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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요 검색엔진들은 확장  연 검색어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의어 확장에 한 사용자의 검색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사용자가 많이 찾는 검색어 즉, 성을 근거하여 제공되는 확장  

연 검색어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사용자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존재

하며 선호하는 질의  심 분야도 다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정보요구에 합한 효율 인 확장검색어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설계  구 하고 웹 사

용자의 정보검색 과정에서 최  질의어 입력 후 질의어 확장 과정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평가결과 제안시스템은 검색엔진에서 추천하지 못한 구  41%  야후 48%의 확장검색어를 추천할 수 있었으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하여 성 기반으로 추천되고 있는 확장  연 검색어 추천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Key Words : Search engines, Related query, Extended query, Users' convenience, Query pattern  

ABSTRACT

With the service suggesting additional extended or related query, search engines aim to provide their users 

more convenience. The extended or related query suggestion service based on popularity, or by how many 

people have searched on web using the query, has limitations to elevate users' satisfaction, because each user's 

preference and interests differ.

This paper will demonstrate the design and realization of the system that suggests extended query appropriate 

for users' demands, and also an improvement in the computing process between entering the first search word 

and the subsequent extension to the related themes. According to the evaluation the proposed system suggested 

41% more extended or related query than when searching on Google, and 48% more than on Yahoo. Also by 

improving the shortcomings of the extended or related query system based on general popularity rather than each 

user's preference, the new system enhanced users' convenience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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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 으로 검색엔진 사용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표하는 핵심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웹 검

색 질의 유형은 내용검색, 사이트 검색, 서비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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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하나이다[1].

그러나 일반 으로 사용자가 원활한 검색을 하기 

해서는 검색하는 분야의 정보에 해 충분한 사

 지식의 악이 필요하며, 키워드를 식별하는 능

력 한 뛰어나야 한다. 하지만 부분의 사용자들

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검색하는 것은 아니며 질

의어를 직  선정하여 입력해야 하는 문제 과 질

의어에 합한 효율 인 키워드를 연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문제  등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질의어는 사용자의 정보요구를 만족시

킬 수 있는 최 의 시발 이 되며 정확한 검색 결

과를 제공하는 단의 기 이 되는데 사용자의 질

의어는 단일단어 는 여러 개의 단어와 연산을 복

잡하게 결합한 형태일 수도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

용자가 입력하는 질의어의 길이는 일반 으로 1개

이다. 그러나 단일단어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키워드

는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의

미의 모호성 는 다 성 문제가 존재한다
[2]

. 질의

어는 사용자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확

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한 단의 기 이 되며 

평균 인 질의의 길이는 2.21개 정도이고 사용자들

이 입력하는 키워드의 길이가 더욱 짧아지고 있으

며 함축 인 의미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3]

. 이와 

같이 제한된 환경에서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질의에 단어를 추가하

여 질의어의 정확을 높이는 방법과 사용자가 클릭

한 데이터와 같은 로그데이터를 통해서  합성을 

피드백 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4]

.

재 주요 검색엔진들은 확장  연 검색어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의어 확장에 한 

사용자의 검색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서비

스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검색 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검색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다. 하지만 많은 수의 사용자가 많이 찾는 검색어 

즉, 성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추천 서비스는 사

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발생한다. 왜냐하

면 사용자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존재하며 선호하는 

질의  심 분야도 다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정보검색 과정  입력되는 질의어를 

분석하여 질의패턴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

자의 정보요구에 합한 확장검색어를 추천하는 방

안을 제시한다. 사용자 질의어 데이터는 AOL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5]

 연 규칙을 용하여 성 기

반의 질의패턴을 분석하고 이 선호하는 질의어

를 분석한다. 반 로 개별 사용자의 질의패턴을 분

석하여 성 기반의 제한 사항을 보완하기 한 

확장검색어 추천시스템을 구 하여 사용자의 정보검

색 과정  최 질의어 입력 후 질의어 확장 과정

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들에 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확장검색어 추천시스템의 구 에 해 설

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환경 구성과 시스템 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련연구

2.1. 확장  연 검색어 서비스

‘확장검색어’는 사용자의 검색 편의를 해 검색

창에 입력되는 검색어 유형을 분석하여 많은 사용

자가 자주 찾는 검색어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며 

‘연 검색어’란 사용자가 특정 단어를 검색한 후 연

이어 많이 검색한 검색어를 추출하여 제공하는 서

비스로, 해당 검색분야에 확장검색어를 제공하여, 

찾으려는 정보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용

자의 검색 편의를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6]

. 이와 같

이 확장  연  검색어 서비스는 사용자의 질의어

와 련 있는 단어를 말하며, 지원하는 목 은 최  

검색어와 련성이 높은 단어를 제시함으로써 검색

의 편의성과 재검색을 통한 결과 값 획득에 용이하

게 하기 해서이다.

