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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질의에 존재하는 동사구 수 의 
사용자 의도 탐지 기법

(Identifying Verb Phrase-Level User Intent from Web Queries)

김 성 찬 †     김 경 민 †     맹 성 ††

                     (Seongchan Kim)     (Kyung-min Kim)    (Sung-Hyon Myaeng)

요 약 효과 인 웹 검색을 해 질의의 의도를 악하고자 하는 과거 연구들은 질의를 10개가 안 되

는 추상 인 범주나 지역 련 의도 등으로 분류하는 데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질의의 의도를 동

사구와 같이 구체  수 에서 악하는데 주안 을 두고 사용자가 방문한 URL의 스니펫을 분석하여 지도

학습방법으로 분류를 한다. 의도를 나타내는 범주는 략의 차  지식을 담고 있는 eHow 자원을 기반

으로 구축한 지식베이스를 사용하 다.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해 웹 로그를 사용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단순히 검색기법만을 사용한 비교기  보다 정확도에서 32.41%가 향상된 결과를 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질의나 사용자가 방문한 URL의 스니펫에 존재하는 동사를 추출하여 의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고, 질의나 스니펫에 존재하는 동사나 명사의 의미  유사성을 활용하는 것이 

사용자 의도를 탐지하는데 있어 핵심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키워드 : 웹 질의, 방문한 URL의 스니펫, 사용자 의도, 동사구 수 의 사용자 의도, 의도 지식 베이스, 

검색  지도학습방법, 사용자 의도 탐지 기법

Abstract Previous studies for identifying user intent from web queries have dealt with less than 

10 intent categories or local intent at an abstract level. In this study, we represent user intent in the 

form of ‘verb + object’ and identify the verb phrase level user intent based on the snippet of user 

visited URL. We propose a method for discovering such user intent by using a combination of search 

and supervise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And we employ a large-scare how-to knowledge so as 

to represent user intent. In our experiments, we demonstrate 32.41% of increase in precision by the 

proposed method compared to a plain search based method. We discover that using verbs and similar 

meanings of nouns in a query and snippets plays a key role in detecting user intent.

Key words : Web query, Snippet of user visited URL, User intent, Verb phrase-level user intent, 

Large-scale how-to knowledge, A combination of search and supervised machine 

learning, Technique of identifying user intent

1. 서 론

웹 질의에 나타나는 명시 이거나 암묵 인 사용자의 

의도나 목  혹은 사용자에 련된 정보를 악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요성이 매우 강

조되고 있다[1-7]. 특히 Rose[7]는 표 1과 같이 3개의 

상  범주와 8개의 하  범주를 통해 질의가 가지는 사

용자의 의도를 표 하려고 하 다. 그러나 이  연구들

의 한계는 질의의 의도가 매우 추상 으로 표 되어 실

제 검색환경에서 질의들에 나타나는 사용자의 다양한 

의도들을 충분히 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 

검색 로그에서 추출한 검색 를 살펴보자.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용자가 ‘credit card offers’라는 질의

를 입력하 고, ‘Credit Card 321 features ranking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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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ose의 질의의 사용자 의도 분류

상  범주 하  범주

Navigational go to specific web site

Informational

learn something

get an answer

find out service or product

Transactional

obtain a resource

download a resource

to be entertained

interact with resource

그림 1 사용자 검색 

the Top 50 Credit Card Offers daily, with complete 

side-by-side comparisons and links to official app-

lications.’ 라는 스니펫1)(snippet)을 갖는 URL 을 방문

하 을 때, 표 1에서 나타난 Rose의 검색 의도 체계[7]

에 따르면 이 질의를 입력한 사용자의 의도는 ‘find out 

service or product’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방문한 URL의 스니펫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용자는 

‘compare credit card offers’나 ‘decide between credit 

card offers’와 같은 좀 더 구체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가 방문한 URL의 스니펫을 

참고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보다 구체 으로 악한다면 

보다 효과 으로 사용자 의도 심의 검색 결과나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결과 으로 사용자 정보요구

(information need)에 한 충족을 극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의 의도를 동사구 수 으로 구체 으로 아는 

것은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추론할 때 유용

하다. 를 들어, 검색 엔진이나 지능형 에이 트가 

‘plan a trip’이라는 사용자의 의도를 알 때 ‘contact a 

travel agency’나 ‘book a hotel’과 같은 사용자 의도에 

련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8]. 본 논문에

서는 사용자 질의가 갖는 구체  의도를 동사(verb)와 

목 어(object)가 결합(verb + object)된 동사구( : install 

car amplifier)로 정의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법을 제안

한다. 제안한 방법은 Rose가 제안한 사용자의 의도보다 

훨씬 구체 인 수 의 의도를 악할 수 있으며 질의에 

1) 웹 검색결과 페이지의 내용을 간략히 보이는 것

동사와 목 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질의에 해서도 

암묵  의도를 찾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의 큰 특징

은 량의 eHow2)문서로부터 추출한 how-to 지식베이

스를 사용하여 동사구 형태의 사용자 의도를 표 한다

는 이다. eHow는 어떠한 목 을 성취하기 한 차

를 기술하여 놓은 지식 커뮤니티로 24개 주제에 해 

약 100만여(2009년 6월 기 ) 문서가 있는 용량의 자

원이다. eHow에서 추출한 how-to 지식베이스는 50만 

여건의 구체  사용자 의도를 <목 , 차  행동, 련 

요소>의 형태로 담고 있기 때문에 웹 질의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용자의 의도를 악하고 표 하는데 합한 

