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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학학술문헌에는 해부학  조직이나 기 명이 종양, 질환 는 감염 용어들과 서로 조합하여 사용되는 언어  특성
을 가지고 있다. 의학학술문헌을 검색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통제어휘도구인 Medical Subject Headings (MeSH)를 
활용하면 합성어, 동의어, 그리고 련어를 추가로 검색할 수 있어 검색효율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암(Stomach Neoplasms)
어휘군을 검색용 필터로 추가하는 방법과 동시출 용어의 거리를 측정하여 단어인 탐색 기법으로 검색효율성을 향상시키
는 연구를 수행하 다. 검색용 MeSH에 추가할 어휘군을 결정하기 해 실험데이터로 PubMed에서 심주제어가 “Stomach
Neoplasms"인 2007년∼2016년 논문 8,625편을 내려 받아 논문제목으로부터 Stomach와 Neoplasms 련 용어의 동시출 여
부를 분석하 다. 검색효율성은 KoreaMed에서 검색되는 MEDLINE 학술지를 상으로 “Stomach Neoplasms”가 MeSH로 색
인되어 있는 277편으로 검증하 는데 MEDLINE MeSH, MeSH on Demand, 그리고 KoreaMed MeSH Indexer의 “Stomach
Neoplasms” 색인어 추출여부와 검색용 필터로 어휘군을 용했을 때, 그리고 동시출  용어의 단어인 검색 기법을 용했
을 때 “Stomach Neoplasms”의 매칭여부를 비교하 다. 가장 출 빈도가 높은 용어는 “Gastric Cancer”로 2,780회 출 하 다.
“Gastric Adenocarcinoma”, “Gastric MALT Lymphoma” 등과 같이 “Stomach” 용어와 “Neoplasms" 련 조직학  용어가 조합
된 경우는 7,376개(88.51%) 다. 동시출  거리가 2단어인 용어는 “Stomach”와 “Neoplasms”의 합성어로 5,234개(70.95%)
다. 연구 결과 MeSH용어를 제외하고 973개의 용어를 후보어휘군으로 선정하 다. MEDLINE MeSH와 KoreaMed MeSH 
Indexer의 MeSH 매칭률은 209편(75.5%)이었는데 검색필터를 용한 결과 263편(94.9%)으로, 동시출  용어의 13단어 단어
인 탐색 기법을 용한 경우 268편(96.7%)으로 매칭률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자연어 검색에 있어서 검색효율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검색용 시소러스를 사용하면 색인비용에 한 부담이 고, 통제어의 망라  장 과 자연어가 가지는 
용어의 특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한 불리안 검색보다는 단어인 탐색 기법을 활용하면 정확률을 높일 수 
있어 검색 효율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thod for adding related to "stomach neoplasms" as filters to the 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for search as well as a method for improving the search efficiency through a word-proximity search
by measuring the distance of co-occurring terms. A total of 8,625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7 and 2016 with the
major topic terms "stomach neoplasms" were downloaded from PubMed article titles. The vocabulary to be added to
the MeSH for search were analyzed. The search efficiency was verified by 277 articles that had "Stomach Neoplasms"
indexed as MEDLINE MeSH in KoreaMed. As a result, 973 terms were selected as the candidate vocabulary. "Gastric
Cancer" (2,780 appearances) was the most frequent term and 7,376 compound words (88.51%) combined the 
histological terms of "stomach" and "neoplasm", such as "gastric adenocarcinoma" and "gastric MALT lymphoma". A
total of 5,234 compounds words (70.95%), in which the co-occurring distance was two words, were found. The 
matching rate through the MEDLINE MeSH and KoreaMed MeSH Indexer was 209 articles (75.5%). The search 
efficiency improved to 263 articles (94.9%) when the search filters were added, and to 268 articles (96.7%) when the 
13 word-proximity search technique of the co-occurring terms was applied. This study showed that the use of a 
thesaurus as a means of improving the search efficiency in a natural language search could maintain the advantages
of controlled vocabulary. The search accuracy can be improved using the word-proximity search instead of a Boolean search.

Keywords : Medical Subject Headings, Retrieval Efficiency, Stomach Neoplasms, Co-word Analysis, Word-proximity
Search, Kore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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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분야에서 활용되는 바이오 텍스트마이닝은 의학

학술문헌의 생의학  문맥과 상호작용 계를 악하여 

개념들 간의 유의미한 련성을 찾아내고자 자연언어처

리  문서처리 기술을 용한다. 바이오 텍스트마이닝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로 미국국립의학도서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이하 NLM)에서 구축하고 있다. 재 약 2,700백만 건의 
문헌이 수록되어 있고 하루에도 수천편의 문헌들이 업데

이트되고 있는 의학 분야에서 가장 독보 인 의학학술문

헌 데이터베이스이다. 
과거에도 의학 분야 연구자들은 PubMed에서 추출된 

정보들로부터 이 에 발견되지 않았던 특정 질병 는 

질환과 련된 새로운 지식들을 밝 내어 왔다. 의학 분
야 연구자들은 의학문헌 데이터베이스 에서 PubMed
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PubMed 랫폼에서 검색이 되

는 MEDLINE 학술지를 가장 많이 읽는다. 한 연구자 

자신의 연구성과를 학술지 논문을 통해 발표하면서 

MEDLINE 학술지를 주로 참고문헌으로 인용한다[1]. 
MEDLINE은 NLM의 학술지 선정 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된 핵심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이다. 4,600여종 학
술지 약 1,100만 편이 PubMed에서 검색되는데 의학분
야의 표 인 시소러스(Thesaurus)라 할 수 있는 
Medical Subject Headings(이하 MeSH)에 의해 색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2].

