단어의 토픽이 나타났을 때  단

어와 원형 단어와 의존 링크가 존재하면 1, 존재하지 않

으면 0값이 선택된다. 이는 특정 토픽을 가진 단어가 해

당 원형과 얼마나 잘 링크를 형성하는 지를 말해 다. 

단어 생성시 의존 링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단어는 

해당 원형과는 독립 으로 생성되고, 의존 링크가 존재

할 경우는, 해당 원형 단어와 의존하여 단어가 생성된

다. 링크 형성 시 토픽이 반 되므로 실제 문장에서 단

어와 원형에 함께 여러 번 등장하더라도 의존 계에 

의해서가 아닌 독립 인 발생일 수도 있음을 악할 수 

있게 해 다. 이 때, 원형 단어는 토픽에 의해서만 생성

된다고 가정하 다.

결과 으로 문서 집합으로부터 추론되어야 할 확률은 

각 단어가 주어졌을 때의 토픽 값의 확률과 링크 값의 

확률이며 이는 앞서 설명한 깁스 샘 링에 의해서 해당 

문서 데이터 집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반복

으로 계산된다. 즉, 문서 집합의 단어 열들로부터 추론

된다.

4a)에서 단어 wi 에 한 토픽 zi 가 나타날 확률은 다

음 식 (3)과 같은 사후 확률값에 의해서 구해질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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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식 (4)와 같이 카운트 값들을 이용하여 

Gibbs Sampling을 통해 구해진다.

(4)

즉  에서 토픽 zi 을 추출하고 해당 토픽의 단어 분

포   로부터 단어 wi 가 생성되었음을 말한다. 식 (4)

에 V는 문서 집합에 등장하는 총 단어의 사이즈, K는 

고려하는 토픽의 수를 의미한다.

, i 번째 단어의 원형과의 링크의 유무를 나타내는 

라미터 값 xi 는 다음 식 (5)에 의해서 둘  더 큰 

값으로 측된다.

(5)

식 (5)에서 cxi=0,zi,lfd의 값은 문서 집합에서 단어 토

픽 zi 와 원형 단어 lfd 가 주어졌을 때 해당 단어가 원형 

단어 lfd 와 링크를 형성하지 않는 카운트 수를 의미하고 

cwi,zi는 토픽 zi 로부터 wi 가 생성된 카운트 수, 즉 wi

에 zi 가 할당된 수를 말한다.  식에서 -i의 의미는 

재 i번째 단어에서 측된 결과를 뺀 나머지 단어들

의 카운트 값을 의미한다. 반 로 cxi=1,zi,lfd는 해당 단

어의 토픽 zi 와 특정 원형 단어 lfd 가 주어졌을 때 해당 

단어와 원형이 링크가 형성된 카운트 수를 의미한다. 

cwi,lfd는 단어 wi 가 lfd 가 같은 문서 같은 문장에서 나

타났거나 혹은 앞서 설명한 조건인 다른 록의 같은 

문장에 등장한 이 있고 같은 문서에 함께 나타난 카

운트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어가 주어진 원형과 링크를 형성하지 않

을 확률, 즉 xi 가 0일 확률은  토픽에서 해당 단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와 해당 토픽과 주어진 원형이 함

께 나타났을 때 그 단어가 원형과 링크가 형성되지 않

고 얼마나 독립 으로 생성되었는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반 로,  단어가 주어진 원형과 링크를 형성할 확률은 

해당 단어가 얼마나 원형과 함께 나타났는 지와 주어진 

단어 토픽과 원형 하에서 두 단어가 얼마나 링크를 형

성했을 지의 카운트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과 으로 

둘  더 확률값이 큰 경우가 선택된다.

각 라미터의 측 값은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확률  는 문서-토픽 분포, 는 단어-토픽 분포, 는 단

어-원형간의 의존 계 분포,  는 두 단어의 공기 확률

에 해당한다.

    (6)

모델은 특정 원형과 해당 단어가 함께 자주 나타나고, 

단어에 특정 토픽이 할당되었을 때 그 원형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도록 학습 될 것이다. 그림 2는 문서 내 단

어, 원형 단어, 의존 링크, 토픽들 간의 계를 시각화 

한 것으로 L은 총 원형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림 2 의미  의존 링크 토픽 모델

Fig. 2 Semantic dependency link topic model

5. 실험 방법

5.1 실험 데이터  이형태 클러스터링

바이오 도메인에서의 약어 의성 실험을 한 표

화된 데이터 집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집합을 구성하여 유사한 실험 환경을 

구축하 다[9,10]. 먼  해당 약어와 약어에 매핑될 수 

있는 모든 원형(정의)를 수집을 해 UMLS로부터 약

어-가능한 모든 원형 들의 리스트를 사용하여 문서를 

수집하 다[9,10].

