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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검색 질의어 단어 입력 시에 드러나지 않은 쿼리 단어들을 가시화함으로써, 검색 주체의 의도 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며, 탐색 효율을 제고하도록 제안한다. 검색 질의어를 입력할 때 검색 의도를 악한다면 효과 인 검색 서비스가 가능

할 것이다. 이 게 하기 하여, 의도 구조와 요소를 설정함과 아울러 쿼리 단어의 생략된 계에 해당하는 단어를 복원하여 

가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련된 연구들을 검토하며, 검색 의도 구조를 정의하고, 쿼리 단어의 가시화를 한 방법과  의

도 구조에 합한 쿼리 단어를 확장 생성하는 과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의도 구조의 여러 계층  하나를 쿼리 단어 범

로 할당하는 제와 실험을 수행하 다. 탐색 효율 상승의 검색결과와 탐색효율 하락의 검색결과를 분석하 다. 향후 연구로는 

의도 결 을 확장하여 구성 요소를 학습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o increase an efficiency of somebody searching information by a visualization of an unseen query 

words with well-selected user's intent structures. If a search engine identifies user's intent to pursue information, it would 

be an effective search engine. To do so, it is needed that relationships between query-words are to be visible after 

recovering words lost during formulated, and that an intention structure/elements is to be established. This paper will 

review previous studies, after then, define a simple structure of the search intent, and show a process to expand and to 

generate the query words appropriate to the intent structure with a method for the visualization of the query words. In 

this process, some examples and tests are necessary that one of the multiple intent structured layers is to assign to a 

range of query-words. Increasing/Decreasing an efficiency are analyzed to find. Future research is needed how to 

automate a process to extend structural nodules of user's intent.

      Keywords : Visualizing queries' relationship, information search intent, query relation type, 

                   Intention structure, Intention identifier 

Ⅰ. 서  론

본 논문은 어떤 주체가 정보를 검색(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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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할 때 드러나지 않은 쿼리 단어들을 가시화함

으로써, 미리 정의된 사용자 의도구조를 선택할 수 있

게 하며, 탐색 효율을 제고하도록 제안한다. 검색 질의

어를 입력할 때 검색 주체의 의도를 악한다면 효과

인 검색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이 게 하기 하여, 

의도 구조와 요소를 설정함과 아울러 쿼리 단어의 생략

된 계에 해당하는 단어를 복원하여 가시화하는 과정

이 있어야 한다. 

검색 주체의 정보 요구에 한 정보를 가져다주는 

것은 정보 탐색의 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행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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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서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많은 참고 자

료를 주지만, 이들은 보조 자료에 불과하고 이마 도 

부분이 정보 요구에의 부합성이 떨어진다. 이의 원인

은 정보 요구와 검색 상 자료의 구조가 불일치한 결

과에서 래되며, 무엇보다도 정보 요구에 한 검색결

과의 합 여부를 사람이 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물인 경우에도 이 둘을 비교시킬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간구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복층의 의도 구

조  쿼리 단어에 해 련연구들을 검토하 으며, 

쿼리 단어들의 형성 흐름을 분석하여 계양상을 도출

하 다. 이 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쿼리를 입력하기 직

 단계에서의 의도를 회상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

다. 이를 숨겨진 쿼리 단어의 계를 가시화하는데 활

용한다. 두 질의어의 계에 잠재된 특정 계 유형을 

정의하고 드러내는 가시화 과정을 거침으로서, 질의 표

 시에 탈락되는 의도표상에 한 단서를 드러내고자 

하 다. 가시화 과정에는 첫째, 계의 형태 와 내용 

( 계 항목의 임과 구조  계층, 요소, 값 등), 둘

째, 계 유형 식별자의 결정  Tagger 표 과 부착 

방법, 셋째, 계 유형의 식별과정 규칙 장, 넷째, 

계 온톨로지 모형  장 기  등이 포함된다. 구문의 

의미 계를 표 한 데이터 배열로 실험 모델을 구성하

는 제와 검색 엔진을 이용한 실험이 수행될 것이다.

Ⅱ. 관련 연구

련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 어 검토한다. 의도 

 의도 구성 요인에 한 연구, 그리고 질의어  질의

어들의 계 가시화에 한 연구이다.