MeSH 색인은 15-20개 정도의 MeSH 용어를 사용하
여 논문의 내용을 완 하고 정확하게 표 하는 것이다. 
학술 문헌에 양질의 주제 색인이 되어 있으면 검색에 소

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고 잠재 인 계들을 

발견하는데 아주 요한 역할을 한다. MEDLINE 학술
지는 1960년  이후로 재까지 NLM 색인 문가가 

MeSH로 색인하고 있다.
MeSH 검색은 하나의 개념에 여러 가지의 동의어로 

사용되어 논문에 표 하는 것을 검색해 다. 자가 어
떤 어휘를 사용했고, 탐색자가 어떤 단어로 검색을 했는
가에 계없이 개념을 모두 검색해내므로 민감도가 높은 

검색 방법이 MeSH 검색이다. 한 검색어별로 상 어

로 확장하거나 하 어로 제한하여 검색할 수 있어 포

인 검색을 하면서도 특정 인 용어에 해서는 특이도

가 높은 검색을 할 수 있다[3]. 따라서 MeSH 시소러스 
기반인 MeSH Database 검색 툴을 활용해서 PubMed 검
색을 하면 MeSH로 문헌이 색인되어 있어 탐색자의 요
구에 가장 최 화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의 NLM에서는 150여명의 색인 문가가 매년 

50만 편의 문헌에 색인을 하고 있다[2]. 색인 문가는 

문헌을 가장 잘 표 할 수 있는 정확한 MeSH를 부여하
기 하여 문헌에 기술되는 어휘들의 유형과 패턴을 분

석하고 MeSH를 갱신하고 발 시키는 문가이다. 따라
서 그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고 요하다. 하지만 색인을 
해야 하는 문헌의 양은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작 색인 문가를 양성하여 색인하는 데 소요되는 비

용과 시간이 부족한 것이 실이고 문제 이다. PubMed
에는 MeSH로 색인이 되지 않은 채 검색이 되는 
PubMed Central (PMC) 학술지 논문 500만 여편과 출
  온라인으로 제공(Epub of ahead)되는 논문도 함께 
제공된다. 따라서 망라 으로 검색을 하려면 자연어 검

색도 추가로 해야 하는 데 탐색자가 직  동의어, 유사
어, 상하 어 등을 모두 자연어로 입력해야만 한다. 그리
고 색인과 검색에 동일한 MeSH를 사용하고 있어 좀 더 
다양한 어휘의 반 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KoreaMed가 MeSH에 의하여 색인

되고 검색이 되는 유일한 의학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이

다. KoreaMed에는 한의학편집인 의회(의편 )의 국
내 의학학술지 평가를 통해 선별된 핵심학술지 260여종
(23만여 편)의 의학문헌이 수록되어 있다. 2013년에 
KoreaMed MeSH Indexer를 개발하여 MeSH로 자동색
인을 하고 있고 MeSH에 의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KoreaMed의 요성을 인지해 근거 심의학

(Evidence-Based Medicine, 이하 EBM)의 표 인 연

구기 인 Cochrane에서는 Crowd Sourcing Project일환
으로 MeSH를 포함한 검색 략을 사용해서 KoreaMed
의 무작  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문
헌을 수집해 가고 있다[4,5].

1990년  시작된 EBM 환경 속에서 의사들은 입수 
가능한 체계화된 연구로부터 얻은 과학 인 근거를 바탕

으로 의사 개인의 임상 경험을 목시켜 환자를 치료하

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6]. 따라서 정보 수집의 가
치가  더 높아지고 있고, 의학학술문헌 데이터베이
스를 통한 문헌 검색이 증하고 있으며, 의학 분야 연구
자들의 정보 활용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정보 검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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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도 특정 개념이 항상 같은 용어로 검색할 수 

있는 MeSH로 색인하고 검색함으로써 민감도와 특이도
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검색기법들이 개

발되고 있다[7]. 
그러나 정작 의학 분야 연구자들은 PubMed 검색 시

에 불리언(Boolean) 연산을 이용한 질의어 형성(Query 
formation)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이퍼링크를 활
용한 두루살핌도구(Navigation tool)이나 제한검색
(Search Limit), 그리고 MeSH 검색 방법을 많이 사용하
지 않는다[8]. MeSH 검색의 장 에도 불구하고 MeSH 
검색기법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9]. 따라서 
탐색자가 MeSH에 한 지식이나 검색방법을 모르는 경
우라도 검색시스템이 탐색자와 탐색어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화된 검색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의학 세부 주제 분
야에 해서도 량의 학술 문헌에서 출 하는 어휘나 

구문의 패턴을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한 후 

검색용 MeSH 시소러스의 어휘군으로 추가하여 검색에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문장 는 문단에 함께 나타나는 동시출

(co-occurrence) 용어는 의미 있는 계가 있는 용어들이
라고 가정할 수 있다. 더욱이 동시출  횟수가 많으면 그 

계성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같이 동시 출
하는 것으로만 단하기 때문에 용어간의 직 , 간
 계성을 악할 수 없는 없다. 따라서 텍스트마이닝
을 통해 의학문헌에서 요 키워드를 자동 추출해내고, 
련 어휘군을 작성하여 MeSH 색인용이 아닌 검색필터

(filter)로 추가한 후 탐색자의 질의어에 하여 자동 수
행  하면 민감도와 특이도가 같이 향상되는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의학 학술문헌의 검색용으로 MeSH를 활용하면 검색

에만 사용하는 탐색도구이므로 색인비용에 한 부담이 

없고 통제어의 장 과 자연어가 가지는 용어의 특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동의어, 유사어, 상∙하 어  련

어로 검색이 가능하고 추가로 자연어로 기술되는 다양한 

용어를 반 할 수 있다. 따라서 탐색자의 탐색행 를 지

원할 수 있는 검색용 MeSH 시소러스의 용이 아쉽기
만 하다. 
단어인 탐색(Word-proximity Search)은 두 개 이상

의 탐색어가 한 문장 내에서 근 하여 동시 출 하는 문

헌을 탐색하는 방법이다. 탐색자가 단어인 탐색을 하는 

것은 탐색어간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수를 지정할 수 

있어 불리언 검색을 통해 질의어 형성하는 것보다는 정

확한 검색이 된다. 용어간의 계를 추출하는 경우 문장
의 의미와 구문을 악하여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자연어 처리기법(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 검색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방법이지만 여러 문장으로 