2.2. 질의어 확장(Query Expansion)
질의어 확장이란 사용자가 제시한 질의어에 이와 

련된 단어들을 추가해서 문서를 검색함으로서 보

다 연 성이 높은 문서들을 검색하고자 하는 것이

다.  다른 정의로 질의 확장이란 사용자들의 불완

한 최  질의에 하여 최  질의와 련이 높은 

단어들을 선정하여 질의에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질의어 확장에 한 연구는 개인, 그룹의 

로 일을 이용하는 기법과 사용자 피드백에 의한 

기법이 있다. 로 일을 작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질의를 입력하면 이미 사용자의 심 분

야에 련된 키워드들로 작성된 로 일이나 시소

러스를 참조하여 질의어를 확장하게 된다
[7]

. 사용자 

피드백에 의한 질의어 확장 기법은 사용자가 탐색

된 결과를 보고 질문을 수정하고 반복 인 탐색을 

통해 련성이 높은 문서를 검색하는 기법으로 시

스템의 도움을 받아 보다 좋은 질의어를 입력하거

나 질의어를 재 생성한다
[8]

.



논문 / 사용자 질의패턴 분석을 이용한 효율 인 확장검색어 추천시스템

621

2.3. 연 규칙(Association Rule) 
데이터마이닝 기법  하나인 연 규칙은 데이터

들의 빈도수와 동시 발생 확률을 이용하여 한 항목

들의 그룹과 다른 항목들의 그룹 사이에 강한 연

성이 있음을 밝  주는 기술이다. 기본개념은
[9]

(Item set A) = > Item set B)

if A then B: 만약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난다. 

연  규칙에서 측정의 기본은 빈도수이며 빈도수

를 기반으로 연  정도를 정량화하기 해서 다음

의 두 가지 기 을 고려한다.

(1) 지지도(Support) - 체 거래  항목 X와 

항목 Y를 동시에 포함하는 거래가 어느 정도 인가

를 나타내주며 체  구매도에 한 경향을 악

할 수 있다[10].

  지지도 =  전체거래수
품목와품목를포함하는거래수

  

지지도는 한 규칙이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 얼마

나 자주 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유용하지 않

은 규칙들을 제거하는데 종종 사용된다.

(2) 신뢰도(Confidence) - 항목 X를 포함하는 거

래 항목 Y가 포함될 확률을 어느 정도 인가를 나타

내주며 연 성의 정도를 악할 수 있다.

C=
∩

=품목를포함한거래수
품목와품목를포함하는거래수

신뢰도는 규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추론의 확실성

을 측정한다. 주어진 규칙 X→Y에서 신뢰도가 높을

수록 X를 포함하는 트랜잭션에 Y가 존재할 가능성

이 더 높다. 

2.4. 성 기반 확장  연 검색어 문제  

많은 수의 사용자가 자주 찾는 검색어를 추천하

는 성 기반의 서비스는 사용자가 질의를 확장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개개

인의 사용자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선호하는 검색어의 추천이 꼭 자신에게 맞는 검색

어라고는 볼 수 없기에 각 검색엔진의 추천 검색어

에 한 한계를 볼 수 있다.

표 1. 사용자 질의의도가 포함된 질의어
Table 1. Query containing users' intention of inquiry

구 분 사용자 질의 의도( 고딕)

사용자

질의어

6자회담 망, 깡통 주식, 멜라민 동, 결

식아동 돕기, 의료보험 민 화, 수능 원서

수, 김정일 건강이상설

표 1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 국방 

분야 등 7개 분야의 확장  연  검색어에 한 

사용자의 질의의도가 포함된 7개의 질의어이다.

사용자의 질의의도를 2단어로 한정하여 사 의 

정답 안을 만들고 재 서비스하고 있는 표 인 

검색엔진(구 , 네이버, 야후, 다음)에서 단일 질의

어를 입력하고 질의어를 확장하여 분석한 일부 결

과는 표 2와 같다. 