자원이다[9]. 자세한 설명은 3.1 에서 하기로 한다.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체 인 사용자 의도를 표

하기 합한 자원이 있더라도 웹 질의를 한 의도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은 여 히 어려운 문제이다. 일

반 으로 웹 질의는 그 길이가 2-3 단어로 짧고 애매하

여 사용자의 의도를 악하기가 쉽지 않다[10]. 이 문제

를 해결하기 해 Shen[10]등과 Broder[11]은 질의에 

한 검색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실제 검색 

상황에서는 질의에 한 일차 검색 결과  사용자가 

방문한 URL의 정보를 사용하게 되는데, 합성 피드백

의 경우처럼 질의 입력 후 사용자의 추가 인 행 를 

요구하지만 사용자에 검색의도를 명시 으로 표 하게 

하는 것에 비해 비교  쉬운 행 이다. 본 연구를 한 

실험에서는 검색 로그에서 질의에 뒤이어 방문한 URL

의 스니펫을 활용하여 질의가 갖는 사용자의 의도를 추

론한다.

사용자 질의의 구체  의도를 탐지하기 해, 검색기

법을 이용하여 용량의 의도 집합(how-to 지식베이스)

에서 주어진 질의와 방문한 URL의 스니펫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도 후보 목록을 생성하고, 지도학습방법을 이

용하여 생성된 의도 후보  정답 의도와 그 지 않은 

의도를 이진 분류하여, 그 분류 수를 이용하여 후보 

의도목록을 재 정렬한다. 이 연구의 차별 은 첫째, 웹 

질의에 숨겨진 사용자의 구체 인 의도를 표 하기 

해서 how-to 지식베이스로부터 용량의 동사구 수  

사용자 의도 집합을 생성한 것이다. 둘째, 이 집합을 이

용하여 구체 인 사용자 의도를 찾는데 합한 자질들

과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

장에서는 질의에 나타난 사용자의 의도를 악하려는 

기존 연구들에 하여 설명하고 이 연구들의 한계 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구체 인 사용자의 의도를 표 하

2) http://www.eh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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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ow-to 지식베이스에 한 설명과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방법론에 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한 실험, 실험결과

와 이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것들에 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에 하여 

설명한다.

2. 련연구

질의에 숨겨진 사용자의 의도나 주제, 지리정보, 상품

정보 등 질의에 련된 부가정보를 찾는 연구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  가장 핵심 이고 향

력이 큰 것들을 심으로 소개한다.

웹 질의의 숨겨진 추상 인 사용자 의도를 악하려

고한 표  연구로 Broder[1]는 웹 질의의 사용자 의

도를 Navigational, Informational, Transactional 질의

로 나 는 것을 제안하 고, 이 연구는 [7], [11]과 같은 

사용자 검색 목 에 련된 다양한 연구를 발시켰다. 

이  Rose[7]는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Broder의 분

류체계(taxonomy)를 더욱 세분화한 분류체계를 제안하

다. 한편, Kim[5]등은 용자의 질의 의도를 규칙기반과 

통계 기반의 방법을 목시킨 하이 리드 방법을 이용

하여 105개의 시맨틱 카테고리에 분류하 고, Park[6]등

은 질의의 사용자의 의도를 문서분류를 통한 개념

(class)으로 부터 얻어내려 하 다.

Strohmaier[12]은 검색 로그의 질의들에서 동사의 존

재 유무에 따라 명시  의도 질의(explicit intentaional 

query)와 암묵  의도 질의(implicit intentional query) 

의 범주로 나 고 삼어 (trigram)과 품사 자질을 이용

하여 두 범주로 질의를 분류하 다. , Strohmaie[8]은 

ConceptNet이라는 규모 개념망을 이용하여 검색로그

에 나타난 사용자의 의도를 악하고자 하 다. 이 연구

는 명시  의도 질의에 한에서만 동사구 수 의 사용자 

의도를 악하 고 암묵  의도 질의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웹 질의 집합에 해서는 제한 으로 용

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

는 암묵  의도 질의에 해서도 동사구 수 의 사용자 

의도를 악한 이 이 연구와 구별된다.

