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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오늘 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지식NAVER IN, Yahoo!
와 같이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Answer, Live QnA

에 대한 질의를 하면 다른 사용자가 이에 응답하는 커뮤
니티 기반의 질의 응답 서비스- (community-based Question

이하 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Answering Service, cQA)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에서 사용자 질.[1] cQA
의의 주제 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소개한다(Topic) .
질의의 주제를 분류하는 것은 응답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질의를 등록할 때에도 작성한 질,
의에 대해 주제를 추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주제 선택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제공한다.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에서 질의의 주제를 분cQA QA
류하기 위해서는 규칙 기반의 분류 방법과 통계 기반의
분류 방법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계 기반의 분류,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2] 서비스는 목적에 따라 다cQA
양한 주제를 가지며 통계 기반의 방법으로 질의의 주제
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주제에 적합한cQA
대량의 학습 말뭉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제에 적합한.
대량의 학습 말뭉치를 사람이 직접 구축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의 필요 없이 위키피디아를 이용하여 일부의 분류된
문서만으로 대량의 학습 말뭉치를 반자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 질의의 주제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학습 말뭉치 구축에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키피디아는 온라인 백과사. ,
전으로 지리 역사 종교 사회 스포츠 등 생활 전 분, , , ,
야에 대해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 구축하려는 서비스cQA

의 주제에 적합한 학습 말뭉치를 구축 할 수 있다는 이
점이 있다 둘째 위키피디아 문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 ,
라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자 없이 학습 말뭉치를 확장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에서는 질의. 2

주제 분류 분야에 수행되었던 관련 연구들에 대해 살펴
보고 장에서는 사용자 질의 주제 분류 시스템에 대해, 3
서 설명한다 그리고 장에서는 실험 및 평가를 하며. 4 , 5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를 기술한다.

관련 연구2.

질의 주제 분류에 관한 연구2-1.
질의 주제 분류에 관한 연구는 과 같은 시스템[2-3] QA

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으며 최근에는 과 같[1], [8-10]
은 시스템의 질의 주제 분류 연구도 있었다 시스cQA . QA
템과 시스템의 질의 형태적 차이점은 시스템의 질cQA QA
의는 형태가 제한적이고 시스템의 질의는 형태가 제, cQA
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시스템 모두 질의.[1]
분류라는 공통점이 있고 질의 분류는 문서 분류(Document
Classification)의 한 형태이므로 시스템과 시스템QA cQA
의 질의 분류 연구는 관련이 깊다.[5-7]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분류 연구2-2. .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분류 연구로는 등 이 있[4,10]

었다 는 위키피디아를 이용해 트위터 문서의 주제를. [4]
분류하는 연구로써 트위터는 문서의 형태가 제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질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cQA
있다 은 시스템에서 질의의 주제를 분류하는. [10] cQA
연구로써 위키피디아의 구조적 특징인 링크 정보를 이,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반자동 학습 기반의

서비스 주제 분류 시스템c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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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커뮤니티 기반의 질의 응답 서비스에서 사용자 질의의 주제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커- .
뮤니티 기반의 질의 응답 서비스는 분야에 따라 다양한 주제를 가질 수 있으며 오늘 날 사용자 질의의 주-
제 분류에는 통계 기반의 분류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통계 기반의 분류 방법으로 사용자 질의를 분.
류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적합한 대량의 학습 말뭉치가 필요하다 주제에 적합한 대량의 학습 말뭉치를 사.
람이 직접 구축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키피디아 문서를 기법으로 주제별로 분류함으로써 학습 말뭉치를 반Supervised K-means Clustering
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다음 생성된 학습 말뭉치로 지지 벡터 기계를 학습하여 사용자. ,
질의의 주제를 분류하게 된다 위키피디아 문서와 사용자 질의는 다른 도메인의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시스템으로 사용자 질의의 주제를 분류한 결과 의 정확도를 보였다77.33% .

주제어 주제 분류 위키피디아 반자동 학습 말뭉치 구축: c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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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으로써 질의의 주제를 분류하였다.

