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최근 한국의 갑상선암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는 의료

계 뿐 아니라 사회 으로도 큰 이슈가 되어 왔다[1,2]. 갑

상선암의 발생은 1990년 약간의 증가가 있었으나 이후

증하여 2011년 기 40,568명(남: 17.3%, 여: 82.7%)의

갑상선암 환자가 새롭게 진단되었다. 갑상선 암 증가는

세계 인 추세이기는 하나, 한국은 단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생율 증가를 기록하 다. 연령표 화 발생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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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11년 14.7명으로, 국은 1999년 2.1명에서 2011년

3.9명으로 약 2배 증가한 반면, 한국은 1999년 7.2명에서

2012년 73.6명으로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조직학 형태로 볼 때, 유두암이 가장 크게 증가하

고 체 갑상선암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4-6].

갑상선암의 발생 증가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

지지 않았으나, 한 가지 주요 원인은 고해상도 음

기기의 도입과 보 으로 우연종 발견의 증가, 음 유

도하 세침흡입 세포 검사를 통한 미세 갑상선암의 진단

율의 증가이다[4]. 특히 2002년 이후 건강검진 로그램

에 갑상선 음 검사가 추가되면서갑상선암의 조기진

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장

비의 발달로 인한 조기진단으로는 최근의 증가 양상을

모두 설명하기 어려우며, 발생 증가는 유 , 환경 요

인에도 향을 받기 때문에 각 환자의 상태, 동반 질환의

유무 등을 고려한 의학 단을 내려야 하고 획일 인

제재는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한다[7]. 반면 [8]은 임상

으로 문제가 없는 많은 사람의 갑상선에 무증상 유두암

이 존재하고 있으며, 진단의 증가와 조 으로 갑상선

암으로 인한 사망은 동일한 수 을유지하여 과잉진단의

형 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한

갑상선학회에서는 2016년 갑상선암 진료 권고안 개정안

을 통해, 미세 유두암은 이나침범이 없을 경우 수술하

지 않고 지켜보며, 수술의 제범 를 최소한으로 이

고 방 인 림 제를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9].

이 게 갑상선암 발생증가에 한 논란이 증가함에

따라 수십 년간 갑상선암 련한 많은 연구가 다양한 주

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인 기법을

융합·활용하여 갑상선암 련 논문에서 검토된 연구 토

픽들을 발견함으로써, 어떠한 내용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

한 연구 목 에 비추어 본 논문에서는 갑상선암 발생 증

가와 련한 논란은 직 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이

러한 논란이 연구자들의 토픽 결정에 향을 미치고 있

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픽 모델링은 용량의

문서에 포함된 숨겨진 토픽들을 찾아내는통계 방법론

으로, 이를 이용하여 자동 으로 문서들을 정리하고 요

약하는데 쓰인다[10,11]. 최근 다양한분야에서사용되고

있는데, 그 [12]는 토픽 모델링과 의미연결망 분석 기

법을 이용하여 술경 분야의 연구 토픽의추세와 토픽

간의 계를 분석하고 있다. [13]에서는 Scopus 논문을

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 토픽 모델링을 용하

여 스마트 헬스 어 연구 동향을 악하고 있다. [14]는

특정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주제어와 록을 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용하여 국내 패션디자인 연구동향 분석

하고 있으며, [15]에서는 SNS 자료를 분석하여 문학치료

에 한 인지도를 탐색하고 있다. 한 [16]에서

는 국회도서 등재 학 논문을 활용하여 우울과 스트

스에 한 국내 연구를 분석하고 있으며, [17]는 블로그

와 SNS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개인별 맞춤형

마 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18]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갑상선암 련 논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밝히고, 단어들 간의 계를 시

각 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토픽의 분포를

확률 으로 추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갑상선암 연구 토픽을 악하기

해 통계 기법을 목한 융합 연구 근 방식을 채택

한다. 토픽 모형을 이용하여 련 논문들의 잠재 의미

구조를 악하고 토픽들의 확률 분포를 추정하며, 토픽

내의 주요 용어들을 검토하여 토픽명을 부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범주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토픽이 시 에

따라 유의하게 변화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2.  료 및  방법

2.1  료 및 전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DBpia(www.dbpia.co.kr)

에서 "갑상선암"으로 검색하여 얻어진(2018년 5월 24일

자) 260개의논문 학술 회, 보고서, 록이 없는 논문

을 제외한 98개 논문을 상으로 한다. 각 논문으로부터

제목, 록, 키워드, 출 연도에해당하는 비정형텍스트

를 추출하 다. 이 논문들 문 제목이 없는경우가

많아 제목은 국문을 추출하 고, 반면 록은 부분

문으로 이루어져 문을 추출하 다. 키워드는 국문,

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둘 다 추출하 다.