해당 연구에서는 먼  생물학 도메인에서 자주 사용되

는 약어 22개를 상으로 응이 되는 약어 원형이 무엇

인지를 UMLS로부터 찾아, 앞서 설명한 로 질의를 생

성해 Entrez interface를 이용하여 MEDLINE DB에 던

진 뒤 련 문서의 록을 데이터 집합으로 이용하 다. 

결과 으로 22개의 3 자 약어와 189개의 정의에 해, 

이형태 원형을 그룹핑한 후 21개 약어, 140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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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토픽을 이용한 이 형태 원형의 단일화

Table 1 Clustering of long form variants

Abbr. Long forms
Top Topic numbers

(p > 0.000004)

ACE M9 angiotensin I-converting enzyme

M11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58 63

230 63 105 154 146 138 0 

MAC M11 minimum alveolar concentration 

M12 minimal alveolar concentration

183

183

M5 mitral annulus calcification

M17 mitral annular calcification

242

242

CML M1 cell-mediated lymphocytotoxicity

M6 cell-mediated lympholysis

284

284 10

M4 chronic myelocytic leukemia

M8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M9 chronic myeloid leukemia

21

21, 294, 0

21, 294, 0

DIP M2 desquamative interstitial pneumonitis

M8 desquamative interstitial pneumonia

99

99

EMG M1 electromyographic

M2 electromyogram

M3 electromyograph

M4 electromyography

10, 18, 38, 125, 48, 75, 161, 240, 171

38, 80, 161, 75, 164, 125, 104, 48, 286

125, 10, 104, 161, 38, 80, 75, 18, 221

171, 240, 38, 18, 10, 48, 125, 164, 80

FDP M1 fibrinogen degradation products

M3 fibrin degradation products

57

57

MCP M7 monocyte_chemotactic_protein 

M13 monocyte_chemoattractant_protein

7 11

7 55 65 63 239 11

PCA M8 prostatic carcinoma

M15 prostate carcinoma

165

165

PVC M5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M4 premature ventricular complex

223

223

PCP M6 pneumocystis_pneumonia

M7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M8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tis

276

276

276

총 73,505개의 록이 검색되었고 이 록들을 무작 로 

나 어 학습 데이터(90%)와 실험 데이터(10%)로 나

었다. 한 토픽 모델을 해 고려한 토픽의 수는 300개

이며,  = 50/K(300),  = 0.1,  = 0.1, and  = 0.01 값을 

사용하여 총 3000번의 반복을 통해 깁스 샘 링으로부

터 각 토픽에 한 라미터를 추론하 다.

먼  LDA 토픽 모델을 이용하여 유사한 토픽을 가지

는 원형들을 묶을 수 있는 지를 테스트 하 다. 표 1은 

일정 확률 이상으로 각 원형들이 속한 토픽들의 리스트

를 나타낸다. 해당 확률은 단어-토픽 확률()에 의해 

계산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같은 토픽을 많이 공

유하는 이형태 원형들을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단일화 하 다. 결과 으로 이형태 원형들을 그룹화 후, 

약어 해소를 한 데이터 집합이 189개의 원형에서 140

개의 원형으로 약 25.92% 어 들어 표 2와 같은 데이

터 집합을 얻어 학습과 실험에 이용되었다.

5.2 약어 의성 해소

먼  약어 의성 해결 실험을 한 기본(baseline) 

모델로 LDA 토픽 모델을 사용하 다. 이를 해 주어진

테스트 문서에서는 해당 약어에 해 어떤 원형이 가장 

생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 측하기 해 문서-토픽 확

률로부터 해당 문서에서 상  확률을 가지는 25개의 토

픽에 해 주어진 테스트 록의 단어, 즉 원형의 생성 

확률을 계산하 다.

