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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질의 응답 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에 대한 답변 문장들을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대부분

의 기존의 연구는 사용자의 질의문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문장들을 찾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
러나 질의문에 사용되는 단어들은 근본적으로 애매모호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사용

자의 정확한 질의 의도를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문장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스템에서 답변이 준비된 빈발 질의(FAQ)들 중에서 사용자의 질의를 함의하는 것
들을 추천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질의 의도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효과적으로 찾도록 도와주는 방법

을 제안한다. 
 

1. 서론 

질의 응답 시스템(Question answering system)은 자연 
언어 형식의 사용자 질의를 받으면 문서를 검색하여 
질의에 연관된 응답 문장을 찾아 제공하는 시스템이

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단어가 근본적으로 포함

하고 있는 애매모호성을 극복하지 못한다. 단어가 가
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단어가 쓰인 
문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같은 단
어를 사용한 질의문이라도 사용자가 의도하는 응답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질의 응답 시스템은 질의문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시스템이 사용자의 정확한 의도

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이 사용자의 질의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용자의 질의를 포괄적으로 
함의할 수 있는 준비된 질의들을 검색하여 사용자에

게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들을 보여 줌으로써 사용자

가 스스로 적합한 답변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때 준비된 질의에는   
답변이 준비된 질의 (FAQ)와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다른 사용자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 결과들이 
포함된다. 준비된 질의에 대한 검색은 시스템의 응답 
결과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행된다.  

사용자의 질의를 포괄적으로 함의하는 준비된 질의

를 찾는 방법으로서 퍼지 함의 연산자 기법을 사용하

였다. 
그림 1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요

소들과 그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관계 
 
시스템은 입력된 질의문에 대한 응답 문장을 찾기 

위해 질의문을 확장한다. 확장된 질의는 후보 응답 
문서에서 후보 응답 문장을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입력된 질의문을 함의하는 추천 질의문을 미
리 준비된 빈발 질의 집합과 과거 시스템에 질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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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집합에서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시스템이 
찾아낸 후보 응답 문장이 사용자의 의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추천된 질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만족하는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 이전까지 
수행된 질의 응답 시스템에 관한 관련 연구를 보인다. 
3 절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4 절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질의 응답 시스템에 대한 정형화된 구조는 [1]에서 

정의되었다. Text RErtieval Conference (TREC)에서는 
Question answering track 을 만들어서 1999 년부터 질의 
응답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  

질의 응답시스템은 크게 질의의 종류에 따라 사실 
질의(Factoid question)와 정의 질의(Definitional Question)
로 구분된다. 사실 질의는 사용자가 대상에 대해 어
느 정도 알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
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When did the 
Vietnam War begin?”과 같이 베트남 전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은 전쟁 발발 시기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질의할 수 있다. 

응답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 사실 질의를 예
측되는 응답 형태에 따라 질의를 분류하는 방법

(Question classification)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방법은 검색 범위를 분류 카테고리로 한정하여 검색

하기 때문에 연산 비용과 정보의 정확도가 향상된다
[3,4]. 

정의 질의는 사용자가 대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정의 문장 형태의 응답을 원하는 경
우 사용한다. 질의문에는 찾고자 하는 대상을 표현하

는 단어만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What is the 
Vietnam War?”와 같은 질문은 한 두 개의 응답 문장으

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리 정의된 
정의 형태의 구문과 유사한 문장 구조를 가지면서 질
의문과 연관된 문장을 정의된 응답 문장으로 제공하

는 방법이 연구되었다[5,7]. 
Cui 는 질의문을 구성하는 질의어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질의 응답 방법을 제안하였다[5]. 기존의 방법

은 의미적으로는 같더라도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관계가 다르면 유사하지 않은 문장으로 판단하는 문
제를 갖는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Cui 는 질의

문을 구성하는 질의어 사이의 관계 매칭에 퍼지 관계

를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질의어 자체만을 고려하지 
않고 질의어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단어가 
갖는 모호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문장 구조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사용자의 
질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Prager 는 정의형 질의를 몇몇 보조 사실 질의로 분
할하고, 보조 사실 질의들의 응답을 정의형 질의의 
응답으로 조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6]. 보조 사실 
질의는 정의 질의의 종류(사람,조직,사물)에 따라 정해

진다. 이 방법은 질의에 대한 응답을 찾기 위해 사용

자가 직접 보조질의를 입력해야 하는 단점을 갖는다. 
 Kor 는 외부 정보로부터 Human interest model 을 구

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7]. 이 방법은 질의에 대한 
사실 정보와 흥미 정보를 함께 고려하였다. 예를 들
면 “George foreman”에 대한 사실 정보와 흥미를 유발

하는 정보를 외부 정보로부터 입수하여 질의와 함께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위 방법들은 질의문의 애매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문장 구조를 분석하거나 추가 질의를 통해 응답을 찾
기 위한 범위를 확장하거나 이미 정의된 외부 정보를 
이용하였다.  
 
