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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개인화된 개념 기반의 검색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은 도 

메인 온톨로지를 이용한 컨텐츠의 대표 개념 추출, 컨텐츠 가중치와 개념 가중치를 이용한 사용자 프로파일 

구성 그리고 개인화된 개념 기반 검색 과정으로 구성된다. 컨텐츠의 대표 개념은 TScore 기법을 이용하여 추 

출하였고, 사용자 프로파일은 개인 정보 수집 모듈을 통해 개념 가중치가 높은 개념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개념 기반 검색을 위해 사용자 프로파일의 개념 집합과 컨텐츠의 대표 개념 집합간에 유사도를 비교하여 개인 

이 선호하는 개념의 우선순위에 의해 컨텐츠를 검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컨텐츠를 수집하고 사용자 프로파일을 구성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한 검색 

기법이 기존의 키워드 기반의 검색 기법에 비해 우수함을 보였다. 제안된 기법은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이나 

전자 도서관 등과 같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ABSTRACT

We propose a personalized concept-based retrieval technique that uses domain ontology. Proposed 
system consist of representative concept extraction, user profile construction, and concept-based 
retrieval stages. First, we extract representative concept with using technique form contents and 
create the domain ontology. We compose user profile analysis that uses domain ontology for 
personalized concept-based retrieval. To verify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technique, we perform 
experiment for Internet site in the engineering area. The results of experiment show that the proposed 
technique using the domain ontology and user profiles is more efficient than the existing 
techniques. Hence, the proposed concept-based retrieval technique can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n efficient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ystem or e-Commerce system.

키워드 : 온톨로지, 개념 기반 검색, 사용자 프로파일

Ontology, Concept-based Retrieval, User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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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의 검색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키워드 기반의 검색 기법은 질의어와 

컨텐츠로부터 추출된 키워드를 비교하여 

검색하는 기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첫째,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워드 

는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사용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도메 

인에서 적절한 키워드를 선정하기 어렵다. 

셋째, 컨텐츠에 포함된 의미적인 개념은 키 

워드로 검색하기 어렵다[9, 13, 14],

이러한 키워드 기반 검색 기법의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나 온톨로 

지를 이용한 검색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먼저, 메타데이터 기반의 검색 

기법은 컨텐츠의 의미적인 검색을 위하여 

컨텐츠에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여 검색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이 기법은 사용자의 질의 

와 메타데이터간의 의미적인 연결이나 추 

론이 어렵다[7]. 또한 대량의 컨텐츠에 대해 

관리자가 수동적으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 

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7, 12],

온톨로지를 메타데이타로 이용한 검색 

기법은 온톨로지에 의해 구성되는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컨텐츠에서 대 

표 개념을 추출하여 사용자의 질의와 의미 

적으로 연관된 컨텐츠를 검색하는 기법이 

다[3, 6, 11, 18]. 국내에서도 온톨로지의 

상 • 하위 개념 또는 동의어를 이용하여 질 

의어를 확장하여 검색하는 기법 [1，4] 과 시 

소러스와 관련 개념을 이용하여 검색에 이 

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2].

최근에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이용한 개 

인화된 검색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5-17]. 사용자 프로파일은 개인 정보 

와 함께 컨텐츠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 정 

보로 구성된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사 

용자가 초기 사용자 프로파일을 명시적으 

로 구성하거나 키워드 기반으로 구성하는 

관계로 컨텐츠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온톨로지를 이용 

하여 개인화된 개념기반 검색 기법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도메인 온톨로지를 

이용한 컨텐츠별 대표 개념 추출, 컨텐츠 

가중치와 개념 가중치를 이용한 사용자 프 

로파일 구성, 도메인 온톨로지 기반으로 사 

용자 프로파일을 확장한 개념기반 검색 과 

정으로 구성된다.

먼저, 도메인 온톨로지는 인터넷 사이트 

의 컨텐츠를 수집하여 생성하였다. 그리고 

컨텐츠를 대표하는 개념 집합은 문현정 등 

이 제안한 TScok 기법을 이용하여 추출하 

였다[3]. 사용자 프로파일은 사용자가 명시 

적으로 입력한 개인정보와 사용자가 선호 

하는 상위 N개의 관심 개념으로 구성된다. 

