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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Mobile information retrieval is an evolving branch of information retrieval 

that is centered on mobile and ubiquitous environments. In general, mobile devices are 

characterized by lightweight, low power, small memory, small display, limited 

input/output, low bandwidth, and so on. Some of these characteristics make it 

impossible to apply general information retrieval to mobile environments without any 

modification. In order to relieve this problem, we design and implement an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for mobile devices like wireless phones, PDA and handheld devices. We 

use document summarization techniques to alleviate the limitation of small display and 

user profiles to retrieve the most proper documents for each individual user for  

personalized search. Futhermore we use meta-search to lighten some burdens visiting 

several portal sites. In this paper, we have implemented and demonstrated the 

proposed mobile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on the domain of travel and  received good 

evaluation from users subj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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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많은 사람들은 어도 하나의 모바일 기기

를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 이와 같은 환경이 U-환경 

는 모바일 환경이다. 한 많은 기업들은 모바일 

환경에 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총칭해서 U-Biz라고 한다[1]. 모바일 환경은 

일반 인 유선 환경에 비해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

지고 있다[2]. 첫째, 모바일 환경은 시공간 인 제

약이 없다. 사용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휴 하고 다

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찾고자 한다. 

둘째, 모바일 환경은 매우 개인 이다. 부분의 

모바일 기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의 취

미나 심분야에 따라 원하는 정보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표면 으로 같은 내용

이더라도 실질 으로 질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셋째, 모바일 기기는 소형으로 입출력에 많은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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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blog.diquest.com/entry/다이퀘스트-검색트랜드-태동기의-모바일-검색

   http://www.kisti.re.kr/yesKISTI/Briefing/Trends/View.jsp?cn=GTB2008030820

2) http://searchenginewatch.com/showPage.html?page=3624288

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 작은 화면을 통

해  여러 페이지를 장황하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

용자가 원하는 내용만을 추출하여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 이다. 넷째, 일반 으로 모바일 환경은 

자료의 송률은 유선 환경에 비해 매우 낮으며 가

격은 더 비싸다. 다섯째, 일반 으로 모바일 기기

는 메모리와 처리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모

바일 기기 자체에서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모바일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환경에 합한 정보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문서요약[3]과 사용자 

로 일[4]을 메타검색 모델에 용한 모바일 정보

검색 모델이다. 문서요약 기술은 작은 화면과 낮은 

송률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고 사용자 로 일

은 모바일 환경에서 개인화된 정보검색 모델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여행 역을 상으로 PDA 환

경에서 구 되었으며 검색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문

제가 있었으나 학생들을 상으로 주  평가를 

수행했을 때 좋은 반응을 보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로 모바일 정보검색과 문서요약 그리고 사용자 

로 일에 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3장에서 모바

일 환경에 합한 정보검색 시스템을 설계하고, 4

장에서 모바일 정보검색 시스템의 구  방법과 분

석  평가에 해서 기술한다. 5장에서 제안된 시

스템의 문제 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살펴보고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모바일 정보검색

  휴 폰이나 PDA와 같은 모바일 기기가 화

되면서 포털 업체나 이동통신사들의 모바일 정보검

색에 한 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2006년도에 야후, 구 , 노키아, 마이크로소 트 

등이 모바일 검색 엔진을 출시했고, 국내에서도 

SKT, KTF, LGT와 같은 이동통신사들이 포털 

업체와 손잡고 모바일 검색 시장에 뛰어들었다1). 

모바일 검색의 시장규모는 2013년에 약 48억 달러

에 달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5]. 모바일 검색과 

연계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인한 수익이 

재 모바일 시장에서 가장 주도 인 치를 차지

하고 있는 고 수익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측하

고 있다. 앞에서 언 한 모바일 기기의 특성으로 

인해 모바일 정보검색은 일반 검색에 비해 여러 가

지의 어려움이 있다2). 가장 큰 어려움은 작은 화

면이며 이로 인해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볼 수 없

는 것이다. 한 검색어의 길이도  짧아지고 

있는데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원하는 문서의 

검색이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바

일 검색의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모바

일 정보검색은 정보의 제공 방법에 따라 사용자 주

도 검색과 제공자 주도 검색으로 나  수 있다[2]. 

