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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도메인 질의응답을 한 검색문서 
제약  정답유형 분류기술

(Search Space Reduction and Answer Type Classification 

for Open Domain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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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  도메인 질의응답을 해서는 용량 데이터에 한 효율 인 검색제약 기술과 세부 인 

정답유형 분류기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오  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을 여행, 지역, 맛집 등의 도메

인 질의응답 시스템과 뉴스, 키피디아, 블로그 등의 콘텐츠 질의응답 시스템의 집합으로 구성한다. 용

량 데이터에 한 효율 인 검색제약을 하여 기계학습  패턴 기반 질문도메인 분류 기술, 확률기반 

지역별 문서분류 기술을 용한다. 질문에 한 세부 인 정답유형 분류를 하여 세부 개체 유형과 정의, 

원인, 방법 등의 서술형을 포함한 약 200여개의 정답유형을 정의한다. 질문도메인 분류  질문정답유형 

분류 모듈은 sSVM 기반 기계학습모델과 어휘-구문 패턴 기반 규칙모델을 결합하 다. 정답유형에 한 

질문정답유형 분류 성능은 Macro-FScore가 82.38%이고, 질문도메인 분류 성능은 Macro-FScore가 

89.47%, 그리고, 지역별 문서분류 성능은 정확률 86.33%로 실제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한 성능을 보 다.

키워드 : 오  도메인 질의응답, 질의응답, 질문 분석, 질문 분류

Abstract Search space reduction method and fine-grained answer type classification method are 

the most essential parts of open-domain Q&A. In this paper, we define the open-domain Q&A system 

as a set of domain Q&A systems including travel, region, restaurant and a set of contents Q&A 

systems including news, blog and Wikipedia. We applied two novel methods to reduce document 

search space. One is a document classification method using location information extracted from target 

documents and the other is a question domain classification method. The document classification 

method using location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location dependent domains such as travel, region 

and restaurant domains. We also propose an answer type classification method. The method classifies 

approximately 200 answer types including factoid types and descriptive types such as definition, reason 

and method. We applied a combined method of machine learning based on sSVM and lexico-syntactic 

pattern matching method for the question domain classification and the answer type classification. The 

proposed method showed promising results. Our document classification based on location information 

showed the Precision of 86.33%. Our answer type classification method and question domain 

classification method showed Macro-FScore of 82.38% and Macro-FScore of 89.47%, respectively.

Key words : Open-Domain Q&A, Q&A, Question Analysis, Questio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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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웹과 인터넷 기술의 발 으로 다양한 유형의 디

지털 콘텐츠들이 기하 수 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

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는 웹 검색에 한 수요를 창출

하 다. 구 과 같은 로벌 검색회사가 격히 성장하

는 것도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사용자의 웹 콘텐츠에 

한 검색 요구를 잘 충족시킨 결과이다. 그러나, 다양

한 분야에서 넘쳐나는 정보들을 상으로 기존의 검색

만으로는 사용자들의 정보검색에 한 욕구를 충족시키

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해, 웹 

2.0, 시맨틱 웹(Semantic Web) 등과 같이 웹 환경에 

한 다양한 논의와 기술이 언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런 논의의 궁극 인 목 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합한 

정보를 어떻게 정확히 찾아서, 보기 좋게 제시할 것인

가?”하는 것이다. 결국, 웹 기술의 궁극 인 목표는 질

의응답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 기술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자연어질

문으로 입력하 을 때, 시스템이 사용자의 질문에 부합

하는 정답을 문서로부터 찾아서 제시하는 기술이다. 질

의응답 기술은 자연어 처리 기술과 정보추출 기술 등이 

포 으로 용되는 응용기술로써, 기술의 난이도 문제

로 인해 제한된 도메인  문서를 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1992년부터 시작된 TREC(Text Retrieval Con-

ference)에서 1990년 후반 질의응답 트랙을 만들면서 

질의응답에 한 다양한 기술  발 이 있었다. 그러나, 

기술 인 한계로 인해 부분은 제한된 도메인을 상

으로 한 Factoid 질문  일부 서술형 질문에 국한되었

다. 2000년 후반에 들어, 언어처리 기술, 정보 추출 기

술, 의미분석 기술 등의 발 과 더불어 질의응답 기술이 

오  도메인을 상으로 하여 포 인 질문정답유형에 

해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 으로 발 하고 있다

[1-6]. 최근 IBM은 DeepQA 로젝트를 통해, 실시간

으로 처리 가능하고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는 질의응답 

시스템인Watson1)을 개발하 다. Watson이 미국 TV 

퀴즈 쇼(Jeopardy)에서 인간 챔피언과의 결에서 승리

하며 발 된 질의응답 기술의 실과 향후 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7]. 한 새로운 유형의 질의응답 시스템에 

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표 으로 TAC 

(Text Analysis Conference) 2008의 오피니언(Opinion) 

질의응답 트랙이 있다. 오피니언 질의응답은 오  도메

인 질의응답과는 달리, 사용자의 감성정보 분석이 요구

된다[8].

질의응답을 해서는 질문분석, 문서검색, 정답추출, 

정답제시 등의 기술이 요구된다. 질문분석은 사용자의 

1) http://www-03.ibm.com/innovation/us/watson/index.html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정답)가 무엇인지 여부를 악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서검색은 사용자의 질문에 한 

정답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문서들은 찾는 것

이 주요한 목 이다. 정답추출은 검색된 문서 내에서 정

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는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정답

제시는 추출된 정답들을 통합하고 검증하여 최종 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질문분석에서는 질문도메인 분류기술, 질문유형 분류

기술, 정답유형 분류기술, 키워드인식기술 등을 수행한

다. 질문도메인 분류기술은 사용자 질문의 유형에 따라 

도메인 특화된 엔진으로 질문을 분류하는 기술이다. 질

문유형 분류는 사용자의 질문을 5W1H에 기반하여 구

분하는 기술이다. 정답유형 분류는 사용자의 질문이 요

구하는 정답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으로 개체명 태그와 

서술형 정답유형이 활용된다. 키워드인식은 정답이 포함

되어 있는 문서를 검색하기 해서 질문 내에 포함된 

주요 키워드들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질의응답 기술 , 오  도메인 질의응

답을 한 검색 상 제약과 정답유형 분류에 해서 기

술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오  도메인 질

의응답에 해서 논의한다. 3장에서는 오  도메인 상 

질문의 주요한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검

색 상 제약과 정답유형 분류의 상세한 기술들에 해

서 소개하고, 5장에서는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해서 

논의한다. 6장에서는 련연구들에 한 소개와 비교를 

하고, 7장에서 최종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해서 기

술한다.

2. 오  도메인 질의응답

질의응답 기술은, 웹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웹 기반 

질의응답(Web based Q&A), 정보검색(Information Re-

trieval)과 정보추출(Information Extraction)기술에 기

반한 질의응답(IR/IE based Q&A), 상 도메인을 제한

하는 도메인 특화 질의응답(Restricted Domain Q&A)

과 규칙에 기반한 질의응답(Rule based Q&A)으로 구

분할 수 있다[6]. 그러나, 언어처리 기술의 진보와 방

한 언어자원의 공유  사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합하기 해서 오  도메인을 상으로 한 질의응답 

기술은 [6]에서 언 된 모든 유형의 질의응답 기술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양한 도메인을 상으로 한 오  도메인 질의응답

을 해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모델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림 1은 오  도메인 질의응답의 두 가지 모델을 

표 한 것이다. 모델1은 도메인에 상 없이 범용 인 질

의응답 엔진 하나를 구 하는 모델이다. 모델 2는 도메

인들 별로 특화된 질의응답(Vertical Q&A) 엔진들을 



120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 트웨어  응용  제 39 권 제 2 호(2012.2)

그림 1 오  도메인 질의응답 모델 구분

그림 2 오  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 구성도

구 하고, 사용자의 질문에 해서 특화된 엔진으로 분

배를 하는 모델이다.

