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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FAQ 검색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FAQ 검색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FAQ 리스트에서 FAQ를 찾거나 키워드 검색을 통해 FAQ를 찾는다. 하지만 이 
방법은 FAQ 리스트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용자가 만족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자연어 질의에 대해 자동으로 FAQ를 찾아주는 FAQ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동화된 FAQ 시스템은 사용자의 질의 문장에 대해 FAQ 목록 중에 가장 유사한 FAQ 문장을 찾아준다. 이
를 위해 각 문장을 유니그램과 바이그램 단어 집합으로 표현하여 문장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본 논문
에서는 유니그램과 바이그램 단어 집합뿐만이 아니라 한국어 문형을 기반으로 한 문장 정규화를 통해 단
어의 문장 성분 정보와 성분 내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문장을 표현함으로써 자동화된 FAQ 시스템의 성능
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서  론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검색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

다. 일반적으로 FAQ 검색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FAQ 리스트에서 FAQ를 찾거나 키워드 검색을 통해 FAQ를 

찾는다. 하지만 사용자가 만족하는 결과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 자동으로 

FAQ를 찾아주는 FAQ 자동 응답 시스템이 연구 되어져 왔

다. 자동화된 FAQ 시스템은 사용자의 질의 문장에 대해 

FAQ 리스트 중에서 가장 유사한 FAQ 문장을 찾아준다. 

FAQ finder, Auto-FAQ, Sneiders' System, FRACT이 대표

적인 시스템이다[1,2,3,4,5]. 하지만 FAQ finder, 

Auto-FAQ, Sneiders' System들은 성능은 좋은 반면 기반 

도메인 지식이나 사람의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규칙을 사

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1,2,3,4]. FRACT은 사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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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된 FAQ 카테고리에 질의 로그를 군집화(Clustering)하

여 FAQ 카테고리가 적은 단어를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함

으로써 기존 시스템의 단점과 문제점을 보완한 FAQ 시스

템을 제안하였다[5].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문형을 이용한 문장 정규화 기

반의 FAQ 자동 응답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FAQ 

시스템은 군집화 기반 FAQ 시스템을 사용한다. 군집화를 

위해 각 문장을 벡터공간모델(vector space model)로 표

현하여 유사도를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문장을 벡터공간

모델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니그램(uni-gram) 단

어 집합, 바이그램(bi-gram) 단어 집합은 문장에서 단어

가 가지는 중요한 정보를 모두 표현하기는 어렵다. [6]

에서는 위치 정보만을 이용하여 문장을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위치정보를 가지는 단어 집합을 추가하면서도 

빠르게 문장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하지

만 위치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도 단어가 가지는 중요한 

정보인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문장이 가지는 

문형을 이용해 각 문장을 정규화 함으로써 단어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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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와 성분 내 위치 정보를 문장 

비교에 이용한다. 제안 하는 시스템은 사용자 질의와 

FAQ 문장을 유니그램 단어 집합, 바이그램 단어 집합, 

위치정보를 가지는 단어 집합, 정규화가 적용된 단어 집

합으로 표현하여 유사도를 계산한다. 사용자가 새로운 

질의를 입력하면 입력된 사용자 질의와 FAQ 카테고리와

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유사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여 

상위 5개를 보여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 FAQ 시스템과 관련된 기존 연

구들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 제안하는 FAQ 자동 응답 

시스템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실험

을 통해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을 낸다. 

2.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FAQ 시스템과 관련된 기존 연구 방법들에 

대해 알아본다. FAQ finder는 FAQ 목록을 이용해 개선된 

FAQ 탐색을 위한 방법 제안하였다[1,2]. FAQ 텍스트 파

일은 질문(question), 섹션(section), 표제(heading), 

키워드(keyword) 등으로 구성하고, FAQ와 사용자 질의를 

매칭하기 위해서 사용자 질의를 구문적으로 파싱하여 동

사와 명사를 식별하였다. 인덱스 내의 FAQ와 사용자 질

의 사이의 일치 가능한 단어를 선택하여 개념 매칭을 이

용한 시스템이다. 