1. 의도 모델

의도모델에 련된 연구로는 다양한 연구가 있다.

Carberry는 정보추구자의 질의를 추동하는 과업 련 

계획에서의 시스템의 신념(system's beliefs) 표 을 다

루었다.
[1]
 후보계획과 맥락모델 사이의 계성들을 로 

들어 용하고 있으며 의도된 계획을 일부 다루고 있

다. 

Lee and Liu는 목표기반 의도 추출에 해 다루었

다.[2] 목표구조 (goal structure)를 정의하고, 목표의 속

성/방향/행선지의 계층구조를 보 고, 사용자 의도들을 

추출하는 과정, 단순화시킨 개체 클래스 온톨로지, 그리

고 목표선택 과정과 아키텍쳐를 다루었으며 물품구입시

의 실제 를 보 다. 배경지식의 요성을 주장하 다.

 다른 연구에서, Cantador 등은 특정 도메인 내의 

사용자 선호들을 다층 온톨로지 기반의 복합 추천 모델

로 제안하 다.[3] 력  추천을 실제 사용자 로 일

을 통해 수동과 자동으로 실험하 다. 여러 가지 추천 

방법들을 혼합하여 제안하고 있으며 개인화 온톨로지 

기반 콘텐츠 검색(Retrieval) 모델에서 가 치를 부여한 

의미  선호성을 사용하고 있다. 추천 기법을 단순화하

여 의도어 추천에 응용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과정상의 

변수가 많아서 복잡하고 개인 로 일을 의도자원으로 

환하는 문제는 정보를 제한하게 되는 윤리  문제가 

있어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Schmitz의 연구, Ponnada와 Sharda 의 연

구, Rose와 Levinson의 연구는 웹에서의 목표와 온톨로

지 유추를 다루었다.
[4,6,8] 

Rao와 Geogeff의 Multi-Agent 

Systems에 의한 결정과정, Chulef와 Read and Walsh 

의 목표의 계층구조에 해 연구하 다.[5,7] 

이들의 연구를 정보 검색 로세스와 비하여 구조

화해보면, 의도 기반  복층 구조의 온톨로지 모델을 

형상화할 수 있다. <그림 1>에서는 ‘Denny's burger’라

는 질의어 평면 의 상  구조를 표 하 다.

<그림 1>에서 정보를 추구하는 질의어가 어떤 의도

를 가지고 출발하 는지를 유추한 경우의 의도 구조와 

그림 1. 의도와 질의 과정

Fig. 1. Flow from Intention to 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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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나타내었다.

정보 검색 분야 연구들의 부분이 사용자 의도를 

악하는 방법으로서 로 일이나 웹상의 스니펫을 활용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세계의 실체와 달리 사

고의 흐름인 의도는 구조 악이 어려운 면이 많아 검색

에 용하는 검색 의도 연구는 모험 인 연구이다. 주

로 개인화 검색에서 로 일을 형성하거나 웹에서 검

색 주체가 서핑한 흔 을 목록화한 스니펫을 활용하는 

연구 등이 있다. 웹에서들면 로 일링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의도를 구조 으로 악하기에 미흡한 데다 

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보 윤리  법률 인 분쟁의 

소지가 있다. 개인 로 일을 의도자원으로 환시키

는 것은  다른 차원의 별개의 연구 문제로 볼 수 있

다. 국내의 연구로 스니펫에 의한 방법이 있다.[9] 이 방

법은 동일한 성공  검색 흐름이 재구성될 가능성이 

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검색 의도를 명시 으로 밝히되 최소한의 구

조화로 사용자 스스로 검색 흐름 도 에 경로를 이탈하

지 않도록 하는 정도에서 검색 성능 향상에 활용하는 

연구가 바람직하고 합리 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응용

한다면, 검색 주체가 사물인 경우에도 유용할 뿐만 아

니라, 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없으므로 여러 면에서 

더욱 유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도의 구성 요소에 한 련 연구를 검토

한다. 

앞서 검토하 던 의도 모델 연구에서는 목표와 경로

와 출발 이 나타난다. 구체 으로 의도에 향을 미치

는 선행 요인에 한 표  연구를 보자면 Spyrou외, 

Cohen 외, Kroy, Taylor의 연구를 들 수 있다. 