표 되는 계정보를 완벽하게 추출하는 데는 아직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문장 내에서 의미 있는 두 용어 간에 
단어인 탐색기법이 유용함을 인지하여 많은 검색시스

템이 단어인 탐색기법을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탐색자 

스스로 단어인 탐색 기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하고 안내하는 것이 가장 실 으로 검색 효율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1.2 연구의 목적

텍스트마이닝 기술이 발 하여 자동분류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이 차 지능화되고 있지만 결국 보다 자

동색인을 통해 검색효율이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시소러

스의 개발은 인간의 지  해석능력  문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PubMed에는 의학 학술용어의 특성이 잘 
반 되어 있는 량의 문헌집합으로 본 연구에서는 

PubMed를 활용하여 생의학  개념들 간의 유의미한 

련성을 찾고자 한다. PubMed에서 다양한 어휘들을 추출
해내고 이를 패턴화하여 MeSH의 검색용 필터로 반 한

다면 MeSH로 색인된 용어와 함께 검색이 이루어져 망
라 이면서도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우리나라 의학분야 연구자들이 작성한 논문이 

수록된 KoreaMed에는 국내 의학 분야 연구자들만이 
독특하게 주로 사용하는 어휘와 구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omach Neoplasms”와 련하
여 주로 사용되는 언어 패턴(어휘, 표  등)을 분석하
기 해 PubMed 문헌을 실험 데이터로 내려 받아 검
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어휘군을 선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KoreaMed에서 검색되는 MEDLINE 학술지를 
상으로 선정된 어휘군을 검색 필터로 용해보고, 
단어인 탐색 기법을 용하는 검증 실험을 통해 

“Stomach Neoplasms”의 매칭률이 향상되었는지를 분
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이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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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for Oncology 3rd edition and MeSH 
2017 for Stomach 

MeSH MeSH entry term ICD-O ICD-O 
Number

·Stomach ·Stomach ·Stomach C16.0
·Cardia ·Cardia ·Cardia C16.0
·Esophageal 
Sphincter, 
Lower 

·Esophageal Sphincter, 
Lower 
·Lower Esophageal 
Sphincter

·Cardio-oesophageal 
junction

　

·Esophagogastri
c Junction 

·Esophagogastric 
Junction 
·Gastroesophageal 
Junction

·Gastro-oesophageal 
junction

C16.0

　 　 ·Oesophagus and 
stomach

　

·Gastric Fundus ·Gastric Fundus ·Fundus of stomach
·Gastric fundus

C16.1

　 　 ·Body of stomach C16.2
·Pyloric 
Antrum 

·Pyloric Antrum 
·Antrum, Pyloric 
·GastricAntrum

·Pyloric antrum C16.3

·Pylorus ·Pylorus 
·PyloricSphincter

·Pylorus C16.4

ICD-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for Oncology

암(cancer)분야 에서 암(이하 “Stomach Neoplasms”)을 
상으로 하여[10] 검색용 MeSH에 추가할 어휘군을 결
정하기 해 실험문헌으로 PubMed에서 심주제어

(Major Topic)가 “Stomach Neoplasms"인 2007년∼

2016년 논문 8,625편을 내려 받았다. 그리고 논문제목으
로부터 Stomach와 Neoplasms 련 용어의 동시출 여

부를 분석한 후 “Stomach Neoplasms”를 의미하는 어휘
를 수집하여 검색필터로 사용할 어휘군을 작성하 다. 
한, KoreaMed에서 검색되는 MEDLINE 학술지  

“Stomach Neoplasms”가 색인이 되어있는 277편을 상
으로 MEDLINE MeSH, MeSH on Demand, 그리고 
KoreaMed MeSH Indexer의 “Stomach Neoplasms” 색
인어 추출여부와 검색용 필터로 어휘군을 용했을 때, 
그리고 동시출  용어의 단어인 검색 기법을 용했을 

때 “Stomach Neoplasms”의 매칭여부를 비교하여 검증
하 다. 본 연구방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Fig. 1). 

Fig. 1. Experiment and validation process of using MeSH
Search Filter and Word-Proximity Search

2.1 “Stomach Neoplasms” 검색필터 작성방법

MeSH 용어에는 의학의 학문  특성상 합성어

(Compound words)가 많다. 즉, 신체의 기 (Organ), 생
물체(Organisms), 질병(Diseases), 신생물(Neoplasms), 
감염(Infection) 련 용어들이 조합(Precoordinated)되
어 빈번하게 함께 사용된다. 를 들면 Stomach 
Diseases, Stomach Neoplasms, Dog Diseases, 
Staphylococcal Infections처럼 두개 이상의 분리된 단어
의 모임이 하나의 단어 구실을 한다. 따라서 인 한 두 

개 이상의 단어를 각각의 MeSH로 색인하거나 검색하는 
것보다 조합된 용어 즉, 합성어로 색인하거나 검색하
는 것이 더 구체 이고 정확하다. “Stomach Neoplasms”
을 표 하는 의미 있는 용어로 출 하는 개념은 (이하 

Stomach), 암(이하 Neoplasms) 그리고 조합된 합성어 
“Stomach Neoplasms”이다.

 
2.1.1 Stomach 어휘군 작성 

MeSH는 의학용어를 16개 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 
내에서 하 어들이 11개 단계까지 확장하는 계층구조로 
되어 있다. 를 들면 MeSH에서 “Stomach”는 해부
(Anatomy) 범주의 소화기시스템(Digestive system)의 
하 어로 본문(Cardia)이외에 7개의 하 어로 더 세분화

할 수 있다[11]. 한 Stomach 용어는 Internait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for Oncology(ICD-O)[12]에
서 해부학  부 (Topography)의 분류번호 C16이다. 이
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따라서 Stomach 련 후보 어휘군은 Stomach, 
Cardia, “Esophageal Sphincter, Lower”, “Gastroesopha 
geal Junction”, "Gastric Fundus", “Pyloric antrum”, 
Pylorus로 확정하 다. 