표 2. 6자회담에 한 분석결과
Table 2. Analysis on six-party talk

구   분  ‘6자회담’ 분석 결과

네

이

버

확장 검색어   X (확장검색어 없음)

연  검색어

패션 러스, 개성공단, 북핵, 6차 

6자회담, 9. 19 공동성명, 남북경

, 남북정상회담, 남북철도, 륙

철도, 방북, 북핵문제, 핵실험

네이버 분석결과 사용자는 ‘6자회담 망’이라는 

질의의도를 가지고 최  질의어로 ‘6자회담’을 입력

한 결과 사용자에게 맞는 질의어 확장을 한 검색

어를 추천하여 주지 못한다. 

그림 1은 각 검색엔진 별 확장  연  검색어의 

서비스 추천 된 비율을 나타낸다. 분석 된 결과 각 

검색엔진 별 다양한 분야에 한 확장  연 검색

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의도

하는 질의에 한 검색어를 추천하는 서비스는 상

으로 제한되는 결과 값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확장  연  검색어 서비스 추천 비율 
Fig. 1. Ratio of each search engine's suggestion of        
expanded or related query 

Ⅲ. 제안한 확장검색어 추천시스템

사용자의 확장검색어 추천을 한 제안시스템은 

사용자 질의어를 입력받아 질의어를 DB화 한다. 각 

사용자의 사용 빈도수  확률  통계를 바탕으로 

순 화 된 키워드를 추출하고 추출된 키워드는 연

규칙 “if A then B” 개념으로 연 성이 높은 것

으로 단하여 질의어 확장 과정  추천되어 진다. 

사용자 질의 패턴을 분석하기 해 사용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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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입력을 2단어로 제한하고 일정기간의 사용자가 

질의어를 장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패턴

을 분석하며 분석과정에서 특정 임계치(Threshold) 

이상의 순 화 된 질의어를 기 으로 질의패턴을 

추출하여 사용자의 확장검색어를 추천한다.

사용자 PC에 설치  운용되면서 사용자 확장검

색어를 추천한 시스템을 그림 2에 도식하 다. 

그림 2. 사용자의 확장검색어 추천시스템 구성도
Fig. 2. Schematic diagram of users' expanded          
query suggestion

3.1. 로그램 설치  운용(step1)
1단계는 사용자가 검색엔진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질의어 수집기’를 설치  운용함으로서 

실질 인 사용자의 질의어를 수집한다. 제한사항은 

질의어의 수를 2개의 으로 고려한다. 이는 질의어

의 길이가 개 1∼3로 이루어지고 평균 인 질의

의 길이는 2.5단어로 연구되었다
[11]

. 한 질의어의 

수가 많을수록 정확한 검색결과가 나올 것이라 

측하지만 기존연구 결과 질의어 크기가 최  3을 

과하면 오히려 검색 효율이 감소한다고 한다.

그림 3. 로그램 실행화면  검색엔진 연동 운용
Fig. 3. Running both the program and search engine

그림 3은 로그램 실행 화면으로 질의어(국방

학교 입시요강)를 입력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엔

진(구 , 네이버, 야후, 엠 스)을 선택하게 되면 검

색엔진과 연동되어 사이트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입

력한 질의어는 DB에 장된다.

3.2. 질의어 수집  장(step2)
2단계는 사용자의 질의어를 수집  장하는 단

계로 ‘질의어 수집기’의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질의어는 사용자의 DB에 장된다.

그림 4는 ‘질의어 수집기’에 의해 입력되는 질의

어를  DB에 장하고 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이다.

그림 4. 질의어 장  시스템의 DB 조회 결과
Fig. 4. Collection query & viewing  collection on the DB

웹 사용자가 검색하기 한 질의어를 입력하게 

되면 ‘질의어 수집기’는 사용자 PC의 DB를 확인하

여 기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새로 입력한 질

의어가 기존에 존재하면 질의어 사용횟수(Count)에 

한 정보를 수정하고 그 지 않으면 DB에 새로운 

질의어를 추가한다.

그림 5는 시스템 입력 인터페이스에 ‘HTTP 

로토콜’의 새로운 질의어에 해 DB에 질의어가 추

가되는 모습과 ‘국방 학교 입시요강’의 사용 횟수 

수정에 한 DB 조회 결과이다. 