Spyrou 등은 의도의 이론과 모델을 연구하고 침해탐

지에 용하도록 연구하 다.
[10]
 Cohen 등의 연구에서

는 에이 트의 신념/행동/의도를 다루면서 의도의 속성

과 논리에 한 원리를 제시하 다.[11] Kroy는 정보 수

집 과정에서 의도 생성과정과 언어로 수행의도가 변환

되는 과정을 보 다.[12] Taylor는 정보욕구가 내재 /의

식 /공식 / 충  니즈로 구체화 됨을 연구하 다.[13] 

검색 주체의 의도는 검색 목표가 수행될 경우에 달성

될 수 있으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이 제되

어야 한다. 왜냐하면 질의 행 는 정보 추구 목표나 의

도가 제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목표 모형은 계획과 시작  그리고 도달  방향과 경

로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실험 시스템의 복잡도를 고

그림 2. 의도 모델 선택

Fig. 2. Selecting Intention model.

려하고 연구 목  달성을 해 최소한의 의도 구성 요

소로서 [목표-경로-출발 ]으로 정의한다. 

이 모델을 정보 검색과 련하여 간단히 표 하면, 

시스템 구성요소와 처리방법으로는, 목표의 내용과 방

향 계획에, 계의 식별, 목표 모델의 탐색, 사용자 의도 

표 , 후보 목표 모델 선택의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2 참조>

의도기반 정보검색에는, 질의어들의 계를 가시화한 

후에 식별하고, 유추할 목표 모델을 의도 기반의 목표 

모델 에서 탐색하여, 사용자 의도를 포함한 질의어로 

재생성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 즉, 질의어들의 계 

유형과 구조를 미리 정의하여 장해 두고, 질의어 입

력 시에 계를 동 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입

력자가 계를 선택하게 할 수 있게 하면, 다양한 의도

에 처하며 선택 으로 개입하게 할 수 있는 의도 자

원이 형성될 것이다.

2. 쿼리 단어 생성 흐름과 질의어 관계 양상

검색 주체의 질의 의도를 악하기 해서는 우선 질

의어의 구체화 과정을 보아야 한다. 즉 색인어 집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의어가 나오게 된 역방향을 추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의 정보 검색(Information 

Retrieval)에 한 연구들은 색인어 방향으로 많은 연구

가 이 져 왔으나, 정보검색 주체의 의도를 악하는데 

기여하지 못하 으며, 검색 주체에 해 연구하더라도 

색인어에 연 된 맥락(Context)을 악하는 정도에 그

칠 수밖에 없었다.

질의자의 의도가 구체화되는 과정은, 무의식 /암묵

/함묵  요구로부터, 의식  요구 과정을 거쳐 언어 

표 으로 형식화 변화하며 수행의도의 결과가 질의어로 

구체화되거나 충되고 있다.
[12,13] 

따라서 질의 요구의 

구체화 단계에서 질의자가 어떤 문제에 착하여 정보 

요구가 발생된 것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질의어를 

구체화하는 것인가의 에서 문제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 추구 행동에 있어서 단계마다 요

구되는 정보 는 매체가 달라진다. 이들 단계마다 검

색 의도를 악하기 해서는 각 단계별로 정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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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에게 화와 질문을 해야 하나 이로 인해 시스템도 

사람도 모두 번거로워진다. 따라서 사용자의 불편을 최

소화하는 수 에서 정보 요구 만족의 해법을 찾기 해

서, 검색창에 입력되는 질의어와 그 계 모델에서 함

수와 변수를 추   설정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단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 방법을 찾기 하여 질의어의 계

를 드러내고 식별자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부분

의 검색 질의어는 평균 2.35 개로 구성되므로 질의어를 

특정 2개로 한정하여 질의어 계를 가시화할 것이

다.[14,15] 용어 개체들의 계 종류를 분석한 연구(백지원

외 2006)를 보면, 계층 계나 포함 계 등의 여러 가

지 계 양상이 있다.
[16] 
이들 연구를 참조하여 특정 

계에 한 형태를 분석하고 계 유형 등을 검토하며, 

특정 계를 선정한 후, 계를 내포하는 형태와 단서

를 부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심으로 계를 

표 한 데이터 배열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질의어 ‘종로 비빔밥’과 ‘Denny's Burger'의 를 든