질의 의도 악과 련된 다른 연구로 질의의 주제를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정의하고 주제에 따라 질의를 분

류하려는 시도를 들 수 있다. 창기 질의의 주제 분류

는 질의 자체의 정보를 이용하 지만[13], 최근에는 질

의와 련된 확장된 정보를 얻기 하여 질의와 련된 

문서를 사용자 의도를 문서분류라는 방법을 통해 질의

로부터 얻어내었다. 웹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질의의 주

제 카테고리를 결정하 다[11]. 표 으로, Shen[10]등

은 웹 검색결과를 이용하여 80만 여개의 질의를 67개의

표 2 Chulef의 인간 의도 분류 체계

축약형 설명

Achieving salvation Achieving salvation

Arts Appreciating the arts

Aspirations Achieving my aspirations

Attracting sexually
Being able to attract, please, 

sexually excite a sexual partner

Avoiding failure Avoiding failure

Being able to 

fantasize
Being able to fantasize, imagine

... ...

주제카테고리로 할당하는 기법을 제안하 으며 KCC cup 

2005에서 44.4%의 정확도(precision)의 성능을 보인바 

있다. 한 Cao[14]등은 검색 세션의 문맥정보를 이용하

여 질의의 주제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최근 들어 질의의 주제 외에도 다양한 에서 사용

자 의도를 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ai[15]등은 ODP(Open Directory Project)에서 상품 

련된 부분의 분류체계를 부분 으로 추출하여 상품 

분류체계를 만들고, 검색 결과와 질의간의 유사도를 측

정하여 질의를 상품 분류체계의 카테고리에 할당하 다. 

Yi[3]등은 질의에서 사용자의 지역 련 의도를 악하기 

하여 도시 언어 모델(city language model)을 고안하

으며 질의를 도시별 카테고리로 분류하 다. 그들은 

지역 련 의도를 지역의 어떤 엔티티에 련된 것이라 

정의 으며, ‘one bedroom apartment new york city’, 

‘Madrid guided tour’과 같이 지역명이 직 으로 드러

나 있는 것을 명시  지역 의도 질의(explicit geo inten-

tion query)라 하고, ‘pizza delivery’, ‘dental care’, ‘Rocke-

feller center’ 같이 지역명이 직 으로 나타나지 않은 

질의에 해 암묵  지역 의도 질의(implicit geo intention 

query)라고 명명하 다.

인간의 의도  목 의 계층  체계에 하여 Chulef 

[16]등은 사회 심리학  이론에 기반한 상 벨의 의도

분류체계를 제안하 다. 표 2는 Chulef 등이 제안한 

135개의 상 벨의 의도  일부를 보여 다. 사회심리

학  연구로부터 얻어진 인간의 의도는 사람들의 의도

를 표 하는 좋은 자원이지만 그 개수가 고, 추상 인 

수 의 의도가 많기 때문에 웹 검색 질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질의의 의도를 모두 표 하기에 당한 자원은 

아니다.

3. 질의의 의도 탐지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용자 질의의 의도 탐지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어진 질의와 방문한 페이지의 스

니펫를 기반으로 사용자 의도 집합(how-to 지식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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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용자 의도 악 개

에 한 검색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의도 후보 목록을 

생성한다. 둘째,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된 후보 의도를 

지도학습 기반 분류 방법을 이용하여 정답 의도와 그

지 않은 의도로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한다. 

이처럼 2단계의 방법론을 쓰는 이유는 의도 집합에 포

함되어 있는 동사구 형태의 의도 범주의 수가 50만개이

므로 질의와 스니펫이 포함된 텍스트를 그 로 분류하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색 기법을 사용하

여 먼  후보를 생성한 후 소수의 후보 의도에 해 과

거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구축된 분류기로 합성 여부

를 추가로 단한다. 그림 2는 제안 방법으로 질의와 스

니펫으로부터 후보의도 생성  이로부터 정답의도를 

분류하는 방법을 보여 다.

3.1 의도 악을 한 자원

사용자의 구체  의도를 악하기 해 how-to 지식

베이스로부터 동사구 수 의 사용자 의도 목록을 추출

하 다. eHow 사이트는 다수의 문가와 비 문가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해 해결 차를 기술한 

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문서 집합은 자동차, 학, 부

동산, 건강, 결혼 등의 범 한 주제 범주에 하여 약 

100만 건의 문서를 포함하고 있으며(2009년 6월 기 )[9], 

‘how-to handle health insurance if you lose your 

job’, ‘how-to format a hard drive with windows XP’

과 같은 각 문서에는 사람들이 특정 의도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기술되어 있다. eHow의 한 문서는 사람

들이 성취하려는 어떠한 의도가 제목(title)으로 표 되

어 있고 그 목 (goal)을 달성하기 한 차(step)가 

기술되어 있으며, 각 차들은 구체 인 행동(action)들

을 포함하고 있다. 표 3은 ‘How to install a car

표 3 eHow 문서의 

제목 How to install an amplifier in your car

추출된

동사구
Install amplifier

치 

 지시사항

Step 1

Choose where to put your new amp. If you 

are still …

Step 2

Purchase the following wiring for the amp: 

a thick power cable …

Step 3

…

amplifier easily’에 한 eHow의 한 문서를 보여 다. 