사용자 주도 검색은 기본 질의어에 사용자의 주변 

상황 정보를 더하여 새로운 질의를 생성하는 반면

에 제공자 주도 검색은 기본 질의어를 그 로 사용

한다. 

2.2 자동 요약

  자동 요약은 원문서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원문서

의 길이나 정보의 복잡도를 이는 작업이다
[3]. 일

상 인 생활에서 뉴스의 머리기사, 각종 회의의 의

사록 등이 문서요약의 표 인 이다.  최근 자

동 요약은 단순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요약할 뿐 

아니라 여러 문서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기도 하

고, 심지어는 문서가 아닌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와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요약하기도 한다[6]. 기

술 인 측면에서 자동 요약 기술은 크게 문장추출

과 문서요약 기술로 나  수 있다[3]. 자는 문서 

내에 속하는 가장 요한 문장을 추출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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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ttp://www.naver.com/

4) http://www.daum.net/

5) http://www.google.co.kr/

고, 후자는 원문서의 내용을 새로운 문장으로 재작

성하는 방법이다. 일반 으로 문서요약 방법이 이

상 인 방법이지만, 아직 기술 으로 여러 가지 문

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구 도 매우 어렵다. 

한 자동 요약은 단순한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과 주어진 질의에 련된 내용을 요약하는 방

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후자를 질의 기반 요약이

라고 한다
[7].

2.3 사용자 로 일

  정보검색에서 사용자 로 일은 사용자에 련

된 정보를 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질의

를 확장하는 방법이다
[4][8]. 사용자 로 일에는 

사용자들의 심 사항이 장되며, 정  혹은 동

인 방법으로 구축된다. 정  구축 방법은 사용자가 

직  자신의 심 사항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방법

이다. 반면에 동  구축 방법은 사용자의 이  질

의나 연  피드백 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정보요구

에 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동  로

일은 처음에는 문서 순 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

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사용자의 심 사항

이 사용자 로 일에 정확하게 기술되어 사용자에 

합한 문서를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확률도 

크게 개선할 수 있다[9]. 

3. 모바일 정보검색 시스템의 설계

  일반 인 정보검색에 비해 모바일 정보검색의 두

드러진 특징은 개인화와 입출력의 제약이다. 본 논

문에서는 개인화를 해서 사용자 로 일을 사용

하여 개인에 가장 합한 문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통신 요 을 일 

뿐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입출력 제약을 해서는 문서요약 기술을 이

용해서 문서 체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의 

내용만 확인하여 원하는 정보를 조기에 찾을 수 있

도록 한다. Fig. 1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바일 

기기에 합한 정보검색 시스템의 구성도이며, 크

게 모바일 기기, 포털 사이트, 모바일 정보검색 시

스템으로 구성되고, 모바일 정보검색 시스템은 메

타검색, 사용자 로 일 리, 문서요약으로 구성

된다. 각각은 이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3.1 모바일 기기

  모바일 기기는 휴 폰이나 PDA와 같은 기기로

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자세한 구성은 

Fig. 3과 4를 참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크게 질

의 인터페이스와 표제 인터페이스 그리고 본문 인

터페이스로 분류된다. 질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질의하는 인터페이스이고, 표제 인

터페이스는 검색결과에 해당하는 문서의 제목을 보

여주고 해당 제목의 문서를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

이스이다. 본문 인터페이스는 선택된 표제에 해당

하는 문서의 체 내용이나 요약을 보여주는 인터

페이스이다. 

Fig. 1 System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system

3.2 포털 사이트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의 입구에 해당하는 거 한 

웹사이트이다. 검색엔진 등을 심 서비스로 제공

하며, 부가 으로 뉴스, 주가 자게시  등의 정

보 제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한국에는 표

인 포털사이트로는 네이버3), 다음4), 구 5), 야

휴6)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메타검색(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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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ttp://kr.yahoo.com/

7) 용어 벡터는   로 표 된다. 여기서 는 번째 용어의 가 치이며 는 정보검색에서 사용되는 용어 수이다. 