2.1.2 Neoplasms 어휘군 작성 

Neoplasms 어휘군을 작성하는데 참고한 첫 번째 용
어집은 MeSH이다. MeSH의 Neoplasms 디스크립터의 
기입어에는 Benign Neoplasms, Cancer, Mali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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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plasia, Neoplasm, Neoplasms, Benign Tumors가 있
다. 더 세부 인 Neoplasms와 련된 조직학  유형 

MeSH는 Neoplasms 범주 하에 Neoplasms by 
Histologic Type [C04.557]용어에서 참고하 는데 기입

어를 포함하여 총 522개 용어이다. 두 번째 용어집은 
ICO-O-3로 “Stomach Neoplasms”과 연 된 형태코드는 

8000-8152/8154-8231/8243-8245/8250-8576/8940-8950/ 
8980-8990 이다. 세 번째 참고자료원은 NLM과 National 
Cancer Institute가 Neoplasms 련 주제 분야의 검색을 

해 공동으로 작성한 Cancer subsets Filter로 745개의 
Neoplasms 조직형 용어가 있다[13]. 이 세종류의 용어를 
분석한 결과 동시출 용어  “Stomach Neoplasms”의 
조직학  형태 용어인 Neoplasms의 후보군은 Cancer, 
Malignancy, Neoplasia, Neoplasm, Neoplasms, Tumors, 
Adenocarcinoma, Leiomyosarcoma, Carcinoid, Lymphoma, 
Schwannoma, Polyps, Myeloma, Plasmacytoma, 
Carcinoid, Leiomyoma이다. 

2.2 Stomach-Neoplasms 동시출현용어의 거

리 분석방법

MeSH에는 디스크립터와 기입어 즉, 이형동의어나 
유사어, 그리고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 합성어, 구
(phrase)로 이루어진 용어가 있어 디스크립터로 색인되
고 기입어까지 모두 검색된다. 를 들면 “Stomach 
Neoplasms”의 기입어는 Cancer of Stomach; Cancer of 
the Stomach; Gastric Cancer; Gastric Cancer, Familial 
Diffuse; Gastric Neoplasms; Neoplasms, Gastric; 
Stomach Neoplasms; Stomach Cancer이다. 이러한 
MeSH의 기입어는 논문에서 동시출 하는 빈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omach 
Neoplasms” 기입어의 동시출  빈도를 분석하 다. 

“Gastroesophageal Junction”에서 발생하는 암은 식
도-  경계에서 발생하거나 는 식도-  경계로부터 
5cm인 에서 발생하여 식도-  경계를 가로지르는 종
양으로 식도 샘암종 TNM 체계를 사용하여 병기 설정하
는 바 식도암(Esophageal Neoplasms)으로 색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식도 역류의 결과로 식도의 샘암종 빈도
가 증가하는 에서 보면 구분이 쉽지 않다. 분문
(Cardia)은 식도이행부(esophagogastric junction)와 바
로 맞닿아 있으며 음식물이 식도에서 로 지나가는 통

로로 여기에 생긴 종양은 주로 “Stomach Neoplasms”로 

분류한다[14]. 즉, type 2와 3만 “Stomach Neoplasms”
이다. MeSH 색인 시에 색인 문가가 정확히 본문을 읽

으면서 주의깊게 색인해야 하는 용어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패턴도 분석하 다. 
“Stomach”와 “Neoplasms”이 한 문장 내에서 동시 출
하는 경우 서로 가까이 치하는 거리에 따라 검색의 

효율성이 달라질 것이다. 동시출  용어간의 치를 

별한 후 가 치에 따라 검색결과를 제공하면 검색의 효

율성이 높아진다. 한 록 체에서 동시 출 하는 용

어를 검색하는 불리안 검색보다는 논문 제목에서의 동시

출  용어가 더 의미 있는 계성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ubMed 실험문헌 8,625편의 논문 제목에서 
동시 출 하는 “Stomach Neoplasms” 련 용어에 하
여 단어 간의 거리(path)를 측정하여 사, 치사 등을 

포함하여 몇 단어 사이에 두 단어가 출 하는지를 분석

하 다. 

2.3 검색 효율성 검증

검색 필터로 용한 어휘군과 “Stomach”와 “Neoplasms” 
단어 간에 거리를 분석한 결과를 검증하기 하여 우리

나라 의학 분야 연구자들의 논문이 주로 수록되는 

KoreaMed에서 검증문헌을 선정하 다. KoreaMed 학술
지이면서 PubMed에서도 검색이 가능한 MEDLINE 학
술지 11종이 상이다.  “Stomach Neoplasms”이 MeSH
로 주제 색인되어 있는 277편(2007년∼ 2016년분)을 
KoreaMed에서 내려 받았다. 
검증문헌 277편은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가 136편(49.1%)으로 가장 많았다. Gut and liver에 37
편(13.4%),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33편
(11.9%) 순이었다.
검증문헌 277편은 모두 MEDLINE 학술지 논문으로 

NLM의 색인 문가가 부여한 MeSH 색인어(이하 
MEDLINE MeSH)가 색인되어 있다. 따라서 277편 논
문을 상으로 KoreaMed의 MeSH 자동 Indexer에서 추
출한 MeSH (이하 KoreaMed MeSH) 그리고 NLM이 개
발한 MeSH 자동추천 로그램인 MeSH on 
Demand[15]에서 “Stomach Neoplasms”를 색인어로 추
출했는지를 비교하 다. 술한 바와 같이 색인어로 

“Stomach Neoplasms”이 추출되었다는 것은 통제어 검
색을 통해 검색된 문헌의 총 문헌수 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MEDLINE MeSH와 MeS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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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그리고 KoreaMed MeSH에서 추출한 MeSH를 
비교하여 매칭률을 측정하 다. 이후 검색용 필터로 
“Stomach Neoplasms"를 추가한 경우 매칭되는 비율과 
동시출 용어의 단어인 탐색 결과 매칭되는 비율을 측

정하 다. “Stomach Neoplasms”용어의 추출 과 후의 
검색효율성은 SPSS for Windows (Version 14; SPSS 
Inc., Chicago, Illinois, USA)를 사용하여 Wilcoxon 검
증을 실시하 다. 