용량의 사용자 의도 집합을 만들기 해 문서들의 제

목에서 Ryu[17]등은 eHow 문장에서 동사  목 어를 

추출하는 방법론을 제안하 으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eHow 제목에서 동사와 목 어를 추출하여 동사구로 구

성된 사용자 의도 집합을 구축하 다.

eHow로부터 얻은 사용자 의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eHow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성취하기 

한 목 과 의도가 담긴 필요한 지식에 한 용량 

문서 집합이기 때문에 정보를 찾는 질의에 어떤 의도가 

있다면 이 자원에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

로 기 하기 때문이다. 둘째, eHow문서는 제목이 동사

구로 되어있어 의도(동사 + 목 어)를 추출하는 것이 비

교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의도 집합을 구성하는 데 

있어 자동 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eHow 문서에는 사용자 목 과 의도와 련된 다양한 

정보들( , 차  필요한 도구)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 

질의  스니펫에 직 으로 의도가 표 되어 있지 않아

도 사용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2 후보 의도 생성

이 단계에서는 검색 기법을 사용하여 주어진 질의와 

스니펫에 한 후보 의도 목록을 생성한다. 검색을 해 

Lucene3)을 사용하 으며 eHow의 제목과 문서내용이 

색인되어 질의 단어와 스니펫의 동사  명사가 질의로 

주어지면 10개의 의도 후보가 검색된다. 스니펫의 동사

와 명사만을 사용하는 이유는 의도 범주를 기술할 때 

동사와 명사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4는 ‘credit card 

offers’라는 질의와 해당질의의 스니펫으로 검색된 후보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3.3 정답 의도 분류

질의와 스니펫에 의해 Lucene으로 검색된 10개의 후

보 의도들은 단순히 Lucene의 검색결과에 의한 것이므

로 모두가 다 사용자의 의도인 것은 아니다. 문제를 질

3) http://lucene.apach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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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용자 질의 방문 URL  생성된 후보의도의 

사용자 질의 credit card offers

방문한 URL http://www.creditcard321.com/

방문한

URL의 스니펫

Credit Card 321 features rankings of the 

Top 50 Credit Card Offers daily, with 

complete side-by-side comparisons and 

links to official applications

생성된

후보 의도

Compare credit card offers

Stop credit card offers

Get Credit Card Offers

Get low interest credit cards

Get 0 Interest Rate Credit Card

…

의와 스니펫에 한 후보 의도들에 해 사용자의 정확

한 의도인지 아닌지에 한 이진분류(binary classifica-

tion)문제로 바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지도학

습방법을 사용한다. 후보 의도를 상으로 사용자 의도

와 련 있는 정답의도와 그 지 않은 의도로 구분 하

여 태그된 코퍼스를 만들고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

로 사용하 다. 학습 단계에서는 질의와 스니펫이 주어 

졌을 때 어떤 의도들이 정답 의도인지를 학습하게 되고 

평가 단계에서는 질의와 스니펫과 후보의도가 주어 졌

을 때 후보의도가 정답인지 아닌지 별하게 된다. 를 

들어, 사용자가 방문한 URL의 스니펫을 참고하면 표 4

의 의도 후보  ‘compare credit card offers’는 질의

를 입력한 사용자의 정답 의도이지만, 다른 4개의 후보

의도들은 그 지 않다.

3.3.1 사용한 자질

분류기에는 2가지의 검색기법 기반 련 자질들과 5

가지의 언어  자질들을 사용하 다. 5가지의 언어  자

질들 에서 하나는 질의와 후보 의도 안의 동사와 일

치하는지를 비교한 것이고, 나머지 4가지의 자질은 워드

넷(WordNet)을 이용하여 워드넷 계층구조 안에서 두 

단어 간의 거리(WordNet Distance, WD)를 계산하여 

의미  유사도를 측정이다.

워드넷(WordNet)[18]은 어의 의미  어휘 목록으

로 유사한 어 단어를 ‘synset’이라는 유의어 집단으로 

군집화하여 간략하고 일반 인 의미  정의를 제공하고, 

이러한 synset 사이의 다양한 의미 계를 기록하고 있

다. 워드넷의 목 은 시소러스(유의어･반의어 사 )과 

사 (단어집)의 혼합된 구조를 만들어, 보다 직 으로 

사용하고 자동화된 본문 분석과 인공 지능 응용을 뒷받

침하려는 것이다. 워드넷의 명사형 synset에 해서는 

상 어(hypernym)  하 어(hyponym) 계로 구성되

어있으며, 상 어, 하 어당의 거리(distance)를 정의하

여 의미상의 거리를 계산하 다. 즉, 두 synset의 거리

가 가까울수록 이들 간의 의미상 련도가 높다고 단

한다. 워드넷에서 유사도나 의미상 거리(semantic dis-

tance)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몇 가지 연구  

Leacock와 Chodorow[19]는 두 synset의 단어들 간의 

가장 가까운 경로(path)의 길이를 활용하여 아래의 공식

을 도출하고 두 단어간의 의미상 유사도(semantic simi-

larity)를 측정하 다.