3. 추천 질의 응답 시스템 

3.1 시스템의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천 질의 응답 시스템의 흐
름은 그림 2 와 같다.  

사용자

빈발 질의가
있는가?

응답에
만족하는가?

과거 질의가
있는가?

질의문 분석

입력 질의~과거 질의
퍼지 함의 관계

과거 질의/빈발 질의
추천

입력 질의~빈발 질의
퍼지 함의 관계

응답 문장 검색

Yes

Yes

Yes

No

No

No

과거 질의/응답으로
등록

함의 관계를
만족하는가?

함의 관계를
만족하는가?

Yes

Yes 추천 질의에
만족하는가?

No

No

No

Yes

추천 질의를 이용한
질의 확장

No
응답 실패

응답 성공

(그림 2) 추천 질의 응답 시스템의 흐름 
 

사용자가 질의문을 입력하면 시스템은 입력된 질의문

을 분석한다. 만일 과거에 질의된 질의문 혹은 응답

이 준비된 빈발 질의문 중에서 입력된 질의문을 함의

하는 질의가 있다면 추천 질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질의에 대한 응답 문장이 사용자가 의도

하는 정보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응답 
문장과 함께 추천 질의도 제공하기 위함이다. 질의문 
간의 포함 관계는 퍼지 함의 관계로 얻는다. 시스템

은 입력된 질의문을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 준비된 질
의문들을 검색한다.  
  그 후 질의에 대한 후보 응답 문장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사용자가 응답 문장에 만족하면 응답 문장

을 찾는데 성공하였음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그리고 
성공한 질의 응답은 차후 질의 응답에 활용할 수 있
도록 과거 질의에 추가한다. 질의문에 대한 적합한 
응답 문장의 기준은 질의문과 응답 문장 사이의 유사

도로 계산된다.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벡터 모델, 
확률 모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BM25 
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8]. 본 논문에서는 문장간의 유사도를 확률 모델의 
일종인 BM25 를 이용하여 계산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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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용자가 응답 문장에 만족하지 못하면 질의문

에 함의된 추천 질의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추천 
질의에 만족하면 사용자는 질의를 확장한 후 시스템

에게 다시 질의할 수 있다. 그러나 추천 질의에도 사
용자를 만족시키는 응답 문장이 없는 경우 응답 문장

을 찾는데 실패하였음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그림 3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천질의를 지원하는 질의 
응답 시스템을 나타낸다. 

 
(그림 3) 추천질의를 지원하는 질의응답 시스템 

 
사용자는 질의문을 입력하고 파라미터를 설정한 후 

질의를 시작하면 후보 응답 문서에서 유사도가 높은 
문장들을 출력한다. 동시에 응답이 미리 준비된 빈발 
질의들 중에서 질의문을 함의하는 질의와 응답 문장

을 같이 보여준다. 따라서 사용자는 응답 문장이 의
도하지 않은 내용일 경우, 추천된 빈발 질의와 응답

을 참조하여 의도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확장할 수 있
다.  

 
3.2 퍼지 함의 관계 
 

사용자가 질의를 통해 응답을 얻지 못했거나 얻어

진 응답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질의를 확장하면 좀 
더 유용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질의

를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입력된 질의와 준비된 
질의들 사이에 퍼지 함의 관계를 적용한다. 준비된 
질의들 중에서 입력된 질의보다 넒은 의미를 포함하

는 질의를 사용자에게 하위 질의로서 추천하면 사용

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질의를 확장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질의문 Qi 가 Qj 에 포함되는 정도는 다음 식과 같
이 정의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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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는 질의문이다. R 은 후보 응답 문장과 질의문 사
이의 퍼지값으로 구성된 m x n 행렬이다. t 는 α-cut 을 
만족하는 Q 를 구성하는 퍼지값이다. Qiα 는 α-cut 보
다 큰 Qi 값이다. α 는 퍼지 관계 연산자의 α-cut 값이

다. 후보 응답 문장과 질의문 사이의 유사도는 BM25 
를 이용한다[9].  BM25 는 그림 4 와 같다.  

