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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스마트 폰 상의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여 집단의 지식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스템을 제안한다. 질의응답 시스템은 이미 많은 사용자가 확보된 트위터 서비스를 기

반으로 한다. 또한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Client간에 질문과 답변을 보다 쉽게 할 수 있

으며 일반 트위터 사이트에서도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질의응답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확장과 호환에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서론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

이 생성 되었다. 이러한 지식들은 사라지지 않고 축

적되었으며 축적된 지식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

다. 사용자들은 필요한 지식들을 찾기 위해서 질의

응답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맞춰서 질의응

답 시스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

현재 다양한 질의응답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대

부분의 질의응답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시스템이 이를 분석하여

관련된 답변을 질문자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완벽한 답변을 얻기가 힘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한다. 본 논문은 질의

응답 시스템이 질문을 분석하여 답변을 가져오는 시

스템과는 다르게 질문을 다른 사용자에게 보내어 답

변을 받아오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되고 있

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NAVER의 '지식IN'이다. 이

는 사용자에게 단순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기존의 형

식과는 다르게 사용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질문자와 답변자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들의 참여가 본격화 되면서 사용자들은 좀

더 발전된 질의응답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다. 현

재 많은 질의응답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개인의 호기심에서 부터 전문분야까지 그 범위가 다

양하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

서는 대기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실시간성의 평가 기준을 사용자의 대기시

간으로 정하였다[1].

기존 질의응답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휴대성이

쉽지가 않고 인터넷의 사용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실시간성과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는 스

마트 폰이 대중화가 되었고 이에 따라 질의응답 시

스템의 단점을 극복 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 폰은 휴대성이 뛰어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가 제공 되

고 있으며 SNS의 이용자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폰은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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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능성에 근거하여 실시간 질의응답 시

스템을 스마트 폰과 SNS를 접목시켜 기존의 질의응

답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함과 동시에 이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많은 사용자와 폭넓은 호환성으로

대중화되어가고 있는 Android OS(Operating

System)와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 층이 많은

Twitter를 사용한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을 제안한

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 질의응답 시스템과 국외

질의응답 시스템의 사례와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제안하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한 사례

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

2. 국내, 외 질의응답 시스템 현황

국내의 질의응답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는

NAVER(www.naver.com)의 지식IN 서비스이다.

NAVER의 지식IN 서비스는 NAVER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다른 사용자가 그 질

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대한 질문답변 게시판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었고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 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사용자들의 질문에 사용자가

답을 하고 답변의 순위를 매김으로써 최신의 답변과

최상의 답변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경험치 와 같은 내공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결

과적으로 많은 이용자를 확보 할 수 있지만, 질문자

는 답변 등록을 쉽게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

과 답변의 실시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3].

국외의 질의응답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ChaCha.com(http://www.chacha.com)이 있다.

ChaCha는 Guide라 불리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사

용자들이 묻는 쿼리를 확인하고 해당 검색을 수행을

해주는 방식으로 기존의 검색과 차이가 있다. 이러

한 Guide들은 해당 쿼리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찾

아 주었는지를 사용자의 평가를 받게 되고 이를 바

탕으로 수익을 얻게 된다. 사용자와 시스템이 제공

하는 정보 사이에 Guide를 둠으로서 좀 더 효율적

인 인력기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4,5].

위의 2가지 사례를 분석해보면 기존의 PC기반에서

제공되고 있는 질의응답 시스템은 여전히 실시간성

이 낮거나 사용자의 참여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문

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2가지 사례의 인력

기반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보다 질문을 잘 이해

하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앞

으로 인력기반 시스템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될 것

으로 예상된다[1].

3. 스마트 폰 기반의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

[그림 1] 스마트 폰 기반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 구성도

그림 1과 같이 제안하는 시스템은 크게 질문과 답변

을 하는 사용자와 질문과 답변을 전송하고 검색 할

수 있는 스마트 폰 Application, 질문과 답변관리와

API를 제공하는 Twitter, 질문과 답변을 저장하는

Database로 구성되어있다.

3.1 Android 기반의 Application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질의응답 시스템은

Android 기반의 Application으로 구성 하였다. 이

Application의 명칭은 SmartWiz이다. Smartwiz는

스마트 폰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WIFI망이나 3G망

을 이용하여 질문과 답변을 전송 또는 전달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의 PC기반과는 달리 장소와 이동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

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다. 또한 Android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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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고 다양한 기기에서 구동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 전망이 매우 높다.