    log
 

Leacok와 Chodorow의 방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

서는 단어의 센스(sense)와 두 단어 간의 거리를 이용

하여 유사도를 계산하 다. 단어1과 단어2의 센스를 먼

 구한 후 공통 부모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후 두 단어

가 상 어 계에 있다면 두 단어 간의 의미상 유사도

를 산출하 다. 표 5는 의도 분류를 한 자질들의 간략

한 설명을 보여 다. 각 자질들에 해서 하나씩 살펴보

도록 한다.

g : 사용자 의도 (Goal)

Q : 사용자 질의 (Query)

S : 방문한 URL의 스니펫 (Snippet)

SCORE(g, Q) : 이 자질은 질의에 한 후보 의도

의 Lucene에 의한 검색 수를 의미한다. Lucene은 

Vector Space Model(VSM) 과 Boolean 모델의 조합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 질의와 문서간의 련도를 측

정한다. 이 스코어가 높을수록 질의와 후보 의도간의 

련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RANK(g, Q) : 이 자질은 질의에 한 후보 의도의 

Lucene에 의한 검색 순 를 의미한다. 

MATCH(v_g, v_Q) : 이 자질은 이진 값을 갖는 

자질로서 질의의 동사와 후보 의도의 동사가 서로 일치

하는 지를 측정한다. 이 자질을 사용하는 동기는 질의에 

출 한 동사가 사용자 의도를 나타내는데 있어 요한

표 5 사용한 자질들

자질명 설명

SCORE(g,Q)
질의에 한 후보 의도의 Lucene 검색 

수

RANK(g,Q)
질의에 한 후보 의도의 Lucene 검색 

순

MATCH(v_g, v_Q)
질의에 포함된 동사를 후보 의도가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WD(v_g, v_Q)
질의에 포함된 동사와 후보 의도에 

포함된 동사 간의 의미상 거리

WD(o_g, n_Q)
질의에 포함된 명사와 후보 의도에 

포함된 목 어 간의 의미상 거리

WD(v_g, v_S)
스니펫에 포함된 동사와 후보의도에 

포함된 동사간의 의미상 거리

WD(o_g, n_S)
스니펫에 포함된 명사와 후보의도에 

포함된 목 어간의 의미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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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라는 것이다. 다음의 와 같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질의(order checks online)가 있다면 이 질의는 동

사와 목 어와 함께 사용자의 의도를 직 으로 표

한다.

WD(v_g, v_Q) : 이 자질은 후보 의도의 동사와 질

의 동사간의 워드넷을 이용한 의미상 유사도이다.

WD(o_G, n_Q) : 이 자질은 후보 의도의 목 어와 

질의의 명사간의 의미상 유사도를 워드넷을 이용하여 

구한 값을 말한다. 이 자질을 뒷받침하는 가정은 질의에 

있는 명사와 후보 의도에 있는 목 어 간에 련이 높

다는 것이다.

WD(v_G, v_S) : 이 자질은 후보 의도의 동사와 스

니펫에 있는 동사간의 의미상 유사도를 워드넷을 이용

하여 측정한 것이다. 스니펫은 사용자가 질의를 입력하

고 방문한 페이지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질의의 동사

와 더불어 스니펫의 동사들도 사용자의 의도를 반 하

고 있는 동사이므로 요한 단서라고 가정한다. 

WD(o_G, n_S) : 이 자질은 후보 의도의 목 어와 

스니펫에 있는 명사간의 의미상 유사도를 워드넷을 이

용하여 측정한 것이다. 후보 의도의 목 어와 스니펫의 

명사들은 서로 련이 높은 요한 단서라고 가정한다.

3.4 후보의도들의 재 정렬(re-ranking)

이 과정에서는 지도학습방법을 사용하여 3.2 에서 언

한 후보 의도들을 분류기의 단에 따라 재 정렬 한

다. 분류기는 한 인스턴스를 한 클래스로 할당할 때 해

당 클래스에 속하는 확률 값을 계산하여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갖는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할당한다. 이 확률 값을 

이용하여 클래스 분류뿐만 아니라 인스턴스가 해당 클래

스에 속할 순  결정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하여 분류

기로부터 주어진 질의 q, 스니펫 s에 한 후보 의도 gi

가 합한 클래스에 속할 확률 값 P(R=1)과 련 없는 

클래스에 속할 확률 값 P(R=0)을 각각 구하고 그 공산 

값 O(R=1/R=0)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 다.