  Auto-FAQ는 FAQ를 인덱싱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자동화

된 FAQ 응답을 목표로 한다[3]. Shallow NLP 기술을 이

용한 키워드 비교 기반 FAQ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Sneiders' 시스템은 키워드를 필수, 옵션, 부적절과 같

이 분류하여 3가지 유형으로 FAQ 검색결과를 순위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4]. FRACT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

하여 질의와 문서 간 어휘 불일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5]. 사전에 정의된 FAQ 카테고리에 질의 로

그(log)를 클러스터링 하여 검색 시 새로운 질의를 FAQ 

카테고리와 유사도를 비교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클러스

터링 기반 FAQ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3. 제안하는 시스템

  이 장에서는 문장 성분 정보와 성분 내 위치 정보를 

고려한 효과적인 문장 비교를 방법을 설명한다. 본 논문

에서는 문장 유사도 비교를 위해 자질(feature)을 결정

할 때 유니그램과 바이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단어의 위치 정보와 문장 성분 정보, 그리고 성분 내 위

치 정보를 고려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문형을 기반으로 문장을 정규화 방법을 제안한다.

3.1 한국어 문형

  한국어 문장은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으로 이루어진다. 서술어를 기준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다. 서

술어가 가장 필수적이고 중심어가 된다. 한국어 문장은 

최소한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를 가져야 한다. 여기에 서

술어에 따라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이 추가적으로 구

성된다. 서술어는 일정수의 논항이 필요하다. 논항은 명

사가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의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한국어 문장의 기본 

문형은 서술어에 따라 요구되는 논항의 수는 다르다. 각 

서술어에 의해 요구되는 논항의 위치는 정해져 있다. 이

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7,8]. 

문형 논항수

1 주어+서술어 1

2 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
2

3 주어+부사어+서술어
4 주어+목적어/보어+부사어+서술어

3
5 주어+부사어+목적어/보어+서술어

[표1] 한국어 문형

  

3.2 한국어 문형에서의 위치 정보

  한국어 문장은 단문 보다는 문장을 내포하거나 두 개

의 문장이 접속 되어 있는 복문으로 많이 구성된다. 복

문의 경우는 주어의 위치와 서술어의 위치에 따라 다른 

의존 관계를 가진다. 한국어 문장에서 단어의 위치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복문의 경우 주어와 서술어의 

위치에 따라 다른 의존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위치가 바

뀐다면 전혀 다른 문장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철수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웃고 있었다.”

란 복문은 “철수는 웃고 있었다.” 문장에 “내가 생각

했던 것과 다르다”란 문장이 부사절로 내포된 경우이

다. 여기서 주어 또는 서술어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가정

하면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된다.

“나는 철수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웃고 있었다.”

  또한 문장을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각 단어의 조사를 제외하고 유니그램 단어 집합과 바이

그램 단어 집합으로 문장을 표현하기 때문에 단어가 가

지는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단어라도 주어 위치에 있는 것과 보어 위치에 있는 것은 

다른 가중치를 가져야 함에도 같은 가중치를 가지고 계

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유니그램 단어 집합과 바이그램 단어 집합으로 문

장을 표현하는 것에 위치 정보를 가지는 단어 집합과 문

장 성분과 성분 내 위치 정보를 가지는 단어 집합을 추

가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문형을 이용한 문장 정규화 

방법을 제안한다.

3.3 한국어 문형을 이용한 문장 정규화

  앞서 살펴본 한국어 문장의 문형을 보면 대부분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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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문장은 최대 3개의 논항을 가지는 하나의 문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한국어 문장을 아

래와 같은 문형으로 표현하여 사용한다.

