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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질의응답 기술은 사용자의 질문에 문서가 아닌 정답을 

제시하는 기술이다. 질의응답 기술은 정보검색에 기반한 

질의응답(IRQA)과 지식베이스에 기반한 질의응답(KBQA)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검색에 기반한 질의응답은 질문의 정답이 포함된 

문서나 단락을 정보검색을 통해 검색한 후, 정답추출 기

술을 적용하여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이다[1].  

지식베이스에 기반한 질의응답은 구조화된 지식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질문을 지식베이스의 질의(query)로 

변환하여 정답을 찾는 기술이다. 지식은 일반적으로 SPO 

(Subject-Property-Object)기반의 트리플(triple)로 구

성된다. 결국,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을 데이터베이스의 

질의로 해석하는 NLDBI(Natural Language DB Interface)

와 유사하다. 자연어 질문에서 SPO의 관계정보를 추출하

고, 이를 기반으로 지식베이스의 개체와 속성에 대한 모

호성을 해소하고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2].  

본 논문에서는 제약기반 KBQA를 위한 SPO 중심의 자연

어 질문분석 기술을 소개한다.  

 

2. 관련 연구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발전과 함께 MRC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

서 질의응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MRC는 지문과 

질문이 제시되면, 정답을 지문에서 찾는 기술이다. 상용

화를 위해서는 정보검색을 통해 정답이 포함된 지문을 

                                          
1 http://exobrain.etri.re.kr/kspring.jsp   

2트리플 형태의 지식을 일반적으로 SPO (subject, property, 

찾는 기술과 통합되어야 한다. 정보검색과 MRC가 통합된 

질의응답기술의 성능은 아직 상용화에 이르기에는 한계

가 있다[3]. 

온톨로지(ontology)에 기반한 다양한 지식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의 질문을 SPAQL과 같은 질의로 변환하고, 다양한 

추론방식을 통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실세계의 모든 지식을 온톨로지와 같이 지식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IR에 기반한 질의

응답과 지식베이스에 기반한 질의응답이 통합되어야 커

버리지가 넓은 질의응답 시스템을 서비스할 수 있다. 최

근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엑소브레인 과제1에서 

IRQA와 KBQA의 통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지식베이스에 기반한 KBQA  
[그림 1]은 제약기반 KBQA의 구성도이다. 지식베이스

는 위키피디아와 다양한 백과사전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이질 데이터(heterogeneous data)로부터 지식베이스가 구

축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통합이 필요하다. 특히, 동일 

의미의 속성들을 통합하여야 한다. 이는 본 논문의 주제

가 아니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지식베이스가 구

축되어 있으면, 자연어 질문을 이해하여 지식베이스에서 

정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어 질문을 정확

하게 이해하고 핵심개체(subject)와 속성(property)을 

인식해야 트리플 형태의 지식으로부터 정답(object)을 

제시할 수 있다2. 결국 자연어 질문에서 핵심개체를 인식

하여 지식베이스의 개체와 연결(entity linking)하고, 지

object)로 언급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로 핵심개체, 

속성, 정답(또는 오브젝트)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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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제약기반 KBQA를 위한 질문분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한다. 핵심개체와 속성에 대한 연결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제약정보 활용을 제안한다. 세 종류의 제약은 핵심개체에 기반한 제

약, 의미정답유형에 기반한 제약, 속성단서에 기반한 제약이다. 제약을 위해서는 질문 내에서 핵심개체와 

속성단서를 인식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규칙과 휴리스틱에 기반한 핵심개체와 속성단서 인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핵심개체와 속성단서 인식 실험은 구축된 229개의 질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핵심

개체와 속성단서가 모두 정확히 인식된 정확도(accuracy)가 57.21%이고, KBQA 대상질문에서는 71.08%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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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베이스의 속성을 선택할 수 있는 단서를 질문으로부터 

찾아 속성을 연결(property linking)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분석에서 질문의 핵심이 되는 개체를 인식하는 것

은 비교적 쉽다. 특히 짧은 질문의 경우, 개체명인식

(named entity recognition) 정보나 구문구조 분석에서의 

주어가 핵심개체가 된다. 그러나, 자연어 질문 내의 어

휘를 분석하여 지식베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속성을 정확

하게 연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모호성이 많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정보에 기반한 제약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속성을 연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질문 1) 독립운동가 김구가 태어난 곳은? 
질문 2) 애플을 창업한 사람은? 