사용자 질의 주제 분류 시스템3.

이 절에서는 위키피디아를 이용하여 학습 말뭉치를 구
축하고 지지 벡터 기계를 학습하여 사용자 질의의 주제
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전체적인 시스템.
의 구성도는 아래의 그림 과 같다< 1> .

그림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 1>

학습 말뭉치의 반자동 구축3.1.
본 논문의 시스템에서는 학습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한

지식 베이스로 위키피디아 자원을 이용하였다 학습 말뭉치.
는 위키피디아 문서를 Supervised 기K-means Clustering
법을 이용하여 분류함으로써 반자동으로 구축하였다.

질의 주제별 시드 데이터 추출3.1.1.
시드 데이터(Seed Data)는 알고리즘K-means 의 초기 중심

점을 선정할 때 각 중심점이 해당 주제를 대표하도록 함으
로써 문서를 원하는 주제별로 분류 할 수 있도록 한다 시.
드 데이터는 사람이 직접 판단하여 해당 주제를 대표하는
일부 문서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일부의 문서만으로 위키.
피디아 전체 문서를 시스템에서 원하는 주제별로 분류cQA
하여 학습 말뭉치를 반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기법을 이용한 위키피디3.1.2. Supervised K-means Clustering
아 문서 분류
기존의 알고리즘의 경우 중심점 초기화 방법K-means

은 방법Random Partition , Forgy Algorithm, MacQueen
알고리즘 알고리즘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중심, Kaufman .
점 초기화 방법은 데이터의 클러스터와 무관하게 중심점
이 무작위로 선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에서. cQA
선정한 주제별로 시드 데이터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도함으로써 주제별로 적절한 초기 중심점을 할당하게
된다 그 후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K-means 적용하여 위키
피디아 전체 문서를 시스템에서 선정한 주제별로 분류한다.

3.1.3. 분류 된 위키피디아 문서를 이용한 학습 말뭉치 구축
이전 절에서 시드 데이터와 Supervised K-means Cluster
기법을 이용하여 위키피디아 문서를 분류하였다 이-ing .

렇게 분류된 문서는 각 주제별로 분류되었지만 양질의 학
습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 주제별 중심점과 가장 코
사인 유사도 가 높은 적정량의 문서들(Cosine Similarity)
만을 선정한다 그 후 선정한 문서들을 이용하여 학습 자.
질을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학습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3.2. 지지 벡터 기계를 이용한 사용자의 질의 주제 분류
지지 벡터 기계는 통계 기반의 분류 방법으로 안정적

이고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분류기이지만 대량의 학습
말뭉치를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키피디아 전체 문서를 최소한의 시드 데이터만을 이용
하여 분류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학습 말뭉치를 반자동,
으로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지지 벡터 기계를 이용하여 사용자 질의를 분류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질의를 입력받. ,
고 형태소 분석을 통해 질의를 형태소 단위로 분리하였
다 둘째 형태소로 분리된 질의에서. , 해결 문제“ ”, “ ”,
질문“ ”과 같이 불용어에 가까운 단어는 불용어 목록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셋째 분류에 필요한 자질만을 추. ,
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출한 자질과 지지 벡터 기계를. ,
이용하여 사용자 질의의 주제를 분류하였다.

실험 및 평가4.

이 절에서는 “Computer, Entertainment, Health,
와 같은 가지 질의 주제에 대해Society, Sport, Study" 6

서 실험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
로 본 논문의 질의 분류 시스템을 실험하고 평가 하였다.

 기법을 이용한 위키Supervised K-means Clustering
피디아 문서의 주제별 분류 평가

 지지 벡터 기계를 이용한 질의의 주제 분류 평가

4.1. 기법을 이용한 위키피Supervised K-means Clustering
디아 문서의 주제별 분류 실험
지지 벡터 기계를 이용하여 질의의 주제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 말뭉치가 필요하다 따라.
서 양질의 학습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해 Supervised K-means

기법을 이용하여 위키피디아 문서들Clustering 을 주제
별로 분류하였고 그 중 각 주제별로 중심점과 코사인 유사도,
가 높은 일부 문서들만을 선정하였다 이 실험은. Supervised
K-means 기법으로 분류한 문서들이 정확하게Clustering
분류되었는지 평가하는 실험이다.