3. 결과 분석

3.1 “Stomach Neoplasms" 검색필터 분석

PubMed를 통해 수집된 실험문헌 8,625편의 논문 제
목은 평균 13.85 단어(최댓값: 44, 최소값: 1)이다. 1,248
편(14.46%)에는 논문 제목에 “Stomach" 련어와 

”Neoplasms” 련어가 동시에 출 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MEDLINE MeSH 색인 문가에 의해 “Stomach 
Neoplasms”이 색인된 경우이다. 7,376편(85.51%)의 경
우 명확하게 논문 제목에 “Stomach Neoplasms”을 의미
하는 용어가 기술되어 있었다. 이는 록이나 자키워
드 혹은 본문보다 논문 제목에 그 문헌의 주제를 나타내

는 요 키워드가 집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MeSH 용어인 “Stomach Neoplasms"와 기입어 12개

(단·복수 포함)를 제외하고 973개 유형이 검색필터로 
용할 수 있는 후보 어휘군이었다. Table 2는 빈도 순
별로 15 에 해당하는 후보 어휘군으로 7 인 

”Gastro-entero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는 
MeSH의 supplementary concept 용어로 “Intestinal 
Neoplasms”, “Pancreatic Neoplasms”, “Stomach 
Neoplasms”, “Neuroendocrine Tumors”를 모두 MeSH
로 색인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Stomach Neoplasms”의 
검색필터 어휘군으로 포함하 다. 술한 바와 같이 

“Esophagogastric Junction”에서 발생한 암은 Type 2와 
3만이 에서 발생한 암이다. 분석결과 실험문헌 8,625
편  21개의 유형, 97개(1.12%)의 용어가 “Esophagogastric 
Junction”에서 발생한 암이었다. 11편(0.13%)만이 Type 
1에 해당하여 검색필터로 추가할 어휘군 용어로 채택하
다.

Table 2. Candidate Terms of “Stomach Neoplasms”
Rank Term Types Freq

1 Gastric Cancer* 2,780

2 Gastric Adenocarcinoma 921

3 Gastric Carcinoma 757

4 Gastric Lymphoma 78

5 Adenocarcinoma of the Stomach* 70

6 Carcinoma of the Stomach 68

7 Gastroentero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s 63

8 Gastric Carcinoid 60

9 Gastric MALT Lymphoma 57

10 Gastric Metastasis 46

11 Gastric Cancers* 46

12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of the Stomach 44

13 Gastric Cardia Adenocarcinoma 44

14 Gastric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 43

15 Gastroesophageal Adenocarcinoma 39

*MeSH entry terms

 출 빈도 순 로는 2,780회 출 한 용어인 “Gastric 
Cancer”가 1 이고 921회 출 한 “Gastric 
Adenocarcinoma”가 2 이다. "Gastric Cancer"는  
MeSH의 “Stomach Neoplasms”의 기입어이다. 후보 어
휘군에는 MeSH 기입어를 포함하여 12개 용어(단·복수 
포함)가 MeSH 용어 고 무려 2,894회(34.24%)나 출
하 다(Table 3).

 

Table 3. MeSH Types and Frequency of Occurrence 
of “Stomach Neoplasms”

No MeSH Terms MeSH 
Types*

Frequency of 
Occurrence

1 Stomach Neoplasms MH 0

2 Cancer of Stomach ET 3

3 Cancer of the Stomach ET 7

4 Gastric Cancer ET 2780

5 Gastric Cancers ET_P 46

6 Gastric Cancer, Familial Diffuse ET 0

7 Gastric Neoplasms ET 24

8 Gastric Neoplasm ET_S 7

9 Neoplasms, Gastric ET 0

10 Neoplasms, Stomach ET 0

11 Stomach Cancer ET 23

12 Stomach Cancers ET_P 4
*MH: MeSH Heading, ET: entry term, ET_P: entry term plural-nouns, 
ET_S: entry term singular-no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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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tching Ratio of “Stomach Neoplasms” by 
MeSH Indexing Systems

MeSH Indexing Systems Match Non- 
Match

Matching 
(%)

MEDLINE MeSH 277 0 100

MeSH on Demand 245 32 88.4

KoreaMed MeSH Indexer 209 68 75.5
 Stomach Neoplasms Search Filter 263 14 94.9

 Co-occurrence Terms 268 9 96.7

Fig. 3. Distance of Co-occurring Terms and Types of 
Co-occurring Terms

Fig. 2. Frequency of Terms and Frequency of Terms
Types

반면, 1회 출 하는 용어들은 무려 733개(8.50%)의 
유형이 있었고, 2회 출 한 용어들은 75개(0.87%) 유형
이 있었다(Fig. 2). 

3.2 Stomach-Neoplasms 동시출현용어의 거

리분석

동시 출 하는 “Stomach Neoplasms” 용어의 계성 
악을 해 해부학  부 와 조직학  유형 단어사이에 

출 하는 단어 수가 의미가 있는지 PubMed 실험문헌 
8,625편의 논문 제목을 상으로 구문을 분석하 다. 두 
단어사이의 평균 거리는 4.62 단어 고 “Stomach”과 
“Neoplasms” 련 용어가 동시 출 한 문헌은 7,376편
으로 두 단어의 동시출  거리는 최소 2단어에서 최  

16단어 다(Fig. 3). 