개인별 관심 개념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컨 

텐츠 가중치 (D W : Document 泌t)와 개 

념 가중치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컨텐츠 

가중치 (CW ： Concept Weight)는 컨텐츠별로 

사용자의 액션 정보를 묵시적인 평가 기법 

에 의해 수집하였다. 개념 가중치는 사용자 

가 열람한 컨텐츠 중에서 관심 개념을 포함 

하는 컨텐츠 가중치에 의해 구성하였다.

개념 기반 검색은 사용자 프로파일의 개 

념 집합과 컨텐츠의 대표 개념 집합간에 유 

사도를 비교하여 개인이 선호하는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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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에 의해 컨텐츠를 검색하는 과정 

이다. 검색 과정에서 도메인 온톨로지를 이 

용하여 개인별 관심 개념에 대한 상 • 하위 

개념과 연관 개념을 이용하여 개인별 관심 

개념에 대한 검색 범위를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개념기반 검색 기법 

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 

트에서 수집한 컴퓨터, 정보통신, 산업공학 

분야의 컨텐츠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실 

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이 기존 

의 키워드 기반의 검색 기법보다 우수한 

검색 효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검색 기법은 개인화된 추천시스템이나 전 

자상거래, 전자도서관 등과 같은 분야에 적 

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관련연구

21 키워드 기반의 검색 기법

키워드 기반의 검색 기법은 컨텐츠와 질 

의어간의 단순한 키워드 매칭에 의해 검색 

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이 기법은 단순히 컨텐츠에서 출현 

한 단어를 기준으로 검색하는 관계로 사용 

자가 키워드를 직접 선정하여 입력해야 하 

는 문제점이 있다[8, 9, 13, 14, 20]. 키워드 

기반 검색 기법에서 사용자가 평균적으로 

입력하는 단어의 수는 2.21 개정도이다[5]. 

또한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키워드의 길이 

가 더욱 짧아지고 있으며 함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5, 19], 최근에 기존 

의 검색 기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나 온톨로지를 이용한 검색 기 

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2 메타데이터 기반의 검색 기법

메타데이터 기반의 검색 기법은 컨텐츠 

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컨텐츠에 추가하여 

의미적인 검색을 하기 위한 기법이다. 메타 

데이터 기반의 검색 기법에 관한 연구는 

David Vallet과 VICODI Project가 진행되었 

다[7, 12]. David Vallet 모델에서는 컨텐츠 

별로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여 검색하는 모 

델로 컨텐츠의 개념과 가중치가 부여된 키 

워드간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7]. VICODI Project는 컨텐츠에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여 온톨로지 기반의 

검색 시스템과 질의를 확장하기 위한 모델 

이다[12]. 하지만 이 기법은 메타데이타를 

수동적으로 구성하는 관계로 메타데이타에 

대한 관리 비용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23 온톨로지 기반의 검색 기법

온톨로지 기반의 검색 기법은 온톨로지 

를 구성하는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를 이용 

하여 검색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에서는 온 

톨로지의 계층 구조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관계를 이용한 의미적인 검색을 지원한다. 

온톨로지 기반의 검색 기법에 관한 연구는 

TAP과 SEWISE 시스템 등이 진행되었다. 

TAP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SUO 

(Standard Upper Ontology) 온톨로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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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 upper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컨텐츠에 

대한 검색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제안된 

시스템이다. 하지만 TAP에서는 RDF 기반 

의 RDQL 형태로 표현된 질의문을 처리해 

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18]. SEWISE는 웹 

상의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XML 형식으로 

구조화하고 도메인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검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시스 

템은 웹상의 다양한 자원들을 Wrapper를 

이용하여 XML 형식으로 변환해야 하는 문 

제점이 있다IM.

24 개인화된 검색 기법

개인화된 검색 기법은 컨텐츠에 대한 개 

인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검색 범위를 줄이 

거나 출력 우선 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기 

법이다. 개인의 선호도는 사용자가 명시적 

으로 입력하거나 사용자의 행동을 묵시적 

으로 분석하여 사용자 프로파일로 구성된 

다. 최근에 온톨로지 기반으로 사용자 프로 

파일을 구성하여 개인화된 문서 관리나 검 

색에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astells 등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문서에 포 

함된 용어로부터 연관된 키워드를 분석하 

여 사용자 프로파일을 구성하였다[17]. 사 

용자가 열람한 컨텐츠를 기준으로 온톨로 

지를 구성하고, 온톨로지에 열람한 컨텐츠 

를 매핑하여 관심 개념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제시되었다[15]. 그리고 사용자 질 

의어를 분석하여 질의어에 사용된 개념과 

개념의 빈도수를 분석하여 사용자 프로파 

일에 반영한 연구도 진행되었다[16].

