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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의미커 을 용한 주 식 채  시스템은 여러 답안과 말뭉치에서 추출한 색인어들과의 상

계를 벡터방식으로 표 하여 자연어 처리에 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시스템

의 답안  색인어의 표  한계로 인한 유사도 계산오차 가능성에 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소러스

를 이용한 임의 추출 방식의 답안 확장을 용하 다. 서술형 주 식 평가에서는 문장의 문맥보다는 

사용된 어휘에 채 가 치가 높다는 을 착안, 출제자와 수험자 모두의 답안을 동의어, 유의어 그룹

으로 확장하여 채  성능을 향상시키려 하 다. 우선 두 답안을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 색인어를 추

출한 후 워드넷을 이용하여 동의어, 유의어 그룹으로 확장한다. 이들을 말뭉치 색인을 이용하여 단어

들 간 상 계를 측정하기 한 벡터로 구성하고 의미 커 을 용하여 정답 유사도를 계산하 다. 

출제자의 채 결과와 각 모델의 채  수의 상 계수 계산 결과 ELSA 모델이 가장 높은 유사도를 

나타내었다..

1. 서  론

인터넷이 화 되면서 웹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방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온라

인을 이용한 평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평가

방식에는 크게 객 식과 주 식으로 나  수 있는데 

객 식 평가는 채 의 객 성과 신뢰성이 높지만 평

가의 질이 떨어진다. 반면 주 식 평가는 문제에 

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 할 수 있어 교육  가

치가 높은 평가 방법이다. 하지만 입력받은 답안의 

자연어 처리  분석에 한 어려움이 있어 재 웹

기반의 교육방식에서는 단답형 평가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서술형 답안에 한 동  분석 

 평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서 벡터 유사도를 

이용한 의미커  기반의 주 식 채  시스템이 제안

되었다[2].

기존 의미커  기반의 주 식 채  시스템에서는 

주 식 자동 채 을 하여 문제공간을 벡터 공간으

로 매핑하고, 말뭉치에서 색인어를 추출하여 구성한 

의미 커 을 이용하여 학습자 답안과 모범 답안 간

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정보 검색 방법론을 사용하

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하나의 의미가 여러 단어로 

표 되는 단어 표 의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

산 오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 답

안에 출  가능한 모든 동의어, 유의어를 출제자가 

모범답안으로 구성해야 정확한 평가가 수행되는 어

려움으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  에서 언 된 주 식 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시소러스를 이용하

여 모범답안과 수험자의 답안을 동의어, 유의어 그

룹으로 문장을 확장하여 유사도를 계산하 다. 부

분의 주 식 채 에서는 문장의 문맥보다는 사용된 

어휘의 의미에 가 치를 두어 채 한다는 것을 착안

한 것이다. 

우선 말뭉치를 형태소 분석기[4]를 이용하여 각각

의 색인어를 추출하여 이것을 이후 구축될 벡터의 

기  벡터로 정의한다. 출제자의 모범답안과 수험자

의 답안은 모두 이 벡터와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답안을 어휘 간의 계를 표 하는 시소

러스-본 논문에서는 한  워드넷 2.0을 사용-를 이

용하여 답안을 확장한다. 확장된 답안을 형태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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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를 이용, 색인어를 추출한 후 이를 벡터로 구성

하고 작성된 답안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수험자의 답안에 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워드넷

을 이용한 주 식 채  시스템을 제안하 다.

2장에서는 기존의 주 식 채  시스템과 그 성능 

 문제 에 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기존 시스템

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안된 임의추출방식[5]을 

용한 답안 확장 모델을 설명하고 이를 용시킨 시

스템의 구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

된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를 기존 시스템의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5장에서는 결론을 밝힌다.

2. 의미 커 에 기반한 주 식 문제 채  시스템

 [그림 1]은 의미 커 을 용한 주 식 문제 채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여 다.