동시출  거리가 2단어인 용어는 5,234개(70.95%)로 
해부학  부  용어와 조직학  유형 용어의 합성어 조

합이었는데 Gastric과 Adenocarcinoma, Carcinoma, 
Lymphoma, Carcinoid, Cancers, Metastasis의 합성어

다. 검색필터로 작성한 어휘군  출 빈도가 높은 용어

인 “Gastric Cancer”, “Gastric Adenocarcinoma” 등과 
일치하 다. 동시출  거리가 3단어인 용어는 203개 유
형 762개(10.3%) 용어로 이 에서 35개 용어가 
“Tumor of Stomach”와 같이 치사 구를 포함한 구문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3 검색효율성 분석

3.3.1 검색효율성 측정

KoreaMed 검증문헌 277편은 NLM의 색인 문가에 

의해 MEDLINE MeSH로 “Stomach Neoplasms”가 부
여된 문헌이다. 논문 제목, 록과 자키워드에서 검색

용 필터로 용할 어휘군의 용어가 매칭되는지 그 비율

을 측정한 결과 MEDLINE MeSH에는 “Stomach 
Neoplasms”가 주제어로 부여되었으나 KoreaMed 
MeSH Indexer MeSH와 매칭이 되지 않은 문헌이 277
편 에서 68편(24.5%)이었다. 어휘군을 작성하여 검색
용 필터로 용한 경우 최  54개 문헌(94.9%)에 
“Stomach Neoplasms”이 매칭되었다(Table 4). 

3.3.2 “Stomach Neoplasms" 검색필터 및 

Stomach-Neoplasms 동시출현 용어의 

검색효율성 분석 

구체 으로 973개의 어휘를 검색용 필터로 추가하
을 때 매칭되는 비율을 비교하여 측정하 다. 결과 921
회(20.5%) 출 한 용어는 “Gastric Adenocarcinoma” 로 
한 종류 다. 검색필터로 “Gastric Adenocarcinoma”만 
용해도 KoreaMed Indexer의 매칭률 75.5% 던 것에 

비해 1.39% 향상되어 76,89%가 되었다. 후보 어휘군의 
50%에 해당하는 12개 용어를 검색필터로 추가하면 
83.39%로 검색 효율이 향상되었다. 99개의 용어(75%)
의 경우 89.5%로 향상되었다. 973개의 후보 어휘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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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omach Neoplasms” Search filter and  
Co-occurrence Terms by Word-Proximity 
Search Test: Results of the Significance 
Tests by Applying Wilcoxon Test

No of Terms/ 
Distance of 

words

Test Statistics Test result

Z(W+) P= 0.05

“Stomach 
Neoplasms” 
Search Filter

1 0.5263 P>0.1
12 3.0534*** P<0.001
99 8.0258*** P<0.001
982 7.3529*** P<0.0001

Co-occurrence 
Terms by 

Word-Proximity 
Search

Near/0 3.2121** P<0.001
Near/5 7.6625*** P<0.0001

Near/13 8.2043*** P<0.0001

모두 필터로 용하면 KoreaMed MeSH Indexer에 의한 
75.5%의 매칭률이 19.4%나 향상되어 94.9%가 되었다.  
탐색자가 단어인 탐색을 하는 경우 동시출 용어의 

거리를 입력하게 되는데 검색효율성을 측정하기 해 

Near/0, Near/5 그리고 Near/13의 경우 매칭률을 측정하
다. “Stomach Neoplasms” 련 용어로 논문의 제목, 
록, 그리고 자키워드에서 동시출 한 거리를 분석한 

결과 Near/0 인 경우 즉, 합성어인 경우 83.8%로, 
Near/5의 경우 95.3%까지 매칭률이 향상되었다. 
Near/13인 경우는 검증문헌에서 1편이 있었는데 이 경
우 59편의 문헌(96.7%)이 매칭되었다(Table 5). 

Table 5. Matching Ratio of “Stomach Neoplasms” 
Search filter and Co-occurrence Terms by 
Word-Proximity Search

Types Number of 
Words(%) Match Non-

Match
Matching 

(%)

“Stomach 
Neoplasms” 
Search Filter

1(20.5) 213 64 76.89
12(50) 231 46 83.39
99(75) 248 29 89.5

982(100) 263 14 94.9
Co-occurrence 

Terms by 
Word-Proximity 

Search

Near/0* 232 45 83.8
Near/5* 264 13 95.3

Near/13* 268 9 96.7

*Near/(n): n means distance of words. 

“Stomach Neoplasms” 검색용 필터에 용어가 없어서 
매칭에 실패한 경우는 14편이다. 5편은 록에서 13단
어 내에 “Stomach Neoplasms” 련 용어가 동시 출 하

다. 9편은 록이 없거나 논문의 제목, 록, 자키워
드에 “Stomach Neoplasms” 련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다. 록이 없는 경우가 3편, 6편은 록에서도 
련 용어가 동시출 하지 않는 경우 다.

3.3.3 검색효율성 검증

KoreaMed Indexer MeSH와 “Stomach Neoplasms” 
검색용 필터를 용했을 때의 매칭률이 유의 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비모수통계방법인 Wilcoxon 검
증을 실시하 다.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Z = 7.5077, p < 0.0001). 4분 로 나 어 검색필터

로 용한 경우 1개 용어(20.5%)를 용한 경우 매칭률
은 76.89% 향상되었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다고 볼 수 없었다. 그러나 50%에서 100%로 어휘군을 
필터로 추가하는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따라서 검색시스템의 성능과 추가할 어휘군의 규모
와 특성에 따라 50 ∼ 75%의 어휘군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동시출  용어에 하여 Near/0, Near/5, Near/13의 

단어인 탐색 기법을 용한 경우 모두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Table 6).

4. 고찰

MeSH에 한 연구는 특정 개념이 항상 같은 용어에 
의해 색인되어 있으면 필요한 문헌을 정확하고 락 없

이 검색할 수 있어 검색의 효율성이 증 되고 문헌 분석

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을 강조해 

MeSH를 활용한 자동색인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
다. 문헌에 부여된 MeSH와 연동될수록 개체 간에 계
가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Subject-heading weight를 
정의한 연구[16]는 MEDLINE 학술지에 부여된 MeSH 
주제 색인어를 활용하여 텍스트마이닝을 연구한 표

인 사례이다. 의학학술문헌의 논문 제목과 록에서 후
보 주제어를 추출하여 MeSH 색인어와 자 주제어의 
연 성을 분석하면 MeSH를 함께 활용했을 때 자 주
제어와 연 성이 더 높다[17]. MeSH에 기반하여 주제색
인을 하면 정확성과 망라성이 높은 장 이 있다. 이를 활
용하여 MeSH는 자동색인  자동분류를 한 기계학습
에 용되고 있다. 