주어+목적어+보어+부사어+서술어+기타 문장 성분 

  각 문장 성분에 대한 문형 틀을 만들고 문장내의 단어

를 문장 성분 별로 그룹화 한다. 그리고 각 단어는 문장 

성분 그룹 별로 위치 정보를 추가하여 표현한다. 

[그림1]은 형태소 분석된 문장을 문형 틀로 정규화 하는 

예이다. 

1. 문장을 형태소 분석한다. 

2. 각 단어를 정규화 규칙을 적용하여 문형 틀에 입

력한다.

3. 입력된 단어는 문장 성분과 문장 성분에서의 위치

로 표현한다. 

4. 모든 단어에 정규화 규칙이 적용되고 나면 문형의 

순서대로 입력된 단어들을 나열한다. 문형의 순서

는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서술어, 기타 문

형 순으로 나열한다. 

[그림194] 정규화의 예

  문장 성분에 대한 문형 틀을 만들어 모든 문장을 하나

의 문형으로 표현하면 문장 비교가 쉬울 뿐만 아니라 비

문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단어 간의 의존 관계

도 일부 표현이 가능하다. 문장에 정규화 규칙 적용 과

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종결 어미를 가지는 서술어를 찾는다.

2. 문장의 처음부터 문장 틀을 가지는 문장성분(주

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을 찾는다. 

3. 모든 문장 성분을 찾고 나면 나머지는 기타 문형 

틀에 넣는다. 

3.4 클러스터링 기반 FAQ 자동 응답 시스템

  제안된 FAQ 자동 응답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

다.

1. 새로운 사용자 질의가 들어오면 형태소 분석 후 

유니그램, 바이그램, 정규화한다. 

2. 각 FAQ 카테고리와 유사도를 비교한다.

3. 유사도 순으로 상위 5개의 FAQ를 선정하여 보여준

다.

  2번에서 사용자 질의와 유사도를 계산하기 전에 이전

에 저장된 사용자 질의를 FAQ 카테고리에 군집화 하여 

FAQ 카테고리가 가지는 정보를 확장한다. 군집화가 이루

어지고 나면 FAQ 카테고리는 자신에게 군집화 된 사용자 

질의 문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그림195] FAQ 자동 응답 시스템

4. 실험 및 평가

4.1 실험을 위한 corpus 선정

  본 연구는 FAQ 자동 응답 시스템에서 효과적인 문장 

비교를 위한 문장 정규화 방법을 목적으로 한다. 실험을 

위해서 비교 대상이 되는 2개의 문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에 있는 FAQ와 사용자 질의를 사용

한다. 사용된 데이터 집합은 [표2]와 같다.

도메인 FAQ 카테고리 사용자 질의
SK 537개 1,859개
삼성 100개 1,208개

[표2] 실험을 위한 데이터 셋

  각 데이터 집합에서 사용자 질의는 FAQ로 태깅이 되는 

질의만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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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간단한 FAQ 자동 응답 시스템 구축

  본 연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자 질의가 입력  

되었을 때 가장 유사한 FAQ를 찾아주는 간단한 FAQ 자동 

응답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 질

의가 들어 왔을 때 유사도가 높은 상위 5개 FAQ를 후보

로 보여준다. 상위 5개 FAQ 정답 후보에 대한 평가를 위

해 MRR(Mean reciprocal rank)를 계산한다. 

  
 

  






               (1)

은 사용자 질의의 전체 개수이다. 는 번째 사용

자 질의가 주어 졌을 때 정답으로 보인 FAQ 후보 정답 

중에 적절한 첫 번째 FAQ의 순위를 나타낸다. 

  제안된 시스템은 각 문장을 벡터공간모델로 표현하여 

문장사이의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계산하

여 성능을 평가하기 때문에 MRR 계산은 크게 3가지 경우

로 나누어 계산한다. 첫 번째는 유니그램과 바이그램만

으로 자질을 선정하여 유사도를 계산한 기준으로 MRR을 

계산한다. 두 번째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위치 정보

(단어1, 단어2, ...)를 추가한 자질 선정 방법을 이용하

여 유사도를 계산한 기준으로 MRR을 계산한다. 마지막으

로 정규화(주어1, 주어2, 목적어1, ...)를 통해 문장 성

분 정보와 성분 내 위치 정보를 추가하여 유사도를 계산

한 기준으로 MRR을 계산한다. 