그림 5 사용자 DB 질의처리 결과
Fig. 5. Result of users' DB query process

3.3. 사용자 질의패턴 분석  추출(step3)  
질의 패턴 분석 과정은 사용자 질의어 사용 빈도 

 확률을 기반으로 분석  추출되어 진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질의패턴’이란 연 규칙의 “if A 

then B”의 개념을 의미한다. 를 들어 “만약 사용

자가 국방 학교를 입력하면 입시요강을 입력 할 

것이다”로 정의한다. 즉 사용자의 질의패턴 분석이

란 사용자가 국방 학교를 입력 시 질의어 확장 과

정에서 확률 으로 연 성이 높은 순서로 키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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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게 된다. 그림 6은 연 규칙의 개념을 용하

여 ‘국방 학교’를 입력 하 을 경우 연 성이 높은 

순서인 ‘입시요강’, ‘도서 ’, ‘이 ’의 순으로 질의

어를 추천한 를 보여 다.

그림 6. 최  질의어 입력  추천 과정
Fig. 6. Input of the initial query & suggestion process 

질의 추천단계에서 신뢰성 있는 질의어를 추천하

기 하여 일정한 임계값(threshold)을 두어서 후보 

질의어를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값은 일정

한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계치에 의해

서 사용자가 선택 할 수 있다. 그림 7은 사용자가 

일정한 임계값을 설정하여 질의어를 추천 받는 과

정을 보여 다. 사용자가 최  질의어 ‘국방 학교’

를 입력하고 하고 추천을 받기 해 임계값 3을 설

정한 결과로서 그림 4의 DB 조회 결과와 비교하면 

일정한 임계치 이상의 확장검색어가 추천되는 결과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임계값 설정에 의한 확장검색어 추천
Fig. 7. Suggesting extended query by setting up           
the threshold

Ⅳ. 실험  평가

4.1. 실험환경 구성

사용자의 확장검색어의 추천시스템 평가를 하

여 실험은 3가지 과정을 통해서 평가한다. 첫째, 사

용자의 질의패턴을 추출하기 해 데이터마이닝 기

법  연 규칙을 용하여 사용자의 표 인 질

의패턴을 추출한다. 사용자 질의어는 AOL 질의어 

데이터  1001개 이상의 사용자 질의어 데이터를 

용하고 100명의 사용자별 질의패턴을 추출한다. 

둘째, 질의패턴을 추출한 사용자 100명의 동일한 

질의어를 제안한 시스템에 용하여 확장검색어 추

천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셋째, 제안한 시스템

의 확장검색어 추천 결과가 성 기반 추천 서비

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해 검

색엔진에서 추천된 확장  연 검색어 서비스 결

과를 비교  평가한다. 추천된 확장  연 검색어 

서비스 결과를 비교  평가를 해 선택한 검색엔

진은 AOL 질의어 데이터의 특성상 검색엔진(구 , 

야후)을 선택하 다.

4.2. 단계별 실험  평가

4.2.1 사용자 질의패턴 분석 

질의패턴을 분석하기 해 사용한 데이터 마이닝 

Tool은 SPSS Clementine 10.1이며 분석을 하여 

체 AOL Query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통하

여 2개 단어를 사용한 질의어를 추출하여 사용자의 

질의패턴을 분석하 다. 분석을 하여 35,864,595

개 질의어  처리 과정을 통하여 추출된 질의어

는 649,228명이 사용한 질의어 8,010,252개의 질의

어를 추출하 다. 처리 과정은 체 Query data 

 1개  3개 이상의 질의어는 제외하 고 2개의 

단어를 사용한 질의어로 제한하 다. 

그림 8. 질의패턴 추출 결과
Fig. 8. Result by the extraction of query patters

연 규칙 용을 통하여 분석된 질의패턴은 일정

한 임계값(threshold)을 두어 추출하 다. 임계값은 

사용수 범 별로 분류된 3,001개 이상 사용된 질의

어(A질의어 308개 단어, B질의어 339개 단어)를 기

으로 일정 지지도  신뢰도의 이상의 규칙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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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자 질의어 DB 장 (b) DB 조회 결과

(c) 최  질의어 입력 (d) 확장검색어 추천 결과

아내어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 계를 추출하 다. 

본 논문에서는 최소 지지도 0.10∼0.15%, 신뢰도 

10% 임계값 이상의 질의패턴 84개를 추출하 으며 

결과의 일부분을 그림 8에 제시하 다. 그림에서의 

‘Antecedent’는 최  질의어 이며, ‘Consequent’는 

이후 입력된 질의어를 의미한다. 