NLM은 2002년 자동색인기인 Medical Text Indexer 
(MTI)를 개발하 다. 논문의 제목과 록을 상으로 

MetaMap과 Trigram으로 추출한 용어를 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 (UMLS)의 용어와 매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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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로 변환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거기에 PubMed의 
유사주제문헌(PubMed Related Citations)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한 의학용어의 집합을 추가해 MeSH를 추출한
다. 이 과정을 거쳐 추천된 MeSH를 NLM의 색인 문가

가 참고하여 데이터 리 로그램인 Data Creation 
Maintenance System(DCMS) 상에서 논문을 읽으면서 
일일이 MeSH로 색인한다[3]. 최근 색인 문가가 1차
으로 MTI를 통해 자동 추출된 색인어를 참고 (MTI as 
the First-Line Indexer)하여 색인을 하는 반자동색인시
스템으로 색인방법을 변경하 다. 재 NLM 색인 문

가가 체 1일 색인 하는 양의 2,500편(58%)정도가 
MTI 추천용어를 참고하여 색인되고 있다[18,19].
우리나라의 경우 KoreaMed와 Synapse 데이터베이스

가 유일하게 MeSH에 의한 색인과 검색이 이루어지는 
의학학술 문헌 데이터베이스이다. KoreaMed MeSH 반
자동 색인 시스템은 Korea  Med 코드의 논문 제목, 
록, 자키워드에 출 하는 용어에 하여 토큰을 생

성한 후 MeSH의 기입어와 일치하는 경우 MeSH를 부
여하는 자동 MeSH 매핑 색인 시스템이다. 한, 자동으
로 용어를 매핑한 후 MeSH 싱 리스트에 MeSH 표목
을 삭제 는 추가하는 5가지 유형의 어휘집을 필터로 
용하여 보다 정확한 MeSH 색인이 되도록 정제하는 
기능을 갖춘 반자동 색인 시스템이다[3]. 
일본의 경우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인 의 지 웹(이

하 ICHUSI Web)[20]에서도 MeSH에 기 하여 색인

문가에 의한 MeSH 색인을 하고 있고 CHUSI Web에서 
MeSH에 의한 검색이 가능하다. 

PubMed의 MeSH Database, KoreaMed, CHUSI 
Web 모두 MeSH 색인과 검색에 동일한 MeSH를 용
하고 있다. MEDLINE MeSH나 ICHUSI Web처럼 색인
문가에 의해 색인된 후 검색하는 경우라면 색인을 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단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소러스를 색인과 검색에 사용하면 된다. ICHUSI Web
의 경우 문 논문의 경우 MeSH 색인에 드는 비용이 
5,000원이고 미국 색인 문가의 여가 약 GS 
9($42,000) ∼ GS 12($61,000)[21]이다. 한 1명의 색
인 문가를 양성하는 비용과 노력이 쉬운 것은 아니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특허의 특정 패턴을 

찾아내고 내용기반에 근거한 특허정보검색시스템을 개

발한 연구[22]는 MeSH 주제색인처럼 국제특허분류코드
(IPC)를 활용하여 검색식을 작성한 후 량의 특허문서

집합을 검색해내는 연구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의학 학
술 문헌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동의어  유사어와 계층언

어  련어의 통제어의 장 과 자연어가 가지는 용어

의 다양성을 반 할 수 있는 검색용 MeSH 시소러스의 
개발과 활용이 실한 상황이다. 

PubMed의 MeSH Database에서는 MeSH 검색은 탐
색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후 련 MeSH를 선택하여 체
크하면 탐색식 형성창(Search Builder)에 질의어가 자동 
생성되고 곧바로 PubMed와 연동하여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 통제어인 MeSH로 검색을 하는 것은 MeSH로 
색인되어 있는 코드를 찾아내는 작업으로 탐색자가 

MeSH의 기입어로 검색을 해도 MeSH 디스크립터와 해
당 기입어 그리고 그 하 개념까지를 모두 검색해낸다. 
따라서 체계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s)이나 임상
가이드라인 등의 연구를 한 민감도(Sensitivity) 높은 
검색에 매우 효율 이다. 하지만 PubMed에는 MeSH로 
색인되지 않는 문헌도 존재하기 때문에 망라 으로 검색

하려면 자연어 검색도 같이 수행해야한다. 
“Stomach Cancer”와 같은 합성어를 검색하는 경우 

탐색자는 두 개념 즉, “Stomach” 련 용어와 “Cancer” 
련 용어 두 단어를 AND 조합하여 검색한다. 

“Stomach Cancer”를 의미하는 용어는 어휘나 구문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표 되기 때문에 “Stomach Cancer” 
련 합성어를 모두 검색해내려면 “Stomach”라는 기 명

과 MeSH 용어인 “Neoplasms”의 조직학  형태의 용어

까지를 포함하여 입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1986년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체계를 공통개념으로 통합

하기 해 구축한 150여개의 시소러스 집합체인 UMLS
에서 “Stomach Neoplasms”을 나타내는 용어는 총 64개
로 다양한 유사어와 구문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23]. 
종양을 주제로 다룬 문헌에서는 해부학  부 와 조

직형 용어를 합성하여 “Gastric Adenocarcinoma”와 같
이 표 한다. 혹은 정 사나 부정 사를 포함한 치사

구 등의 어구로 “Adenocarcinoma of the Stomach”와 같
이 신생물을 표 하기도 한다. 즉, 학술문헌에서 자가 
서술하는 용어들은 사실상 그 어휘나 구문상의 유형이 

MeSH나 UMLS에서 제공되는 기입어보다 더 다양하다. 
MeSH 색인 원칙에 의하면 신생물의 색인은 신생물의 
발생부 에 하여 해부학  부  명에 "Neoplasms"을 
붙여 합성어로 부여하고 종양 자체의 특성을 신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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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 용어로 추가하여 색인하도록 되어 있다. 즉, 암
종(Gastric carcinoma)의 경우는 "Stomach Neoplasms"
과 "Carcinoma"로 2개의 MeSH를 색인하는 것이 원칙
이다. 그러나 자동색인의 경우 논문의 제목, 록, 자