다. ‘종로’와 'Denny's'는 장소, 지역  식당 등의 속성

을 가지고 있으며, ‘비빔밥’이나 ‘Burger'는 음식명, 맛, 

조리법, 식당 등의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속성들의 연

결 계를 확장해 나가면, 계 의도에 해당하는 맛있

는 식당에 한 정보의 연결 계를 드러낼 수 있을 것

이다. 계 확장 과정에서 매칭되는 계 항목의 

임과 구조  계층, 요소, 값 등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계 유형의 구체  항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식

별자를 결정하고 Tagger를 부착하며 그 방법을 기술하

면 계 유형의 식별 과정이 되며, 이들 규칙을 장하

면 계 온톨로지 형태로 가시화 될 수 있다. 계 온톨

로지 구축에 한 방법론 인 것은 다른 연구에서 연구 

성과를 기 한다.

Ⅲ. 검색 의도 정의 

검색 주체의 질의 의도는 정보 요구를 유발하는 과정

이며, 정보를 검색하기로 단한 합리  이유들이 포함

된다. 의도 구조에 질의어 계 집합을 매칭할 수 있게 

하려면 몇 가지 제한 이 따른다. 

가장 큰 제한 은 의도의 공간 범 를 축소하거나 구

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도”가 갖

는 의미는 포 이며 추상 이기 때문이다. 포 인 

집합 요소의 많은 구성 요소 모두에다가 질의어 계를 

비교할 경우에, 합리 인 시스템 구성이 어려워 질 수 

있다. 한 추상 인 개념은 구성 요소의 추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자동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

용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두 번째 제한 은 해 공간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을 들 수 있다. 질의 의도는 질의어와 질의어 계 집합

을 모두 포함하는 한 계층 의 개념인 의도(Intent, 

Intention, Intending to do)가 나올 수 있다. 질의어 차

원의 한 계층 의 개념이 나타나도록 추론하되 정보 

요구가 발생하는 공간을 가정하여야 한다. 즉, 정보 검

색 주체가 어떤 문제 극복의 과정에 놓여 정보 추구 행

동을 검색 질의어로 표 하게 된 것인가를 가정하게 된

다. 문제 극복 과정을 도입  정형화하고, 추론할 수 

있는 복합 인 요소를 가정하되, 질의와 상  구조의 

개념이 동일 차원의 공간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단순

화한 공간을 가정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요소일지라도 직선 노드를 가정

하게 되면 동일 차원의 해 공간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게 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 인 요소가 

제거되면서 정보 탐색 패턴의 최소 범주 이내에서 해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간단한 실험으로 증

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의도를 {의도의 시작}과 {의

도의 간 과정, 략}  {의도의 끝}의 세 요소 집합

으로 한정하고 이 집합 요소에 질의어 계를 매칭하는 

계로 추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 매칭 

방법은 메타데이터에 의한 자동 매핑이나, 는 문가

에 의한 직  매칭 등이 있을 수 있다. 매핑시스템에는 

매핑데이터 생성코드와 개념정의  규칙이 필수 이

다. 질의의도의 연 성을 효율 으로 탐사할 규칙 생성

에 한 연구는, 포  집합군 탐색 방안과 의도구성 

 구성요소의 속성상속에 의존이 상되므로 난이도가 

높아 후속 연구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1. 질의어 Q₁Q₂의 관계와 의도 공간 설정

계 R은, Q₁과 Q₂의 곱집합 (Q₁× Q₂)의 부분 

집합 G(R | R=q₁, q₂.... q𝑛 )로 가정하고, q₁R q₂로
서 표기한다. 질의어 계 집합인 q₁_R_q₂는 질의어 

Q₁과 질의어 Q₂의 함수이다. 

R = ⨍(Q1, Q2)
질의어 계(R)의 공간 범 는 질의 의도(I)의 집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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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내에서 평면상의 확장 범 로 가정한다. 