정답 2 (d)정답 1 (d) 정답 n (d)

형태소
분석기

의미
커널

점수
반환

벡터구성 유사도 계산

수험자
답안(q)

     

[그림 1] 의미커 을 이용한 주 식 문제 채  시

스템

 기존 시스템은 벡터 공간 모델(VSM)[6], 일반화된 

벡터 공간 모델(GVSM)[7], 은닉 의미 분석(LSA)[8] 

모델을 사용하여 의미 커 을 구축, 유사도 계산에 

용하 다. 벡터 구성을 하여 말뭉치(corpus)에서 

40,376의 색인어를  추출해 기  벡터로 정의하 다. 

그런 후 출제자의 모범답안 문서들(dn)과 수험자 답

안(q)을 형태소 분석기(HAM)[4]를 이용하여 각 문장

에서 색인어를 추출한다. 추출된 색인어들은 기  벡

터를 참조하여 그와 같은 형태의 벡터로 구성된 후 

의미커 을 용하여 벡터들 간의 유사도 계산한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각 모델별 유사도를 Threshold

를 이용하여 정답, 오답을 단하 으며 그 결과 가

치를 용한 LSA 방식이 출제자가 채 한 결과와

의 오차율이 22.23%로 나타나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 다.[2]

3. 의미커 과 워드넷을 이용한 답안 확장 모델

3.1 워드넷(WordNet)

 온톨로지의 일종으로 간주되는 워드넷은 인간의 어

휘지식에 한 심리언어학 연구의 성과를 토 로 

1985년 린스톤 학 인지과학 연구실이 구축해온 

언어 어휘 데이터베이스이다. 워드넷의 주된 특징은 

단어형이 아닌 단어의 의미를 구성 요소로 하 다는 

이다. 워드넷은 어휘의 장 형태가 어휘 의미를 

이용한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어휘의 형

태를 활용한 일반 인 어휘 사 에 비해 검색효율이 

좋다고 할 수 있다[3][10].

 워드넷의 원리는 개념 행렬을 기 로 정의 되었다[10]. 

개념 행렬 모델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은 워드넷

의 어휘 의미 계를 나타내는 기본원리이다[11].

           Word

Meanings
F1 F2 F3 F4 … Fn

M1 E1,1 E1,2

M2 E2,2

M3 E3,3

: …

Mn Em,n

             [표 1] 어휘의 개념 행렬

 [표 1]에서 Fn은 어휘의 형태를 나타내고 Mn은 의

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E1,1은 F1의 어휘 형태를 

갖고서 M1의 의미를 나타낸다. F1과 F2는 M1의 의

미에 있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F1과 

F2는 동의(Synonym) 계를 나타낸다. F2는 하나

의 어휘 형태를 가지면서 어휘의 의미는 M1과 M2

를 가지므로 다의(Polysemy)어가 된다. {F1, F2}는 

M1의 의미에 있어서 동의어 집합(Set of synonyms 

synset)이 된다.

3.2 워드넷을 이용한 답안 확장 모델

 본 논문에서는 한  워드넷 2.0을 이용하여 모범답안

과 학습자의 답안을 확장하 다. [그림 2]는 워드넷을 

이용한 답안 확장 모델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답안문서
형태소
분석

워드넷
검색

검색결과
출력

확장답안
출력

  

      [그림 2] 워드넷을 이용한 답안 확장 모듈

시스템은 답안을 확장하기 하여 입력된 답안을 형

태소 분석 로그램을 가지고 명사 용어를 추출 한

다. 이 추출 된 명사 용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장된 ‘한  워드넷 2.0’[12]을 검색하여 각 

명사 용어에 한 동의어 집합(Synset)을 추출한다. 