우선 기본 LDA 토픽 모델을 이용해 록을 학습하

고, 약어가 등장한 특정 테스트 록 d에 해 해당 약

어의 모든 가능한 원형들  록에 해 가장 생성 가

능성 있는 원형 단어 w* 를 측했다. 앞서 설명한 로 

원형을 형성하는 단어들은 붙여서 하나의 단어처럼 취

하 고 다음 식 (7)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생성 확률

을 계산할 수 있다. , 측되지 않은 테스트 문서의 

토픽 분포를 구하기 해서는 Heinrich[20]의 방법을 

용하 다.

 (7)

를 들어, 약어 “ACE”에 한 의성을 해소 하려면 

“ACE”의 모든 가능한 12개의 원형에 해 특정 문서 d

에서의 각각의 생성 확률을 계산한다. 즉, 해당 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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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
grouping

variants 
Long forms

Total

Abstracts

ACE 16→12

acetone

central_amygdaloid_nucleus

acetylcholinesterase 

amygdaloid_central_nucleus

antegrade_colonic_enema

acetaldehyde

accessory cholera enterotoxin

Addenbrooke`s Cognitive Examination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ffinity capillary electrophoresis

antegrade continence enema

acetate

12

12

31

9

13

3

2

21

10754

93

37

20

APC 5

activated protein C

adenomatous polyposis coli

antigen presenting cells

aphidicholin

atrial premature complexes

1102

1275

1908

1

2

ASP 16→9

aspirin

aspartate

aspartic acid

antisocial personality

asparaginase

acute symmetric polyarthritis

aortic systolic pressure

alkali-stable pepsin

ankylosing spondylitis

26

89

18

75

31

1

1

2

3

BPD 4→3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ronchopulmonary dysplasia

biparietal diameter

994

1112

361

BSA 9→5

bismuth-sulfite agar

benzenesulfonic acid

bis-trimethylsilyl-acetamide

bovine serum albumin

body surface area

3

2

6

5682

942

CAT 3

chloramphenicol acetyltransferase

catalase

carboxyatractyloside

2264

3491

21

CML 8→6

carboxymethyllysine

complement-mediated lysis

clinical medical librarian

cell-mediated lympholysis

classic metaphyseal lesion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143

16

10

196

4

2477

CMV
3

cytomegalovirus

controlled mechanical ventilation

cucumber mosaic virus

9037

74

351

CSF 7→4

cerebrospinal fluid

colony stimulating factor

coronary sinus flow

cytostatic factor

3953

95

19

93

DIP 11→9

drip infusion pyelography

diisopropylphosphoryl

desisopropylpropranolol

dipyridamole

degradable intake protein

desquamative interstitial pneumonia

drug-induced parkinsonism

digital image processing

distal interphalangeal

20

6

6

65

24

65

41

10

149

EMG 4→1 electromyography

FDP 5→3

fibrinogen degradation products

flexor digitorum profundus

formycin diphosphate

237

132

2

IBD 5

irritable bowel disease

inflammatory bowel disease

infectious bursal disease

inclusion body disease

invasive bacterial disease

1

5248

143

4

1

LAM 9→5

lymphangioleiomyomatosis

lymphocyte adhesion molecule

linear associative memory

lipoarabinomannan

leukocyte adhesion molecule

287

1

1

221

5

MAC 17→14

maximum allowable concentration

minimum anesthetic concentration

monitored anesthesia care

mammary adenocarcinoma

macronucleus

MacAndrew Alcoholism Scale

maximum allowable cost

mycobacterium avium complex

minimum alveolar concentration

macrophage

mammalian artificial chromosome

membrane attack complex

mid-arm circumference

mitral annular calcification

28

9

45

2

14

22

9

734

549

29

6

354

80

97

MAS 2
McCune-Albright syndrome

meconium aspiration syndrome

164

281

MCP 13→5

metacarpophalangeal

metoclopramide

membrane cofactor protein

multicatalytic protease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

386

193

84

6

763

PCA 24→21

protocatechuic acid

perchloric acid

procoagulant activity

posterior ciliary artery

porous-coated anatomic

posterior cortical atrophy

prostatic carcinoma

parietal cell antibody

portocaval anastomosis

passive cutaneous anaphylactic

posterior cerebral artery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

posterior cricoarytenoid

phenylcyclohexylamine

parachloroamphetamine

prostate cancer

posterior cricoarytenoid muscle

postconceptional age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protocatechuat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48

87

339

26

44

56

39

13

24

30

253

7

129

8

19

137

67

96

506

29

2755

PCP 15→13

primary care physician

peptidyl carrier protein

pulmonary capillary pressure

prolylcarboxypeptidase

phenol-chloroform-petroleum ether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parachlorophenol

