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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approaches of shopping agents and directory services for 
online comparison shopping on the web, and propose an information indexing and retrieval 
system, named InfoEye, with a new method for automatic extraction of product information. 
The developed method is based on the knowledge about presentation of the product 
information on the Web. The method from the knowledge about presentation of the product 
information is derived from both the point that online stores display their products to 
customers in easy-to-browse ways and heuristics made of analyses of product information 
look-and-feel of domestic online stores. In indexing process, the method is applied to product 
information extraction from 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 documents collected by a 
mirroring robot from online stores. We have made InfoEye to a readily usable stage and 
transferred the technology to Webnara commercial shopping engine. The proposed system is 
a cutting-edge solution to help customers as a shopping expert by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reasonable price of a product from dozens of online stores, saving customers shopping 
time, giving information about new products, and comparing quality factors of products in a 
same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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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론

웹은 인터넷에서 정보롤 표현하는 표 

준적인 방법이 되었다[Berners-Lee, 94], 
HyperText Transfer Protocol(HTTP)을 통해 멀 

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웹에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웹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 

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Etzioni, 96]. 이로 인해 인터 넷을 숙련되 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자돌은 자신이 얻고 

자 하는 정보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 

끼고, 원하는 정보가 있는 곳올 알려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검색 엔진들 

과 메타 검색 엔진들, 그리고 에이전트들이 

개발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문제들로 인해 기존의 검색 서비스들은 전 

문 분야에 특화된 검색 서비스들에 비해, 

다음과 같은 한계들올 드러내고 있다.

• 인터넷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문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롤 망라한 내용 

을 지원하는 검색 서비스들은 이러한 

증가를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

•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정확 

히 설명하기 힘둘다. 사용자가 ''텔레 

비전” 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사용자 

가 원하는 내용은 텔레비전올 파는 상 

점인 더】, 텔레비전의 구조에 대한 링 

크들이 출력될 수 있다.

• 검색 서비스의 결과로 나오는 링크들 

의 양이 너무 많다. 사용자가 질의문 

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입력하지 못했 

을 경우, 사용자는 수많은 링크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된다.

•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는 질의어를 처 

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단순히 

“Java”라고 입력한다면, 자바 섬, 자바 

커피, 자바 언어에 대한 링크들을 얻 

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검색 서비스를 사용 

하는 데 숙련된 사용자들 뿐만 아니라, 현 

재에도 수없이 새로 생기고 있는 인터넷 

초보자 (newbies) 들에게는 어려움이 된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보다 정확한 검색을 

위해서 전문 분야에 대한 검색 서비스가 

최근 들어 요구되고 있다. 이를테면 온라 

인 비교 쇼핑올 위한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정보 색인 및 검색 시스템[이은석, 97] 
이 그러한 예이며, 이러한 시스템들은 디렉 

토리 서비스와 쇼핑 에이전트들로 나누어 

진다.

온라인 비교 쇼핑 기능은 여러 온라인 

상점들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검색 

하여, 각각의 온라인 상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예를 들면 가격)으로 정렬해 

줌으로써 사용자의 구매에 도움을 주는 기 

능이다. 자동적인 온라인 비교 쇼핑을 위 

해서는 웹 상의 상품 정보를 자동으로 추 

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나, 웹 상에 

서 문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은, 문서 

의 구조를 위한 extended Markup Language 
(XML)와는 달리, 특정 정보 추출을 목적으 

로 하는 디렉토리 서비스나 에이전트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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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는 적당하지 못한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비교 쇼 

핑을 위한 상점 및 상품 정보 검색 전용 

디렉토리 서비스와 에이전트들, 그리고 이 

러한 검색 시스템들을 위한 상품 정보 추 

출 기법들을 소개하고, 상품 정보의 추출을 

위하여 웹 상의 상품 정보의 표현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이러한 방법을 실연하 

기 위해서 상품 정보 색인 및 검색 시스템 

인 InfoEye <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InfbEye 는 온라인 상점 의 Uniform Resource 
Locator (URL)을 입력하면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이 상품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 

에서는 웹 상에서의 비교 구매를 위한 에 

이전트와 디렉토리 서비스들과 이러한 서 

비스들을 위한 상품 정보 추출 방법을 설 

명 하고, 3장에서 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상품 정보 검색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그리고 

5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를 기술한다.