3. 도메 인 온톨로지 를 이 용한 개 

인화된 개념기반의 검색 기법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온톨로지를 이용흐卜 

여 개인화된 개념기반 검색 기법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크게 도메인 온톨로지를 이 

용한 컨텐츠별 대표 개념 추추 컨텐츠 가중 

치와 개념 가중치를 이용한 사용자 프로파 

일 구성, 도메인 온톨로지 기반으로 사용자 

프로파일을 확장한 개념기반 검색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개인화된 

개념 기반 검색 기법의 전체적인 개념도이다.

4
pl 차弑變迎훨舞 卜 「1 舞姓并毋蠢彗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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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인화된 개념 기반 검색 기법 개념도

3.1 도메인 온톨로지를 이용한 컨텐 

츠의 대표 개념 추출

본 연구에서 컨텐츠를 대표하는 개념을 

추출하기 위하여 문현정 등이 제안한 기법 

을 이용하였다. TScok 기법은 컨텐츠에서 

대표 개념을 추출하기 위하여 도메인 온톨 

로지의 개념별 연관 용어 집합과 컨텐츠에 

서 추출한 대표 용어간의 유사도를 비교하 

기 위한 기법이다. 이 기법은 컨텐츠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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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 도메인 온톨로지의 개념별 연관 용 

어 집합간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임계치를 

초과하는 TScok 값을 가지는 용어를 해당 

컨텐츠에 대한 대표 개념으로 추출한다[3].

임의의 도메인 D를 대표하는 용어 此에 

대한 연관 용어 집합을 ATdtj={{atjlt 

(a物 at%)…{at*),  瓦吟)}라 정의하면 대표 

용어 旳에 대한 ‘暗co花는 식 ⑴과 같이 정 

의 된다.

1 0
TScore(dt)=卞為 atwjk XIk (1)

여기서, 4= f eW/Xatf1.

1=1

atw& : 임의의 대표 용어 西에 대한 용어

a々의 가중치

ew, : 엘리먼트 洲 가중치

엘리먼트 e에서 임의의 대표 용어 

旳에 대한 용어 編의 빈도수

N : 임의의 대표 용어 此에 대한 연관 용어 수

3.2 사용자 프로파일 구성

3.2.1 개인화 정보 수집

사용자 프로파일은 로그파일 수집 에이전 

트를 이용하여 로그파일로부터 개인 식별정

- 관련 URL 조회 여무

- 첨 무자료 다운로드

■■ 컨텐츠 스크랩 여부

〈그림 2> 개인화 정보 수집 과정

보와 묵시적 평가 정보와 같은 개인화 정보를 

동적으로 수집하여 구성된다.〈그림 2>는 개인 

화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한 개념도이다.

〈표 1〉은 사용자가 열람한 컨텐츠에 대한 

개인화 정보를 수집한 예이다. 컨텐츠에 대 

한 개인별 선호도는 상세 정보에 대한 스크 

랩 여부와 관련 URL 조회 여부 등의 액션 

에 따라 식별하고 액션별로 가중치를 부여 

하여 구성하였다.〈표 1〉에서 사용자 ID, 세 

션 ID 그리고 로그인 시간은 사용자 프로파 

일 구성을 위한 개인 식별정보이다

〈표 1〉에서 홍길동이 열람한 컨텐츠 44916 

의 대표 개념은 정보처리' , 'MS SQL' 이고 

컨텐츠 4549©의 대표 개념은 *DBA',  'Oracle 

이다. 그리고 홍길동이 열람한 컨텐츠에서 

상세정보를 스크랩하거나 관련 URL을 조회 

〈표 1> 개인화 정보 수집 예

사용자 ID 세션 ID 로그인 시간 액션구분 컨텐츠 ID 대표 개념

홍길동 DHGGMDILLMHB 2007/06/01 view 44916 정보처리, MS SQL
홍길동 DHGGMDILLMHB 2C07/06/01 view 45492 DBA, Oracle

홍길동 DHGGMDILLMHB 2007/06/01 Scrap 45492 DBA, Orade

홍길동 DHGGMDILLMHB 2007/06/01 url 45492 DBA, 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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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액션을 통해 해당 컨텐츠에 대한 관심 