모델1은 질의응답 엔진이 하나여서, 유지 리가 편한 

반면, 도메인 별로 특화된 다양한 질의응답에 응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모델2는 유지 리가 힘들고, 질

문분류  정답통합 등의 추가 인 기술이 용되어야 

하는 단 이 있으나, 도메인 별로 특화된 질문에 응할 

수 있다. 모델 1은 비교  정형화된 리소스(백과사 , 

키피디아 등)를 상으로 질의응답을 용할 때 유용

한 반면, 다양한 리소스(블로그, 웹, 소셜미디어 등)를 

상으로 한 오  도메인 질의응답에 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 1과 모델 2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메인 

특화가 가능한 도메인에 해서 모델 2을 용하 고, 

도메인 특화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를 처리하기 해 모

델1을 용하는 복합모델을 선택하 다.

그림 2는 그림 1의 모델1과 모델2를 복합한 오  도

메인 질의응답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메인 특화 질의

응답(모델 2)’에는 여행, 지역, 맛집 등과 같은 특화된 

질의응답 엔진이 있다. 여행 도메인의 경우 여행지명 추

천, 숙박 추천, 교통 련된 질문이 많고, 지역 도메인은 

재 거주하는 지역이나 이동하는 지역에 한 상호  

업종에 한 질문이 많다. 맛집은 다양한 지역의 맛집 

문의  화번호를 요구하는 질문이 많다. ‘콘텐츠 특

화 질의응답(모델 1)’에서는 콘텐츠의 출처에 따라서 질

의응답 엔진을 구분하 다. 뉴스, 키피디아, 블로그, 

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뉴스의 경우 시간  흐름에 따

른 주요한 사건이나 주요 이슈 인물에 한 질문에 

응하기 좋은 콘텐츠 이고, 키피디아는 과거 사실  

주요 인물에 한 사실기반 질문(Factoid Question)에 

유용한 콘텐츠다. 블로그는 주요한 상품에 한 오피니

언 마이닝(Opinion Mining)에 유용한 콘텐츠고, 일반 

웹 콘텐츠는 데이터 복성에 기반한 질의응답(Data 

Redundancy based Q&A)을 한 콘텐츠다.

그림 2에서 ‘질문분석기’는 ‘도메인 특화 질의응답’과 



오  도메인 질의응답을 한 검색문서 제약  정답유형 분류기술  121

‘콘텐츠 특화 질의응답’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질문 내 

정보를 분석한다. ‘도메인 특화 질의응답’엔진 내에는 도

메인에 특화된 질문분석 모듈이 내재되어 있다. ‘질문도

메인 분류기’는 ‘도메인 특화 질의응답’ 내의 도메인과 

‘콘텐츠 특화 질의응답’ 내의 콘텐츠 별로 사용자의 질

문을 분류한다. ‘질의응답 리기’는 질문분석 결과를 기

반으로 각각의 질의응답 엔진에 질문분석 결과를 분배

하고, 각 엔진으로부터 제시된 정답들을 통합하고 검증

하여 최종 인 정답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  도메인 질의응답을 한 검색

상 제약과 정답유형 분류기술에 해서 으로 다

룬다.

3. 오  도메인 질문 특성 분석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사용자들이 어

떤 유형의 정보를 요구하며, 요구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해서 어떤 형태로 질문을 입력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요하다. 일단, 사용자들이 어떠한 것에 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해서, 사용자의 검색 로그

를 분석하 다.

표 1은 사용자 검색로그2)를 상으로 개체명 태깅을 

수행한 후, 개체명 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의 분

석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주로 어떤 개체에 해서 정

보를 요구하는지 알 수 있고, 오  웹 질의응답을 해서 

어떤 도메인을 특화시켜야 할 지 악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정보는 사람에 한 

정보이다. 부분, 연 인이나 사회 유명인사에 한 정

표 1 사용자 검색 로그에 기반한 질의 내 개체명(Named 

Entity) 포함 분포 분석 (%)

NE 의미 비율(%) 비율3)

PS_NAME 인명/인명 별칭 8.00 14.64

OGG_BUSINESS 기업 6.11 10.25

OGG_HOTEL 숙박 련 상호 3.47 2.29

QT_ORDER 순서/순차  표 2.88 1.39

OGG_FOOD 식당상호 2.64 2.75

OGG_EDUCATION 교육/학교 기 2.45 1.64

LC_OTHERS 지역명(기타) 2.25 3.24

TMIG_SW 게임 소 트웨어 2.11 3.57

AF_TRANSPORT
교통수단/자동차/선박 

모델  유형
2.03 1.96

LCP_CITY 도시명 2.00 1.44

기타 NE 30.56 26.65

NE가 없는 질문 35.50 30.18

2) www.paran.com에 입력된 검색로그 , 2009년 3월~2010년 2월까지 

12개월의 로그를 상으로 빈도 50이상 출 한 검색 질의 약 125만개

를 상으로 하 습니다. 

3) 검색 키워드의 빈도 정보를 반 한 비율

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기업에 한 정보를 요구한다. 기업의 경우, 닷컴사이트

나 포털사이트를 찾기 해서 해당 회사명을 넣는 경우

가 많은데, 특히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를 찾기 한 질의가 고빈도로 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는 숙박 련 질의(펜션, 리조트, 호텔 

등), 맛집, 교육기 , 특정 지역이나 도시, 게임 소 트

웨어나 게임명, 교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

체명이 없는 질문이 약 30%정도 되는데 개체명 인식기

의 오류와 질문 내 개체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다. 

개체명이 포함되지 않는 질의는 일반명사로 구성된 질

의(“만화”, “날씨”, “맛집”, “최근 화” 등)이다. 의 

결과를 기반으로 그림 2와 같이 도메인 특화된 질의응

답 엔진을 용한 도메인으로 여행, 지역, 맛집 등을 선

택하 다. 그리고, 인명과 련된 질의응답은 ‘콘텐츠 특

화 질의응답’의 ‘뉴스 콘텐츠 질의응답’과 ‘ 키피디아 

콘텐츠 질의응답’에서 특화하 다.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을 한 질의(Query)

와 질의응답(Question Answering)을 한 질문(Ques-

tion)은 그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오  도메인 질의응

답을 해 질문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요한 작업이

다. 국내에서는 오  된 질의응답 시스템이 없으며 련 

질문 로그를 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실이다. 그

러나, 1990년 후반부터 활성화된 지식검색은 사용자의 

요구와 요구를 한 질문의 형태를 간 으로 악할 

수 있는 요한 자원이다. 지식검색은 집단지성을 이용

한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게시  형태

의 폼에 입력하여 장하면, 다른 사용자가 답변을 제공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질문은 

질의응답에 합한 단문이나 단순한 복문 형태의 질문

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긴 단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 신변잡기 인 질문이나 명확한 정답유형을 악하기 

힘든 질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지식검색 질

문 , 단문이나 단순한 복문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명확한 것만을 추출하여 분

석하 다.