2. 관런 연구

전자 상거래는 취급 상품에 따라서 기 

존의 상거래에 비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구매자가 직접 보거나 만 

지기를 원하는 의류 상품이나 기간이 지나 

면 쉽게 상하는 채소류, 어패류 둥은 전자 

상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반면, 상품들의 질 

적 편차가 적은 도서나 소프트웨어, CD 둥 

은 전자 상거래를 통해 활발히 거래가 이 

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장점들로 

인해 많은 온라인 상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온라인 상점들을 보면 상점마 

다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격들 

을 제시하고 가지고 있어, 구매자들은 품질 

의 편차가 적은 도서나 CD 들을 구매하고 

자 한다면 더 싼 가격을 제시하는 상점을 

찾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구매 

자들이 알고 있는 상점들은 한정되어 있고, 

각각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사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를 찾는 것이 어렵다.

1996년부터 구매자들의 이 러한 문제들 

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쇼핑 에이전 

트들이 연구되었다. 온라인 비교 쇼핑 에이 

전트를 위한 연구 프로토타입(prototype)의 

예 로는 BargainFinder, BargainBot, ShopBot 등 

이 있다[Doorenbos, 97], BargainFinder 와 

BargainBot 은 정해진 상점 에 대한 지식을 

개발자가 직접 유추하여 코딩하는 방식으 

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처음 개발 당시의 

해당 상점에 대해서만 검색을 할 수 있으 

며, 해당 상점의 상점 지식에 관련된 내용 

이 바뀌면, 즉 상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결과 출력 형식이 바뀌면, 다시 개발자가 

상점을 직접 분석하여 상점 지식이 포함되 

어 있는 프로그램 소스를 고쳐야 한다. 반 

면, ShopBot 은 상점에 대한 관련 지식 중 

하나인 Domain Description 이 라 불리는 상 

품 분류 지식을 사용하여 Vendor Description 
이라 불리는 상점 지식을 데이터 파일로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 데이터 파일을 이용 

하는 방식으로 상점이 변해도 다시 상점 

지식에 해당하는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는 

유연한 방법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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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Bot 과 같은 방식 의 온라인 비 교 

쇼핑 에이전트는 그 유용성올 실제로 인정 

받아 미국의 Junglee, Jango, 그리고 

InfoSpace 둥의 벤처 기업에서 개발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에이전트 시스템들은 

Yahoo!, Excite, Lycos, HotBot 둥의 여 러 유명 

검색 서비스에 채택되어 비교 쇼팽 

(Comparison Shopping)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되고 있다. 이러한 에이전트 시스템들은 

모두 상품 영역에 대한 지식올 토대로 상 

점 지식을 데이터 파일로 생성하는 방식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품 정보 자동 주출올 

쇼핑 에이전트가 아닌 상점 표현 지식을 

토대로 상품 정보를 자동 색인하는 검색 

엔진올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쇼핑 

에이전트의 대표적인 연구 프로토타입이며 

Jango 의 전신 인 ShopBot 과 본 InfbEye 의 

색인 엔진을 비교해 본 결과, 쇼핑 에이전 

트와 상품 정보 검색 엔진은 각각 나름대 

로의 장단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ShopBot 수준의 실제 

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에이전트는 없으며, 

Webnara, ShopBinder, ShopFinder 둥의 상품 

정보 검색 엔진 및 디렉토리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그림 1＞의 Webnara 는 본 논문 

에 의한 상품 정보 자동 추출 기술을 이전 

받아 설계된 상품 정보 디렉토리 서비스 

이 다. ShopBinder 와 ShopFinder 는 역 시 상 

품 정보 검색 시스템이나 상품 정보의 추 

출 과정은 사람의 손에 의해 수행된다.

그리고 상품 정보 검색이 아닌 온라인 

상점 검색 서비스로 Shopmadang, Tmall, 인 

터넷 쇼핑 가이드, KIM E-C Center,

ShoppingHouse, 용산 HomeShopping, 에누리 

정보, YMART 등이 있다.

