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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FAQ(Frequently Asked Question)는 특정 도메인 분야

에서 사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응답의 모음

을 말한다. FAQ 시스템은 질의응답(Question Answering) 

시스템으로 분류되지만, 지식기반 질의응답(Knowledge 

Based Question Answering), 독해 질의응답(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 Answering) 같은 QA 시스템과는 

달리 질문이 주어졌을 때 기존에 존재하는 FAQ 중 가장 

유사한 질의를 찾아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일종의 

문서 검색 시스템이다. 

정보검색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서 내 단어의 가중치 벡

터로 문서를 표현하며[1], TFIDF, Okapi BM25 등의 가중

치 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다[2,3]. 하지만 이 방법은 의

미는 같지만 형태는 다른 단어 간에는 유사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과 

‘내비게이션’ 두 단어는 의미상 동일하지만 별개로 색

인(index)되어 벡터간 유사도 계산 시 두 단어의 관련성

이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어 색인

(word index)의 원자성(atomicity)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딥러닝 기반의 문장 임베딩(sentence 

embedding)을 구축하고, 단어 가중치 벡터와 문장 임베

딩을 조합한 문장 유사도 계산 모델을 제안한다. 

최근 딥러닝을 이용하여 문장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이 제시되었다[4, 5].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문장 임베

딩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대량의 코퍼스로 

미리 학습된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6]을 이용하

여, 문장 내 모든 단어의 임베딩을 평균한 벡터로 문장

을 표현하였다. 두 번째로는 문장 내 단어 임베딩으로 

이루어진 행렬에 self-attention[7] 기법을 적용한 후 

평균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하였다. 두 방법 모두 TFIDF 

기반 유사도 검색에 비해 성능 향상이 있었으며, self-

attention을 적용한 문장 임베딩 기반의 유사도 검색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실험에서는 자동차 관련 분야의 FAQ 데이터를 사용하

였고, 559개의 검색 대상 질의응답 쌍 데이터와 169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Accuracy@5(상위 5개의 검색 정확

도)와 Accuracy@1(상위 1개의 검색 정확도)을 측정하였

다. 실험 결과 TFIDF 기반 유사도 검색 모델과 비교하여 

문장 임베딩을 추가한 경우 Accuracy@1에서 약 5.32% 성

능이 향상되었고, self-attention을 적용한 결과 추가적

인 성능 향상이 있었다. 

 

2.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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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AQ 시스템은 주어진 질문과 가장 유사한 질의를 찾아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질의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장을 벡터로 표현하며 일반적으로 TFIDF, Okapi BM25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단어 가중치 벡터를 이용하여 문장을 표현한다. 하지만 단어 가중치 벡터는 어휘적 정보를 표현하는데 유

용한 반면 단어의 의미적인(semantic) 정보는 표현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딥러닝을 

이용한 문장 임베딩을 구축하고 단어 가중치 벡터와 문장 임베딩을 조합한 문장 유사도 계산 모델을 제안

한다. 또한 문장 임베딩 구현 시 self-attention 기법을 적용하여 문장 내 중요한 부분에 가중치를 주었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유사도 계산 모델은 비교 모델에 비해 모두 높은 성능을 보였고 self-attention을 적

용한 실험에서는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다. 

 

주제어: FAQ, 문장 임베딩, Self-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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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시스템은 유사한 질의를 찾는 검색 시스템으로 [8]

에서는 단어의 통계학적인 정보와 WordNet을 이용한 의

미적 정보를 조합한 지식 기반의 FAQ 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또한 딥러닝의 등장으로 문장을 광역에 분포된

(distributed) 벡터로 표현하는 다양한 기법이 제안 되

었다. [5]에서는 RNN(Reccurent Neural Networks)의 각 

단계의 hidden state를 단어 임베딩으로 간주하여 단어 

벡터 행렬을 만든 후 self-attention을 적용한다. [4]에

서는 문장 임베딩을 하나의 단어로 간주한 후 [9]에서 

제안된 Word2Vec 모델로 학습하는 distributed memory 

model 방법과, 문장 내 문맥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벡터를 학습하는 distributed bag of 

words 모델을 제안하였다. 

 

3. FAQ 시스템 

 
FAQ 시스템은 사용자 질의에 대해 미리 구축된 FAQ 중 

가장 유사한 질의와 답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먼저 각 

질의를 표현하는 문장 벡터를 생성한 후 벡터간 유사도 

계산을 통해 가장 유사한 질의를 찾는다. 본 논문에서는 

단어 가중치 벡터와 딥러닝을 이용한 셀프 어텐션 기반

의 문장 임베딩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한 효과적인 문장 유사도 기법 기반의 FAQ 

시스템을 제안한다. 