  R = ⨍(Q1, Q2)
  I ⫆ ( R , Q1 , Q2 )

2. 질의 의도(I) 과정

의도의 과정을 I = [ Is , Ip , Ie ]로 나타낼 수 있다.

Iｓ는 {의도, 시작} : 정보획득이 필요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해당, 즉 Why에 해당하며 ‘ 심’, ‘Lunch' 등이

다. 질의가 발생한 이벤트의 상  구조이다.

Iｐ는 {의도, 간} : 정보 상물의 획득 과정에 해

당, 즉 How, When, Where에 해당하며 ‘식당’, 

‘Restaurant'이며, 검색 매체 상에서 Track의 역할이지

만 장소 의미로 한정하여 구분한다.

Iｅ- {의도, 끝} : 질의 결과 취할   목표물에 해당, 

즉, What, Who에 해당하며 ‘비빔밥’, ‘Burger'이다. 이

는 재 검색창에 발생한 이벤트로 표 되어 있으므로 

이로부터 취득된다.

3. 질의어 관계 모델 유형의 범위와 매칭

에서 나타난 질의 의도의 자원별로 계(R)을 할당

하여 모델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음 세 

가지 유형을 기 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Rm1 = ( R, Is ) 의 경우 데이터

2) Rm2 = ( R, Ip ) 의 경우 데이터

3) Rm3 = ( R, Ie ) 의 경우 데이터

이들 3 가지 데이터 군으로부터 질의어 계를 식별

할 수 있는 3가지의  상  범  항목 부류로 정한다. 검

색 주체의 의도 흐름과 질의어 계를 회상하는 흐름은 

서로 역방향으로 개된다.

Ⅳ. 쿼리 단어의 관계 가시화 모델링 

쿼리 단어로 ‘종로 비빔밥’이나 ‘Denny's Burger'가 

입력될 경우에 행 구  검색 결과로는 수 백 만 건에

서부터 수 천 만 건의 검색 결과가 나온다. 여타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도 동소이하다. 하지만 이런 결과 

건수 Q1 Q2 의미 계 확장 시

13871 종로 비빔밥 종로 비빔밥 맛집

*nnnn Denny Burger Lunch Denny's burger

*3456 Bonanza Burger Lunch Bonanza's burger

6003 Chicago seminar IT Tech Chicago Seminar

표 1. 의도구조를 활용하여 의미를 확장한 연결 계

Table 1. Results on Modelling Visualization of Relation.

*‘종로 비빔밥’의 맥락과 유사하며, 한 / 문 어순의 역순을 용하되, 문 

인스턴스의 구성 제는 bonanza's burger에 해 구문 의미 모델을 구성하

고 실험을 실시함

모두가 검색자에게 활용되거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

다. 오히려 검색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색 경로를 이탈하는 상이 발생

한다.

따라서 의미 계를 확장하되 방향성을 의도 구성 

요소 방향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 정보 검색의 

상  구조인 의도의 구조와 속성 요소들에 의한 데이

터를 검색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검색자의 검색 목표를 

상기하게 하고 검색 도 에 경로이탈 상도 방할 

수 있다. <표1>에서는 의미 계를 의도 방향으로 확

장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의 ‘종로 비빔밥’은 어

로 보통 미국인의 어순으로 표 하면 ‘Denny's 

Burger'정도가 된다.

<표 1>에서 데이터 건수는 ‘종로 비빔밥’이 질의어로 

입력될 때 의미 으로 가능한 연  의미가 발생하는 자

연어 문장 집합이다. 컨  ‘종로 비빔밥을 맛있게 하

는 심 식당’ 등이다. 