3.상픔  정보 검색 시스템의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교 쇼핑을 위 

한 상품 정보 검색 시스템의 개괄적인 구 

조는〈그림 2＞와 같으며, 웹 상의 온라인 

상점들의 상품 정보들을 웹 문서 수집을 

위한 미러링 로봇으로 가져와서 전처리기 

와 상품 정보 색인기를 통해 추출하여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상품 정보 검색기가 제품 정보를 사 

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에서 도서 검색 에이전트는 BargainFinder 
나 BargainBot 과 같은 원리로 개발된 쇼핑 

에이전트이다. 상품 정보 색인기에는

HTML 문서에서 상품 정보를 해석하기 전 

에 전처리를 하기 위한 전처리기 모듈도 

포함되어 있다.

3.1 미러링로봇

미러링 로봇은 해당 상점의 홈페이지 

를 초기 URL(seed URL)을 받아 들여 상점 

올 돌아다니면서 문서들을 수집한다. 너비 

우선 탐색 (Breadth First Search) 방식으로 상 

점 홈페이지를 루트로 하는 하이퍼텍스트 

의 그래프를 순회하는 것으로, 큐에서 수집 

된 문서들올 가져와서 저장하고 저장한 문 

서에서 아직 순회하지 않았고 외부 사이트 

가 아닌 다음 URL 후보들을 추출하여 큐 

에 추가하는 과정을 큐가 텅빌 때까지 반 

복한다. 로봇에 의한 상점의 미러링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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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품 정보 검색 시스템의 개괄적인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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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트래픽(network traffic)이 적은 시 

기에 이루어지고, 상점이 가지고 있는 상품 

정보의 양에 따라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일반 검색 엔진이나 디렉토리 서비스 

의 경 우, HEAD 정 보를 사용하여 이 미 가져 

온 일이 있는 문서는 다시 가져오지 않으 

나, 상점의 상품 정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CGI 에 의해 생성되는 문서들로 문서의 생 

성 날짜가 의미가 없다.

3.2 상품 정보 색인기

〈그림 3＞은 상품 정보 색인기의 구조 

도이다. 전 단계에서 미러링 로봇은 상점 

의 HTML 들을 하나의 커 다란 파일에 저 장 

한다. 이 파일에 대해 상품 정보 색인기가 

작업을 하게 된다.

첫번째 전처리기에서는 두 가지 중요 

한 일을 한다. 우선 가져온 문서들에서 상 

품 정보 추출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과감히 제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서 

분석이 보다 용이해지고 상품 정보 색인기 

가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일은 주어진 문서에서 가격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다. 물론 제대로 된 

온라인 비교 쇼핑은 가격 이외의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나, 미러링 로봇이 가 

져온 문서가 단지 상품의 설명만 있고 가 

격을 알 수 없다면, 온라인 비교 쇼핑의 의 

미가 없기 때문이다. 두번째 전처리기는 첫 

번째 전처리기에 의해 불필요한 정보들이 

처리된 데이터를 정형 정보 해석기와 휴리 

스틱 해석기가 처리하기 편한 구조로 입력 

받도록 변환하여 준다.

정형 정보 해석기는 정해진 유형의 

HTML 문서에 대해 가격 정보를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상점에서 

상품 정보들이 표현되는 방법들을 미리 분 

석하여 구조적으로 상품 정보를 가지는 페 

이지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정형 정보 해 

석기는 입력된 페이지에 가격 정보가 들어 

있거나, 헤더 사전을 조회한 결과로 상품의 

사양에 대한 헤더 정보가 있으면, 분류 유 

형에 따라 상품 페이지의 유형을 판별한다. 

판별된 유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해석 

함수를 사용한다.

〈표 1＞은 이러한 정형 정보 해석을 위한 

분류 유형을 나타낸다.