수집 상 사이트는 네이버의 ‘지식IN’으로써, 카테고

리4) 별 비율을 고려하여 약 17,000개의 질문을 수집하

다. 수집된 질문을 상으로 질문 내에 포함된 개체명

의 분포를 분석하 다. 표 2는 질문 내에 포함된 개체명

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게시  형태의 지식검색에

서는 요리에 한 정보(요리방법, 맛집, 와인  음료 

등), 자제품에 한 추천  고장 수리방법, 의료 련

4) 교육/학문, 컴퓨터통신, 게임, 엔터테인먼트/ 술, 생활, 건강, 사회/정치, 

경제, 여행, 스포츠,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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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네이버 지식IN 질문에 기반한 질문 내 개체명(Named 

Entity) 포함 분포 분석

NE 의미 비율(%)

CV_FOOD 요리명(음식) 5.10

TMI_HW 자제품(컴퓨터 포함) 4.87

LC_OTHERS 지역명(기타) 4.04

CV_POSITION 직 3.81

PS_NAME 인명/인명 별칭 3.76

LCP_COUNTRY 나라 3.68

AM_PART 동물(사람포함)의 신체부 3.62

AF_TRANSPORT
교통수단/자동차/선박 모델 

 유형
3.46

OGG_BUSINESS 기업 3.13

QT_COUNT 개수, 빈도 2.84

CV_OCCUPATION 직업 명칭 2.65

CV_DRINK 음료/술 2.03

기타 NE 29.63

NE가 없는 질문 27.38

표 3 네이버 지식IN 질문 내 의문사5) 포함 분포 분석

의문사 비율(%)

왜 9.76

무엇 6.93

어디 1.57

무슨 1.47

구 1.21

어느 0.99

몇 0.84

얼마 0.56

언제 0.35

어떠하/어 하 0.13

의문사 포함 질문 23.81

의문사 없는 질문 76.19

정보, 특정 지역  나라에 한 정보, 특정 인물에 

한 가십성 질문 등이 많았다. 즉, 간단히 검색으로 찾을 

수 없는 유형의 질문으로 부분 서술형의 답변을 요구

하는 질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체명이 포함

되지 않은 질문은 27.38%인데, 주로 약어  속어를 사

용하여 개체명 인식을 못한 경우(“나가수6) 언제해요?”)

와 실제로 개체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날씨와 련된 

속담은?”)이다.

한, 질문 내에 포함된 의문사의 분포와 요구하는 정

답의 유형에 해서도 분석하 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

이, 질문 내에 의문사가 포함된 질문이 23.81%로 비교

 다. 그리고, 의문사들 에서는 ‘왜’와 ‘무엇’의 비

율이 높은데, 사용자들의 요구가 일반 으로 특정 상

5) 10개의 의문사 선정은 다음의 참고자료를 기반으로 하 습니다.

김 해, 국어의 의문사에 한 연구, 국어학 13, 1983.

6) ‘나는 가수다’ TV 로그램의 약어

이나 사건에 한 이유  원인을 묻는 경우와 특정 개

체나 사건에 한 정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의문사가 포함된 질문의 경우에는 특정 정답유

형으로 제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문사가 포함되지 않

은 질문은 정답유형을 제약할 수 없으며 다양한 정답유

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앞서 언 된 분석 결과에 추가 으로 질문에서 사용

자가 요구하는 정답유형을 분석하 다. 즉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한 것으로 7,070개의 

질문에 해서 수작업으로 질문의 정답유형을 분류하여 

분석하 다. 정답유형은 개체명 태그 180여개[9], 서술형 

정답유형 10개[10]와 추가 정답유형 4개(Yes/No Ques-

tion(YES/NO), Comparison Question(COMPARISON), 

Other Descriptive Question(DS_OTHER)7), Other Fac-

toid Question(NE_OTHER)8))로 구분하 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답의 

형태는 50%이상이 서술형의 정답을 요구하고 있다. 표 

3에서 언 된 바와 같이 이유/원인, 정의형 질문이 많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질문들은 일반 으로 방법에 한 정보 요구에 해

당하는 질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의 결과와 유

사하게 단답형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의 경우, 사람과 

자제품, 사이트, 가격, 음식에 한 질문이 많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외에 비율이 높은 가부형(YES/NO)과 

비교형(COMPARISON)도 일반 으로 서술형의 정보를 

요구하는 정답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

으로 서술형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의 비율이 체 질문

표 4 질문에 한 정답유형 분포 분석

정답유형 의미 NE/서술형 비율(%)

DS_REASON 이유 서술형 16.14

YES/NO 가부 서술형 13.96

DS_METHOD 방법 서술형 12.90

DS_DEFINITION 정의 서술형 12.60

COMPARISON 비교 서술형 5.53

NE_OTHER 기타NE NE 3.01

DS_OTHER 기타서술형 서술형 2.83

PS_NAME 사람 NE 2.31

DS_ORIGIN 기원 서술형 2.25

DS_CHARACTER 특징 서술형 1.80

TMI_HW 자제품 NE 1.60

TMI_SITE 사이트 NE 1.26

QT_PRICE 가격 NE 1.24

CV_FOOD 음식 NE 1.10

DS_KIND 종류 서술형 1.05

그 외 부분 NE 20.42

7) 서술형 정답유형 10개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부류의 서술형 정답유형

8) 개체명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부류의 단답형 정답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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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70%가량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석된 것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지식검색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와 서비스 특성에 의해 왜곡된 경향도 있다.

결론 으로 오  도메인 질의응답을 한 질문형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는 인물, 자제품, 주

요사이트, 음식 등과 같이 일정한 도메인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는 단답형의 정답보다

는 서술형의 정답을 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셋째,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형태(정답유형)는 

특정한 형태로 편 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사용자들의 질문 내에 개체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약 30%정도 된다. 

다섯째, 사용자들의 질문 내에 의문사가 포함되는 경

우가 약 25%정도로 비교  다.

의 결론에 기반하여 오  웹 질의응답 시스템을 다

음과 같이 구성하 다. 편 되는 도메인과 정답유형에 

한 특화된 질의응답 엔진을 구성하 다. 한, 질문 

내에 개체명이나 의문사가 없는 경우를 해서 키피

디아 정보를 활용하 다.

4. 오  도메인 질문 분석과 분류

그림 3은 오  도메인 질의응답을 한 질문분석의 

구성도이다. 질문분석의 결과는 문서검색, 정답추출, 정

답제시에 이르는 모든 모듈에 향을 미치는 요한 모

듈이다.

그림 3 오  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의 질문분석 구성도

4.1 언어분석

언어분석은 형태소분석, 개체명 인식, 의미분석, 청킹

분석, 구문분석을 수행한다. 언어분석 결과는 질문분석

에서 규칙생성과 기계학습을 한 자질로써 활용된다. 

언어분석 결과 , 질문분석에서 가장 요한 향을 미

치는 것은 개체명 인식으로써, 질문에 한 정답유형 인

식과 문서 내에서 정답을 추출하기 한 기  단 가 

된다. 개체명은 계층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개체

명까지 약 180여개가 된다[9]. 의미분석은 우리말 어휘

지능망인 U-WIN(User-Word Intelligent Network)을 

활용하 다[11]. U-WIN에서는 국어사 의 어깨번호에 

기반한 동형이의어 의미구분이 가능하다. 동형이의어의 

의미구분을 구문분석의 격틀에서 활용가능한 약 400개

의 의미범주로 매핑하 다. 어휘 의미 의성해소(Word 

Sense Disambiguation)는 동형이의어 태깅 로그램9)

을 이용하 다. 청킹분석은 구단  인식을 한 분석 기

술이고, 구문분석은 구단 들 간의 의존 계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4.2 질문유형 인식

질문유형은 의문사 10개에 기반한 질문의 분류이다. 

의문사 10개는 표 3과 같다. 질문유형은 정답유형을 

단하기 한 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A. 이순신은 왜 죽었나요?

