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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정보 검색 (information retrieval)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사용자의 정보 의도(information need)
를 만족시키는 문서를 검색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종 사용자가 입력하는 초기 검색어(initial query)는
정보 검색을 위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짧고, 빈약한 경우가 많다[1].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에 초기 검색어에 대한 중의성을 해소 및 개선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의도하는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

로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위키피디아를 외부 자원으로 이용하여 초기 검색어에

대한 중의성을 해소하고, 검색어 개선 및 확장을 통하여 사용자 의도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한다. 그리고, 실험을 통하여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중의성 해소 및 검색어 확장의 유용성을 평가한다.

2. 본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먼저, 위키피디아의 유용한 자원을 바탕으로 다의어, 동의어, 확장 자질

을 포함하는 언어 자원 집합을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구축한다. 그리고, 실제 초기 검색어 처리 과정에

서 미리 구축한 언어 자원 집합을 활용하여,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다의어 집합은 검색어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다의어 집합 구축은 위키피디아의 언어

자원 중에서 “동음이의어 문서”만을 추출하여 구축하였다. 동의어 집합은 하나의 단어를 같은 뜻의 다른

단어로 표현 할 수 있는 단어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동의어 집합 구축은 위키피디아의 자원 중에서 “넘
겨주기 문서”를 추출하여 구축하였다. 언어 자원 집합을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은 개체에 대한 상세

한 설명을 가지는 “일반 문서”로부터 해당 개체를 표현하는 확장 자질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

서는 [2]에서 제안한 방법을 응용하여, 개체의 확장 자질을 추출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안한다. 일반적으

로 개체 x가 개체 y보다 더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 개체 x는 개체 y의 상위 개념, 개체 y는 개체

x의 하위 개념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체와 개체가 포함하고 있는 하이퍼

텍스트 단어들을 이용하여 상·하위 관계를 계산하고, 각 개체의 하위 관계를 가지는 하이퍼텍스트 단어

들만 해당 개체를 대표할 수 있는 확장 자질로 정의하였다. 두 개체 x, y에 대해서 식(1)의 방법으로

개체 x와 y의 값을 산출하였다면, 개체 x는 개체 y의 하위개념으로 보았다. 
TF(x｜y) / N(y) < TF(y｜x) / N(x) …… (1)

  여기에서, TF(x｜y)는 개체 y가 가지고 있는 하이퍼텍스트 단어 중에서 개체 x의 단어가 출현한 빈

도수이고, N(y)는 개체 y가 가지고 있는 하이퍼텍스트 단어의 총 개수이다.
  다음은 전처리 작업을 통하여 생성된 언어 자원 집합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실제 초기 검색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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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이다. 먼저, 사용자의 초기 검색어가 중의성을 가지고 있을 때, 본 시스템에서는 전처리 과정

에서 미리 구축한 다의어 집합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초기 검색어의 중의적 표현들을 모두 보여주고, 중
의적 표현들 중 사용자의 정보 의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다. 중의성 처리가 끝난 이후에는 전처리

과정에서 미리 구축한 동의어 집합을 이용하여 초기 검색어나 중의성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 피

드백 단어의 동의어를 찾아 추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색어 처리의 마지막 단계는 확장 자질 집합을

기반으로 검색어가 가지는 하위 개념 단어들을 확장 검색어로 추가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실험 평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글 정보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2009년 RSS 신문기사를 색인하였다. 그리고, 실험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표 1]과 같이 네이버 인기

검색어 중 중의성을 가지거나 빈약한 한 단어로 구성된 20개의 검색어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컴퓨터 공

학을 전공하고 있는 총 10명을 대상으로 검색어에 대한 상위 20개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사용자 정

보 의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표 1] 실험에 사용된 2008년 ～ 2009년 네이버 인기 검색어

1 정다빈 6 해운대 11 이소연 16 이광재

2 이안 7 우승연 12 오아시스 17 정성훈

3 빅뱅 8 제시카 13 아이리스 18 김태호

4 히어로 9 김민수 14 조인성 19 성인병

5 W 10 KT 15 아오이 20 민주당

[표 2] P-Precision 실험 결과

구 분 P@5 P@10 P@15 P@20
Base 1 … ① 0.1512 0.1562 0.1733 0.1825
Base 2 … ② 0.54 0.4712 0.4287 0.3987

Improvement(①,②) 38.88% 31.5% 25.54% 21.62%
①+M1+M2+M3 … ③ 0.6362 0.5625 0.5425 0.5115

Improvement(②,③) 9.62% 9.13% 11.37% 11.28%

  위의 [표 2]는 시스템 지향적인 방법을 사용한 P-Precision 결과를 나타낸다. <Base 1>은 하나의

단어로 된 사용자 검색어 이고, <Base 2>는 <Base 1> + 좀 더 세부적인 2~3 단어로 구성된 사용자

검색어이다. <M1>은 다의어 집합, <M2>는 동의어 집합, <M3>는 확장 자질 집합을 나타낸다. 
Improvement(㉮,㉯)는 ㉮와 ㉯를 비교 했을 때의 성능 향상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위의 [표 2]의 실

험 결과를 분석하면, 전체 모듈을 사용한 ③에 대한 성능이 P@5에서 63.6%의 성능을 보였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공개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이용해서 짧고, 빈약한 검색어에 대한 중의성

해소 및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정보 검색 시스템과 같이 시대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스템에

서 위키피디아는 매우 유용한 정보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의성 해소 및 확장하기 위한 외

부 자원으로써 온라인 공개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이용하여 높은 성능을 보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평가 방법으로 실험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다. 아울러, 확장 자질을

추출하는 방법의 다양화하여 실험을 진행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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