이와 유사한 결과물을 얻기 해 Leraning to rank 

기법을 구 한 Ranking SVM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

다. 이는 인스턴스들의 순  정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정답 문서(gold standard)을 만들 때 각 

인스턴스들에게 합성 여부뿐만 아니라 순  정보까지 

할당해야 하므로 주석 비용이 더 커지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스턴스의 련성만 고려한 실험을 진

행하 다.

4. 실 험

4.1 데이터

실험을 해 검색로그와 eHow의 how-to 지식베이스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검색질의로그(Query 

Log)는 2006년도 5월 한 달 동안 수집한 MS의 Live 

Search 로그를 사용하 다. 이 로그에는 질의, 방문한 

URL, 타임스탬 , 랭킹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험

을 하여 체 로그에서 1200개의 질의를 무작 로 선

택하 다. 한 방문한 URL의 내용을 알기 하여 구  

검색결과에서 제공하는 해당 URL의 스니펫을 수집 하

고 이 스니펫을 URL의 내용이라고 가정하 다.

How-to 지식베이스는 eHow사이트로부터 2009년 8

월을 기 으로 수집한 1,012,773 개의 문서 집합을 기

으로 구축되었다. 각 문서의 제목에서 동사와 목 어를 

추출하 는데[17], 복을 제외하고 509,656개의 서로 

다른 동사구를 획득하 다. 각 동사구는 ‘save money’, 

‘install amplifier’와 같이 구체 인 사용자 의도를 나타

낸다. 이 동사구의 집합과 각 동사구의 eHow 원문 말

뭉치를 how-to 지식베이스로 정의한 후 후보 사용자 

의도 목록 검색을 한 자원으로 사용한다.

4.2 정답 문서(Gold Standard)

우리는 학습(training)과 평가(testing)의 목 으로 정

답 문서를 구축하 다. 이를 하여 그림 3에서 보이는 

주석(annotation) 시스템을 구축하 고, 3명의 언어학 

공 학원생과 1명의 IT 련 공 학원생 등 4명의 

주석자(annotator)를 고용하 다.

그림 3의 시스템을 통하여 주석자들은 질의  방문

한 URL 스니펫으로 구성된 한 과 이에 해 주어진 

후보 의도 각각을 비교하여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의도

들을 선택한다. 두 명의 주석자가 하나의 질의에 하여 

주석을 하고 두 명이 모두 동의한 의도에 해서만 정

답집합에 포함하 다. 표 6은 주석 데이터의 통계를 보

여주고 있다. 총 1200개의 질의  주석자들에 의해 하

나 이상의 의도가 주석된 질의의 개수는 879개(73.2%)

고 나머지 321개(26.8%)는 의도가 하나도 주석되지 

않은 질의의 개수이었다. , 두 명의 주석자들이 동의

그림 3 주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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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석 통계

총 질의의 개수 1200

주석자들에 의해 하나 이상의 의도가 주석된 

질의의 개수
879 (73.2%)

주석자들에 의해 의도가 하나도 주석되지 않은 

질의의 개수
321 (26.8%)

두 명의 주석자들이 동의한 하나 이상의 의도가 

주석된 질의의 개수 (정답 문서)
574 (47.8%)

두 명의 주석자들에 의해 의도가 하나도 동의 

되지 않은 질의의 개수
626 (52.2%)

정답 문서의 질의 1개당 평균 의도의 개수 3.84

한 하나 이상의 의도가 주석된 질의의 개수는 574개

(47.8%) 고 우리는 이 질의집합과 주석자가 동의한 의

도 집합을 정답 문서로 사용하 다. 정답 문서의 질의들

은 개 당 평균 3.84개의 의도가 있었다.

주석자들에 의해 의도가 하나도 주석되지 않은 질의

에 해서는 검색 단계에서 한 후보의도가 생성되

지 않았거나, how-to 지식베이스에 한 의도가 없었

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주로 Navigational 질의가 

이 집합에 해당했다. 주석자들에 의해 의도가 하나 이상 

주석된 질의(879개)  두 명의 주석자들이 동의한 의

도가 하나도 없는 질의(305개=879개-574개)의 비율은 

34.7%로 이들 질의에 해서는 주석자의 주 이 강하게 

작용함을 추측할 수 있다.

4.3 평가

우리는 질의에서 사용자 의도를 찾는 문제를 정렬 문

제로 변환하고 평가를 실시하 다. 평가 시스템은 질의 

당 5개의 의도를 출력하고 정답 문서를 참고하여 각 의

도들의 합성을 평가한다. 평가의 척도로는 Precision 

@1(P1: 첫 번째에 랭크 된 사용자 의도가 정답인지 

단), Mean Reciprocal Rank(MRR: 첫 번째로 합한 

의도가 갖는 랭크 값 역의 평균), Recall@5(얼마나 많

은 의도가 재 되었는지에 한 비율), Success rate@5 

(SR@5: 상  5개의 의도  합한 의도가 하나라도 

있는지에 한 참/거짓 이진 평가)등 4가지를 사용하

다. MRR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학습 알고리즘의 의존성을 배제하기 해 libSVM(2.91)

과 Maxent(Maximum Entropy, 2.6.1)의 두 가지 분류

기(classifier)를 사용하 다. 2-겹 교차 검증법을 사용

하여 데이터 의존  오류를 피하 다.