 

속성연결을 위한 제약방법을 크게 세가지 이다.  

첫째, 핵심개체를 이용한 제약이다. (질문 1)에서의 핵

심개체는 “김구”이고, (질문 2)에서는 “애플”이다. 

“김구”는 개체명이 “인물(person)”이고, “애플”은 

“기관(organization)”이다. 즉, 지식베이스에서 인물

과 연결되는 주요한 속성과 기관과 연결되는 주요한 속

성은 차이가 있다. 인물과 연결되는 속성들은 일반적으

로 “출생지”, “출생일”, “배우자”등이고, 기관과 

연결되는 속성들은 “창립자”, “설립일”, “대표자” 

등일 것이다.  

둘째, 질문의 의미정답유형3에 따라 속성이 제약될 수 

있다. (질문 1)의 의미정답유형은 “지명(location)”이

고, (질문 2)의 의미정답유형은 “인물(person)”이다. 

지명과 연관되는 속성들은 “출생지”, “국적”, “본사

위치”등이고, 인물과 연관되는 속성들은 “배우자”, 

                                          
3 의미정답유형의 개념은 3장을 참고 

“창립자”, “대표자”등이다.  

셋째, 질문 내의 단서어휘에 의한 속성제약 방법이다. 

(질문 1)에서 속성을 제약하는 어휘는 “태어나다”이고, 

연관되는 속성은 “출생일”, “출생지”등이 있다. (질

문 2)에서의 단서어휘는 “창업하다”로 연관되는 속성

은 “창업일”, “창업자”등이 있다. 언급된 세가지 제

약 방식을 통해 공통으로 제약되는 속성을 선택하여 연

결할 수 있다..   

 

3. KBQA를 위한 질문분석 
질문분석은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답에 대한 단서들

을 자연어질문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질문분석에서 분석

되는 주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질문분류(QC: Question Class): 질문의 유형을 분

류하는 것으로 질의응답의 응답전략 결정에 활용

된다. 일반적으로 단답형, 서술형 등과 같이 요구

되는 정답의 형태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다. 

 질문초점(QF: Question Focus): 질문 내에서 정답

을 지칭하는 부분으로서, 의문사와 지시대명사로 

표현된다. 

 어휘정답유형(LAT: Lexical Answer Type): 질문 

내의 어휘들 중 정답의 개념적 유형을 제약하는 

개념어이다.  

 의미정답유형(SAT: Semantic Answer Type): 통계

에 기반하여 정답의 의미적 분류체계를 사전에 정

의하고,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답유형을 의미적 분

류체계의 카테고리(category)로 분류한다. 일반적

으로 개체명 분류체계를 활용한다. 

그림 1. 제약에 기반한 KBQA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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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토픽(QT: Question Topic): 질문에 대한 핵심

적인 주제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질문토픽을 타

이틀로 가지는 위키피디아 기사(article)에서 정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된 질문분석을 수행한 후, 지식베이스에서 

정답을 추출하기 위해 질문에서 핵심개체와 속성 연결을 

위한 단서 정보를 인식하여야 한다. 

 

  

그림 2. KBQA를 위한 자연어 질문의 핵심개체 및  

속성단서 인식 

 

[그림 2]는 KBQA를 위해 자연어 질문에서 핵심개체와 

속성단서 어휘를 추출하는 흐름도이다.  

핵심개체와 속성단서 인식을 위해서 lexico-semantic 

규칙을 활용한다. 지식베이스 대상 질문의 경우 비교적 

단문이고, 동일한 형태의 패턴이 많다.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정규표현식(regular expression)을 이용한 규칙을 

활용하여 인식한다. 복수개의 규칙에 의해서 인식될 경

우, 규칙의 가중치에 기반하여 순위화 한다.  

 

 
그림 3. 핵심개체 인식 알고리즘 

 
그림 4. 속성단서 인식 알고리즘 

 

규칙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리스틱한 방식

(heuristic approach)의 알고리즘으로 핵심개체와 속성단

서를 인식한다. [그림 3]은 질문 내에서 핵심개체를 인

식하는 알고리즘이다. 

속성단서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은 [그림 4]에 기술되

어 있다. 속성단서는 어휘정답유형과 구문구조의 용언들

이 기준이 된다. 

핵심개체는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다. (질문 1)의 “김

구”는 동명이인으로 복수개의 위키피디아 타이틀이 존

재한다. 이와 같은 모호성은 [4]의 방법으로 모호성을 

해소한다. 