4.2.2 사용자 질의패턴 추출 

AOL 질의어 데이터  1001개 이상의 질의어를 

입력한 사용자를 상으로 처리 과정을 통하여 2

개의 Term을 추출하고 연 규칙을 용하여 신뢰도 

높은 질의패턴을 추출하 다. 그림 9는 사용자의 질

의패턴을 분석한 과정이다. 입력한 ‘사용자 질의어’

는 최  질의어와 이어서 입력한 질의어를 질의어

(A)와 질의어(B)로 표기하 으며 최소 지지도 5%, 

신뢰도 10%를 용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분석된 

결과  사용빈도, 지지도  신뢰도를 고려하여  

표 인 질의패턴(ligament→supplements)을 하나

를 선택하 다.

사용자 질의어 질의어(A) 비율  사용빈도

질의어(B) 비율  사용빈도 질의패턴 추출

그림 9. 사용자의 질의패턴 추출 과정 
Fig. 9. Extraction of users' query patters

4.2.3 질의패턴 VS 사용자 확장검색어 추천 결과 평가

질의패턴을 추출한 사용자 100명의 동일한 질의

어를 제안 시스템에 용하여 확장검색어 추천 결

과와 비교하고 평가하 다. 

그림 10은 확장검색어 추천시스템에서 추천결과

를 확인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사용자의 확장검색어 

추천의 (a)과정은 질의패턴 추출과정으로 그림 9에

서 분석에 사용되었던 사용자의 질의어를 확장검색

어 추천시스템 DB에 장하 다. (b)과정은 시스템

에서 DB에 장된 질의어를 조회한 결과이며 (c)과

정은 하나의 단일 질의어를 제안한 시스템에 입력

하고 (d)과정에서 추천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9에서 분석된 질의패턴  최  질의어를 

‘ligament’를 입력하 고 추천된 결과는 supplements, 

strengtheners, breakthroughs, supplementation, boosters

를 순 별로 추천한 결과이다.  결과는 제안 시스

템의 질의패턴의 ‘If A then B’의 개념을 용하여, 

질의어 확장 과정에서 확률 으로 연 성이 높은 

순서로 키워드를 추천하는 과정으로 하나의 단일 

질의어를 검색엔진에 입력하고 사용빈도  확률로 

질의어 확장을 하여 질의어를 추천하는 과정이다.

그림 10. 사용자의 확장검색어 추천과정

Fig. 10. Users' extended query suggest process

표 3은 사용자 표 인 질의패턴 추출 결과와 

제안한 시스템의 확장검색어 추천의 결과를 평가한 

결과이다. 평가 결과 제안한 사용자의 확장검색어 

추천시스템은 100명의 사용자로부터 분석된 질의패

턴을 모두 추천 할 수 있었으며 한 최  질의어

와 함께 이어서 입력한 모든 단어를 사용빈도와 함

께 추천함으로써 사용자의 확장검색어 선택의 폭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장 도 가지고 있다.

제안한 사용자의 확장검색어 추천시스템은 2단계 

평가 결과 우수하다. 하지만 검색엔진에서 확장  

연 검색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면 

본 논문의 추천시스템 용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단계 실험  평가에서는 검색엔진 이용 시 사

용자의 편의성을 하여 성 기반으로 추천되고 

있는 확장  연  검색어 추천 서비스와 제안한 

확장검색어 추천시스템의 추천 결과를 비교하여 사

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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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질의패턴 vs 확장검색어 추천 결과 평가
Table 3. Evaluation of query pattern vs. extended          
query suggestion                ※ 고딕 : 최  입력 질의어

질의패턴: 확장검색어 결과 질의패턴: 확장검색어 결과

ligament supplements 추천 emmy rossum 추천

hydrogen bomb 추천 fast cars 추천

hemi challemger 추천 solderless breadboard 추천

neck pain 추천 wonder woman 추천

yahoo mail 추천 pat benter 추천

fernando colunga 추천 david hasselhoff 추천

radio veracruz 추천 steve burton 추천

john densmore 추천 jc penny 추천

arabian stallion 추천 kid boys 추천

clive owen 추천 daily pictures 추천

jonbenet kamsey 추천 news math 추천

matthew fox 추천 igbo masks 추천

yahoo sports 추천 actor dullea 추천

acura integra 추천 sasha cohen 추천

jared padalecki 추천 copper fabric 추천

wedding ring 추천 jonbenet pictures 추천

baruch college 추천 american idol 추천

nyse eslr 추천 tatto flames 추천

prostate massage 추천 jesse metcafe 추천

kimberly logan 추천 people magazine 추천

good charlotte 추천 left eye 추천

head lump 추천 deer study 추천

picture frames 추천 telegraph kit 추천

cottage kitchens 추천 dinosaur parties 추천

reggie jackson 추천 pc games 추천

donnie mcclurkin 추천 gold incest 추천

orlando bloom 추천 mother teresa 추천

sheer swimwear 추천 minesota bca 추천

spa wrap 추천 bettie page 추천

pamela anderson 추천 ebay motors 추천

joe afful 추천 my space 추천

kelly clarkson 추천 katrina looting 추천

belly dancer 추천 hawaiian yardage 추천

pasta recipes 추천 paper dolls 추천

rento sunglasses 추천 gerard butler 추천

： ： ： ：

  