‘ 심’이나 ‘Lunch’는 의도 구조에 의한 데이터 집합

이다. 이 집합은 ‘종로 비빔밥’을 질의한 질의어 데이터 

집합과 다르다. ‘종로 비빔밥’은 의도 구조인 ‘ 심’으로

부터 생된 데이터의 상  구조의 데이터 집합 군에 

속한다. 한 질의어 데이터 집합 군은 색인어와 웹 데

이터를 장한 데이터와도 다르다. 의도 구조에서 생

된 데이터 집합 군은 질의어 데이터 집합과 색인어(웹 

데이터)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유 데이터 

집합이다. 새로운 집합인 이유는 자신의 데이터와 타인

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제3의 데이터이기도 하거니와, 

과거 데이터와 재 데이터를 연결하는 미디어 역할 성

격을 지니는 데이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인스턴스 데이터 및 질의어 관계의 확장

질의어 계를 확장하여 의미 으로 나타나는 경우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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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이터 수는 ‘종로 비빔밥’은 총 13,871 건을 의미체

계 모델로 구성하 다. ‘남원 추어탕’의 경우는 11,891 

건이었으며, ‘Denny's burger’ 는 ‘Bonanza burger' 

등의 어 데이터 경우는 종로비빔밥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 다. 왜냐하면 한 과 어의 어순만 다를 뿐이

지 맥락은 같기 때문이다. ‘Chicago Seminar’에 련된 

의미있는 데이터는 6,003 건을 구성하 다.

‘Bonanza burger'는 3,456 건을 구성하 다.

Bonanza's burger의 의미 체계 구성에 한 경우의 

최 치 산출 수식은 <수식1>과 같다.

∀q ∊ Q,  
( R , Q1 , Q2 ) ⋸ I,
q는 Q의 속성 집합 갯수

 a          b        ℓ      c

{∑ (q₁)i∙∑(q₁)j}∙∑Rm∙{∑(q₂)k} (식1)

i=1        j=1       m=1    k=1

i 는 Q1의 치 수식어 경우 수, a 는 의미 수식 최 치

j 는 Q1의 후치 수식어 경우 수, b 는 의미 수식 최 치 

k 는 Q2의 치 수식어 경우 수, c 는 의미 수식 최 치 

m 는 이항 계의 변화값(ℓ=1,2,3 :의도의 속성별 시작과 간,

끝)

한편 ‘종로 비빔밥’을 의미 으로 확장하여 나타난 의

도 데이터 분류는 3부류 6건으로 한정할 수 있었다. 맛

(맛집, 맛있는 곳), 식당(맛집 식당, 한식집), 심(한정

식)이었다. 

2. 상위 관계로 확장했을 경우 의도 선택

두 질의어 계를 기 으로 의미 으로 확장하면 '종

로 비빔밥‘의 경우에 총 13,871 건이 의미가 있고, 의도

를 선택하는 유형은 3분류 6개의 상  구조 분류 기  

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상  기 은 장소 는 

음식  의도로 속성 식별자를 부착할 수 있을 것이다.

Denny's Burger의 경우는 Lunch가 의미 확장 후의 

선택에 효과 으로 나타났다. 선택의 규칙은 사용자 선

택에 의하므로 질의어의 선형 변환에 따르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일 수 있다. 이 방법은 사용자에게 추가

인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사용자 부하를 일 

수 있도록 가상 창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의도 상자와 질의 상자를 구분한다면, 의도를 

선택하는 사용자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검색 간 

과정에서도 검색 목표에 한 주의 환기 효과가 클 것

이다. 한 의도창을 검색창과 분리할 수 있게 되면, 검

색 주체가 사람이 아닐 경우에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이 이 있다.

3. 의도에 적합한 단어의 생성 실험

질의어와 질의어 사이의 계를 의미 으로 확장하

여 발생가능한 경우의 계 유형 군을 분류하여 실험하

다. 실험의 목 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검색 질의어 사이의 계를 의미 으로 확장하여, 

계유형 군을 상  의미 계층인 의도 낱말 군 에서 선

택한다. 선택한 결과가 검색엔진에서 검색 상 범 의 

합성 기 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하고, 

성능 향상시의 효율이 상승하는지를 측정한다. 실험의 

목표는 아래 두 가지로 별된다.

1) 질의어 간의 의미  계로 성립이 가능한 어휘 

개체를 나열하고, 의도 단어 군을 형성

2) 의도단어와 질의어를 결합하기 과 후의 검색결

과를 수치로 비교하여 효율을 산출

한편 의도어는 맛집, 음식 , 식당을 가정하 다.