〈표 1＞ 정형 정보 해석기의 분류 유형

특성 분冒

배치된 유형 • 요약형

• 개조식 상세형

• 서술식 상세형

표현을 위해 사용

된 HTML 양식

• 테이블

• 리스트

• 단순 나열형

제풍 사양욜 설명

하기 위한 헤더

정보

• 헤더 정보 포함

• 헤더 정보 없음

테이몰이나 리스

트의 원소둏이 결

합된 형태

• 단순형

• 헤더 정보와 결합된 형태

• 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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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품 정보 색인기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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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격 정보와 상품 사양을 위한 

헤더 정보는 있으나 유형을 판별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휴리스틱 해석기를 통해 전통 

적 인 언덕 오르기 방법(hill climbing method) 
으로 상품 정보를 추출한다. 여기서 언덕 

의 정상은 가격 정보이다.

휴리스틱 해석기를 통한 상품 정보 추 

출 단계에서는 부정확한 데이터가 상품 정 

보로 추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실험 

결과 휴리스틱 해석기의 오인식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색인기의 전체적인 인식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오인식을 줄이기 위해 휴리스 

틱 해석기로 추출된 상품 정보는 상품 정 

보 테이블에 추가되기 전에 후처리 단계를 

거친다. 후처리 단계는 추출된 상품 정보 

레코드의 각각의 필드들에 대한 유효성 검 

사(validity check)를 통해 후보자 데이터 

(candidate data)가 레코드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인지를 검사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검사 단계는 상품 분류명이 들어갈 필드에 

회사명이 들어가거나, 회사명이 들어갈 필 

드에 상품명이 들어가는 둥의 문제들을 명 

사 사전 조회를 통해 해결하고,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특수 문자들로 구성된 문자열 

이 저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형 정보 해석과 휴리스틱 해석 과정 

에서 상품 페이지의 각각의 토큰들은 상품 

명사 사전에 조회된다. 명사 사전은 해당 

토큰이 회사명, 상품 분류명, 주요 사양, 상 

품명, 모델명 중 어느 것에 속하는 지를 검 

사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의 

상품 정보 테이블에 삽입될 수 있는 레코 

드가 만들어진다. 상품 정보 테이블은 

<SiteID, CIC, PCC, CFC, BN, MN, URL>의 컬 

럼 으로 구성 되 어 있다. SitelD 는 온라인 

상점의 URL, CIC(Company Identification 
Code)는 회사명, PCC(Product Classification 
Code)는 상품 분류명, CFC(Chief Function 
Code)는 주요 사양, BN(Brand Name)은 상품 

명, MN(ModelName)은 모델명, URL 은 해당 

상품의 하이퍼링크이다.

3.3 상품 정보 검색기

상품 정보 검색기는 사용자의 자연어 

입력을 받아 들여, 우선 가격 연산자 처리 

를 한다. 가격 연산자 처리는 사용자의 질 

의어에 포함된 가격 관련 부분을 미리 추 

줄하는 것이다.

가격 관련 부분이 처리된 사용자 입력 

을 가지고 형태소 분석기의 일반 사전에서 

명사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명사들 중 고유 

명사 내지 미등록어들은 상품 명사 사전에 

조회되 게 된다[강숭식, 94].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품 정보 테이블 

에 조회하기 위한 SQL 문을 완성하여 조 

회를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HTML 문 

서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4.실험  결과

본 시스템의 미러링 로봇은 CGI 의 결 

과로 생성되는 동적 문서들에 대해 문서 

수집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었으나 실험 결 

과, SSL, 자바스크립트, 쿠키와 같은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온라인 상점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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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어 주목할 수 있도

러나 대부분의 경우 문서 수집에 문제가 록 상품 정보를 배열한다는 점과, 대부분의

없었다. 상품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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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후처리 후의 인식율 상숭 그래프

본 시스템의 실험을 위해 국내의 30 
개의 온라인 상점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 

로 상품 정보 색인기를 가지고, 다른 90개 

의 국내 상점에 대해서 두 달에 걸쳐 실험 

을 하였다. 분석한 30개의 상점은 색인기 

를 제작하기 위한 보편적인 정보 추출 루 

틴을 제작하기 위해 선정된 것이다. 30 개 

의 상점에 대한 분석으로 보편적인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대부분 

의 온라인 상점들이 사용자가 상품 정보를 

보를 Common Gateway Interface(CGI) 스크 립 

트에 의해 .기계적이며 반복적으로 보여진 

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쇼핑 

에이전트는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점을 자동으로 학습하 

고 상품 정보를 자동으로 추줄하기 위한 

패턴을 생성해 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표 1＞의 정형 정보 해석기를 위한 분류 

