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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현 시대는 인터넷 보편화로 인해 정보화 시대로 일컬을
만큼 다량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풍
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큰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그중, 약품은 생물학적 데이터 중 하나로, 사람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약품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통
증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부작
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전에는 정보의 부재로 인해 약품
의 부작용 정보를 얻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정보의 다양화
로 인해 부작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효과
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부작용 정보를 추출하는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높은 부작용을 가진 약품에 대한 해
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부작용 정보
를 추출하여 수치화한 뒤, 높은 부작용을 가진 약품을 대
체할 수 있는 약품을 추천해주는 연구를 다룬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사람은 자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치료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약품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그 권
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단점을 갖
는 기존 약품에 대한 대안으로 제너릭 약품(generic
medicine)이 제안되었다. 다른 말로는 복제 약으로, 처음
으로 발명된 약품과 동일한 발현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
품을 뜻한다. 이러한 약품들은 실제 본 약품과 같은 속명
(generic name)을 갖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저렴한 값의
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발현 성분을 갖는
데도 불구하고, 작용기 등의 차이로 인해 제너릭 약품은
각각 다른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동일 속명을 갖는 약품들 중 실
제 사람들이 느끼는 부작용이 가장 낮은 약품을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R1A2A1A05001845).

약품 부작용의 정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웹 포럼의
정보를 활용한다. 약품 관련 웹 포럼에서는 특정 약품을
섭취한 뒤,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된 효과나 부작용
등을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웹 포럼은 약품 복용자가 느
끼는 부작용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여러 약품 관련 웹
포럼(medhelp.org, patient.info 등)에서 약품 복용자의 논
평을 모아 놓은 웹 포럼(Treato.com)을 이용하여 부작용
의 정도를 수치화 한다. 수치화된 값을 이용하여 동일한
속명을 갖는 약품들 중 부작용 수치가 최젓값인 약품을
찾아 추천한다.

그림 1. 약품 추천 방법 개요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속성인 속명의 특성을 사용
하여 대체 약품을 추천해주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
존의 약품 부작용 추출 방법에 속명이라는 속성을 추가하
여 실제 사람들이 약품을 추천을 가능하게 하였다. 첫째
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적용시켜 수치화할 수
있다. 둘째로, 속명이라는 특성을 통해 약품 추천의 전문
성과 안전성을 드러낼 수 있다.
향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추천 방법을 구현하여 대체 약
품 추천을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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