1) 맛집을 찾는 질의어(Q1,Q2)를 선정하여 의미  

계(Rm)를 확장

Q₁Rm  Q₂⟶ Rm Q2 Aj 

(1) Q₁속성 : 지명, 먹거리  이름 ( 주, 남원, 양평, 

마산, 춘천, 함흥, 평양, 수원, 구, 포항, 제주, 등 동)  

  (2) Q₂속성 : 한식, 식사, 메뉴, 맛집 (비빔밥, 추어

탕, 해장국, 아구찜, 막국수, 냉면, 아바이순 , 갈비찜, 

두루치기, 과메기, 옥돌구이, 샤 샤 )    

(3) Rm 속성 : 장소를 수식하는 후치 형용사 +메뉴

를 수식하는 치 형용사(Q1 에 있는 유명한 돌솥 Q2)

2) 지명과 메뉴에 한 질의어 Q1 Q2와 계 Rm일 

경우 후속 형용사  의도  계 의미를 확장하여 식

당을 찾는 의도로 추정

Rm  Q₂ Aj ⟶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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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₂속성 : 한식, 식사, 메뉴 (비빔밥, 추어탕, 해

장국,  갈비탕)        

(2) Aj 속성 : 한정식 메뉴 뒤에 오게 될 식사 장소를 

수식하는 치 형용사 (Q2 맛있게 잘하는 )      

(3) In 속성 : 맛집류의 장소에 한 정보를 탐색하는 

의도 (Aj 맛집, 식당, 한정식)

“종로 비빔밥”의 실제 에서 3 부류 6 가지의 상  

군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  군의 단어를 검색 

질의결과를 의미 으로 한정할 수 있는 범 로 설정한

다. 이 경우에 유형 군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무한 반복

의 험이 있을 수 있다. 상 구조의 의도 낱말 군을 제

한하는 방법으로 속성범 를 제한하는 방법과 검색주체

가 개입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한 

반복을 피할 수 있도록 질의자를 개입시켜서 선택하도

록 한다. 즉, 종로 비빔밥의 경우는 맛집 는 심이나 

한정식 등 6개의 상  구조  한 개를 선택할 수 있고, 

‘Denny's Burger'의 경우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Lunch' 

는 ‘Restaurant'를 클릭하여 선택한다. 

3) 맛집을 찾는 의도를 추정하는 경우 인스턴스 시

종

로
에 있는 유명한 주

비

빔

밥

을 제일 잘 하는
맛

집

구 을 통해 검색한 결과(표2)로서, ‘종로 비빔밥’의 

경우는 의도어를 반 하여 검색할 경우에 검색결과가 

거나 늘어났다. ‘Denny's Burger’의 경우는 85,300,000 

검색

(Q1 Q2) 

의도어 추가후 검색

(Q1 Q2 + I)

I=맛집,음식 ,식당 

효율향상(%)

=(A-I)/A×100,

I=B,C,D

입력
결과

(A)

맛집

(B)

음식

(C)

식당

(D)
맛집 음식 식당

종로 비빔밥 150 95.1 2580 2330 36.6 -1,620.0 -1,453,3

남원 추어탕 344 463 557 197 -34.6 -61.9 42.7

양평 해장국 54.5 59.1 432 364 -8.4 -692.7 -567.9

마산 아구찜 854 588 1460 57.1 31.1 -71.0 93.3

춘천 막국수 129 76.7 1400 1110 40.5 -985.3 -760.5

함흥 냉면 116 57 614 506 50.9 -429.3 -336.2

수원 갈비찜 900 38.8 647 517 95.7 28.1 42.6

구 두루치기 48.6 23.1 159 134 52.5 -227.2 -175.7

포항 과메기 109 39.8 656 564 63.5 -501.8 -417.4

제주 옥돔구이 58.2 28.9 398 352 50.3 -583.8 -504.8

등 동 샤 샤 26.8 13.9 254 211 48.1 -847.8 -687.3

(검색일자: 구 ,2011.12.23.오 )

표 2. 질의어와 의도어  검색결과 (단 : 천건, %)

Table 2. Results on queries and intention.

건에서 1,850,000으로 검색 결과가 폭 었다. 맛집의 

경우(표2) ‘종로 비빔밥’은 36.6%, ‘Denny's Burger’의 

경우는 97.8%가 각각 향상되었다. 