B. 거북선을 만든 사람은 구인가요?

C. 이순신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D. 이순신이 쓴 일기가 무엇인가요?

E. 이순신은 무슨 책을 썼는가?

F. 이순신은 투를 몇 번했나요?

G. 거북선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H. 거북선은 얼마나 큰가요?

I. 이순신이 마지막으로 투를 한 곳은 어느 지역인가?

J. 거북선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의 들과 같이 의문사는 정답유형을 결정할 때 

요한 단서이다. 의문사 ‘왜’는 부분 이유(DS_REA-

SON)를 의미하고, 의문사 ‘ 구’는 일반 으로 사람(PS_ 

NAME)과 기 (OGG_ORGANIZATION)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의문사 ‘몇’은 순서(QT_ORDER), 시간

(TI_OTHERS), 날짜(DT_OTHERS), 개수(QT_COUNT)

와 같은 정답유형의 요한 단서가 된다. 의문사 ‘언제’

는 시간(TI_OTHERS)과 날짜(DT_OTHERS)에 한 

요한 단서이다. 물론 각각의 의문사가 질문의 정확한 

정답유형을 결정짓지는 못한다. 그러나, 다양한 정답유

형들을 상으로 한 제약정보로써 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표 5는 10개 의문사 별 정답유형 제약 정보와 문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패턴에 따라 주요하게 제약되는 

정답유형을 표시하 다. ‘무슨’, ‘어느’, ‘무엇’은 공기하는 

9) 2010년 국어정보시스템 경진 회의 상을 수상한 울산 학교 “세종 형

태 의미 말뭉치: 형태 분석 오류 수정  모든 동형이의어 태깅 형태 분

석 오류  동형이의어 태깅 로그램”을 이용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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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문사 별 정답유형 제약 정보  문

의문사 패턴 정답유형 제약 문

구

PS_NAME

OG_OTHERS

DS_DEFINITION

미국 통령은 구인가요?

은행 리 조정은 가하나요?

이순신은 구인가요?

몇 몇+(의존)명사

QT_OTHERS

DT_OTHERS

TI_OTHERS

서울에는 구가 몇 개 있나요?

튤립은 몇 월에 피나요?

구청은 몇 시부터 오 하나요?

무슨 무슨+명사 명사의미에 의존
두메산골에서 두메는 무슨 뜻인가요?

풍속과 풍랑은 무슨 계가 있나요?

어느 어느+명사 명사의미에 의존
불국사는 어느 시에 있나요?

은행 리는 어느 기 에서 리하나요?

무엇
명사+무엇

무엇+명사
명사의미에 의존

지보드가 무엇입니까?

카푸치노는 무엇에서 유래되었나요?

어디

DS_ORIGIN

LC_OTHERS

OG_OTHERS

넥타이는 어디에서 기원을 두나요?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와이 로를 개발한 연구기 은 어디인가?

언제
DT_OTHERS

TI_OTHERS

독일은 언제 통일 되었나요?

우체국은 언제 오 하나요?

얼마
QT_OTHERS

DT_OTHERS

지리산은 얼마나 높은가요?

만리장성을 완공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왜 DS_REASON 엘리뇨는 왜 생기는 거지요?

어떠하

어 하

DS_METHOD

DS_DEFINITION

DS_REASON

간장게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팜므 탈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은 어 하여 분단되었나요?

명사의 의미에 따라서 정답유형이 결정된다. ‘몇’은 공기

하는 명사나 의존명사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정답유형으로 

제약된다. 순서, 횟수, 개수 등을 의미하는 QT_OTHERS, 

날짜를 의미하는 DT_OTHERS, 시간을 의미하는 TI_ 

OTHERS가 제약되는 정답유형이다. 그 외의 의문사들

의 정답유형 제약은 일반 으로 많이 출 하는 정답유

형을 기 으로 제시한 것이다.

4.3 지역 제약정보 분류  인식

정답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검색할 때, 속도와 정확

성은 오  도메인 질의응답 기술의 상용화를 해 요

한 요소이다. 따라서 범 한 문서를 상으로 검색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특정 요소(지역정보)를 기반으로 검

색 상 문서들을 이고 해당 군집에서 질문의 정답이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는 것이 효율 이다[12,13].

그림 4는 지역 제약정보에 기반한 문서 검색의 개념

을 보여주고 있다. 질문에서 R지역과 련된 질문이 나

그림 4 제약정보에 기반한 문서 검색

왔을 경우, R에 연결된 문서만을 상으로 검색을 수행

하는 것이다. 여행, 지역, 맛집 도메인에서는 지역정보를 

이용한 검색 상 제약이 상당히 요하다. 질문에서 지

역 제약정보를 인식하고, 해당 지역에 한 정보만을 제

공하기 해서는 모든 문서들이 지역별로 분류되어 있

어야 한다. 문서에는 지역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POI(Point of Interest)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POI를 인

식하여 문서를 표하는 지역으로 분류하기 해서 

표 POI 인식 기술을 개발하 다.

표 POI 인식은 기구축된 법정주소명에 한 주소명 

POI 사 과 통상명 POI 사 을 기반으로 문서 내에 출

하는 지역정보를 추출한다. 추출된 지역정보들간의 계

층구조 악  지역정보 의성 해소와 지역정보의 빈

도  출  치를 기반으로 문서를 표하는 지역정보

로 분류한다.

식 (1)은 문서 내에서 표 POI를 인식하기 해서 

각 POI별 확률값이다. 빈도에 기반한 확률값 FW와 링

크에 따른 확률값 LW의 합으로 계산된다.

                   (1)

식 (2)는 빈도에 기반한 POI 확률값으로  
은 문

서의 제목에 출 하는  의 빈도,  
 는 문서의 

본문에 출 하는    빈도이다.  
  는 제목과 

본문에 출 하는 POI들의 빈도 총합이다. 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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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어휘-구문 패턴에 기반한 규칙 

질문 어휘-구문 패턴 정답유형

나비효과의 의미는? ^.{0,100}[\+\s:]+(의미/nc|정의/nc|뜻/nc)((?!/nc).){0,20}$ DS_DEFINITION

아이패드의 가격은?
^.{0,100}[\+\s:]+(가격/nc|값/nc| 액/nc|비/xsn)((?!/nc|란/jx|이란/jx|이/co\

+라고/ef\+하/px\+ㄴ/etm).){0,20}$
QT_PRICE

백두산 높이는 얼마인가요? ^.{0,100}[\+\s:]+(높이/nc|길이/nc|거리/nc).{0,25}(얼마/|얼마나/).*$ QT_LENGTH

에 출 한 POI 의 가 치이고, 는 본문에 출 한 

POI 의 가 치로써, 그 합은 1이다. 와 의 

가 치는 실험을 통해 결정한다.

            ×

      × 
 (2)

그림 5는 POI에 한 상하계층 계에 따른 가 치 

계산을 도식화한 것이다. POI는 상 POI에 의해서 제약

받고, 하 POI를 제약한다. 즉, POI 서로간에 향을 미

치고 있다. 이 계를 POI의 의성 해소에도 요한 

단서로 활용된다. ‘ 주’라는 POI가 출 하 고 공기한 

POI에 ‘경기도’가 있을 경우, ‘ 주’는 ‘ 주 역시’와 ‘경

기도 주시’의 모호성이 해소되는 것이다.

그림 5 계층 계에 따른 POI 가 치

  




 ×






 ×






 ×÷

(3)

식 (3)은 그림 5의 POI의 상하계층 계에 기반한 확

률값이다.  는 POI와 동일한 코드를 가지는 

POI들(Synonym POI : SPOI)의 빈도확률이고, 

 는 POI의 하  POI들(UpLink POI : 

ULPOI)의 빈도확률이고,  은 POI의 상  

POI들(DownLink POI : DLPOI)의 빈도확률이다. 

는 SPOI의 가 치, 는 ULPOI의 가

치, 는 DLPOI의 가 치이다. 링크 가 치

의 합(++)은 1이다. 링크 

가 치도 실험을 통해 결정한다.  는 계층 계

에 있는 모든 POI들의 확률빈도와 링크 가 치의 곱의 

합에 한 평균이다.