실험 데이터4.1.1.
본 실험에서 사용한 위키피디아 덤프에 포함된 문서의

개수는 약 만개 정도였으며 이 중78 위키 틀 숫“ ”, “ ”, “
자” 년 월, “ ”, “ ”과 같은 문서를 제외하고 약 만개의19
문서를 이용하였다.
Supervised 기법에서 초기 중심점K-means Clustering

을 할당하기 위한 시드 데이터는 각 주제별로 사람이 직
접 선정하였으며 해당 주제별로 정도의 용량을, 800KB
기준으로 하였다. 기법의Supervised K-means Clustering
자질로는 명사만을 추출하였으며 명사의 가중치TFIDF 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양질의 학습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
해 각 주제별로 중심점과 가장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개의 문서를 추출하였다3100 .
본 실험에서는 테스트 데이터로 각 주제에 대해 추출

한 개의 문서들 중 개의 문서를3100 100 가중치 별TFIDF
로 고르게 추출하여 해당 문서가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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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확도 를 측정하였다(Accuracy) .

실험결과 및 평가4.1.2.
기법을 이용한Supervised K-means Clustering

문서 분류 성능

위의 표 은 각 주제별로 위키피디아 문서를 분류한< 1>
결과이다 분류 자질로써 명사의. 가중치만을 사용TFIDF
하였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자질을 적용한다면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지지 벡터 기계를 이용한 질의의 주제 분류 실험4.2.
본 실험은 각 주제별로 테스트 질의를 선정하고 지지

벡터 기계를 이용하여 질의의 주제를 분류하였을 때 본
논문의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실
험이다.
지지 벡터 기계의 학습과 테스트에서 이용되는 분류자

질로써는 실험 과 동일하게 명사의 가중치를4.1. TFIDF
사용하였다.

실험 데이터4.2.1.
학습 데이터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구축한

학습 말뭉치를 이용하였다 학습 말뭉치는 총 개의. 18600
문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질의 주제 별로 개의 문3100
서를 포함한다.
테스트 데이터로는 본 논문의 시스템에서 사용하cQA

는 개의 질의 주제에 대해서 지식 에서 실제 사6 NAVER IN
용자들의 질의를 추출하였다 각 질의 주제 별로 개의. 50
질의를 추출하였으며 이렇게 추출한 총 개의 질의를, 300
지지 벡터 기계를 이용하여 주제 분류를 하였다.

실험결과 및 평가4.2.2.

분류 성능

위의 표 는 각 주제에 해당하는 사용자 질의의 주< 2>
제를 본 논문의 시스템으로 분류 한 결과이다 의 연. [1]
구에서 제안한 질의 분류 시스템에 비해서 본 논문의 분
류 시스템이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
의 주제에 적합한 학습 말뭉치를 반자동으로 구축했다는
점과 분류에 기본적인 자질만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 및 향후 과제5.
본 논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다루고 있는 위키피디아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려는, cQA
시스템의 주제에 맞는 학습 말뭉치를 반자동으로 구축하
고 이를 이용하여 지지 벡터 기계로 사용자 질의의 주제
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으로 사용.
자 질의의 주제를 분류하였을 때 의 정확도를 얻77.33%
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제 분류 시스템.
이 관련 연구의 다른 시스템보다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의 주제에 맞는 학습 말뭉치를 반자동
으로 구축했다는 점과 기본적인 분류 자질만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분류에 다양한 자질과 기법들을 적용한다면 더 높은 성
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본 논문의 시스템에서 사용한 기본적인

명사 자질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질들을 시스템에 적,
용하여 더 높은 성능을 내도록 하는 것이 되겠다 동의.
어나 약어 사전과 더불어 위키피디아의 메타 정보인,

나 정보를 이용하여 주제 분류 시스템RedirectPage Link
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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