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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꾸준한 성장으로 수많은 쇼핑몰 회사들이 생겨났다. 이러

한 쇼핑몰을 통해 고객들은 다양한 상품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원하는 상품을 찾기 위

해 수많은 쇼핑몰들을 검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고객이 상품을 검색하는데 있어서 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 쇼핑몰 검색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통합 쇼핑몰 검색시스템은 온톨로지 매

핑 기법을 통해 쇼핑몰 간의 온톨로지를 통합하고, 추천시스템 기법 중의 하나인 사례기반추론 기법을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도록 설계하였다.

1. 서론

오늘날 웹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

은 쇼핑몰이 생겨나면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

하기 위해 각각의 쇼핑몰들을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다수의 쇼핑몰들을 통합한

통합 쇼핑몰 검색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러한 통합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선행되어야할 과정

은 쇼핑몰 간의 서로 다른 카테고리 구조와 상품명

을 연결시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다. 이에 따라 쇼핑몰의 카테고리 구조와 상품명을

온톨로지화하고, 온톨로지 통합 방법 중의 하나인

온톨로지 매핑 방법론을 이용하여 통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5].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고객

이 다양한 쇼핑몰에 존재하는 상품을 한 번에 검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객이 원하는 상품뿐

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상품 정보까지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과일의 한 종류인 ‘배’에 대한 검색을 하는 경우, 고

객이 원하는 ‘배’ 뿐만 아니라 운송 수단인 ‘배’의 완

구 모델 등도 검색 결과로 나오게 된다. 따라서 고

객의 검색의도에 맞는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례기반 추천시스템을 활용

한 통합 쇼핑몰 검색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

스템은 온톨로지 매핑 기법을 통해 쇼핑몰 간의 온

톨로지를 통합하였고, 사례기반 추론 기법을 활용하

여 고객들의 검색 의도를 반영한 정확한 검색 결과

를 제공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온톨로지

매핑 및 사례기반 추론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 설명

하고, 3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통합 쇼핑몰 검색시스템의 설계 과정에 대해 설명한

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2.1 온톨로지 매핑

온톨로지 매핑은 온톨로지 통합 방법의 하나로서

서로 다른 두 온톨로지의 형태는 유지하고 온톨로지

간의 연결 정보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온톨로지 A,

B가 있을 때 온톨로지 매핑은 온톨로지 A의 각 개

념들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B의 개념들을 매핑시

키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온톨로지 매핑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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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온톨로지 매핑의 개념

온톨로지 매핑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

다. NF Noy[3]는 온톨로지 표현언어인 OKBC를 이

용하여 온톨로지 통합 과정에 필요한 연산자 집합을

정의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반자동적인 온톨로지 통

합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Avigdor Gal[1]

은 term, values, composition, precedence의 4가지

구조에 기초하여 두 온톨로지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

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두 온톨로지의

매칭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김우주[5]는 서로 이질적

인 상품 카테고리로 구성된 두 쇼핑몰 간의 상품에

대한 온톨로지 매핑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상품명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매핑 클래스 검색, 선택 단계를 거쳐 온톨로지

를 매핑하였다.

2.2 사례기반추론

사례기반추론(CBR : Case-Based Reasoning)은 분

류 및 예측 문제 모두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

계학습 기법이다[6]. 사례기반 추론은 과거 문제들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문제와 유사한 과거의 문제를 발견하고, 현재

의 상황에 맞도록 조정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8].

Aamodt와 Plaza[9]는 CBR의 문제 해결 과정을 그

림과 같이 크게 6단계로 구분하였다[7].

[그림 2] 사례기반 추론의 과정

1) 검색(Retrieve) : 검색은 현재 문제와 사례 베이

스(Case Base)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 사례와의 유

사도 함수에 따른 비교를 통해 가장 유사한 과거 사

례들을 검색하는 단계이다.

2) 재사용(Reuse) : 재사용은 검색을 통해 찾아진

유사한 사례들의 해법을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사

용하는 것이다.

3) 수정(Revise) : 수정은 현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검색된 유사 사례들의 해법을 현재 문제에 맞게 적

합한 형태로 교정하는 것이다.

4) 리뷰(Review) : 리뷰는 현재 문제와 현재 문제에

대한 해법이 새로운 사례로서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5) 유지(Retain) : 유지는 새롭게 해결된 현재 문제

와 해법을 새로운 사례로서 사례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다.

6) 정제(Refine) : 필요에 따라 사례기반 인덱스와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사례기반추론은 최근들어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스템

의 상황인식 기능, 개인화 서비스 분야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3. 통합 쇼핑몰 검색시스템의 설계

3.1 쇼핑몰 간 온톨로지 매핑

3.1.1 상품명의 의미 파악 방법론

쇼핑몰의 카테고리 구조와 상품명을 온톨로지화하

고 쇼핑몰 간 온톨로지 매핑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상품명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의어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의미

를 파악하기 위해 상품명의 의미 파악 방법론을 적

용한다. 이 방법론을 위해 워드넷의 한국어 버전이

라 할 수 있는 Korlex를 이용한다. Korlex는 특정

어휘의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에 대한 정보를 구조

화시켜 보여주므로 쇼핑몰의 카테고리 구조와의 비

교를 통해 상품명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의미 파악 방법론의 첫 번째 단계는 특정 상품에 대

한 쇼핑몰의 상위 카테고리와 Korlex에 의해 검색된

단어의 path들과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cs() 함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i f ∈ and ∈
∅ 

where,

x is a term belonging to a search context

y is a term belonging to coordinate terms of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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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is a term belonging to a product category path

위의 식에서 Coordinate term이란 특정 어휘의 동의

어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cs()함수의 결과 값은 특정

상품의 상위 카테고리와 Korlex에 의해 형성된 path

사이에 동시에 존재하는 단어들이 된다.