처리 과정으로 공백, 기호, 구두 들을 제거하 고,

결과에 큰 련이 없는 숫자들 역시 제거하 다. 문은

소문자로 변환 후 어근을 처리하 으며 단수형으로 통일

하는 과정을 거쳤다. 단 고유 명사일 경우 문자를유지

하 으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단어들을 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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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 다. 를 들어 "I 131", "I131", "131I", "iodine

131" 등의 단어를 모두 "I-131"으로 표 화하 다. 등장

하는단백질 유 자의 이름도표 형으로 변형시켰다.

반면 엔그램(n-grams)의 경우 단어 간 "_"로 연결하

다. 가령 "삶의 질", "quality of life"는 각각 "삶의_질",

"quality_of_life"로 변형시켰다. 일반 으로 표본 크기를

나타나기 해 사용되는 "n="은 "N"으로 바꾸었다. 한

조동사, 치사 등의 불용어를 제거하 고, 자주 등장하

지만 토픽을 악하는 데 요하지 않은 단어들( 를 들

어 "article", "paper", "study", "cancer", "thyroid",

"tumor", "carcinoma", "갑상선", "갑상선암") 역시 제거

하 다. 자료의수집 처리 방법은 Fig. 1에요약되어

있다.

Fig. 1. Data acquisition and data preprocessing

2.2 토픽 형 

토픽 모형은 문서-단어로 이루어진 행렬을 기반으로

문서에 잠재된 토픽의 등장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리 사용되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한다[10]. LDA는 생성 확

률모형을 바탕으로 하는데, 문서를 작성하기 해 어떤

토픽을 포함시킬 것인지, 각 토픽에서 어떤 단어들을

선택할 것인지를 각각의 모수로 모형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체 문서들의 토픽들과 각 문서별 토픽비율, 토픽

에서 단어들이 선택될 확률 등을 추정하고, 문서의 의미

구조를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하나의 문서에 포함

된 주제의 분포로 디리슐 (Dirichlet) 분포를 가정한 후,

주제 인덱스 단어를 다항(multinomial) 분포에 따라

선택한다. 디리슐 분포와 다항 분포는 켤 사 분포

(conjugate prior) 계가 있어 베이지언 사후분포를 비

교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다.

LDA 모형을 합할 때에는 토픽의 개수(k)를 사 에

정해야 하는데, k를 무 크게 하면 지나치게 비슷한 토

픽들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k를 무 작게 하면 한

토픽에 여러 토픽이 섞여 명확한 토픽의 특성을 악하

기 어려울 것이다. 최 의 k를 선택하기 한 여러 연구

들이 시도되었는데, [19]에서는 깁스샘 링의 로그 우도

의 조화평균을 최 로 하도록 k를 정하고있다. [20]에서

는 토픽 분포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가장 작게 하는 k를

선택한다. [21]은 토픽-단어 행렬로부터 구한 특이값

(singular values) 분포의 칭 쿨백-라이블러 거리

(Kullback-Liebler divergence)가 최소화되도록 k를 정하

고 있다. 반면 [22]은 토픽 분포간의 젠슨-샤논 거리

(Jensen-Shannon distance)가 최 화하는 k를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LDA를 98개 논문의 문 록에만

용하 는데, 제목이나 키워드의 경우 포함된 단어의 개

수가 많지 않아 추론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라

고 단했기 때문이다. 에서 소개한 네 가지 방법

[19-22]을 검토하여, 가장 타당하면서 해석이 용이하게끔

토픽의 개수를 선택하고자 한다. 토픽이 도출된 후에는

주요 구성단어를 통해 잠재 토픽의 특성을 악하여 알

맞은 이름을 명명하고 있다.

2.3 트렌드  

연구 토픽이 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해

트 드 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해 연도를 갑상선암

발생이 증한 2000년 를 기 으로 3개의 시 로 분류

하 다. 그런 후 토픽별로 어느 시 의 논문이 얼마나 출

간되었는지 살펴보고, 다범주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시

별로 각 연구 토픽이 등장할 확률에 한 신뢰구간을 구

축하고 통계 인 유의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록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와 제목/키워드를 통해 얻어지는 정

보의 일치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해 ( 록을 이용

하여 발견된) 각 토픽들을 반 하는 논문의 제목/키워드

를 추출한 후 주요 구성 단어들을 검토한다.

3.  결과

3.1 토픽 추출 

한 잠재 토픽의 개수(k)를 선택하기 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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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ber of topics indicated by four metrics. 

The metrics were standardized to range 

between 0 and 1.