일반 으로 는 용어 빈도 와 역문서 빈도 의 곱이다
[10]

. 는 어떤 문서에 나타난 번째 용어의 빈도수이고 

는 번째 용어가 나타난 문서의 수의 역이다. 본 논문에서 는 정규화된 용어 빈도 
 



를 사용하고 는 모두 1

로 간주한다. 즉 정규화된 용어 빈도만 사용한다.

8) http://directory.search.daum.net/

참조)을 해서 네이버, 다음, 야휴를 이용한다. 

3.3 모바일 정보검색 시스템

3.3.1 메타 검색

  메타 검색은 자체 검색엔진을 가지지 않고, 기존

의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10]. 즉 사용자 

요구(질의)가 입력되면 그 요구를 여러 검색엔진에 

동시에 질의하여 각 검색엔진으로부터 검색 결과를 

받아 이들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같은 질의를 사용

하더라도 색인 방법이나 검색엔진에 따라 서로 다

른 문서들이 검색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3.3.2

에서 설명할 사용자 로 일을 이용해서 문서의 

순 를 재결정하기 때문에 검색된 문서들을 하나의 

검색결과로 단순히 결합한다. 

3.3.2 사용자 로 일 리 

  사용자 로 일 리 시스템은 사용자 로 일

을 수정하고 검색하는 일을 담당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자 로 일은 크게 역 로 일과 이력 

로 일로 구성되며, 모든 로 일은 용어 벡터7)

로 표 된다.

  역 로 일은 사용자가 주로 심을 가지는 

역에 속하는 용어 벡터이며 정 으로 생성된다. 

를 들면 질의 역이 여행이라면 그 벡터는 

“(여행 , 관광 , 호텔  ...)”이 될 수 있으며 모든 

가 치는 이다. 여기서 은 역 로 일에 

속하는 용어의 수이다. 역 로 일에 속하는 용

어는 수작업으로 선정하거나 다음 디 토리8)와 같

은 용어의 범주 정보로부터 자동으로 구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력 로 일은 질의 이력과 표제 이력이 있으

며  동 으로 생성된다. 질의 이력은 사용자가 원

하는 질의에 련되고 표제 이력은 사용자에 의해

서 선택된 문서의 표제에 련된다. 이력 로 일

도 역 로 일과 마찬가지로 용어 벡터로 표

되고 이력이 새로 발생할 때마다 용어 빈도가 더해

진다. 본 논문에서 사용자 로 일의 가장 요한 

역할은 메타 검색을 통해서 검색된 문서를 사용자 

개인에 맞게 재순 화하는 것이며 3.3.4 에서 자

세히 기술할 것이다.

3.3.3 문서요약 

  문서요약은 사용자에 의해서 요구될 때 질의의 

내용을 토 로 문서를 요약한다. 본 논문의 문서요

약은 추출 요약이며 질의 기반 요약이다. 문서요약

의 입력은 질의 와 문서 이다. 는 질의 벡터 

   이고, 의 값은 번째 용어가 

에 속하면 1이고 그 지 않으면 0이다. 는 여러 

개의 문장   으로 나 고, 번째 문장 는 

문장 벡터    이다. 의 값은 에

서 번째 용어의 정규화된 용어 빈도이다. 본 논문

에서 문서 요약은 질의 에 가장 유사한 문장 순

으로 문서를 재구성하여 가장 유사한 몇 개의 문장

을 추출하는 것이다. 즉 식 (1)을 이용해서 와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  를 구하고, 각 

문장을 유사도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이

와 같은 방법으로 재구성된 문서로부터 처음 세 문

장을 추출하고 추출된 문장을 의 요약으로 간주

한다.

    ×  

 ∙ 











 ×











 



 × 

 (1)

3.3.4 문서 순 화

  모바일 정보검색 시스템은 사용자에 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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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순 를 재조정하고 체 시스템을 제어한다. 

문서 재순 화를 해서 질의 와 문서 의 유사

도는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며 식 (2)와 같다.