4.4 정답유형 분류

정답유형은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의미한다. 즉, “사용자의 질문에 가장 합한 정답이 무

엇인가?”를 악하는 기술이다. 정답유형은 개체명 태그 

180여개[9], 서술형 정답유형 10개[10]와 추가 정답유형 

4개로 구성된다. 약 200개의 정답유형 , 사용자의 질

문에 가장 합한 정답유형을 인식하는 것은 카테고리 

분류(Classification)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질문은 

단순한 키워드의 나열이나 단문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

에 분류를 한 단서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

하기 해서는 고빈도 질문들에 한 패턴 분석에 따른 

규칙  단서 어휘 사 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정답유형 인식기에서는 sSVM(structured 

SVM)을 이용한 통계 방법[9,14]과 규칙에 기반한 방법

을 하이 리드(Hybrid)하 다. 통계방법을 한 학습데

이터로 약 82,000개 질문에 해서 정답유형을 태깅하여 

사용하 다. 규칙은 정규표 식을 이용하 다. 82,000개

의 질문은 국내 지식검색 사이트를 심으로 질문의 의

도가 명확한 것을 기 으로 카테고리  정답유형의 분

포 별로 고루 선정하 다.

4.4.1 규칙 모델

규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활용된다. 첫째, 고

빈도 질문유형에 해서 수작업으로 구축한 어휘-구문 

패턴[15] 규칙이 있다. 어휘-구문 패턴에 기반한 규칙은 

질문의 정답유형을 결정하기 해서 활용된다. 패턴은 

의문사를 기 으로 구분되며, 고빈도로 출 하는 질문을 

분석하여 수작업으로 구축하 다. 구축된 패턴의 수는 

약 350개정도 이다. 표 6은 어휘-구문 패턴에 기반한 

규칙의 이다. 두 번째, 질문에 포함된 의문사의 유형

에 기반한 정답유형 인식 규칙이다. 표 5와 같이 의문사

에 따라 정답유형이 제약된다.

4.4.2 통계 모델을 한 자질

기계학습에서는 학습을 한 자질을 결정하는 것이 

요하다. 정답유형 인식을 한 자질은 크게 6가지의 

자질을 활용하고 있다. 형태소분석 결과, 개체명인식 결

과, 의문사정보, 청킹정보, 어 정보, 어휘의미정보이다.

의문사 련 자질은 일부 의문사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다. 표 5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의문사 ‘몇’, ‘무슨’, 

‘어느’, ‘무엇’은 공기하는 앞뒤 명사에 의존하여 정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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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정답유형 학습을 한 자질 정보

질문 이순신 장군의 사망 년도는 언제인가요?

언어분석결과
<PS_NAME:이순신/nc> <CV_POSITION:장군/nc>+의/jm 사망/nc 년도/nb+는/jx 

언제/np+이/co+ㄴ가/ef+요/jx

자질 설 명 자질 샘

형태소 정보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형사, 감탄사, 사에 해당하는 

형태소의 bi-gram.
이순, 순신, 장군, 사망, 년도, 언제

개체명 정보 개체명 태그 PS_NAME, CV_POSITION

의문사 련 의문사와 의문사 앞,뒤의 명사(구) 언제, 사망년도

청킹 정보 청킹 단 의 복합어와 복합어에 한 bi-gram.

- 이순신장군의, 이순, 순신, 신장, 

장군, 군의

- 사망년도는, 사망, 망년, 년도, 도는

- 언제이ㄴ가요, 언제, 제인, 이ㄴ, 

ㄴ가, 가요 

어  정보 질문의 첫번째와 마지막 어 과 어  별 bi-gram
- 이순신, 이순, 순신

- 언제인가요, 언제, 제인, 인가, 가요

어휘 의미 정보 명사 어휘 의미 범주 정보 지 (장군), 희생(사망)

sSVM 학습자질

PS_NAME CV_POSITION 언제 PRE_QWORD=사망년도 이순 순신 장군 사망 년도 언제 

Chunk_0=이순신장군의 Chunk_0=이순 Chunk_0=순신 Chunk_0=신장 Chunk_0=장군 Chunk_0=군의 

Chunk_0=사망년도는 Chunk_0=사망 Chunk_0=망년 Chunk_0=년도 Chunk_0=도는 Chunk_1=언제이ㄴ가요 

Chunk_1=언제 Chunk_1=제이 Chunk_1=이ㄴ Chunk_1=ㄴ가 Chunk_1=가요 First=이순신 FNgram=이순 

FNgram=순신 Last=언제인가요 LNgram=언제 LNgram=제인 LNgram=인가 LNgram=가요 Sense=지  

Sense=희생

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어  정보 자질은 질의응답 

시스템에 질의되는 질문의 패턴에 기반한 자질이다. 일

반 으로 사용자들은 주요 핵심 객체를 첫번째 어 에 

표 하고, 핵심 객체의 속성(요구하는 정답유형) 단서를 

마지막 어 에 표 하는 경향이 있다. 를 들면, “이순

신 장군의 사망일은?”과 같은 질문에서는 “이순신”이 

질문의 핵심 객체이고, “사망일”이 객체에 한 핵심 속

성이다. 즉 정답유형을 결정짓는 결정  단서이다. 표 7

에서 언 된 자질들은 sSVM의 자질로 활용된다.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질문은 체로 명사(구)의 형태

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를 들면, “서울 인구”와 같은 

질문에서 ‘인구’는 주 객체인 ‘서울’의 속성으로 사용자

가 요구하는 정답을 제약하는 특성이 있다. 즉, 속성에

표 8 속성단서 제약사 의 

속성단서_명사

(구)
제약된 정답유형

가격 QT_ORICE

가수 PS_SINGER

개최지 LCP_COUNTRY, LCP_CITY

건축물 AF_CULTURAL_ASSET, AF_BUILDING

계곡 LC_TOUR

기간 DT_DURATION, TI_DURATION

식당 OGG_FOOD

이유 DS_REASON

최신작 AF_WORKS

학교 OGG_EDUCATION

호텔 OGG_HOTEL

해당하는 명사(구)를 속성단서로 하여 정답유형을 제약

할 수 있다. 속성단서에 기반한 정답유형 제약은 통계 

모델과 규칙 모델에 의해서 순 화된 정답유형들을 

상으로 필터링을 수행할 때 활용된다. 표 8은 속성단서

와 제약된 정답유형의 이다. 고빈도 질문을 분석하여 

약 600개의 명사(구)에 해서 정답유형 제약규칙을 구

축하 다.

4.4.3 하이 리드 정답유형인식 모델

그림 6은 규칙과 통계기반 정답유형인식 모델을 하이

리드한 모델의 구성도이다. 규칙기반 정답유형인식은 

어휘-구문 패턴에 기반한 정답유형인식과 질문유형에 

기반한 정답유형 인식으로 구분된다. 질문유형에 기반한 

정답유형 인식은 질문에서 인식된 의문사의 형태에 따

라 정답유형을 인식하는 규칙이다. 표 5는 질문유형에 

따른 정답유형 인식에 한 요한 기 을 제시해 다. 

통계기반 정답유형인식은 sSVM에 기반하여 질문의 정

답유형을 분류하고, 속성단서 제약사 에 기반하여 인식

된 정답유형을 필터링한다.

규칙을 기반으로 인식된 정답유형이 하나이면 해당 

정답유형으로 결정한다. 반면, 인식된 정답유형이 없으

면 통계기반으로 정답유형을 인식하고, 정답유형이 복수 

개이면 통계모듈을 이용하여 순 화한다. 개체명 정답유

형은 계층구조의 상하 계를 활용하여 정답유형을 확장

한다. 를 들면, 개체명, PS_OTHER(인물)의 경우 하  

개체명으로 PS_NAME(일반 인 사람), PS_ACTOR(배

우), PS_SINGER(가수) 등이 있다. 사용자 질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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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질문과 질의의 구분 

구분 질문/질의 객체(사건)/속성단서

질문(Question)

미국 통령은 구인가요 미국/ 통령

미국의 수도 미국/수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 코스피,코스닥/차이

질의(Query)

서태지 이혼설 서태지 이혼설/없음

강남 고속버스터미 강남 고속버스터미 /없음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 /없음

그림 6 Hybrid 정답유형 인식 모델

정답유형이 PS_OTHER로 인식된 경우, 하  개체명인 

PS_NAME, PS_ACTOR, PS_SINGER로 정답유형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4.5 요구유형 분류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는 특정한 객체나 사건에 

한 막연한 정보와 명확한 정보로 구분할 수 있을 것

이다. 특정 객체와 사 에 한 막연한 정보를 요구할 

때는 일반 으로 해당 객체나 사건에 한 키워드를 입

력한다. 반면, 명확한 정보를 요구할 때는 객체와 사건

에 한 키워드와 더불어 속성단서에 해당하는 어휘를 

함께 입력한다. 즉, 질의(query)와 질문(question)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표 9는 질의와 질문을 객체(사

건)와 속성에 기반하여 구분한 이다. 이처럼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서 제공되는 결과의 형태

도 달라야 한다. 막연한 정보를 요구하는 질의의 경우에

는 검색된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 일 것이다. 그러

나,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의 경우에는 해당 객체

에 한 속성값을 정답으로 제시해야 한다. 자의 요구

에 부합하는 기술이 정보검색(문서검색)이고, 후자의 요

구에 합한 기술이 질의응답이다.