 

질문 3) 거중기를 고안한 조선후기 실학자는? 
 

속성단서는 구문구조의 head-modifier관계를 기반으로 

- 주요한 위키피디아 타이틀이 있으면, 핵심개체로 인

식 

- 위키피디아 타이틀이 없는 경우 

 개체명으로 인식된 것이 하나이면, 핵심개체로 

인식 

 개체명으로 인식된 것이 복수 개이거나 없으

면, 구문구조의 첫번째 주어를 핵심개체로 인

식 

- 어휘정답유형이 있으면, 

 핵심개체와 지정된 거리 내에 위치한 어휘정

답유형만을 대상으로 속성단서로 인식 

 복수개의 어휘정답유형이 인식되면, 제일 뒤에 

위치한 어휘정답유형은 속성단서로 인식 

- 어휘정답유형이 없으면,  

 구문구조의 용언을 속성단서로 인식 

그림 5. 구문구조에 기반한 속성단서 어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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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을 수행한다. (질문 3)에서 핵심개체는 “거중기”이

고, 어휘정답유형은 “실학자”이다. [그림 4]의 알고리

즘에서 의해서 “실학자”는 속성단서로 인식된다. 그러

나, “실학자”만으로는 속성 연결의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구문구조의 

head-modifier관계를 이용하여 속성단서의 범위를 확장

한다. 즉, 실학자를 수식하는 어절인 “고안한”까지 확

장하여, 속성단서는 “고안한 실학자”가 된다. “조선후

기”는 시간관련 개체로 정답을 제약하는 시간정보로 인

식되므로 확장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실험 

실험데이터는 질의응답을 위한 질문 229개로 구성하였

다. 질문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KBQA 대상 질문은 핵

심개체와 속성단서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식베이스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의 질문이다. 그 외의 질문은 

IRQA 대상의 질문이다.  

 

표 1. 실험데이터의 구성 

구분 단답형 서술형 KBQA 대상 IRQA 대상 

개수 164 65 83 146 

비율 71.62% 28.38% 36.24% 63.76% 

 

실험은 핵심개체 인식성능과 속성단서 인식성능을 평

가하였고,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두인식은 핵심개체

와 속성단서 인식이 모두 맞는 경우이다.  

 

표 2. 실험 결과 

구분 전체 질문 KBQA 대상 질문

핵심개체 인식 68.56% 83.13% 

속성단서 인식 61.14% 75.90% 

모두 인식 57.21% 71.08%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제약기반 KBQA를 위한 질문분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핵심개체와 속성에 대한 연결 모호

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제약정보 활용을 제안

하였다. 핵심개체에 기반한 제약, 의미정답유형에 기반

한 제약, 속성단서에 기반한 제약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약을 위해서 질문 내의 핵심개체와 속성단서를 인식하

는 질문분석 방법을 소개하였다. 

  핵심개체와 속성단서 인식 실험은 구축된 229개의 질

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핵심개체와 속성단서가 모

두 정확히 인식된 정확도(accuracy)가 57.21%이고, KBQA 

대상질문에서는 71.08%의 성능을 보였다. 

향후에는 핵심개체와 속성단서 인식의 성능이 KBQA 전

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핵심개체와 속성을 인식하고 오브젝트를 찾는 유

형의 질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속성과 오브젝트가 제

시되고 핵심개체를 찾는 역관계 유형의 질문에 대한 분

석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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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실험데이터 샘플 

질문 핵심개체 속성단서 질문분류

김영란법이 뭐야 김영란법 뭐 서술형 

김영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 
김영란법 

언제부터 

시행 
단답형 

문재인의 직업은? 문재인 직업 단답형 

문재인은 몇 대 

대통령인가? 
문재인 

몇 대 

대통령 
단답형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취임했나? 
문재인 

언제 

취임 
단답형 

북미정상회담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 

북미정상

회담 

어디에서 

이루 
단답형 

추석의 다른 이름은? 추석 
다른 

이름 

서술형 

(나열) 

추석은 언제인가? 추석 언제 단답형 

추석에 하는 놀이는 

무엇이 있나? 
추석 

놀이는 

무엇 

서술형 

(나열) 

추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추석 

언제부터 

시작 
단답형 

추석은 몇일동안 

휴일인가? 
추석 

몇일동안 

휴일 
단답형 

비트코인이 뭐야? 비트코인 뭐 서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