     ×  
 ∙












 ×











 



 × 

 (2)

  는    이지만, 는 문장으로 분리되

지 않고 하나의 문서 벡터    이다. 의 

값은 에서 번째 용어의 정규화된 용어 빈도이

고, 는 사용자 질의를 사용자 로 일로 확장한 

질의이며, 식 (3)과 같이 구한다.

                         (3)

  여기서 , ,는 각각 사용자 질의, 역 

로 일, 이력 로 일에서 번째 용어의 가 치이

다. 의 값은 3.3.3 에서와 같이 번째 용어가 

사용자 질의에 속할 경우 1이고 그 지 않으면 0이

다. 를 들면 역 로 일에 속하는 단어가 100

개 있다면 각 단어의 가 치는 이다. 한 이

력 로 일에서 각 용어의 빈도가 “{(해운 , 1), 

(호텔, 5)}”이라면 용어 “해운 ”의 가 치는 이

고, “호텔”의 가 치는 가 된다. 만약 “해운 ”가 

질의와 이력 로 일에 속한다면 해운대는 

  이 되고 “호텔”이 역 로 일과 이

력 로 일에 속한다면 호텔을    

가 된다. 

3.4 시스템 제어  자료의 흐름 

  모바일 정보검색 시스템(서버)에서 시스템 제어 

 체 자료의 흐름은 Fig. 2와 같다.

  사용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질의한다. 이 정보에 사용자 정보를 추가하여 서버

로 송한다.

  서버는 사용자 질의를 그 로 메타 검색 시스템

으로 보낸다.

  메타 검색 시스템은 사용자 질의를 이용해서 여러 

검색엔진으로부터 문서를 수집하고 복된 문서를 

제거한다. 이 게 수집된 문서를 서버로 송한다.

  서버는 사용자와 질의를  사용자 로 일 리 

시스템으로 송한다. 

  사용자 로 일 리 시스템은 사용자와 질의를 

이용해서 질의 이력 로 일(3.3.2 을 참조)을 

수정하고 사용자 로 일을 서버로 송한다.

  서버는 사용자 로 일(이력과 역 로 일)

과 질의를 이용해서 질의 벡터를 확장하여 문서의 

순 를 재조정한다(3.3.4  참조). 상  10개 문

서의 제목을 모바일 기기에 달한다.

  사용자는 표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원하는 문서

의 요약 정보를 요구한다.

  서버는 선택된 문서와 질의를 문서 요약 시스템

으로 보낸다.

  문서 요약 시스템은 요약 문서를 서버에 달한다.

  서버는 요약 문서를 모바일 기기에 달한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는 문서의 체 내용을 요

구한다. 

  서버는 웹 사이트로부터 체 내용을 검색하여 

모바일 기기에 달한다. 

  서버는 체 내용을 요구한 문서에 해서 사용

자와 제목을 사용자 로 일 리 시스템에 보낸

다. 사용자 로 일 리 시스템은 사용자와 제목

을 이용해서 표제 이력 로 일을 수정한다.

Fig. 2 Information flow in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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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정보검색 시스템의 

구   분석

4.1 구  환경

  이 장에서 모바일 정보검색 시스템의 구  방법

을 기술한다. 체 로그램의 통합  리를 

하여 C#을 이용하 으며, 데이터의 검색  가공 

작업이 진행되는 서버는 Windows XP를 기반으

로 모든 통신은 TCP/IP를 사용하여 구 하 다. 

모바일 기기로는 PDA를 이용하 고, 메타 검색을 

해서 검색엔진으로 네이버, 다음, 야휴를 사용하

다. PDA는 Windows Mobile 5.0이 탑재된 

HP사의 hx2790 모델을 사용하 으며, 개발은 

Visual Studio 2005의 스마트클라이언트 개발환

경에서 Windows Mobile 5.0 SDK를 이용하

으며 언어는 C#을 사용하 다.