다음 단계는 Korlex의 Path상에서 cs()함수로부터

나온 단어들과 특정 상품명과의 거리를 측정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hypernym Proximity()함수를 정

의한다.

 Pr  


where,

x is a term belonging to a search context

distance() returns the number of arcs of a set

cs()

마지막 단계로 pathProximity()함수를 이용하여 특

정 상품의 카테고리와 가장 유사한 Korlex 상의

path를 결정한다. pathProximity()함수는 hypernym

Proximity() 함수의 결과 값을 상품 카테고리의 총

클래스 수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가장 큰 path가

가장 유사한 path로 선정되고 그 path에 존재하는

어휘 의미가 특정 상품의 어휘적 의미가 된다.

3.1.2 온톨로지 매핑 클래스 선택 방법론

쇼핑몰의 특정 카테고리 내에 있는 상품의 의미를

파악한 후에는, 다른 쇼핑몰에 있는 상품과의 매핑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른 쇼핑몰에 존재하

는 유사한 카테고리들만을 검색해 내는 과정이 수행

된다. 지금부터 매핑을 원하는 쇼핑몰을 소스 쇼핑

몰, 매핑의 대상이 되는 쇼핑몰을 타겟 쇼핑몰이라

고 정의하겠다. 타겟 쇼핑몰에서 유사한 카테고리들

을 검색하는 방법은 소스 쇼핑몰에 존재하는 특정

상품의 상위 카테고리 정보를 타겟 쇼핑몰의 카테고

리 정보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스 쇼핑몰

의 특정 상품의 상위 카테고리와 유사한 구조, 의미

를 가진 타겟 쇼핑몰의 카테고리들이 매핑 후보로서

선정된다.

다음 단계는 실제 매핑될 하나의 카테고리를 선정하

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Co-occurence와

Order-Consistency의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된다. 먼

저 Co-occurence는 두 카테고리에 속한 용어들 간

의 중복성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된다.

   











∈

 



×









∈

 




where,

ns(x) is the number of elements of a list x.

이 때 member(a, b)는 a가 b path의 member인 경

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을 반환한다.

다음으로 Order-Consistency는 두 카테고리 상에

존재하는 각 클래스들의 순서 일치성을 파악하는 개

념이다. 이를 위해 우선 두 카테고리 상에 존재하는

중복된 클래스들을 결과 값으로 하는

common(search Context, path)을 정의한다. 다음으

로 prelset(category set, category path)는 카테고리

상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선행 관계들을 도출한다.

예를 들어 prelset({A, B, C}, A/B/C)의 결과 값은

{(A,B),(A,C),(B,C)}가 된다. 다음으로 cons() 함수는

prelset을 통해 나온 선행관계 집합을 이용하여 타겟

쇼핑몰의 카테고리에 동일한 클래스와 순서가 존재

하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반환

한다. 마지막으로 Constc() 함수는 cons()함수 값들

의 평균값을 구하는 함수이며 다음과 같은 식을 통

해 계산된다.

 






where,

∈  


      

이와 같은 Co-Occurrance 값과 Order-Consistency

의 개념을 적용한 Constc() 함수 값을 통해 최종적

으로 Simpath() 함수를 이용한다. 이 때 Simpath()

함수 값이 가장 큰 클래스가 매핑 클래스로 선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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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개인화된 추천 방법론

위와 같은 쇼핑몰 간 온톨로지 매핑을 통해 통합

쇼핑몰 시스템을 구성한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고

객의 과거 구매 데이터를 이용한 상품 검색 결과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단계는 사례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례 베

이스는 고객 별 구매 상품 목록과 구매 상품의 카테

고리 정보가 저장된다. 따라서 고객이 상품 키워드

를 입력한 경우, 해당 키워드와 사례 베이스에 저장

되어 있는 구매 상품 카테고리와의 유사도가 측정되

며, 이를 통해 유사도가 높은 순서대로 검색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객이 입력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사례 베이스

에 있는 구매 상품 카테고리와의 유사도를 측정한

다. 이때 구매 상품 카테고리 정보는 상품을 판매한

쇼핑몰의 카테고리 구조를 그대로 갖는다. 유사도

측정은 키워드와 카테고리의 각 클래스에 대한

Term Matching을 통해 이루어지며, Term

Matching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i f     

 i f     

 

그 다음 단계로 유사도가 높은 순서대로 카테고리

데이터들을 나열하고, 해당 카테고리에 존재하는 상

품과 매핑 되어있는 다른 쇼핑몰들의 상품을 순서대

로 검색 결과로 제공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고객은 자신의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통합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 단계로 고객이 상품을

구입한 경우 해당 상품과 그 상품의 카테고리 정보

를 새로운 사례로 사례 베이스에 저장한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례기반 추천시스템을 활용한 통

합 쇼핑몰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

템은 우선 각 쇼핑몰의 상품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온톨로지 매핑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 기법을 통해

쇼핑몰 간 유사한 상품 간의 연결 정보가 생성되어

통합된 쇼핑몰 검색 시스템의 설계가 가능하였다.

또한 사례기반추론 기법을 적용하여 고객의 상품 검

색 시 고객의 과거 구매 기록을 이용하여 고객의 검

색 의도에 부합하는 통합된 검색 결과의 제공을 도

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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