동의어 집합을 추출하는 과정은 먼  추출된 명사 

용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후 해당 어휘의 계

층 벨을 추출한다. 그런 후 추출된 계층상에 해당

하는 단어와 하 (hyponym) 계를 맺고 있는 명사 

용언을 모두 추출한다. 이 게 하여 동일 의미 는 

유사 의미의 명사 어휘를 검색하게 된다. 이 때 추

출된 명사용언와 련된 동의어 집합이 존재하지 않

을 경우에는 시스템이 종료하게 된다. 하지만 련

된 동의어 집합이 존재할 경우에는 시스템은 답안 

문장의 어휘가 추출된 치에 동의어 집합을 출력, 

문장을 조합함으로써 답안을 확장하게 된다.

 [표 2]는 한  워드넷 2.0을 이용하여 명사 어휘를 

확장하여 나타낸 이다.

명사 어휘 확장 어휘

문제 불운, 불행, 고민거리, 낭패, 곤경, 스캔들...

고난 고생, 재난, 곤경, 불행

요리 굽기, 튀기기, 끓이기

경영 지휘, 관리, 사법, 조직, 조직화, 정치

[표 2] 명사 어휘 확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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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의미커 과 워드넷을 이용한 주 식 채  시

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선된 주 식 채  시

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주된 계산 오차 원인인 단어 

표 의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워드넷

을 이용하여 답안 문서의 확장을 시도하 다. [그림 

3]은 제안된 시스템의 체 구조이다.
정답 2 (d)정답 1 (d) 정답 n (d)

답안 문서
확장 모듈

의미
커널

점수
반환

벡터구성
유사도 계산

수험자
답안(q)

q1 q2 qn

d11 d12 d1n

d21 d22 d2n

dn1 dn2 dnm

  [그림 3] 의미커 과 워드넷을 이용한 주 식 채

 시스템

우선 모범답안과 학습자답안을 답안 문서 확장 모

듈을 통해 동의어, 유의어로 이루어진 확장 답안 문

서를 생성한다. 답안 문서 확장 모듈을 거쳐 수험자

의 답안 q는 qn으로, 모범답안 문서 dn은 dnm으로 확

장된다. 확장 답안이 구성된 후 의미 커 을 이용한 

유사도 계산을 해 각 답안들을 벡터로 구성한다. 

답안을 벡터로 구성하기 해서는 말뭉치(corpus)에

서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색인어를 추출된 기

벡터를 사용한다.

4. 실험  성능 평가

4.1 실험 환경  실험 데이터

 기존 시스템과의 정확한 성능 비교를 하여 실험 

환경  데이터는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

험 하 다. ‘고사성어’ 련 주 식 문제 30문항을 

가지고 100명의 학생으로부터 수험자 답안을 수

집, 총 3,000문항의 주 식 문제를 실험에 사용했다. 

한 유사도 계산을 해 38,727개의 신문기사로 말

뭉치(corpus)를 만들고 이를 형태소 분석 로그램

으로 색인어를 추출하여 10번 이상 출 한 40,376개

의 어휘를 사용하여 벡터 구성을 한 기 벡터로 

구성하 다.

 의미커 은 기존 시스템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가 치를 용한 LSA(Latent Semantic 

Analysis) 모델을 이용하여 구축하고 이를 통한 정

답 유사도 계산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성능 비교를 

하 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각 모델별 각각의 Threshold 

값을 기 으로 정답, 오답을 별 하 으나 본 논문

에서는 유사도 최 값을 부분 수로 용하여 총

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출제자가 채 한 수와 비

교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평가하 다.

 [그림 4]는 한개 문항에 한 채  시스템으로 30

개의 문항에서 한 문제를 랜덤으로 출제하여 수험자

가 답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험자가 해

당 문제에 한 답을 입력하면 LSA와 ELSA로 채

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여 다.

[그림 4] LSA와 ELSA로 구 된 시스템

4.2 성능 평가

 성능평가는 수험자 답안지별(100항목), 문항별(3000

항목)의 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여 각 모델 간 

채  데이터의 성능을 비교하 다.