키워드에 기입어이외의 용어로 기술되어 있으면 매칭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Carcinoma of the Stomach”의 경우 
“Stomach Neoplasms”이 아닌 “Carcinoma”와 
“Stomach"로 색인되고 검색된다. 탐색자가 “Carcinoma 
of the Stomach”를 입력해야만 검색된다. 문헌에 
“Stomach Neoplasms”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거나 문장
에서 어구로 표 한 경우 “Stomach Neoplasms”으로 색
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색도 되지 않는다. 
본 연구 결과 MeSH의 디스크립터인 “Stomach 

Neoplasms”은 정작 실험문헌인 PubMed의 논문 제목에
서 한 번도 출 하지 않은 용어 다. 한 기입어인 

“Cancer of Stomach”나 “Stomach Cancer”, “Gastric 
Neoplasms”은 복수형을 포함하고도 논문 제목에서 출
하는 빈도순이 높지 않았다. 오히려 논문 제목에 종양의 
해부학  발  부 인 Stomach와 Neoplasms의 조직형 
용어가 결합된 합성어인 “Gastric Adenocarcinoma”, 
“Gastric Carcinoma”, “Gastric Lymphoma” 등이 
“Stomach Neoplasms”보다 더 유의미하게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혹은 “Adenocarcinoma of the stomach”나 
“Carcinoma of the stomach”와 같이 구문으로 기술되고 
있었다. “Gastric Cancer”는 MeSH의 기입어이지만 
“Gastric Tumor”는 MeSH의 기입어가 아니다. MeSH의 
색인은 통제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학술논문에서 사

용하는 용어들의 반 이 늦을 수밖에 없는데 자연어 검

색 시 탐색자가 “Gastric Tumor”를 검색어로 입력하지 
않으면 검색에 락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결과 의학 학술문헌의 검색용으로 MeSH를 

사용하고 특정 어휘군을 검색필터로 용함으로써 색인

비용에 한 부담이 없이 통제어의 장 과 자연어가 가

지는 용어의 특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통
제어인 MeSH가 동의어  유사어로 사용할 수 있는 어
휘가 제한되어 용어선택에 한 융통성이 없고, 새로 생
성된 개념에 한 반 이 늦다는 단 을 극복하고 데이

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MeSH를 검색용 필터로 활용하
면 동의어, 유사 동의어, 동형이의어를 통제하거나 련
어들을 연결시켜 으로써 잘못된 검색어 조합이나 애매

한 용어 계로 인해 발생하는 검색실패를 일 수 있음

을 확인하 다. 
본 연구 결과 검색용 MeSH에 추가 필터를 활용하여 

MeSH 검색의 효과를 극 화하 다. 특정 개념을 표
하는 용어간의 의미 있는 계를 악하여 어휘군을 작

성한 후 검색용 MeSH 필터로 용하 더니 KoreaMed 
MeSH Indexer를 통해 색인어로 추출된 용어(75.5%)보
다 좀 더 정확하고 많이 검색(94.9%)되어 효율성이 향상
되었다. 
본 연구결과 단어인 탐색 기법에 용한 두 단어사

이 거리는 Near/0 즉, 합성어가 KoreaMed MeSH 
Indexer에 의한 매칭률 75.5%에 비해 83.39%로 검색 효
율성이 향상되었다. Near/0이 Near/13보다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Stomach Neoplasms"를 의미하
는 많은 구문패턴의 논문이 검색에서 락될 수 있다. 두 
단어사이에 13 단어를 허용하는 Near/13은 망라 으로 

검색은 되지만 탐색자가 원하는 정확한 검색은 아닐 수 

있다. 한 문장에서 단어의 치 정보를 함께 색인 일

에 구축하는 것은 검색시스템의 성능을 떨어트릴 수 있

다. 하지만 록 체에서 AND로 조합하여 검색하는 경
우보다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탐
색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 분야의 유형과 주제를 표

하는 용어들의 표  패턴들을 악하여 한 단어인

탐색기법을 용할 필요가 있다. 
량의 학술 문헌에서 출 하는 어휘나 구문의 패턴

을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한 후 검색필터로 

용했을 때 MeSH 시소러스에 의한 검색보다 검색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한 용할 두 단어사이 거리를 

측정하여 의학문헌에 사용되는 어휘나 구문  특징을 분

석한 결과 동시 출  거리가 2단어인 합성어가 실험문헌 
8,625편 에서 5,234(70.95%)개나 차지하므로 불리언 
검색보다 단어인 탐색 기법이 보다 특이도가 높은 정확

한 검색임을 증명하 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학 분야에 표 인 시소러스인 

MeSH로 색인한 의학문헌에 하여 “Stomach 
Neoplasms" 련 어휘군을 작성하여 검색필터로 용하

다. 한 단어사이 이내에 순서에 상 없이 동시 출

하는 문헌을 검색하는 단어인 탐색기법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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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매칭률이 향상됨을 증명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검색필터 작성방법은 의학 분야

의 용어 특징인 조합용어의 어휘군 작성에 용할 수 

있다. 한 탐색자가 자연어 검색 시에 검색어로 활용할 
수도 있다. KoreaMed에서 자동색인을 통해 추출된 
MeSH 색인어와 특정 주제 련 검색필터를 활용하여 탐

색자가 스스로 검색한다면 재 율과 정확률을 향상시키

는 최 의 검색이 될 것이다. 
탐색자는 불리안 검색으로 동시 출 한 용어를 검색

하는 것보다 검색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단어인 탐색기

법을 활용하면 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탐색자는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이고 

검색결과에 한 만족도를 높이기 하여 데이터베이스

가 통제어색인과 검색을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인지의 여

부를 확인하고 검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검색기법의 종

류와 방법 등을 인지한 후 검색을 실행해야 한다. 
한, 논문 작성 시 자가 사용하는 용어에 의해 검

색에서 락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논문 제목, 록 그리
고 자키워드의 경우 신 하게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

고 오탈자가 없도록 논문작성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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