  한 한국어 색인을 해서는 기존 시스템
[11]을 

이용하 다. 상 역은 국내여행 역으로 한정

하 으며 문서의 경우도 모든 웹 문서가 아니라 블

로그 문서로 한정하 다. 역 로 일은 다음 디

토리의 “여행, 세계정보>국내여행” 아래에 연결된 

모든 문서에서 빈도수가 높은 100개의 단어를 선

정해서 구축되었다. 

  각 로 일  개인 사용자 정보 등은 DB를 이

용하여 리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SQL-Server 

2005를 이용하 다. 질의  표제 이력 로 일

은 동 으로 확장된다. 각각의 개인별로 사용했던 

질의어  표제어에 하여 색인어와 값의 으로 

표 된 자료구조를 이용하여 장되며 색인어에는 

질의어  표제어의 내용이 장되고 값에는 빈도

수가 장된다. 3.5 에서 설명한 를 이용해서 

용어 빈도를 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명

하면 Table 1과 같고, Table 2는 정규화 빈도를 

Table 1 Database for term frequency 
사용자
(user)

용어
(term)

빈도
(freq)

종류
(kind)

사용자A 호텔 5 질의

사용자A 해운 1 질의

사용자A 호텔 1 역

...

Table 2 Database for total term frequency 
사용자
(user)

빈도총합
(tot_freq)

종류
(kind)

사용자A 6 질의

사용자A 100 역

...

구하기 한 빈도 총합을 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이다.  

4.2 사용자 로 일을 이용한 개인화 실험

  Fig. 3는 사용자 A(김형철)와 B(김재훈)가 ‘해

운 ’를 질의한 결과이며 각 개인의 심사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실험에서 사

실 역 로 일은 같고 이력 로 일만 사용자

에 따라서 다르며 이 실험 에 수차례의 검색을 

통해서 사용자 로 일이 축 되었다. Fig. 3에

서 화면의 상단부는 입력을 한 질의 인터페이스

이고 하단부는 문서목록을 한 표제 인터페이스이

다. 본문 인터페이스는 Fig. 4에서 보여  것이다. 

  

(a) User A            (b) User B

Fig. 3 Search results according to user profiles 

4.3 문서요약 실험

  Fig. 4a는 사용자 B에 의해서 검색된 문서 “겨

울 해운  둘째날 - 라스트”의 요약 결과이며 질의

한 내용과도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추출

된 모든 문장에 ‘해운 ’와 련된 내용들이며 이 

문장들은 Fig. 4b에 출 된 원문서로부터 추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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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Fig. 4b는 원문서로서 이는 사용자의 요

구에 의해서만 보여진다. 체 내용에서는 사용자

가 찾고자하는 정보가 문서 가운데 있다면 가운데

로 이동하여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a) Summarized text  (b) Original text

Fig. 4 The result of automatic text summarization

4.4 효용성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효용성(편의성과 

신속성)을 평가하기 해서 학부생 30명을 무작

로 추출하여 본 제안된 시스템과 A 검색엔진을 1

시간 동안 사용하게 하 다. 학생들에게는 검색 

역을 여행 역으로 한정하여 사용한 후에 아래와 

같은 설문 평가를 실시하 다. 

  질문1(편의성): 여행 정보를 찾고자 할 때 A 검

색엔진과 비교하면 어느 시스템이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질문2(신속성): 여행 정보를 찾고자 할 때 A 검

색엔진과 비교하면 어느 시스템이 원하는 정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었습니까?

Table 3 Questionnaire analysis for Question 1 and 2

질문1 질문2

본 논문 > A 엔진 19(63%) 17(57%)

본 논문 < A 엔진 3(10%) 6(20%)

단할 수 없음 8(27%) 7(23%)

합계 30(100%) 30(100%)

  Table 3에서 제한된 역에서는 A 검색엔진에 

비해서 효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

나 Table 3의 평가 결과는 평가자들의 주 인 

평가이며 충분한 평가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객

인 평가를 해서는 평가집합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5 제안된 시스템 특성  활용 방안

  이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장  

 단 을 분석하고 이 시스템의 활용 방안에 해

서 기술한다. 먼  제안된 시스템의 장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검색을 통해서 여러 검색엔진으로