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2 컨텐츠 가중치 분석

컨텐츠 가중치 분석은 개인이 열람한 컨 

텐츠에 대한 액션의 종류와 빈도수에 따라 

컨텐츠에 대한 개인별 선호도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컨텐츠에 대한 액션의 종류는 컨 

텐츠 열람, 스크랩, 다운로드 관련 URL 조 

회 등으로 이루어진다. 컨텐츠에 대한 개인 

별 선호도는 컨텐츠에 대한 액션과 빈도수 

를 분석하여 컨텐츠 가중치로 추줄하였다. 

컨텐츠 집합 D ={d” d? … , dj에 대하여 컨 

텐츠에 대한 액션의 종류와 액션별 가중치 

를 A={（a；, aw；）, （a? aw2）, … ,（、細, a%）}라 

한다. 여기서 임의의 컨텐츠 母에 대해 n번 

의 액션이 발생한 경우, 컨텐츠 가중치 DW 

는 식 ⑵와 같이 정의된다.

DWdk=昏吗 ⑵

aWi : 임의의 컨텐츠 勿에 대해 I번째 액션 

가중치

3.2.3 개념 가중치 분석

개념 가중치 분석은 컨텐츠에 포함된 개 

념에 대한 개인별 관심도를 분석하는 과정 

이다. 사용자가 열람한 컨텐츠에 포함된 개 

념 집합을 UC={uq, UQ，…, uc技라 하면 임 

의의 개념 G에 대한 개념 가중치（洲는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N

dwdk : 임의의 대표 %를 포함하는 컨텍츠 

力에 대한 컨텐츠 가중치

n : 열람한 컨텐츠 중 임의의 개념 q가 나 

타난 컨텐츠의 수

3.2.4 사용자 프로파일 구성

사용자 프로파일은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 

항과 식 ⑶에 의해 구성한 컨텐츠 가중치 

에 따라 추출한 개 인별 상위 N개의 관심 개 

념으로 구성된다.〈표 2>는 사용자 프로파일 

을 구성한 예이다.

〈표 2> 사용자 프로파일 구성 예

구 분 속 성 속성 값

인적사항

이 름 홍길동

전자우편 abc @ changwonacJr

학 력 석사

세부전공 컴퓨터/정보통신/산업공학

관심개 념

관심개 념 개념 가중치

PHP L25

RDBMS L25

.NET 1.0

C# 1.0

3.3 개인화된 개념기반 검색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인화된 개념기반 

검색 기법은 단순 키워드 매치에 의해 검색 

결과를 출력하는 기존의 키워드 검색 기법 

과 다르게 개인별로 관심있는 컨텐츠를 개 

념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기법이다.〈그림 3>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인화된 개념 기반 

검색 기법을 통하여 개인화된 상위 N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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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개인화된 개념기반 검색기법

컨텐츠를 검색하여 출력하는 개념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 검색의 효율을 높이 

기 위하여 도메인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사 

용자 프로파일에 저장된 관심 개념을 중심 

으로 상 • 하위 관계와 연관 관계에 있는 개 

념을 포함하여 개념 검색 범위를 확장하였 

다.〈그림 4〉는 'Oracle', DBA’ 개념을 중심 

으로 1차적으로 연결된 도메인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개념을 확장한 예이다.

개인화된 개념 기반 검색은 사용자 프로 

파일에 저장된 개인별 관심 개념과 컨텐츠 

에서 추출한 대표 개념과 유사도 비교를 통 

하여 검색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이다. 개념 

기반 검색을 위하여 유사도를 비교하는 과 

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자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개념 집합을 C={(q, cw,), (q, cw).

〈그림 4> 도메인 온톨로지를 이용한 개념 검색 범위 확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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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라 하고 임의의 개념 c에 대 

해 상 • 하위 또는 연관 관계에 있는 개념으 

로 확장한 집합과 컨텐츠에서 추출한 개념 

집합을 EC =Kec*  ecw）, （e% 仪%）,“・,（哈, 

ecw^} 그•리고 컨텐츠에서 추출한 개념 집 

합을 D ={dlt d?…,d아라 한다. 식 ⑷는 도메 

인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개인별 관심 개념 

을 확장한 집합과 컨텐츠에서 추출한 개념 

간에 유사도를 계산하는 식 이다.