 [표 3]에서 LSA1은 가 치를 용한 LSA 모델에

서 Threshold를 사용하여 정답, 오답을 별한 모델

이고 LSA2는 기존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유사도 

값을 부분 수 형식으로 채 한 것이다. ELSA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확장된 LSA 모델이고 마지막은 출

제자가 채 한 데이터이다.

 [표 3]은 수험자 100명의 답안지 채 결과들의 평

균과 표 편차를 측정한 데이터이다.

LSA1 LSA2 ELSA Human

평균 16.93 19.28 21.02 19.03

표준편차 5.86 4.74 6.65 4.76

[표 3] 수험자 답안지별 각 모델의 채  데이터

[표 4]는 100명의 수험자, 1명당 30문제씩 총 3000문

항에 한 답안지 채 결과들의 평균과 표 편차를 

측정한 데이터이다.

LSA1 LSA2 ELSA Human

평균 0.56 0.64 0.63 0.70

표준편차 0.49 0.37 0.38 0.45

[표 4] 문항별 각 모델의 채  데이터

  결과에서는 LSA2와 ELSA 모델이 출제자가 측

정한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평가에

서는 보다 정 한 유사도 측정을 하여 출제자가 

채 한 데이터와 각 모델들 간의 상 계수

(Corr(X,Y))를 [13]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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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었다.

    

여기서 X 는 각 모델의 채  데이터를, Y 는 출제

자의 채  데이터를 의미하고 X는 X 값의 평균을 

의미한다.

LSA1 LSA2 ELSA

수험자별 0.88 0.91 0.92

문항별 0.57 0.62 0.62

[표 5] 출제자의 채  데이터와 각 모델의 상 계수

 상 계수는 -1 < Corr(X,Y) < 1 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데이터간 유사도

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실험결과 계산된 유사도를 

부분 수로 용하여 채 한 LSA2와 ELSA가 

LSA1보다 높은 상 계를 보 으며 그  ELSA

가 출제자의 채  데이터와 가장 높은 상 계수를 

나타내었다. ELSA에서 상 계수 수치상 약0.08정도

의 채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형태소 

분석시의 오류, 색인어 부족으로 인한 오류, 방법론

의 한계로 인한 오류 등 크게 세가지로 나타 낼 수 

있었다. [표 6]은 각 오류 원인별 발생 비율을 나타

낸 것이다.

발생 비율(%)

형태소분석 오류 12%

색인어 부족 20%

방법론의 한계 68%

[표 6] 원인별 오류 발생 비율

[표 6]에서 방법론의 한계로 인한 오류가 높게 나온 

이유를 분석해 보면 반 인 문장의 뜻은 사람이 

보기에 일치 하지만 사용 어휘가  다르게 사용

된 경우와 같이 문장 체의 의미를 분석하지 못하

는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채  오류의 가장 큰 부분

을 차지하 다.

5.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주 식 문제 채  시

스템에서의 동의어, 유의어 등 단어 표 의 다양성

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  오류 가능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 하 다. 이를 이용하여 출제자는 수험

자가 입력 가능한 유의단어에 한 채  처리를 자

동으로 하여 주 식 자동 채 의 성능향상을 가능하

게 되었다. 한 각 모델별 채  결과를 출제자의 

채  데이터와 비교 하여 Threshold 값을 이용한 

채  보다 ELSA 방식의 유사도별 수 배정이 정

확도  의미 표 력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입

증했다.

 향후 과제로는 기존 시스템뿐 아니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에서도 채  오류 원인으로 분석된 의

미커  구축 시, 형태소 분석 시 그리고 시소러스에

서의 색인어 락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겠다. 이는 

기존 시스템보다 강력한 의미커 의 구축, 정교하게 

색인어를 추출할 수 있는 형태소 분석 그리고 정교

하고 강력한 시소러스의 구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벡터 유사도 방식의 한계인 단어들 간 치에 

따른 상 계를 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존 주 식 채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한 

좋은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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