후보 응답 문장 C 와 질의어 Q 사이의 유사도는 식
(2)로 계산한다. 그리고 퍼지 관계 행렬에 적용하기 

위해 유사도 값은 정규화를 통해 0~1 사이의 퍼지값

으로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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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의 문장 
D: 후보 응답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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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 term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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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dl : text collection 의 평균 문서의 길이 
 

(그림 4) BM25 Scoring Model 

본 논문에서는 입력된 질의를 }~...,~,~{~
21 nqqqQ =  으

로 정의하였다.  nqq ~,...,~
1 은 질의문을 구성하는 단어들

이다. 응답이 준비된 빈발 질의문 mQQQ ,...,, 21 의 집
합을 },...,,{ 21 mFAQ QQQQ =

로 정의한다. nCCC ,...,, 21 은 

후보 응답 문서를 구성하는 문장들이다. 각각의 후보 
응답 문장은 },...,,{ 21 kn cccC = 로 정의한다. kcc ,...,1  
은 후보 응답 문장을 구성하는 질의어들 중에서 불용

어를 뺀 어간 형태의 단어들이다. 
입력된 질의문과 추천 질의 문장 사이의 유사도로 

구성된 행렬의 예는 표 1 과 같이 나타난다. 
 
<표 1> 질의문과 후보 응답 문장 사이의 퍼지 관계 행렬 

 Q~  Q1 … Qn 
C1 0.9 0.1 … 0 
C2 0.72 1 … 0.45
… … … … … 
Cm 0.95 0 … 0.2 

(a)R 

 Q~  Q1 … Qn 

Q~  0.77 0.49 … 0.35
Q1 0.78 0.93 … 0.75
… … … … … 
Qn 0.8 0.9 … 0.75

(b)RT ΔR 
표 1-b 는 표 1-a 의 행렬 R 과 R 의 전치행렬을 식 

(1)을 통해 계산한 결과이다. 표 1-b 의 값은 열의 질
의문 Q 가 행의 질의문 Q 에 함의되는 정도를 나타내

는 퍼지값이다. 예를 들면 Q2→Q1 은 (RT Δ R)21=0.78
이다. 

 
3.3. 질의에 대한 응답 검색 모듈 

 
질의에 대한 응답 검색 모듈의 흐름은 그림 5 와 같

다. 사용자가 질의를 입력하게 되면 시스템은 질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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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단어들을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다. 
대체로 관사나 전치사, 조사 등과 같은 단어들은 출
현 빈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포함하

지 않는다. 이러한 단어들을 불용어(Stopword)라고 한
다. 또한 단어의 복수 형태나 과거 형태도 정보 검색

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단어에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Stem)이라고 한다. 질의 응답 시스

템에 사용되는 문장들은 불용어를 제거하고 어간만을 
남겨서 정보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5) 질의에 대한 응답 검색 모듈의 흐름 

 
시스템의 첫번째 단계인 질의 분석 단계에서는 이 

작업을 수행한다. 질의 분석을 위해 GATE 언어 분석 
툴을 이용하였다[12]. 이 툴을 이용해서 문장에 포함

된 불용어를 제거하고 어간만을 얻는다. 예를 들면 
“Where is the company based?”라는 질의가 입력된 경우, 
질의 분석 단계를 거치면 Where, company, base 를 얻게 
된다. 그러나 대체로 문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얻
어진 질의어만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두번째 단계에서는 질의어를 확장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질의어를 확장하

기 위해 동의어 사전인 WordNet 을 이용하였다[11]. 
예를 들면 단어 base 를 WordNet 으로 확장하면 
establish, base, ground, found 로 확장할 수 있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질의의 응답이라고 판단되는 후
보 응답 문장들을 얻는다. 후보 응답 문장은 질의에 
대해 전문가들이 관련성이 높다고 분류한 후보 응답 
문서를 구성하는 문장들이다.  

네번째 단계에서는 얻어진 후보 응답 문장들은 유

사도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화한다. 유사도가 높을수

록 질의에 대해 적합한 응답이다. 질의 응답 시스템

은 최종적으로 높은 유사도를 가진 상위 후보 응답 

문장들을 응답으로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에 대해 후보 
응답 문장과 응답이 준비된 빈발 질의를 추천하는 새
로운 질의 응답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단어의 모호성

으로 인해 사용자가 질의하는 대상에 대해 의도하는 

응답을 시스템이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리 응답이 준비된 빈발 질의들 중에서 질의의 내용

을 함의하는 질의를 추천하여 사용자의 의도에 부합

하도록 질의를 확장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단어구

처리와 같이 질의 분석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일반화

된 질의 응답 시스템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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