유형을 만들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정형 정보 해석기는 상품 정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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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관련 없는 정보들이 1차적으로 걸러 

진 문서를 입력 받아 해석을 수행하므로 

온라인 상점들 간의 사소한 차이에는 굳건 

한(robust) 특성을 가지고 있다. 휴리스틱 

해석기는 이러한 분류 유형에 들지 않는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의 상점들을 위해 사 

용된다.

이러한 분류 유형을 토대로 다른 90 
개의 상점에 대해 상품 정보 색인기를 수 

행하였다. 실험 결과, 주목할만한 점은 역 

시 대부분의 상점들이 비숫한 방법으로 상 

품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 

분의 상점들이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품 정 

보와 가격 정보를 한 줄 내에 나열하는 요 

약형을 취하고 있었다. 상품 정보 색인기 

는 새로운 90 개의 상점들 중 85 개의 상 

점에 대해 90% 이상의 인식율을 보였다.

제대로 인식이 안된 상점들은 대부분 

휴리스틱 해석에서 상품명이 제대로 인식 

되지 않은 경우였다. 상품 정보 색인기에 

다 상품 정보 추출 후에 노이즈 제거와 유 

효성 검사를 위한 후처리 (postprocessing)를 

추가함으로써 거의 99%에 가까운 상품 정 

보 인식율을 보였다.

〈그림 4＞는 인식율이 낮은 5 개의 상 

점에 대한 후처리 전과 후처리 후의 인식 

율에 대한 그래프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구현된 상품 정보 

디렉토리 서비스는 현재 국내의 4 개의 중 

소 기업에 기술 이전된 상태이다. 그 중에 

서 “주식회사 웹나라”에서 현재 상품 정보 

검색 엔진 “웹나라 쇼핑 천국”을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5＞는 웹나라에서 

TV 에 대해 검색을 수행한 예이다.

5. 결론 및 항후 과제

현재 국내의 웹에는 몇 개의 상품 정 

보 검색 엔진들이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관리되는 시스템들이다. 현 

재로선 사람의 손에 의한 서비스가 그 섬 

세함으로 오히려 어느 정도 더 나은 성능 

을 보인다. 그 좋은 예가 Yahoo!이다. 그 

러나 앞으로 일반 검색과 달리 상품 정보 

검색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상점들과의 비 

교 쇼핑이다. 온라인 상점들이 늘어난다면 

더 이상 이러한 서비스로는 역부족이리라 

여겨진다.

이제 본 논문의 상품 정보 검색 시스 

템과 같은 디렉토리 서비스를 위한 상품 

정보 검색 엔진과 ShopBot 과 같은 온라인 

쇼핑 에이전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미러링 로봇에 의한 상품 정보 검색 엔진 

은 상점 자체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지 않 

는 반면, 상품의 분류와 같은 구조화된 트 

리 구조의 디렉토리 서비스에 의한 문서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쇼핑 에이전트 

는 상점 자체의 검색 엔진이 없으면 작업 

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검색 엔진을 갖 

출 여력이 없는 소규모의 상점들에는 부적 

합하다는 단점이 있다. 요즘의 대부분의 

상점들은 자체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으므 

로 이는 앞으로는 큰 문제는 안될 것이지 

만, 미러링 로봇에 의한 상품 정보 검색 엔 

진처럼 상품의 분류와 같은 구조화된 트 

리 구조의 디렉토리 서비스에 의한 문서를 

얻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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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쇼핑 에이전트에 대한 연 

구는 대부분 상품 분류 지식을 사용하는 

ShopBot 을 모방하고 있다. 그러나 ShopBot 
의 문제점은 백화점과 같이 여러 상품올 

파는 하나의 상점에서는 상점 지식의 중복 

과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상점에 대해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때로는 본 논문의 방법과 같이 상품 표현 

방법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빠를 수 있다. 그러나 상품 표현 방식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ShopBot의 

상점 지식을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어느 

정도 해당 상점에 대한 유연성은 떨어진다. 