130

33

42

2

16

1029

9

표 2 데이터 집합

Table 2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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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chlorophenol

phencyclidine

procollagen C-proteinase

pneumococcal capsular polysaccharide

planar cell polarity

primary care provider

815

128

18

11

274

89

PEG 4

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pegylated

polyethylene glycol

pneumoencephalography

847

224

3030

20

PVC 7→6

primary visual cortex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polyvinylchloride

paravestibular canaliculus

prevacuolar compartment

persistent vaginal cornification

11

61

212

9

22

8

RSV 2
Rous sarcoma virus

respiratory syncytial virus

810

3532

(8)

(9)

서 p(aceton|d), p(angiotensin_converting_enzyme|d)

등의 확률을 계산한다. 이 확률들은 문서에서 단어 발생

이 문서 내의 다른 단어가 아니라 문서-토픽과 단어-토

픽에 의존해서만 생긴다는 가정에 의한 생성 확률이다. 

표 3은 연구에서 사용된 토픽 모델들의 약어 의성 해

소에 한 정확률을 보여 다. 원형은 문서와 단어의 토

픽 분포에 의해서 측된다. 표 3의 결과에서 보여주듯

이, 이  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주변 문맥 단어에 한 

정보 없이도, 문서의 토픽 구조와 해당 원형의 토픽 분

포만으로도 약어 원형이 어느 정도(96.56%의 정확도

(accuracy)) 잘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안한 의미  의존 링크 토픽 모델을 이용

하여 약어 의성 해결을 시도하 다. 마찬가지로, 테스

트 문서 d에 해 25개의 상 의 토픽에 해 다음과 

같은 식 (9)를 이용해 문서 생성 확률, 즉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 집합의 측 확률을 최 화시키는 lfd 를 선택한다.

식 (9)에서 p(w|lfd) 는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생

성 확률이며, p(wi|tj, lfd, xi = 1) 는 단어 wi 가 문서에 주

어진 원형 단어 lfd 에 의존 으로 생성됨을 p(wi|tj, lfd, xi

= 1) 는 단어가 해당 원형 단어와는 독립 으로 무 하

게 생성됨을 각각 의미한다. 앞서 LDA모델에서는 해당 

문서의 토픽 확률로부터 가장 가능성 있는 원형을 찾았

던 반면, 의존 링크 모델에서는 문서 내에 등장하는 주

표 3 약어 의성 해결 정확도

Table 3 Disambiguation Accuracy

Abbr.
Number of

Senses

Test

Abstracts

LDA Word 

Topic model

Accuracy (%)　

Link 

Dependency

Topic Model

ACE

APC

ASP

BPD

BSA

CAT

CML

CMV

CSF

DIP

FDP

IBD

LAM

MAC

MAS

MCP

PCA

PCP

PEG

PVC

RSV

12

5

9

3

5

3

6

3

4

9

3

5

5

14

2

5

21

13

4

6

2

1108

432

30

249

667

580

586

948

418

43

63

543

55

217

46

149

478

278

413

39

435

95.96

99.25

91.06

98.54

97.47

99.26

99.13

98.74

98.97

94.43

96.68

99.57

99.22

93.86

100

89.75

92.21

94.63

92.82

97.41

98.73

98.87

99.91

93.09

99.68

99.56

99.55

99.55

98.48

99.30

95.70

99.83

99.59

99.61

95.52

100

97.77

96.12

95.51

98.54

98.56

99.61

Avg. 6.62 370.3 96.56 98.30

변 모든 단어들의 토픽 정보, 가능한 원형과의 링크 정

보가 모두 고려된다. 의존 링크는  단어의 토픽과 주

어진 원형에 의해서 결정되며 98.3% 정확의 의성 해

결 성능을 보 다.

5.3 결과 분석

바이오 도메인의 약어 의성 해결에 한 성능 평가

를 한 표 화 셋이 없고 비슷한 연구들도 데이터 구

축에 있어서 일정 빈도수 이하의 원형 제들은 배제하

거나 원형의 개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

인 성능 비교에 어려운 이 있다.  작은 데이터 집

합에 한 성능 평가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으로도 충분

히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성능 

개선에 좋은 향을 미칠지를 별하기 해 작은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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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능 비교 1 (Stevenson(2009))

Table 4 Accuracy comparisons 1

Abbr.　 Number of Senses
Link Topic Model

Accuracy
Abbr.