맛집의 경우, 효율이 하락한 경우는 “마산 아구찜”과 

“양평 해장국” 경우이다.

1) 마산 아구찜의 경우

마산과 아구찜을 결합한 “마산아구찜”으로 검색할 경

우에 효율이 상승하 다. 이는 마산아구찜이 하나의 복

합 고유명사로 굳어진 결과로 보인다. 를 들어 “종로 

마산아구찜”으로 검색하면 854,000건이며,  “종로 마산

아구찜 맛집”으로 검색할 경우 11,000 건으로 효율이 

98.7% 상승한다.

2) 양평 해장국의 경우

“양평해장국”을 복합고유명사로 결합한 경우에는 효

율이 상승하 다. (54,500 건에서, 23,900 건으로 효율 

56.1% 상승)

의도어를 맛집으로 가정하면 의 <표 2>와 같이 

체 으로 검색결과를 제한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그

러나 의도어를 같은 의미인 음식 이나 식당으로 가정

할 경우는 일 성이 없는 결과가 나온다. <표 2>에서

의 음식 을 의도어로 검색한 12건 모두가 오히려 검색

결과가 늘어났다. 즉 효율이 감소된 것이다. 맛집의 경

우는 체 으로 의도어로서 기능한 반면에 음식 이나 

식당은 의도어로서 부 함을 나타내게 된다. 검색하

는 주체의 의도를 반 하지 못하는 경우와 타인의 의도

를 검색주체의 의도에 반 한다는 것은 정보탐색엔진의 

결함이거나 검색질의창에서 의도를 식별 할 수 없는 것

이라 할 수 있겠다. ‘Bonanza’의 경우 ‘Delicious food 

house’를 입력하게 되면 향상율이 더욱 커진다.  

bonanza(228,000,000건), Bonanza's burger(6,380,000건), 

Lunch bonanza's burger(1,530,000건), 그리고 Delicious 

food house bonanza's burger(291,000건)으로 검색결과

가 축소되었다.

한편 사용자 의도에 한 률은 사용자가 클맄하

는 방법을 채택하 으므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는 다양

한 검색 엔진을 통한 실험에서 유효성을 비교  검증

하여야 할 과제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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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두 질의어 사이의 계로부터 검색의 

상 구조인 의도를 유추함으로써, 검색 주체의 의도에 

합한 질의어를 구성하도록 하 으며, 그 결과로 검색 

의 효율성을 단하는 과정을 보이고자 하 다. 두 질

의어의 의미  계를 확장하는 ‘종로 비빔밥’의 경우 

13,871 건의 인스턴스를 구성했고, 의도 선택 유형은 6

가지로 식별할 수 있었다. 한 어인 ‘Denny's 

Burger'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추정하여 실험하

다. 이 모델링의 의미는 두 개의 질의어로 의도를 식별

하기 해서는 많은 계 에서 의도 한 개를 식별한

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검색 주체의 의도를 유

추함으로써 기존 정보검색(IR) 엔진과 분리되어, 실용 

역에서는 자료 구조의 범주 변화에 동 으로 응할 

수 있는 기반이자 방향이 된다. 질의어를 형성

(Formulation)하는 과정에 있어 의도의 힌트를 추천할 

때에도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 모델링의 질 인 효과

로는 정보검색의 상호 작용 척도를 늘리는 의의가 있

다. 질의어 수 의 상호 작용 뿐만 아니라 검색 상이 

합한지를 단하는 기 과의 상호 작용 차원을 하나 

더 늘리는 효과가 있다. 정보 과부하 속에서 사람의 검

색 경로 이탈 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인하 다. 이 과정에서 식별자는 질의자의 의도 모형을 

선택하는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Jansen 등의 연구 결과에서 정보 의

도 통계 결과 범  내의 정보 요구  한 가지를 톱다

운(Top-Down) 방식으로 역추 하여 실험했다는 의미

가 있다 할 것이다.
[14～15] 

향후 연구로는 연 성 탐사규

칙 생성에 한 연구가 진행 이고, 남은 연구로는 의

도 구조를 한 계층 더 추가할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의 

자동 구성과 시간  효율성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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