 

3.1 단어 가중치 벡터 

단어 가중치 벡터는 정보검색에서 문서를 표현하는 방

법 중 하나이다. 벡터의 각 차원은 문서 내 단어의 색인

(index)에 해당되며 차원의 값은 TFIDF, Okapi BM25 등

을 이용한 단어의 가중치이다. 단어 가중치 벡터는 어휘

적 정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단어 구성이 유

사한 문서들간의 유사도 계산시 신뢰도가 높다. 또한 구

현이 비교적 단순하며 문서 전체의 통계적 정보를 미리 

저장해둔다면 벡터를 생성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어의 형태적 변형에 유연하지 못하며 두 

단어의 의미가 비슷해도 벡터의 다른 차원으로 간주되어 

유사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림 1]. 단어 가중치 벡터 예시 

3.2 문장 임베딩 

본 논문에서는 단어 가중치 벡터 기반의 유사도 검색 

방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을 이용한 문장 임베딩을 사용하

였다. 단어 임베딩이란 대량의 코퍼스를 이용하여 단어

를 표현하는 벡터를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이다. 단어 벡

터는 주변 단어들로부터 중심 단어를 예측하거나 중심 

단어로부터 주변 단어들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학습된다

[9]. 본 논문에서는 문장 내 단어들을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 목적하는 FAQ 시스템인 차량 도메인에 적합한 단어 

임베딩을 생성하였다. 먼저 약 1.9GB의 인터넷 뉴스를 

크롤링하여 64차원의 단어 임베딩을 만든 후 31,698건의 

자동차 관련 상담 발화를 추가적으로 학습하였다[10]. 

문장 임베딩을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질

의를 ,  ,  … ,  라고 했을 때, 를 의 j

번째 단어 임베딩이라고 할 때, 를 row-vector로 하는 

단어 벡터 행렬 을 만든다. 그리고 를 column-wise 

평균한 벡터 를 문장 임베딩으로 간주한다. 

 

⋮ ,  (1)

 

3.3 Self-Attention 기반의 문장 임베딩 

Self-attention[7]을 적용한 문장 표현 벡터를 생성하

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어 벡터 행렬 과 

의 전치행렬(transpose)을 곱하여 단어간 유사도를 표현

하는 행렬 을 만든다. 를 다시 와 곱하여 단어 간

의 관계를 반영하고 문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차원

에 집중한다. 이를 다시 column-wise 평균하여 문장 임

베딩을 생성한다. 

 

 

 

 

(2)

 

3.4 문장 유사도 계산 모델 

본 논문에서는 단어 가중치 벡터와 문장 임베딩을 조

합한 문장 유사도 계산 모델을 제시한다. 주어진 질문 

의 문장 임베딩을 , 단어 가중치 벡터를 라고 할 

때, 두 질문간의 유사도 점수는 식(1)으로 계산할 수 있

다. 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두 코사인 유사도 결과의 

가중치(weight)를 조절한다. 
 , ∙ cos , 1 ∙ ,  cos ,  ∙‖ ‖‖ ‖ (3)

 

4. 실험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관련 분야의 FAQ 데이터를 사

용하였다. 총 559개의 FAQ 데이터와 169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Accuracy@5, Accuracy@1을 측정하였다. 

실험에서는 TFIDF를 이용하여 단어 가중치 벡터를 구성

하였고, Komoran 3.3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였다. 또한 

단어 임베딩은 fastText 모델[6]을 사용하였고, 테스트 

시 단어 임베딩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는 모든 

차원의 값이 0인 벡터로 초기화 하였다. 

먼저 단어 가중치 벡터 혹은 문장 임베딩 만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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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모델 문장 표현의 성능은 [표 1]과 같다. 문장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accuracy를 측정하였다. 

단일 모델에서는 TFIDF를 이용한 단어 가중치 벡터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문장 임베딩에서는 self-

attention을 적용한 결과 Accuracy@1에서 약 4.14%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 FAQ 시스템에서

는 직접적인 단어 간의 유사도 정보가 성능에 많은 영향

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단일 모델(single model) 문장 표현 성능 

문장 표현 방법 Accuracy@5 Accuracy@1

단어 가중치 벡터

(TFIDF) 
95.26 79.88 0

단어 임베딩 평균 기반 

문장 임베딩 
92.89 72.78 1

Self-attention 기반  

문장 임베딩 
94.08 76.92 1

 

 [표 2]는 단일 모델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단어 

가중치 TFIDF 모델에 문장 임베딩을 추가한 실험 결과

를 나타낸다. 제안 모델은 식 (3)을 이용해서 단어 가중

치 벡터 기반의 유사도와 문장 임베딩 또는 self-

attention 기반 문장 임베딩의 유사도를 가중치 합 한 결

과를 이용해 가장 유사한 질의를 결정한 것이다. 값은 

실험을 통해 0.6 ~ 0.8 사이의 값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단일 모델에 비해 제안된 모델이 모두 성능이 

향상되었는데, 이를 통해 두 모델이 상호 보완적인 작용

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 가중치 벡터(TFIDF) 단

일 모델과 비교했을 때, Accuracy@1에서 최대 5.91%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표 2]. 제안 모델 성능 

문장 표현 방법 Accuracy@5 Accuracy@1  

단어 가중치 벡터

(TFIDF) 
95.26 79.88 0

단어 임베딩 평균 

기반 문장 임베딩 
97.04 85.20 0.6

Self-attention 

기반 문장 임베딩 
97.04 85.79 0.7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단어 가중치 벡터와 문장 임베딩을 이

용한 문장 유사도 기법 기반의 FAQ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해 단어 가중치 벡터와 문장 임베딩을 단일 모

델로 사용하는 것 보다 두 모델을 조합하여 유사도를 구

하는 것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문장의 어

휘적 정보뿐만 아니라 의미적(semantic)인 정보를 조합

하여 문장을 표현한 효과적인 FAQ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self-attention 기반의 문장 임베딩 기법을 이용

한 실험에서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고, 단순히 단어 

임베딩을 평균하는 것보다 문장 내 중요한 의미를 표현

하는 차원에 집중하는 것이 문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

현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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