4.4 실험결과

4.4.1 의도 탐지 결과

제안한 두 단계 방법이 효과 임을 보이기 하여 비

교기 과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 다. 비교기 은

표 7 의도 탐지 결과

P@1 MRR Recall@5 SR@5

비교

기
0.5307 0.665 0.6086 0.6865

ME
0.6466

(21.84%)

0.691

(3.91%)

0.7394

(21.49%)

0.8132

(18.46%)

SVM
0.7027

(32.41%)

0.711

(6.92%)

0.7516

(23.50%)

0.8498

(23.79%)

두 단계 방법  첫 단계의 결과로 설정하 다. 즉, 주어

진 질의에 해 how-to 지식 베이스에서 검색 기법을 

통해 찾은 상  10개의 후보 의도 목록을 사용자 의도라

고 보는 것이 비교기 이고, 제안한 방법은 SVM 혹은 

ME를 통해 비교기 의 결과를 재 정렬하는 것이다.

의 표 7은 비교기 과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비교 

평가한 결과이며 SVM을 사용했을 때 일 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SR@5의 경우, 

제안한 방법의 상  5개의 의도 내에서 83.8%의 높은 

확률로 하나 이상의 정답 의도가 나타났음을 보여 다. 

상  1개 의도의 정답 여부(P@1)나 상  5개 내에서의 

정답 의도 재 율(Recall@5) 등의 척도는 상 으로 

낮은 성능 보이고 있지만, SVM과 ME를 사용한 경우 

모두 비교기 에 비해서 격한 성능향상을 보 다. 이 

결과로 제안한 두 단계 방법과 기계학습법에 사용된 자

질들이 구체 인 사용자의 의도를 찾는데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4.4.2 자질 분석

이 에서는 제안한 자질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

지 개별 으로 분석한다. 표 8은 각 자질의 정보이득

(Information Gain)값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 이득은 정

보이론에서 사용하는 체 데이터로부터 향력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척도  하나로 각 자질들이 얼마나 

분류에 향을 주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20]. 성능

향상을 가장 많이 나타낸 자질은 RANK(G, q)이었고, 

그 다음으로 후보 의도가 가진 동사와 스니펫의 동사와

의 워드넷 의미상의 거리인 WD(v_g, v_S) 자질이 효

과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질의는 상 으로 짧지만, 

스니펫은 길고 사용자의 의도에 한 많은 정보를 포함

표 8 자질의 정보이득

자질명 정보이득(IG)

RANK(G, q) 0.0711

WD(v_g, v_S) 0.0233

WD(v_g, v_Q) 0.0199

SCORE(q, G) 0.0191

WD(o_g, n_Q) 0.0178

WD(o_g, n_S) 0.0136

MATCH(v_g, v_Q) 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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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여러 자질에 따른 성능 측정

조합 자질의 결합 P@1(증감비) MRR Recall@5 SR@5

1 Rank(q, G)(Baseline) 0.5307 0.665 0.6086 0.6865

2 1+SCORE(q, G) 0.5585(5.23%) 0.697 0.6241 0.7191

3 2+MTC(v_g, v_Q) 0.5675(1.61%) 0.698 0.652 0.7211

4 3+WD(v_g, v_Q) 0.6014(5.97%) 0.701 0.6814 0.7762

5 4+WD(o_g, n_Q) 0.6341(5.44%) 0.707 0.7297 0.8194

6 5+WD(v_g, v_S) 0.6784(6.99%) 0.709 0.7478 0.8377

7 6+WD(o_g, n_S) 0.7027(3.58%) 0.711 0.7516 0.8498

하고 있다. 특히 질의에 나타나지 않은 동사를 스니펫이 

포함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자질이 사용자의 의도

를 악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MATCH(v_g, v_Q)의 효율이 낮은 반면, WD(v_g, v_Q)

의 효율이 상 으로 높은 이유는 WD(v_g, v_Q) 자

질은 질의의 동사와 후보의도들의 동사가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의미상 거리가 가까운 동사가 포함된 후보 의

도들도 찾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질의의 동사와 

의도의 동사 간의 MATCH(v_g, v_Q) 자질은 가장 효

과 이지 못한데, 부분의 질의에 동사가 포함되어 있

지 않아서 의도의 동사와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이다. 한편, SCORE(q, G) 자질이 RANK(G, q) 자질

보다 더 은 향력을 가진다. 그 이유는 Lucene은 많

은 수의 단어일치(term matching) 경우에 은 수의 

단어가 일치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수를 할당한다. 즉 

한 후보 의도에 해 짧은 질의와 짧은 스니펫이 긴 질

의와 긴 스니펫 보다 은 검색 수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SCORE(q, G)자질은 그 자체로는 편향

일 험이 있지만, RANK(G, q)자질과 함께 사용되어 

보완 인 역할을 한다.