4.3 평가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실험 결과는 [표3]과 [그림3]과 

같다.      

자질 선정
MRR

삼성 SK 평균
U 0.299 0.040 0.170
U+B 0.523 0.304 0.414
U+B+O 0.538 0.328 0.433
U+B+N 0.540 0.378 0.459

[표3] 자질선정에 따른 실험 결과

U: 유니그램, B: 바이그램, O: 위치, N: 정규화

[그림 196] 자질선정에 따른 실험 결과 비교

  유니그램만으로 자질을 선정해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

보다 바이그램을 추가하여 계산하는 것이 성능이 월등히 

높았다. 바이그램을 이용하면 단어 사이의 문맥 정보가 

추가되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된다. 유니그램과 바이그램

을 이용하여 자질을 선정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논

문에서 제안한 순수 위치 정보만을 추가하는 방법과 문

장 성분 정보와 문장 성분 내에서의 위치 정보를 추가하

는 정규화를 통해 자질을 선정하여 MRR을 계산하였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이그램을 통해 추가된 문맥

정보와 위치 정보를 이용한 것 보다 문맥 정보와 문장 

성분 정보 그리고 성분 내 위치 정보를 이용한 것이 성

능이 향상됨을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가 고려된 효과적인 문장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 질의에 대해 자동으로 유사한 

FAQ 후보 정답을 보여주는 FAQ 자동 응답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본 연구는 문장에서 단어의 위치 정보를 고려하

는 것이 문장 비교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단어가 가지는 순수 위치보다는 정규화를 

통해 단어가 문장 성분 내에서 가지는 위치를 고려하는 

것이 문장 비교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문장 정규화에 고려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분석하

여 개선한다면 더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다양한 문장 비교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Hammond, K, Burke, R, Martin, C, and Lytinen, S, 

“FAQ Finder: a Case-Based Approach to Knowledge 

Navigation.”In Proceedings of The 11th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Applications, pp.80-86. 1995.

[2] Burke, R, Hammond, K, Kulyukin, V, Lytinen, S, 

Tomuro, N, and Schoenberg, S, “Question 

Answering from Frequently Asked Question Files: 

Experiences with the FAQ Finder System.”, AI 
Magazine, vol. 18, no. 2, pp.57-66, 1997.

[3] Whitehead, S.D, "Auto-FAQ: an Experiment in 

Cyberspace Leveraging.", Computer Networks and 
ISDN Systems, vol. 28, no. 1-2,pp.137-146, 1995.

[4] Sneiders, E,  "Automated FAQ answering: 

continued experience with shallow language 

understanding.", In Proceedings of the 1999 AAAI 
fall symposium, pp. 97–107, 1999.

[5] Harksoo Kim, Hyunjung Lee, Jungyun Seo, "A 

reliable FAQ retrieval system using a query log 

classification technique based on latent 

semantic analysis", Information Processing and 



2008년도 제2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 176 -

Management, vol. 43, pp. 420–430, 2007.

[6] 김동주, 김한우, “문맥가중치가 반영된 문장 유사 

척도”, 전자공학회 논문지, 제 43권, CI편 제 6호, 

pp.496-504, 2006. 

[7] 이현영, 황이규, 이용석, "문형과 단문 분할을 이용

한 한국어 구문 모호성 해결", 제12회 한글 및 한국
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pp.116-123, 2000.

[8] 정의석, 김기태, 임수종, 차건회, 박재득, 윤보현, 

강현규, "정보거래 자동 중개 시스템을 위한 한국어 

문형 표준안", 제12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
술대회,  pp.138-145,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