부터 정보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

었다. 이것은 모바일 환경에서 송률과 요 문제

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사용자 로

일을 통해서 사용자 개인의 심사를 먼  검색

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환경에서 개인화 기술

의 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질의 기반 문서 요약을 통해서 문서 체를 읽지 

않아도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악할 수 있었

다. 이것도 모바일 환경에서 송률과 요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원문

서의 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개인화와 입출력 제약을 해

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제안된 시스템은 일반 인 정보검색 시스템과 비

교하면 여러 가지 단 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검색 

상이 블로그로 그 상이 매우 제한된다. 블로그

는 문서의 내용이 다소 주 이므로 경우에 따라

서는 사용자의 의도와  다른 내용들이 검색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검색 역을 좀더 다양화할 필

요가 있다. 둘째, PDA에서 검색어를 서버로 송 

후 서버에서 자료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PDA가 서

버와 통신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서버에서 처리시간 

동안은 불필요한 통신요 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야할 큰 연구과제이다. 셋째, 

오랜 사용을 통해 개인 로 일의 양이 커지기 

에는 오히려 사용자의 의도와 빗나간 검색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이 문제 한 앞으로의 연구과

제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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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http://www.google.co.kr/m

10) http://mobile.daum.net/

11) http://mobile.naver.com/

  제안된 시스템은 선박과 같이 필수 으로 무선통

신 환경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야 할 경우 매우 유용

할 것이다. 한 PDA뿐 아니라 휴 폰이나 다른 

모바일 기기에도 쉽게 용할 수 있으며 한 검색

역을 더욱 제한하여 통신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4.6 상용 시스템과의 비교 분석

  사실 모바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용 시스

템들은 검색 기능 이외에 많은 부가 인 기능이 있

기 때문에 제안된 논문과 체 인 시스템을 비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

바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 9), 다

음10), 네이버11)을 심으로 모바일 정보검색에 

해서만 그 특징을 살펴보고 제안된 논문과 비교

분석한다. 세 모바일 검색 서비스 모두가 휴 화

와 휴 기기용 웹사이트 검색을 해 별도로 제작

되었다. 검색 결과는 일반 검색과 동일하다. 다만 

모바일 기기의 작은 화면 때문에 문서내용을 여

서 보여 다. 그러나 문서내용을 이는 방법은 문

서요약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제목

과 첫 번째 문장 그리고 URL을 보여 다. 한 

사용자 로 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

용자의 검색결과는 같을 뿐 아니라 메타검색 서비

스는 모두 제공하지 않는다. 다음 모바일 검색 결

과는 일반 검색 결과와 달리 사 , 카페, 블로그 등

의 순으로 재정렬해서 보여주는 특징이 있으며 제

안된 시스템과 같이 기 검색 결과에는 제목만 보

여 다. 

5. 결론  향후 연구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 합한 정보검색 시스

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가

장 큰 제약은 작은 화면으로 인해 많은 내용을 화

면에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

제를 완화하기 해서 질의 기반의 문서요약 기술

을 사용했는데 이 방법은 사용자 정보 요구에 가장 

유사한 문장을 추출하여 보여 으로써 문서 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

었다. 그 결과로 좀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

고 통신비용을 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확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모바일 환경에서  다

른 특징으로는 개인화이며 이를 해서 사용자 

로 일을 사용하 다. 사용자 로 일은 크게 

역 로 일과 이력 로 일로 나뉘어서 리되었

으며 사용자에 합한 문서가 검색될 수 있었다. 

이는 같은 질의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자 개인의 

심사에 더 합한 문서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이 실용화되기 해서는 

실시간 검색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GPS를 이용

한 사용자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도 제

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실시간 

처리를 해서 문서 재순 화와 문서요약에서 간단

한 유사도 계산 방법을 사용하 으나 정확률을 높

이기 해서 좀 더 정교한 계산 방법이 요구된다. 

이 경우에는 분산처리를 이용한다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질의응답이나 정보추출과 

같은 기능이 모바일 환경에 용된다면 매우 유용할 

수 있으나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모바일 환경에서

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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