3.2 Twitter 이용 목적

Twitter(http://www.twitter.com)는 세계적인 SNS

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이미 가입자 수는 1억

4500만 명을 넘어섰다. Twitter의 가장 대표적인 개

념은 Flower와 Flowing 이다. 이는 사용자들의 관

계를 지칭한다. 다른 사용자에게 관심이 있다면

Flowing을 하는 것이고 어떠한 사용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사용자를 Flower라고 한다. 이러

한 기본 개념은 집단 지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로의 글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질의응답은 이루

어 질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지식공유의 목적을 이

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글에 관심이 있어야 하며 이

는 Flower와 Flowing의 관계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Twitter에서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관계

가 이어지기 때문에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에 가장

적합하다.

3.3 SmartWiz의 모듈

SmartWiz에서 사용되는 주된 기능은 Twitter에서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다. API는 twitter4j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SmartWiz의 모듈은 HashTag, Search,

Mention, Update로 나뉜다. HashTag는 사용자간의

질문과 답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

이다. 소규모의 그룹이나 동호회에서 ‘#그룹명’을 정

한 다음에 약속한 그룹명(HashTag)로 질문과 답변

을 전송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리가 가능하

다. Search는 HashTag를 검색하여 그룹에서 새로운

질문이나 답변이 등록 되었을 때 사용된다. 사용자

스스로가 등록된 질문과 답변을 검색 할 수 있으며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

를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Mention은 질문자

자신이 올린 질문에 다른 사용자가 답변을 할 경우

@질문자의 아이디 가 붙어있다면 Search 모듈로 자

신에게 온 답변을 검색할 수 있도록 구분해주는 역

할을 한다. Update는 사용자가 질문이나 답변을 올

릴 때 Twitter 서버에 전송 할 수 있게 한다.

3.3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 흐름도

[그림 2] 스마트 폰 기반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 흐름도

그림 2와 같이 사용자는 그룹명을 정하고

Application을 이용하여 질문을 등록 하면 Twitter

사이트와 서버로 동시에 전송이 된다. 같은 그룹명

을 설정한 다른 사용자는 등록된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고 확인을 한다. 받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질문자의 ID가 붙여져서 트위터에

전송된다. 질문자 application은 Mention기능과

Search기능을 이용하여 질문자의 ID가 붙여진 답변

을 실시간으로 받게 된다.

4. 실험 및 평가

실험은 Android기반의 스마트 폰을 가지고 3G망과

WIFI로 통신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였다. 실험을 통

해 최초 질문을 한 후 답변이 오는 대기 시간을 측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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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실시간 질문

[그림 3-2] 실시간 답변

그림 3-1과 같이 최초의 질문 시간은 2010년 10월 7

일 00시 01분 32초에 등록이 되었다. 그 후 답변은

00시 03분 21초에 답변이 등록되어 약 2분정도의 대

기 시간이 있었다. 132건의 지속적인 질문과 답변의

대기시간의 평균을 낸 결과 약 1분 ~ 2분정도의 시

간이 소요 되었고 제안하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질

의응답을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2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그림이다. 약 132여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을 분석한 결과 73건의 답변의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59건은 질문과 관계없는 답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55.3%의 응답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5. 결론

본 논문은 실시간성이 뛰어난 스마트 폰과 많은 사

용자를 가지고 있는 Twitter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용자간의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크게 질문과 답변을 하는 사용자

와 질문과 답변을 전송하고 검색 할 수 있는 스마트

폰 Application, 질문과 답변관리와 API를 제공하는

트위터, 질문과 답변을 저장하는 Database로 구성되

어있다.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스마트 폰은 실시

간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트

위터는 인력기반의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

존 질의응답 시스템보다 적은 대기시간을 보여주었

으며 이는 실시간성을 지원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의 질의응답 시스템을 대체하

기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스마트 폰과

더불어 SNS의 대중화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의

발전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사

용자의 참여가 좀 더 높아지게 된다면 더욱 효율적

이고 축적된 정보와 함께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임희석, 류기곤(2008) “실시간 인력기반 질의응답

시스템” 한국산학기술학회 v.9 no.3 pp.721-726

[2] 한혁수, 김초이(2009)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웹

접근성 평가" 한국감성과학회 v.12 no.4 pp.481-488

[3] 최창현, 반건우, 이상훈(2009) "지식검색 서비스의

소셜 네트워크 기반 영향력 지수 알고리즘" 한국컴

퓨터정보학회 v.14 no.10 = no.67 pp.43-53

[4] 류기곤, 임희석, 유원희(2007), “사용자 참여에 의

한 실시간 지혜 획득 시스템” 한국산학기술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pp.102-105

[5] http://www.neoearly.net

[6] http://wisdomscience.blogspo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