단원 3.2 에서 첫번째 전처리기는 영상처리 

나 음성처리에서 미리 잡음을 제거하는 것 

에 착안하였다. HTML문서들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웅용 프로그램들에게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표 2>에서 본 

시스템과 다른 상업용 시스템과의 성능 및 

기능 비교를 보였다.

InfoEye 와 같은 전자상거 래용 상품 정 

보 디렉토리 서비스와 에이전트들을 통해 

구매자는, 여러 상점들의 가격 우위, 쇼핑 

시간 절약,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정보, 여러 

상품들에 대한 품질 비교 등과 같은, 쇼핑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상품 정보 

검색 서비스에 의한 가격 우위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만을 통한 

유통 전문상점이 별로 없다. 또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상점들의 다양한 특색도 없다. 

그리고 시장의 규모가 작다. 인구가 적어도 

1 억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는 97년 12월에 1,634,904명 이다 [전산 

원, 98].

〈표 2>InfbEye 와 다른 시스템들과의 장단점 비교

MySimon Jango Inktomi InfoEye

상품 정보 취득 검색 엔진 이용 검색 엔진 이용
미러링 로봇

database API
미러링 로봇 

검색 엔진 이용

상품 정보 유지 해당 세션 해당 세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상품 정보 검색

폼 기반 

실시간 

병렬 검색

폼 기반 

실시간 

병렬 검색

폼 기반 

데이터베이스

자연어 기반 

폼 기반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병렬 검색

정보 검색 시간
실시간 검색으 

로 인해 느림

실시간 검색으 

로 인해 느림

자체 데이터 

베이스 검색 

으로 빠름

자체 데이터베

이스 검색으로

빠름

쇼핑몰 접속 수 300 200 - 200

상품별 종류별 사양
종류별로 다른 

사양 제공

종류별로 다른 

사양 제공
-

고정된 사양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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时………二二二

츠검색어 제耆분류명 : TV

•검색가격애 : 최저 0원 최고 99999999원
•전체 대상 함목 : I5G걔
•현재 표시 항목 : 1 ・ 2。

헌재 : 1 번패 체미지

誕 BSS
[1] 義만치 TV(I&29RS22K)
[2] 凶인치 TV (KV2W3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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蛰히通 as
1 店히m 원 

1,44300。원

2 皿 im 원 

2,125,000 원

就뽀■뎜 ■잠뎜
瞞타랜드 

메타랜드 

關타핸드

메라랜으

I5J: CT-262AN 泌,询 원 헤曰랜으

[6] CT-267A 674,000 원 메타랜드

E71 CT-SQ1& 血 QQQ 원 해目핸드

[8] 龄 7电 tm 원 메타랜드

[9]沖Y"K相2V25 1,34&0网 원 한金 CS Club
□ 이 [V + VTR (29RS22K+SLV775) 1,5B2,48 원 메타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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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J TV ♦亦m炫K*SLV97 引 2皿48 원 0H 핞랜드

[14] TV ■ CT-2038H 254皿원 에타랜드

[fg 1V-CT-2039H 2乳。。0 원 베탄랜드

[16] TV-CT-2138H 313QE 원 메타랜드

[17] FICT-2t39H 323000 원 메타랜드

[18] TV-CT-3이 A 948四 원 메타랜드

H90 1" CT-3笛A 795,00。윤 E 타랜드

[20] TV ・跚V267VA 
하議 -

미 5E）원
조冬曲 21翌

메타랜드

효虫호覆폄 ■장병

重히用 ： [1 ] [2] [3]【4] [5] [6】【7] [8] 다OTO範

〈그림 5> 웹나라에서 “TV”에 대해 검색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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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 사회인 미국에 비해 국내의 

상거래 환경은 상점에 대한 구매자의 신뢰 

가 낮으며, 상점들도 현금 외의 지불 수단 

을 꺼려 한다. 이러한 점들이 점차 해결되 

어야 할 것이다.

차후의 연구 방향은 미러링 로봇의 문 

제점 개선, 교차 언어 검색 엔진 개발, 에 

이전트 시스템과 조합을 통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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