사용자들이 웹에서 정보를 수집  획득하는 패턴은 

특정 객체와 사건에 한 막연한 정보를 요구하여 해당 

정보(정보검색)를 습득한 후, 구체 인 정보(객체와 사

건에 한 속성 정보)를 요구하는 행태를 띤다. 따라서, 

오  도메인 질의응답을 해서는 질의응답과 더불어 

정보검색의 기능도 제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자의 정보 요구형태을 인식하는 것

은 간단한 규칙에 기반하고 있다. 규칙은 다음과 같다.

A. 개체명에 기반하여 객체  사건 인식.

i. 정답유형 결정을 한 단서어휘 인식.

ii. 정답유형 제약규칙을 활용하여 속성단서 인식.

B. 질문/질의 내의 용언 인식. 

C. 객체/사건과 정답유형 결정을 한 속성단서(용언)가 

인식되면 질문, 그 지 않으면 질의

4.6 키워드 추출  확장

질의응답 시스템에서 질문에 한 정답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해서는 정답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

은 문서를 검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

는 사용자의 질문에서 합한 키워드를 추출  확장하

여 질의를 생성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키워드 추

출을 해서 청킹단  복합명사, 어 단  복합명사, 형

태소단  복합명사, 용언의 어근을 상으로 하 다. 추

출된 키워드들은 키피디아의 리다이 트(Redirect)정

보에 기반하여 확장한다. 키피디아 리다이 트에 기반

한 키워드 확장사 을 약 50,000개의 엔트리로 구성된다.

추출된 키워드들 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주요 객체나 

사건명)를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정의형 질문의 경우, 인

식된 핵심 키워드에 한 키피디아 정의문은 합한 정

답이 될 수 있다. 를 들어, “나비효과가 무엇입니까?”에

서 ‘나비효과’를 핵심 키워드로 인식하고, 키피디아에서 

‘나비효과’의 정의문10)을 찾아서 정답으로 제시할 수 있

다. 핵심 키워드에 한 인식은 개체명과 표 6과 같은 정

규표 식에 기반한 어휘-구문 패턴 규칙을 이용하 다.

10)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는 혼돈 이론에서 기값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 결과가 완 히 달라지는 상을 뜻한다. (출처: 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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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표 POI 인식 평가 결과 (단  : %)

　 Rank 1의 정확률 Rank 3까지 정답이 있을 확률
결과 일치율

평가자 A B C 평균 A B C 평균

SCD 97.32 94.00 93.96 95.09 98.66 95.33 95.97 96.65 93.96

Blog 88.55 69.67 71.20 76.47 94.66 74.42 80.77 83.28 69.53

Crawled 94.00 83.65 84.67 87.44 97.33 85.14 92.67 91.71 75.68

통합 93.29 82.44 83.28 86.33 96.88 84.96 89.80 90.55 80.24

4.7 질문 도메인 분류 

그림 2와 같이 본 시스템은 오  도메인 질의응답을 

해 특화된 질의응답 엔진으로 여행, 지역, 맛집 등의 

도메인에 해서 구 하 다. 그 외의 도메인에 해서

는 콘텐츠 별로 블로그, 웹, 키피디아, 뉴스 데이터에 

해서 질의응답을 구 하 다.

오  도메인 질의응답을 해서는 도메인 특화된 질

의응답 엔진과 콘텐츠 특화된 질의응답 엔진을 상으

로 사용자의 질문을 효과 으로 분류하고 분배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질문을 잘 분배하기 해서는 각 엔진 

별로 처리 가능한 질문의 패턴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 그림 6과 같이 sSVM 통계 모델과 규칙 모델을 

하이 리드하 다.

규칙은 어휘-구문 패턴, 정답유형기반 제약규칙, 단서

어휘기반 제약규칙을 활용하 다. 도메인 특화 질의응답 

엔진 별로 정답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답유형이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정답유형에 따라 도메인 특화 질의응답 

엔진으로 질문을 분배할 때 제약을 할 수 있다. 맛집 도

메인 특화 질의응답의 경우,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음식 을 찾도록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 질문의 

정답유형이 OGG_FOOD(음식 에 한 개체명)로 인식

된 경우에는 맛집 도메인 질의응답으로 제약을 할 수 

있다. 단서어휘기반 제약은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어휘

가 질문에 사용되었을 경우, 해당 도메인으로 질문을 분

배하도록 한다. 를 들면, ‘여행코스’라는 키워드가 질

문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질문은 여행 특화 질의응답 

엔진으로 분배되는 것이다.

통계에 기반한 질문분류 모델을 해서 약 38,000개

의 질문을 수집하여 학습데이터를 구축하 다. 사용된 

자질은 정답유형 인식에서 활용된 자질과 동일하다.

5. 실험  평가

5.1 표 POI 인식 실험  평가

표 POI 인식에 한 평가를 해서 450문서를 선

정하 다. 선정된 문서에 한 표 POI 인식 결과를 

세 명의 평가자가 평가하 다. 450문서는 구조화되어 잘 

정제된 SCD11) 150문서, 블로그 150문서, 웹에서 크롤

11) KTH(http://www.paran.com)에서 제공한 구조화된 문서

링한 150문서로 구성된다. 가 치 값은 실험을 통해 최

의 값을 선정하 다.  는 0.9,  는 0.1로 

하 고,   는 0.5,  는 0.2, 

는 0.3으로 하 다.

랭크 1에 해서만 평가를 하 을 경우, 평가자 3명의 

평균정확률은 86.33%이고, 구조화된 SCD의 정확률이 

가장 높고, 블로그 문서가 가장 정확률이 낮았다. 일반

으로 블로그 문서들은 다양한 주제들이 한 문서 내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상 으로 문법 오류도 많

이 포함하고 있어서, 정확률이 낮을 것으로 단된다. 

랭크 3까지의 POI들  표 POI가 포함되어 있을 확

률은 평균 90.55% 다. 세 명의 평가자들 간의 평가결

과가 상당히 상이하 다. 랭크 1에 한 평가결과를 기

반으로 세 평가자의 평가 일치율은 평균 80.24% 다. 

즉, 문서 내에서 표 POI를 선정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임을 알 수 있다. 

5.2 정답유형 인식 실험  평가

정답유형 인식 실험은 통계기반 모델에 해서 수행

하 다. 규칙은 고빈도로 입력되는 주요 질문에 한 패

턴만을 규칙으로 구축하 고, 향후 계속 인 확장  수

정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제외하 다.