에서고려한 네가지 방법을 검토하 다. Fig. 2는 k 값에

따른 각 방법에서 제시하는 측도(metrics)의값을 보여

다. Cao et al.[20]와 Arun et al.[21]에서는 측도 값을 작

게 하는 k 값, Griffiths et al.[19]와 Deveaud et al.[22]는

측도 값을 크게 하는 k 값이 최 의 값이다. Fig. 2를 보

면 네가지 방법모두에서최 인 k 값은 없는것으로 확

인된다. 반면 k가 4보다 크면, Cao et al.[20]에서 제시하

는 측도의 값이갑자기 커지며 Deveaud et al.[22]의 측도

의 값은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k 값 6, 7을

심으로 Griffiths et al.[19]와 Deveaud et al.[22]의측도

값이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들과 해석의 용이성을 고

려하여 k=4를 선택하 다.

4개의 잠재 토픽을 가정한 후, 문 록을 이용하여

LDA 알고리즘을 시행하 다. Table 1은 각 토픽내 상

10개 단어들을 보여 다. 토픽 1은 수술, 제술, 제,

림 곽청술 등 수술에 련된 단어가 많이 등장하며,

이 여부에 따른 외과 수술범 와 방법에 한 내용

을 포함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에 토픽 1은 수술

"Surgery"라는 이름을 명명하 다. 토픽 2는 유두상암을

상으로 림 이, 앙경부재발, 침습, 미소암, 크기,

잠재성암 등 암의 공격성 진행성 정도를 나타내는 단

어가 많이나타나 "Disease aggressiveness"라고 이름 붙

다. 토픽 3은 치료 후의 후 이에 미치는 요인들

에 한 내용으로 단된다. 특히 생존분석 마이크로

어 이(microarray) 자료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p 값,

과발 , 표본크기 등의 단어들이많이등장한다. 이에토

픽 3은 "Survival analysis"라고 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Topic 4는 수술 후의 추 검사와 련된 방사선요오드

스캔, 방사선요오드 치료, 갑상선 로불린검사와 더불어

수술 환자들의 삶의 질과 련된 단어들이 등장한다. 이

를 반 하여 토픽 4는 "Well-being of patients"라고 명명

하 다.

Table 1. Topics and the top 10 words in each 

discovered by LDA analysis of abstracts

Top words

[Topic 1]
Surgery

operation, thyroidectomy, surgery, incidence,
metastasis, parathyroid, dissection, total,

lymph-node, neck

[Topic 2]
Disease

aggressiveness

papillary, lymph-node, metastasis, recurrence,
central, surgery, size, microcarcinoma,

invasion, occult

[Topic 3]
Survival analysis

metastasis, prognosis, factor, p_value,
treatment, VEGF, high, expressed, N, invasion

[Topic 4]
Well-being of

patients

radioactive, iodine, quality_of_life, therapy,
thyroglobulin, level, scan, I-131, serum,

symptom

3.2 시대별 추   

갑상선암 발생이 증한 2000년 를 후로 하여 연

구 토픽의 추세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3개의 시

로 분류한 결과, "2000년이 "에는 37개, "2000년 "에는

44개, "2010년 이후"에는 17개의 논문이 포함되었다. Fig.

3은 몇 개의 논문이 각 토픽을 반 하는지를 보여 다.

40% 가량의 논문들이 "Surgery"에 한 연구이었으며,

다음으로 "Disease aggressiveness", "Survival analysis",

"Well-being of patients"에 한 연구가 비슷한 수 으

로 이루어졌다. 2000년 이 에 출 된 논문의 부분은

"Surgery"에 한연구인 반면, 최근 2010년 이후의논문

들은 "Well-being of patients"에 좀 더할애를하고 있다.

갑상선암이 증하는 2000년 에는 4개 토픽 모두에

해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그 특히

"Disease aggressiveness"와 "Survival analysis"에

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시 추세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해 토픽을 반응변수로, 시 더미를 설명변수로 둔 다

범주 로짓모형을 검토하 다. 추정 결과는 Table 2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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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umber of papers in each topic

Table 2. Results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The reference group is Topic 1(Surgery). 

Estimates P-values

[Topic 2]
Disease

aggressiveness

Intercept -1.686 <0.001 **

2000s 2.023 0.002 **

2010-2018 1.686 0.129

[Topic 3]
Survival analysis

Intercept -2.603 <0.001 **

2000s 2.939 <0.001 **

2010-2018 3.296 0.004 **

[Topic 4]
Well-being of

patients

Intercept -2.197 <0.001 **

2000s 1.686 0.035 *

2010-2018 3.701 <0.001 **

* indicates significance at the 5% level and ** at the 1% level.