표 9는 SVM에 자질 하나씩을 추가하면서 성능이 어

떻게 변하는지를 보여 다. 가장 높은 성능 향상을 보인 

자질은 WD(v_g, v_S)로서 질의의 명사와 후보 의도가 

가지고 있는 목 어 간의 워드넷 의미상 거리를 측정한 

것이다. 가장 낮은 성능향상을 보인 자질은 MATCH(v_g, 

v_Q)로서 의도의 동사와 질의의 동사가 일치하는지를 

보는 자질이었다.

4.5 오류 분석

4.5.1 사용자 의도 탐지가 어려운 질의의 

사용자의 구체 인 의도를 탐지가 어려운 질의는 

부분 ‘yuba city’같이 이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how-to 지식베이스에 질의에 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확한 의도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 에러 메시지와 같은 긴 질의의 경우와 무 많은 

동사와 명사들 혼합된 경우도 의도를 찾기 어려웠다.  

질의와 상 없는 내용의 URL을 방문한 경우4)도 의도

를 찾기 어려운 경우이다. 결론 으로, 사용자 의도 탐

지가 어려운 질의의 주된 요인은 질의나 스니펫에 사용

자의 의도를 추론할 동사나 명사의 부재 다.

4.5.2 사용자 의도 탐지가 쉬운 질의의 

‘order checks online’, ‘mother’s gift’와 같이 동사를 

포함하거나 이고 질의 의도가 비교  명확한 질

의 등은 사용자의 의도를 탐지하기 쉬운 경우이다. 질의

가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Strohmaier의 분류에 

따르면, 이러한 타입의 질의들은 명시  의도 질의 

(explicit intentional query)에 속한다[12]. 동사는 사용

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명백하고 핵심 인 역할을 하

고 동사와 목 어의 형태로 표 되어있는 사용자의 의

도를 찾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 인 질의의 

경우에 how-to 지식베이스에도 질의와 련된 내용을 

많이 언 하고 있으므로 의도를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4.5.3 기 정의된 의도를 갖는 사용자의 질의 

책 제목, 노래 제목, 노래 가사 등의 경우는 (e.g. ‘read 

the book’, ‘listen to music’, ‘download mp3’)의 기 정

의된 (pre-define) 의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제목의 내용이나 가사의 내용으로 의도를 찾는 

것이 당하지 않다. 를 들어, ‘for whom the bell 

tolls’5)를 질의로 입력한 경우 사용자의 의도는 종을 울

리는 것(tolls bell)이 아니며, 이 책에 한 내용 혹은 

작가에 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탐지하기 해서는 질의의 유

형에 따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

으로 개체명, 지역명 인식기 등을 사용하여 질의별로 유

형화된 사용자 의도들을 정의하여 사용한다면 사용자 

의도 발견에 성능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향후 연구 과제

이 논문에서는 모든 종류의 웹 질의로부터 동사구 수

의 사용자 의도(verb phrase-level user intent)를 찾

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을 제안하 다. 구체 인 

사용자 의도를 찾기 하여 용량의 how-to 지식베이

4) 이러한 상이 검색로그에서 간혹 찰된다. 검색도  새로운 정보요구가 

생겨 질의와 다른 URL을 방문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5) ｢ 구를 하여 종은 울리나｣, 어니스트 헤 웨이의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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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사용자 의도 자원으로 사용하 다. 검색기법을 사

용하여 후보 의도를 찾아내고, 다양한 자질들을 용한 

지도학습방법을 사용하여 후보 의도들 재 정렬한 후 

합한 의도를 찾아내는 보다 향상된 방법을 제시하 다. 

실험 결과, 정확도에서 비교기  비 최  32.41%의 

성능개선을 찰하 다.

향후 연구 과제로 사용자의 의도를 표 의 용 범

와 인식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해 사용하는 자원을 다

양화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해 eHow와 비슷한 

자원인 키하우(wikihow.com)를 사용하는 것이 고려 

될 수 있다. 한 지도학습방법의 성능향상을 하여 컨

셉넷의 ‘MotivatedByGoal’, ‘UsedFor’, ‘CapableOf’과 

같은 엔트리를 이용한 자질추가를 고려하고 있다. 컨셉

넷 안에 ‘A motivatedbyGoal B’라는 엔트리가 존재하는

데 사용자가 B의 질의를 가졌다면 A의 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추론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질의 확장, 질의 

추천, 사용자의 목 에 맞는 문서 검색, 문맥 고 등에 

동사구 수 의 의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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