통계기반 모델의 실험은 각 자질들이 성능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 형태소 정보, 개체명 정보, 의문사 

정보를 기본 자질(Basic Feature : BF)로 하 다. 그리고, 

청킹 정보(Chunk Feature : CF), 어  정보(First-Last 

Noun Phrase Feature : NPF), 어휘의미 정보(Word Sense 

Feature : WSF)가 성능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약 82,000개의 학습데이터를 상으로 각각의 정답유

형 별로 80%을 학습데이터로 20%는 실험데이터로 활용

하 다. 평가 방법은 Macro Averaging Precision/Recall

과 Micro Averaging Precision을 사용하 다[16]. Macro 

Averaging Precision/Recall은 각 정답유형별 Pre-

cision/Recall를 계산하고, 체 정답유형에 한 평균 

Precision/Recall을 계산한 것이다. 반면, Micro Avera-

ging Precision/Recall은 정답유형의 구분 없이 체 질

문에 한 평균 Precision/Recall이다. F-measure는 Pre-

cision과 Recall의 조화평균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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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통계(sSVM)기반 모델 평가 결과(자질 별 성능 평가)

BF
BF

CF

BF

NPF

BF

WSF

BF

CF

NPF

BF

CF

WSF

BF

NPF

WSF

All

Macro-P 0.7613 0.8125 0.7946 0.7730 0.8274 0.8190 0.8084 0.8388

Macro-R 0.7130 0.8003 0.7479 0.7759 0.8073 0.8164 0.7941 0.8247

Macro-F 0.7139 0.7926 0.7509 0.7590 0.8040 0.8054 0.7872 0.8237

Micro-P 0.7666 0.8515 0.8114 0.8137 0.8639 0.8613 0.8466 0.8744

가하는 요한 기 이다.

                
××

 (4)

표 11은 자질 별로 정답유형 인식을 해 통계 모델

에 미치는 성능을 분석한 결과이다. 기본자질(BF)을 기

으로 성능향상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자질은 청킹

정보(CF) 다. Precision과 Recall 모두 가장 좋은 성능

을 보 다. 기본자질에 두 개의 자질을 추가하여 평가를 

했을 때, Precision은 청킹정보와 어 정보(NPF)를 조

합한 것이 가장 좋았다. 그러나, Recall과 F-Score는 청

킹정보와 어휘의미정보(WSF)를 조합한 것이 가장 좋았

다. 이는 어휘의미정보가 Recall 성능향상을 해서 

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청킹정보와 어

정보는 서로간에 비슷한 자질로써 상 으로 Preci-

sion 성능향상에 도움을 주는 자질로 단된다.

Macro Averaging Precision이 Micro Averaging Pre-

cision보다 약 0.0356(3.56%)만큼 성능이 낮은 것은 정

답유형 별로 정확률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처럼 정답유형 별 성능의 차가 큰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구분된다. 첫째, 상 으로 자주 출 하지 않는 

정답유형에 한 자료부족(Data Sparseness)문제가 있

다. 둘째, 정답유형이 의미 으로 모호한 경우가 있다. 

계층구조로 구성된 개체명을 정답유형으로 사용하고 있

는데, 세부 개체명으로 정답유형을 분류하기가 모호한 

경우에는 상  개체명을 정답유형으로 태깅하여 학습데

이터를 만들었다. 이처럼 상  개체명으로 정답유형이 

태깅된 경우, 정답유형 인식 성능이 낮았다.

5.3 질문 도메인 분류 실험  평가

질문 도메인 분류 실험에서는 여행, 맛집, 지역, 스포

츠, , 게임의 6개 도메인 특화 질의응답과 콘텐츠 

특화 질의응답으로 질문 도메인을 분류한다. 각 도메인 

별 엔진은 제한된 정답유형에 해서만 정답을 제공한

다. 한, 스포츠와  도메인에서는 정해진 종목에 

한해서만 정답을 제공하도록 도메인 특화 엔진이 구

되었다. 스포츠 도메인의 경우,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 로 제한하 고,  도메인의 경우, 등산, 낚시, 래

 스키, 자 거로 제한하 다.

실험은 학습데이터에서 도메인 별로 80%를 학습하고,

표 12 질문 도메인 분류 성능 평가 결과

도메인 Precision Recall F-Score

게임 0.8792 0.9068 0.8928

맛집 0.9322 0.9487 0.9404

지역 0.8692 0.8744 0.8718

여행 0.8924 0.8852 0.8888

져 0.9338 0.9048 0.9191

스포츠 0.9043 0.8880 0.8961

콘텐츠 특화 Q&A 0.8546 0.8534 0.8540

Macro Average 0.8951 0.8945 0.8947

Micro Average 0.8928 0.8928 0.8928

20%로 테스트를 수행하 다. 표 12는 평가결과로써, 

Precision은 맛집과 져 도메인이 가장 좋았다. Recall

의 경우 맛집 도메인이 가장 좋았다. 맛집 도메인의 경

우, 부분의 질문이 음식 을 찾는 경우가 많다. 다른 

도메인에 비해서 상 으로 정답유형  질문의 패턴

이 제한 이어서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단된다. 스

포츠와 져 도메인도 상 으로 성능이 좋은데,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특정 종목으로 질문을 제약하 으므

로, 질문 패턴의 다양성이 비교  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장 성능이 좋지 않는 도메인은 콘텐츠 특화 

질의응답 도메인이었다.

6. 련연구

[4]의 LASSO 시스템은 오  도메인 질의응답을 

해서 단락(Paragraph)단  색인 방법과 구문(Syntactic)

분석기술과 의미(Semantic)분석기술에 기반한 정답 추

출 기술에 해서 소개하고 있다. LASSO 시스템의 질

문분석 기술에서는 의문사를 기 으로 질문유형(Ques-

tion Type)을 구분하고, 질문유형에 기반하여 주요 정

답유형(Answer Type)을 결정하고 있다. 한 질문 

(Question Focus)라는 개념을 소개하여, 정답유형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있다. 그리고, 단락기반 색인 데이터

에 한 검색을 해서 질문으로부터 주요한 키워드를 

8가지의 휴리스틱에 기반하여 추출하고 있다. 정답추출

은 검색된 단락을 상으로 구문-의미정보에 기반하며, 

7개의 주요 스코어를 결합하여 정답을 선정한다. LASSO

시스템은 본 논문에서 언 한 모델1에 해당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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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도메인에 특화된 정보에 한 처리에는 한

계가 있다.

[5]에서는 오  도메인 질의응답에서Complex(Non- 

Factoid)질문에 한 처리 방법에 해서 소개하고 있

다. 질문을 단답형의 정답을 요구하는 Factoid 질문과 

서술형의 정답을 요구하는 Non-Factoid 질문으로 구분

하고 있다. Non-Factoid질문의 정답은 서술형이기 때문

에 질문과 정답문장의 유사도로 정답을 추출할 수 있는

데, 질문의 문장이 짧아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를 해결하기 해 구문분석트리(Syntactic Parse Tree)

와 술어논항구조(Predicate-argument Structure)의 구

조  표 (Structural Representation)을 이용하고 있다. 

질문과 정답 후보들의 문장구조 유사도를 통계 모델인 

SVM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정답 후보 문장를 분류하고 

재순 화 한다. [5]에서 소개한 YourQA 시스템의 질문

분석은 크게 Factoid와 Non-Factoid로 구분하고, Factoid

의 경우, Person, Organization, Location, Quantity와 

Time으로만 정답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과 비교

하여 정답유형이 상당히 제한 이다. 한, Non-Factoid 

유형의 정답추출과 순 화를 해서 요구되는 학습데이

터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양한 

서술형 정답유형에 용할 수 있는 오  도메인 상 

학습데이터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15]는 SVM을 이용한 질의 유형 분류기에 해서 언

하고 있다. 학습을 한 자질로는 질의에 포함된 어

휘, 품사, 개체명 인식을 이용하 고, 카이 제곱 통계량

을 이용하여 자질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질의의 유형은 

105개의 의미범주를 활용하 다. 사용자 질의의 특성에 

기반한 슬라이딩 도우 기법을 이용하여 문맥 정보를 

최 한 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의문사와 질

의 단어의 의미표지에 기반한 규칙기반 시스템을 

하이 리드하 다. 실험은 105개의 의미범주 , 78개의 

질의유형으로 구분된 7,726개의 질의를 상으로 하

고, 정확율이 최  86.4%를 보 다. [15]에서는 기계학

습 자질로써, 형태소 분석 결과, 개체명 인식 결과, 슬라

이딩 도의 결과를 활용하고 기계학습 모델로 SVM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표 7과 같이 6개의 

자질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계학습 모델도 SVM보다 다

소 성능이 뛰어난 Structured SVM를 이용하 다[9,14]. 