Stevenson

Senses

Stevenson

Total Abstracts

Stevenson

Accuracy

ACE

APC

ASP

BPD

BSA

CAT

CML

CMV

CSF

DIP

FDP

IBD

LAM

MAC

MAS

MCP

PCA

PCP

PEG

PVC

RSV

12

5

9

3

5

3

6

3

4

9

3

5

5

14

2

5

21

13

4

6

2

98.87

99.91

93.09

99.68

99.56

99.55

99.55

98.48

99.30

95.70

99.83

99.59

99.61

95.52

100

97.77

96.12

95.51

98.54

98.56

99.61

ACE

APC

ASP

BPD

BSA

CAT

CML

CMV

CSF

DIP

FDP

IBD

LAM

MAC

MAS

MCP

PCA

PCP

PEG

PVC

RSV

3

3

2

2

2

2

3

4

4

4

2

2

2

3146

1841

5373

4636

2234

7665

325

955

815

2442

1642

607

3202

100

100

98.2

100

97.8

97.0

98.0

98.9

100

99.2

100

100

97.8

Avg. 6.62 98.30 Avg. 2.69 2683 98.99

제를 가지는 원형에 해서도 제거하지 않고 데이터 

집합에 포함시켜 가능한 한 모든 원형에 한 인스턴스

들을 유지하려고 했다. 제안된 모델의 성능은 비슷한 데

이터 셋에서 의성 해결에 있어 가장 높은 정확률을 

보 던 Stevenson의 연구[10]와 비교하 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원형들을 먼  

클러스터링 후, 평균 6.62개의 가능한 원형을 가지는 총 

21개의 약어에 해 의성 해결 실험을 진행하 으며, 

Stevenson의 연구에서는 총 13개의 약어, 평균 2.69개

의 가능한 원형에 해 테스트 하 다. , 약어에 한 

가능한 원형  실제 1%미만으로 등장하는 원형에 

해서는 잘 쓰이지 않는 의미의 원형(rare sense)으로 정

의해 제외하 으며 테스트는 10-fold cross validation에 

의해 성능을 평가하 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구해진 원

형들을 나타나는 빈도수에 상 없이 실험에 참가시켰다. 

그 결과, 제안한 시스템은 약어와 가능한 의미(원형)의 

개수면에서 더 큰 데이터 집합에서도 state-of-art 시스

템인 Stevenson의 성능과 비슷한 수 의 정확률을 보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표 2가 나타내는 것처럼 

“ASP”, “DIP”, “MAC”, “PCP”는 다른 약어보다 더 많

은 원형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약어보다 의성 해결의 

정확률이 낮게 나왔다.

보다 정확한 성능 비교를 해서 약어의 원형 개수를 

Stevenson의 연구와 동일하게 제한하여 모델의 성능을

표 5 성능 비교 2 (Stevenson (2009))

Table 5 Accuracy comparisons 2

Abbr.
Number of

Senses

Stevenson

Accuracy

Link Topic Model

Accuracy

APC

BPD

BSA

CAT

CML

CMV

LAM

MAC

MCP

PCA

PCP

PEG

RSV

3

3

2

2

2

2

3

4

4

4

2

2

2

100

100

98.2

100

97.8

97.0

98.0

98.9

100

99.2

100

100

97.8

99.34

99.11

98.89

99.50

99.01

97.69

99.61

98.48

98.81

99.49

99.66

99.73

99.55

Avg. 2.69 98.99 99.14

평가하 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약어의 

원형 개수를 제한할 경우는 의존 링크 토픽 모델이 다

소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의존 링크 모델이 오류를 발생하는 원형들을 

분석해 보았다. 표 6은 제안된 의미  의존 링크 토픽 모

델이 측한 원형과 실제 원형 사이에 혼동 비율을 표로 

나타낸 것으로 잘못 분석된 횟수가 10번 이상이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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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Confusion table