시되었다. 토픽 "Surgery"가 기 범주(baseline

category)로 설정되어 있다. 2000년 이 에 비해 2000년

에는 "Disease aggressiveness"와 "Survival analysis"

가 많이 연구되어졌고(1% 수 에서 유의), 일부는

"Well-being of patients"에 한 내용임(5% 수 에서 유

의)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10년 의 논문은 "Survival

analysis"와 "Well-being of patients"에 한 연구가 혼

재되어 있다. 로짓모형의 결과를 이용하여, 시 별로 각

토픽을 반 할 확률에 한 95% 신뢰구간을 구축하 다

(Fig. 4). 2000년 이 에는 "Surgery", 2000년 에는

"Disease aggressiveness"와 "Survival analysis", 2010년

이후에는 "Survival analysis", 특히 "Well-being of

patients"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문 록에서 얻어진 정보와 제목/키워드를 통해 얻

어지는 정보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해, 각 토픽에 해당

Fig. 4. The 95% confidence intervals for topic 

probability at each time period

Table 3. Main terminologies in titles and keywords 

for each topic 

Top words

[Topic 1]
Surgery

thyroidectomy(*), parathyroid(*), surgery(+),
papillary(*), treatment(*), complication

[Topic 2]
Disease

aggressiveness

papillary(*), lymph-node(*), occult(+),
microcarcinoma(*), recurrence(*), metastasis(+)

[Topic 3]
Survival analysis

factor(*), metastasis, prognosis(*), test, VEGF,
expressed(+), differentiated(+),

[Topic 4]
Well-being of

patients

quality_of_life(*), radioactive(*), I-131, iodine,
anxiety(*), depression, therapy

* appears both in Korean and English, + in Korean, and the words
without marks appear in English.

하는 논문으로부터 키워드와 제목을 추출하여 주요 단어

들을 살펴보았다. 결과는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문,

국문 키워드를 모두 사용하 기 때문에 Table 3의 결과

는 문, 국문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토픽

"Surgery"를 나타내는 논문의 제목과 키워드에서 주로

사용된 단어들은 수술, 제, 합병증 등 수술과 련되어

있으며, 부갑상선, 유두상암의 단어도 같이 많이 쓰 다.

토픽 "Disease aggressiveness"에서는 암의 공격성, 진행

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제목과 키워드에서 많이 사용되

었다. 토픽 "Survival analysis"에서는 생존 분석 마이

크로어 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Table 1의 결과에서 확인되는 단어 이외에 분화, 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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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단어가 추가로 등장하여 분화암을 상으로 한 분

석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가설 검정 역시 많이 시행되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토픽 "Well-being of patients"에서

는 불안, 우울 등 환자의 심리에 한 단어들이 추가로

등장하 다. Table 1과 Table 3의 결과를 비교하면, 각

토픽에 해당하는 주요 단어들이 체로유사하여 록과

제목/키워드는 유사한 패턴의 정보를 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추가 으로 문 키워드를 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4개의 토픽내 상 단어들을 심으로 살펴

본 결과, 각 토픽별로 일부단어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찰되었으나, 뚜렷한 패턴을 찾기는 어려웠다. 연

구 주제 키워드들이 시 별로 어떠한 연 계를 나타

내는지는 [18]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4.  및 결론

비정형 텍스트 자료에 포함된 잠재 토픽들을 찾아내

는 통계추론 방법인 토픽 모형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 가장 리사용되는 LDA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갑상선암 련 연구 토

픽의 동향 변화 추세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에 근거하여 잠재 토픽의개수를 결정

하 으며, 문 록을이용하여 4개의잠재 연구토픽

을 발견하 다. 토픽 내 주요 용어들을 검토한 결과, 각

토픽은 "Surgery", "Disease aggressiveness", "Survival

analysis", "Well-being of patients"에 한 내용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연구 토픽의 시 추세를 검토하기

해 다범주 로짓모형을 사용하 으며, 2000년 이 에는

"Surgery", 2000년 에는 "Disease aggressiveness"와

"Survival analysis", 2010년 이후에는 일부 "Survival

analysis"와 상당수의 "Well-being of patients"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 한 문 록에서

얻어지는 정보와 제목/키워드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간의

일치성을 확인하 는데, 이는 해당 논문에서 제목, 키워

드, 록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일 이고 하게 선

정되고 있음을 알려 다.

갑상선암의 과잉 진단 과잉 치료 논란의 심에 있

었던 2000년 에는, 기존의 외과 수술에 한 연구에

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로 연구 역이 확 되었다. 특히

정 한 장비들의 도입으로 미소암, 잠재성암에 한 연

구들이 증가하 으며, 유 자 단백질의 발 연구와

생존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은

2010년 에 과잉 진단에 한 의료계의 자정의 노력과

맞물려 변화하는데, 최근에는 수술 후 환자의 복지

와 교육 로그램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토픽의 변화가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나는지, 더 나

아가 최근 의학계의 세계 인 추세인지 살펴보는 것은

추후 흥미로운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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