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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알츠하이머병과 조현병 특징
- 알츠하이머병
• 치매로 이어지는 흔한 질병이며, 경도인지장애에서
부터 이어지는 질병
•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 선택 어려움
• 유창한 말하기에 부족함
- 조현병
• 잦은 망상을 하며 만성적인 질병
• 횡설수설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며, 이상한 단어 사용
• 와해된 언어 사용

“언어적 특징의 장애 ”

“ 언어적 자질을 ”
활용한 분류

모델 구조
• 2단계 분류 모델
: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분류
- 1단계 분류
: 정상군과 환자군을 각각 학습한 패어 언어모델 간
PPL 차이를 기반으로 1단계 분류 수행
• 페어 언어 모델
- 정산군과 환자군 그룹을 각각 BERT언어모델에
추가 사전학습
- 각 그룹의 언어적 자질의 특성을 학습하기위해
내담자의 발화만을 학습
- MLM loss(Masked Language Model Loss) 사용
• Scoring
: 수식(3), (4)와 같이 페어 언어모델 간의 PPL 차이를
이용해 문서 Scoring

모델 구조
• Threshold

- 학습 데이터를 대상으로 각각 산출된 𝑆𝑐𝑜𝑟𝑒 𝑑𝑜𝑐 를 위 예시와 같이
레이블을 기준으로 분류 후, 𝑆𝑐𝑜𝑟𝑒 𝑑𝑜𝑐 를 정렬해 결정
- 환자군의 가장 낮은 𝑆𝑐𝑜𝑟𝑒 𝑑𝑜𝑐 를 정상군 Threshold로 결정하고,
정상군에서 가장 높은 𝑆𝑐𝑜𝑟𝑒 𝑑𝑜𝑐 를 환자군의 Threshold로 결정
- 그림2와 같이 , 평가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류
• 가중치 사용

- 미세 조정된 BERT 언어모델을 이용해 문서 내에서
환자로 분류된 문장의 비율을 가중치로 사용
- 수식 (5)와 같이 𝑃𝑃𝐿𝑝𝑎𝑡𝑖𝑒𝑛𝑡𝑠 𝑑𝑜𝑐 에 가중치를 부여
- 가중치 사용을 통해 1단계 분류 과정의 성능 향상

모델 구조
- 2단계 분류
: 1단계 분류에서 정상군의 Threshold와 환자군의 Threshold 사이의
𝑆𝑐𝑜𝑟𝑒 𝑑𝑜𝑐 를 가져 분류되지 못한 문서는 2단계에서 분류된다.
• 분류 방법
- 미세조정한 ETRI BERT에 Linear Self Attention층을 더한 모델을 이용해 분류
- 입력된 문서를 512 크기의 문장 집합으로 분할해 입력
- BERT의 아웃풋을 문장 단위로 분할해 문장 벡터의 평균을 계산
- Linear Self Attention층을 통해 문장 별 다른 가중치를 문장별로 곱하여
소프트맥스 통해 점수화
- 점수와 문장들의 곱의 합을 구해 문서 단위의 아웃풋을 얻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 분류 수행

실험 결과
• 데이터 셋

: 병원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 셋으로 정상군 데이터 수 확보를 위해 두 데이터 셋의
정상군 데이터 병합해 실험.

• Base Line

: 단일 BERT 언어 모델을 미세조정 후 Linear Self Attention층을 더한 모델을
Baseline으로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
• 실험 결과 비교
- 표에 보이는 DP는 의사와 환자의 발화 모두를 사용한, P는 환자의 발화만을
사용한 실험
-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Baseline은 DP의 성능이 우수하였고, 조현병의 경우는
P의 성능이 우수해 2단계 분류 모델과 비교에 사용
- 2단계 모델의 ‘(1단계)’는 2단계 모델의 분류 과정 중 1단계 과정에서의 성능,
‘(2단계)’는 2단계 모델의 분류 과정 중 2단계 과정에서의 성능을 의미

- 알츠하이머의 경우, Base line과 성능이 동일
- 조현병의 경우, Base line에 비해 약 6%의 성능 향상

결론 및 향후연구
• 결론
- 알츠하이머병의 실험 성능은 Base line과 동일하지만, 조현병의 실험 성능은 약 6%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
- 정상군과 환자군 각각을 학습시킨 페어 언어 모델 간 PPL의 차이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이고, 정상군과 환자군의 언어적 자질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 향후연구
- LIME, SHAP 등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메커니즘을 적용해 딥러닝 모델이 환자로
분류하는 주요 인자를 도출
- 분석된 주요 인자를 활용한 분류를 통해 PPL 기반의 분류 성능 향상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