[15]에서는 78개의 질의유형에 해서 실험을 하 는데, 

본 논문에서는 실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답유형별 

비율을 고려한 약 200개의 정답유형을 상으로 실험하

다. 본 시스템이 [15]에 비해 보다 넓은 범 의 사용

자 요구에 해서 정답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오  도

메인 질의응답의 상용화를 해서 가장 요한 요소이다.

[17]은 확률에 기반한 동  정답유형 인식 모델을 제

시하고 있다. 일반 으로 부분의 정답유형 인식기는 

기정의된 정답유형에 기반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질문

에는 기정의되지 않은 유형의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 정답유형 인식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한, 학습 코퍼스의 변경이나 도메인이 

변경될 경우, 정답유형 인식기의 응(Adaptation)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17]에서는 질문과 정답후보에서 추출된 컨텍스트(Con-

texts)를 상으로 통계에 기반한 확률 모델을 용하여 

정답후보 문장과 질문 컨텍스트의 성(Appropriate-

ness)을 계산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컨텍스트 정보

는 의존구문 계에 기반한 어휘간의 계정보를 활용하

고 있다. [17]의 모델은 패러 이징(Paraphrasing)이 

다양하고 용언의 활용형태가 다양한 한 에서는 그 성

능을 보장 할 수 없다. 한, 질문과 정답의 컨텍스트에 

한 확률 계산으로 정답후보를 제시하기 때문에, 체

로 명사구나 단순 키워드 나열형으로 입력되는 질문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사용

자의 질문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질을 선택

하여 학습 하 으며, 어휘-구문 패턴 규칙과 속성단서 

기반 정답제약 기술을 활용하여 명사구나 단순 키워드 

나열형의 질문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18]은 웹 질의(Web Query)를 분류하기 해 재 

텍소노미(Intermediate Taxonomy)를 두고, 재 텍소

노미에서 타켓 카테고리(Target Category)로 연결하는 

연결 분류자(Bridging Classifier)를 두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재 텍소노미와 연결 분류자로 인해, 

타켓 카테고리의 변화에 따른 응력(Adaptation)이 크

게 향상되고, 사용자 질의가 가지는 의미의 모호성을 해

소할 수 있다. [18]에서는 검색엔진와 워드넷(WordNet)

을 이용한 확장을 통해 정확률(Precision)의 향상을 추

구했고, SVM을 이용한 통계모델을 통해 재 율 향상을 

이루었다. 제안된 모델에 한 실험은 KDDCUP 2005

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인 모델에 비해 정확률(Precision) 

9.7%, F1 3.8%가 향상되었다. [18]은 사용자의 질의를 

특정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기술로써, 질의(Query) 내에 

출 하는 키워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언 하고 있는 질문 도메인 분류는 사용자의 질문(Que-

stion)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도메인 별로 특화된 

특징을 반 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즉, 해당 도메인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의 질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

다. 이를 하여 정답유형기반 제약규칙과 단서어휘기반 

제약규칙을 활용하여야 한다. 즉, [18]의 질의 분류보다 

본 논문의 질문 도메인 분류가 보다 어렵고 힘든 기술이다.

[19]는 일반 인 Q&A(general Q&A)를 한 기능

심의 질문분류(Function-based question classification)



오  도메인 질의응답을 한 검색문서 제약  정답유형 분류기술  131

에 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질문의 유형을 6가지

(Fact, List, Reason, Solution, Definition, Navigation)

로 구분하고, 사용자의 질문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자 하 다. 분류는 질문을 구성하는 기능어(Function 

word)와 내용어(Content word)를 구분하여 두 가지 패

턴(Strict pattern, Soft pattern)을 생성하고 두 패턴을 

마코  논리 네트워크(Markov logic network)로 통합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통합된 마코  논리 네트워

크을 이용하여 6가지 유형의 질문을 분석하 다. 그러

나, [19]는 6가지의 기능  측면에 따른 질문유형만을 

분류하고 있어, 실질 인 오  도메인 질의응답을 한 

세부 인 정답유형의 분류에는 부족함이 많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오  도메인 질의응답을 해서 질문의 요

구유형 분류, 질문유형 인식, 정답유형 분류, 질문 도메

인 분류 등을 이용하여 질문을 다양한 특성 별로 상세

히 분류하고 있다.

7. 결 론

본 논문은 오  도메인 질의응답을 한 효율 인 모

델을 제시하 고, 제시된 모델에서 요구되는 핵심 인 

기술인 검색 상 제약방법  정답유형 분류방법에 해

서 소개하 다. 오  도메인 질의응답시스템은 도메인 

별로 특화된 특성을 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오  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

을 도메인 별 특화 질의응답 엔진들과 콘텐츠 특화 질의

응답 엔진들로 구분하 고 질문분석에서 질문을 해당 엔

진으로 분배하는 모델을 제안하 다. 질문에 한 도메

인 분류는 sSVM에 기반한 통계모델과 규칙을 하이 리

드하 으며, 성능은 Macro-Precision이 89.51%, Macro- 

Recall이 89.45%, Macro-FScore가 89.47%이 다.

오  도메인 질의응답에서 정답이 포함된 문서를 정

확하고 빠르게 검색하는 것은 요하다. 용량 문서로

부터 빠르고 정확하게 문서를 검색하기 해서는 특정

한 카테고리 별로 문서를 분류하여 장하는 것이 요

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OI 정보를 기

반으로 문서를 분류하고, 질문 내에 포함된 POI정보를 

인식하여 해당 지역정보 별로 분류된 문서만을 상으

로 검색을 수행하도록 제안하 다. 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POI정보들 , 표 POI를 확률에 기반하

여 인식하고 문서를 지역정보 별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

안하 다. 표 POI인식 기술의 성능은 수작업으로 평

가한 결과, 평균 86.33%의 정확률을 보 다. 평가에 참

여한 평가원 3명의 평가 일치율이 80.24%인 것을 감안

한다면, 문서를 지역정보 별로 분류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모호한 작업임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문서검색 제약을 해서 지역정보만을 사용하 지만, 향

후에는 검색 상을 제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

할 정이다.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유형을 악하는 것은 

질문분석에서 가장 요한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약 

200개의 정답유형을 상으로 질문의 정답유형을 인식

하 다. 질문은 체로 짧은 단문으로써, 정답유형을 인

식할 수 있는 단서가 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 다양

한 자질에 기반한 통계 모델과 규칙 모델을 하이 리드

하 다. 통계 모델에서는 형태소, 개체명, 청크, 어 , 의

미 정보들을 자질로 활용하 다. Precision 성능 향상을 

해 가장 요한 자질은 청킹이었고, Recall 성능 향상

을 해 가장 요한 자질은 어휘의미 정보 다. 

Macro-Precision이 83.88%, Macro-Recall이 82.47%, 

Macro-FScore가 82.375%, Micro-Precision이 87.44%

다. 규칙 모델은 질문유형 패턴 규칙과 어휘-구문 패

턴 규칙을 사용하 다. 향후 연구방향은 규칙기반 정답

유형 인식 기술에서 어휘-의미 패턴으로의 확장과 규칙 

자동 생성을 한 방법론에 해서 연구를 진행할 정

이다. 한, 통계 모델과 규칙 모델이 서로 최 의 성능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이 리드하는 방법론에 한 연

구도 진행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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