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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vector로 표현 

 

4. 단계별 시각화 

웹 검색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그래프의 크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래프를 한번에 나타낼 

때에는,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제공한다. 보여지는 노드의 수가 

m으로 가정하고, m이 500일 때, 너무 많은 노드와 에지가 

보여져, 사용자는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림 2) 반면, m이 

10일 경우는 적은 정보만을 제공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웹 검색 

결과를 단계별로 시각화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먼저, 초기 

검색결과의 개수(s)를 나타낸 후, 검색결과 이후에 하위순위 

랭크를 확장하여 나타낸다. 이러한 확장 알고리즘은 두 

가지가 있는데. Pure 확장 알고리즘은 오직 하위 랭크의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상위 랭크의 웹 페이지를 나타내고, 

k-hop 확장 알고리즘은 하위 랭크에 연결된 상위 랭크 

페이지뿐만 아니라, 하위 랭크와 연결된 하위 랭크의 

페이지까지 나타내게 된다. 

 

예제1.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단계별 시각화 검색을 

통해 한국의 아티스트인 “Rain” 이라는 질의를 k-Hop확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처리한 결과 이다. 만약, 사용자가 

“Rain”의 중국홈페이지를 찾을 경우, 51번의 페이지까지 찾아 

가야만 하는데, 5번 페이지에서는 51번의 페이지까지 찾아 갈 

수 가 없다. 그 이유는, 5번의 페이지는 51번의 페이지와의 

링크가 없고, 51번의 페이지만이 5번의 페이지로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2. 링크와 노드가 많은 검색 결과 

 

그림 3. “Rain”의 1-hop확장 처리 결과 

PureGraphExtension(s, t, e) { 

core � nodes ranked from 1
st
 to s-th 

candidate � nodes ranked from (s+1)-th to (s+t)-th 

for each v in candidate 

for each u in core    { 

if ( relativity(u, v) > e ) { 

core � core ∪ {v}; break; 

} 

} 

return core; 

} 

Pure 확장 알고리즘 

k-HopGraphExtension(s, t,  k, e) { 

core � nodes ranked from 1
st
 to s-th  

candidate � nodes ranked from (s+1)-th to (s+t)-th  

if ( k > 1 ) 

core � core ∪ k-HopGraphExtension(s, t, k-1, e) 

else 

core � core ∪ PureGraphExtension(s, t, e) 

return core; 

} 

k-Hop 확장 알고리즘 

 

5. 단계별 시각화 검색엔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4에서는 시각화 검색엔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여섯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 메인화면(A), 요약화면(B), 질의입력(C), 단계 

제어(D), 웹 페이지 화면(E), 메인 메뉴와 처리 상태 

표시 바(F). C에서 질의의 와 몇 개의 상위랭크 

페이지를 나타낼지 입력한다. D에서는 몇 개의 

하위랭크 페이지를 나타낼지 입력한다. 메뉴에서는 

pure 확장 알고리즘과 k-Hop확장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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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단계별 시각화 검색엔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5에서는 단계별 시각화 검색의 처리순서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Google 검색엔진의 

검색결과를 사용한다.  

 

6. 실험 결과 

실험 에서는, 세 가지의 알고리즘으로 표1의 12개 

질의의 링크를 비교 처리하였다. 첫 번째는 1 – STEP 

알고리즘(첫 번째부터 100번째의 웹 페이지의 모든 

링크를 나타내는 알고리즘), pure확장 알고리즘, 1-

hop확장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그림 5. 단계별 시각화 웹 검색의 처리과정 

 

Pure와 1-Hop 알고리즘은 , s (최초 상위 랭크 

페이지의 개수) 그리고 t (확장 하는 하위 랭크 

페이지의 개수) 를 10과 90으로 적용한다, 

 

표1. Query Set 

QUERIES 

Q1 Bush Q2 Ice cream 

Q3 Olympic games Q4 Hilton 

Q5 Dunhill Q6 Afreeca 

Q7 virus Q8 Clinton 

Q9 Apple Q10 Cell 

Q11 Actor Q12 Mart 

 

각각의 질의에 대해, 총 링크의 개수 (상위 랭크와 하위 

랭크, 상위 랭크와 상위 랭크, 하위 랭크와 하위 

랭크)를 나타낸다. 그림 6은 실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각각의 그래프의 X축은 질의의 번호를 

나타내고, Y축은 링크의 개수를 나타낸다.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웹 검색 결과의 

단계별 시각화가 사용자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다음 두 

경우에서 보여준다 

(1) 만약 앞선 예제 1과 같이 하위에 랭크 되어있는 

페이지가 상위에 랭크 된 페이지에 하이퍼링크가 

있다면, 하위 랭크의 페이지가 사용자에게 필요한 

가능성이 있는 페이지일 수 가 있다. 

(2) 만약 하위랭크의 페이지가 인 링크를 많이 갖고 

있거나, 허브 페이지일 경우에도 하위 랭크의 페이지 

역시 사용자에게 필요한 가능성이 있는 페이지일 수 가 

있다. 예를 들면, “Dunhill”은 명품, 담배, 호텔에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림 6을 보면, 27번에 랭크된 페이지는 

“Dunhill”호텔 예약의 허브 페이지 이다. 다시 말해, 

27번에 랭크된 페이지는 현재 제공하는 텍스트기반의 

검색결과로는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a) 전체 링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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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위 랭크에서 하위랭크로 가는 링크 수 

 

(c) 상위 랭크에서 상위랭크로 가는 링크 수 

 

(d) 하위 랭크에서 하위랭크로 가는 링크 수 

 

그림 6. 12개 질의에 대한 링크 수 

 

그림 7. “Dunhill”의 단계별 시각화 처리 결과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하위에 랭크 된 페이지이지만,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페이지를 

단계별로 시각화 하여 나타내는 웹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해, 하위에 랭크 되어있으나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페이지를 쉽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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