  4.2.4 검색엔진 vs 확장검색어 추천 결과 평가 

제안한 시스템의 확장검색어 추천 결과가 성 

기반 검색엔진의 추천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해 구   야후의 검색엔진

에서 추천된 확장  연 검색어 서비스 결과를 비

교  평가하 다. 

표 4는 검색엔진(구 )에서 제공하고 있는 확장 

 연 검색어 추천 서비스의 일부 결과이다. 표 4

의 과정을 통하여 구   야후에서 추천이 가능한 

확장  연 검색어의 추천 결과를 비교하 으며 

고딕으로 표시한 단어는 검색엔진(구 )에서 추천

이 가능한 확장검색어이다. 100명의 표  질의패

턴으로 추출한 결과를 검색엔진(구 , 야후)에서 추

천이 가능한지 평가한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표 4. Google.com 확장  연 검색어 추천결과 비교
Table 4. Extended and related query suggestion

    질의어           확장  연  검색어

ligament 
확장  of treitz, flavum, teres, arterisum, damage

연  ankle - , foot, - , dlbow -

hydrogen
확장  peroxide, fule cell, bomb, sulfide, generator

연  fuel, power, uses, element -

kimberly
확장  clark, caldwell, williams, wyatt, page, rogers

연               결과 없음        

drum
확장  tabs, sets, kits, lessons

연  - tabacco, ddrum, guitar center

grow
확장  pains, cube, island, lights, chart

연  - 2, - pot, questions

질의어 확장 과정  검색엔진(구 )에서 사용자

의 질의패턴을 충족 할 수 있게 추천한 결과는 

59%이며 추천하지 못한 결과는 41%이며, 검색엔진

(야후)에서 추천 가능한 질의패턴은 52%, 추천하지 

못한 결과는 48%로 모든 사용자를 만족하게 추천

할 수 없었으며 성의 한계를 분석할 수 있다.  

성 기반의 확장  연  검색어 서비스의 추

천 비율이 59%  52%로 실험을 한 사용자 질

의패턴의 결과를 추천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공동의 

심사에 개인도 역시 공동의 심을 가지고 있다

고 단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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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검색엔진 추천 결과 
Fig. 11. Result of search engine suggestion

검색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확장  연 검색어 

서비스는 많은 수의 사용자가 자주 찾는 검색어를 

추천하는 성을 기반으로 질의를 확장하는데 많

은 도움이 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이 선호하

는 검색어가 자신이 선호하는 검색어라고 볼 수 없

기 때문에 검색엔진에서 추천한 확장  연  검색

어 추천 서비스에 한 한계를 볼 수 있다. 제한사

항은 사용자 질의어가 제한된 범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모든 단어를 용 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상되고 시간의 흐름에 변화가 있을 것이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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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에서는 여러 요소 기술들을 복합 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상되는데 본 논

문은 연 규칙만의 제한된 범 의 용으로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질의패턴을 분석하여 사

용자에게 효율 인 확장검색어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 하 다. 제안한 사용자의 확장검색어 추천시스

템은 평가 결과 우수하지만 검색엔진에서 확장  

연 검색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면 

제안시스템의 용은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검

색엔진 이용 시 사용자의 편의성을 하여 성 

기반으로 추천되고 있는 확장  연  검색어 추천 

서비스와 제안한 확장검색어 추천시스템의 추천 결

과를 비교하여 성 기반의 추천 서비스의 한계

를 보완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 평가하 다. 

평가결과 논문에서 제안한 질의패턴 분석을 통한 

사용자의 확장검색어 추천시스템은 검색엔진(구 , 

야후)에서 추천하지 못한 41%, 48%의 확장검색어

를 추천할 수 있었으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하여 

성 기반으로 추천되고 있는 확장  연  검색

어 추천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용자의 편의

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 제안시스템에 Collaborative Filtering

와 같이 타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추천한 결과를 결

합한 새로운 방법에 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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