Table 6 Confusion table

Correct long form Wrong predicted long form Confusion ratio

Addenbrooke's_cognitive_examination

angiotensin_converting_enzyme

antegrade_colonic_enema

aspartic_acid

biparietal_diameter

bovine_serum_albumin

carboxyatractyloside

cell-mediated_lympholysis

central_amygdaloid_nucleus

cucumber_mosaic_virus

cytomegalovirus

colony_stimulating_factor

infectious_bursal_disease

inflammatory_bowel_disease

membrane_attack_complex

membrane_cofactor_protein

monitored_anesthesia_care

mycobacterium_avium_complex

pegylated

polyethylene_glycol

portocaval_anastomosis

posterior_ciliary_artery

primary_care_provider

prostate_cancer

acetylcholinesterase

acetone

antegrade_continence_enema

aspartate

bronchopulmonary_dysplasia

body_surface_area

catalase

chronic_myelogenous_leukemia

amygdaloid_central_nucleus

cytomegalovirus

controlled_mechanical_ventilation

cerebrospinal_fluid

inflammatory_bowel_disease

infectious_bursal_disease

mycobacterium_avium_complex

monocyte_chemoattractant_protein

minimum_alveolar_concentration

macrophage

polyethylene_glycol

pegylated

passive_cutaneous_anaphylaxis

posterior_cerebral_artery

primary_care_physician

principal_component_analysis

95.24 (20/21)

90.32 (28/31)

76.92 (10/13)

100 (12/12)

100 (13/13)

70.59 (12/17)

90.91 (10/11)

77.78 (28/36)

66.67 (8/12)

100 (11/11)

83.19 (99/119)

80.95 (17/21)

100 (11/11)

92.31 (12/13)

90.91 (10/11)

100 (13/13)

98.00 (49/50)

82.35 (14/17)

97.14 (34/35)

77.01 (134/174)

75.00 (12/16)

96.15 (25/26)

96.63 (86/89)

93.33 (14/15)

이상의 확률로 해당 원형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를 고

려하 다. 를 들어, “aspartic_acid”는 “aspartate”로 

잘못 측되기 쉬웠고, “primary_care_provider”는 “pri-

mary_care_physician”로 “polyethylene_glycol”는 “pegy-

lated”로 “posterior_ciliary_artery”는 “posterior_cerebral_ 

artery”로 시스템이 잘못 인식하기 쉬워 에러가 발생하

는 경우이다. 이들은 모두 의미 으로 가까워 구별해 내

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바이러스, 병명, 단백질 등도 

서로 잘 구분되지 않았다. 이러한 에서 볼 때, 토픽 모

델들이 비슷한 의미를 토픽의 에서 잘 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바이오 도메인의 약어 의성 해결을 해 

토픽과 의존 링크의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의미  의존 

링크 토픽 모델을 제안하 다. 이를 해 각 문서 생성

을 해 문서와 토픽의 분포, 단어와 토픽 분포, 단어와 

특정 원형에 한 의존 링크 분포, 단어들의 문장 내 공

기 분포 등을 고려하여 모델을 정의하 다. 한 의성 

해결 실험을 해, UMLS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약어-

가능 원형 을 수집하여 질의를 생성하여 MEDLINE 

록으로부터 자동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비슷한 토픽

으로부터 생성되는 원형들을 이형태들을 클러스터링 한 

후, 총 21개의 약어, 총 가능한 140개의 의미(원형)에 

해 의성을 해결하 다. 그 결과 약 98.3%의 매우 

높은 정확률로 약어에 한 원형을 측하 다. 결과

으로 단어나 문서의 토픽뿐 아니라 원형과 원형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에 해 의존 링크를 함께 고려하는 생

성 모델이 약어의 의성 해결에 효과 이었다. 한 단

어들 사이에 모든 가능한 링크를 다 고려하는 것이 아

니라 원형과 함께 문서나 문장에서 같이 등장하는 단어

들에 한하여 의존 링크의 유무를 제약함으로써 라미

터의 해공간을 이면서 비연속 바이그램들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뿐 아니라 약어 의성 해결과 련 없

는 문맥의 단어들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단어 정보 이외에 측 가능한 다른 

부가 인 정보를 이용하여 토픽 모델을 확장하여 의

성 해결에 이용해 보고자 한다. 그 부가 인 정보로, 

MEDLINE 록 부분에 해당 록의 문서 색인, 검

색, 목록을 해 부착된 통제 어휘인 MeSH 용어(term)

를 이용해 볼 정이다. 해당 MeSH 용어는 문서가 속

한 주제에 한 개념어를 담고 있어 토픽 모델에 더욱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방 한 데이터에 해 결과 

분석이 더 필요하다. 한 추론 방법인 Gibbs Sampling

의 경우 다른 의성 해결 방법보다 속도 면에서 상당

히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보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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