M N
sknilanty（EC, D）=写（肆旳,电）X cwX 缶吗.（4）

fg, dcky. 확장한 사용자 프로파일의 개념 

旳와 컨텐츠 개념 dq<를 비교 

하는 함수

여기서, f（ec*,  dcQ는 확장한 개념이 컨텐 

츠내에 존재하면 1을 반환하고 존재하지 않 

으면 0을 반환하는 함수이다.

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개념기반 검색 기법 

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 

트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로그파일을 수집하 

여 실험하였다. 실험에서는 일주일 동안 794 

명의 사용자가 493건의 컨텐츠에 대하여 열 

람한 1&365건의 웹 로그를 분석하여 사용자 

프로파일을 구성하였다.

4.1 도메인 온톨로지 생성

도메인 온톨로지는 컴퓨터/정보통신/산업 

공학 관련분야의 컨텐츠 3765건을 대상으로 

생성하였다. 전체 컨텐츠에서 추출된 기본 

용어에 대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적으로 추출된 전문용어는 5&개이다. 도메 

인 온톨로지는 대표용어와 관계를 정의하고 

대표용어별 연관용어 집합을 구성하여 생성

〈표 3> 대표용어별 연관용어 집합

대표용어 연관용어 집합

.NET Visual Basic, C++, 프로그래밍. Visual C++, 자바, C#

CBD 설계, Consultant 분석, 아키텍처, Engineering, Solution ERP, CMM

CORBA Network, 임베디드 자바, PROTOCOL, Visual C++, LINUX

DBA Network, 자바, Program, Oracle, 구축 서버관리

EJB JSP, LINUX, XML, 설계, Solution, EDI

ERP 프로그래밍, Solution, CBD, 자바, MIS, Delphi, Enteiprise

KMS 지식경영, 산업공학, 분석, Package, SI, Data Mining, Enteiprise

Oracle My SQL, Applet, MS SQL, 자바, DBA, JSP, SQL, MFC, DirectX

XML SOAP, Servlet, Applet, EDI, 자바, EJB, SQL, MS SQL, UML

유비쿼터스 WIBRO, 멀티캐스트 미들웨어, Wireless

정보보호 저작권, 정보보안, DRM, Firewall MIS, P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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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개인화 정보 수집 결과

사용자 ID
액션 유형

채용정보ID
상세정보 

열람

관련!頂 L 
조회

채용정보 

스크랩

첨부파일 

다운로드
DW

훙길동
45427 2 0 0 0 2

45442 6 8 0 0 14

하였다.〈표 3〉은 컴퓨터/정보통신 분야의 

대표용어별 연관용어 집합을 구성한 예이다.

4.2 사용자 프로파일 구성

사용자 프로파일을 구성하기 위해 개인화 

정보 수집 모듈을 통해 개인별 개념 선호도 

를 묵시적인 평가정보 수집 기법에 의해 구 

성하였다. 개인별 개념 선호도는 식 ⑵의 

컨텐츠 가중치와 식 (3)의 개념 가중치를 

구한 후 개념 가중치가 높은 상위 N개의 

개념으로 구성하였다.〈표 4〉는 개인이 열람 

한 컨텐츠에 대하여 액션 유형에 따라 식

(2)에 의해 컨텐츠 가중치를 구성한 예 이다.

〈표 5〉은 사용자 프로파일에서 식 (3)에 

의해 개념 가중치를 계산하여 상위 5개의 개 

념을 개인별 관심 개념으로 구성한 예 이다.

4.3 개인화된 개념기반 검색 실험

개인화된 개념기반 검색은 사용자 프로파 

일과 온톨로지의 개념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온톨로지의 개념을 확장하고 컨텐츠와 유사 

도 계산을 통해 상위 N개의 검색 결과를 제

〈표 5> 개인별 관심 개념 구성 예

사용자 ID 관심 개념 개념 가중치

홍길동

PHP 1.25

RDBMS 125

.NET 1

C# 1

DBMS 1

성춘향

.NET 1.67

PHP 1.67
ActiveX 1.67

ERP 1.67

웹프로그래밍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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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과정 이다. 홍길동의 사용자 프로파일 

에 저장된 관심 개념은 'DBA', '오라클이 

며, 컨텐츠에서 도메인 온톨로지와 TScore 

기법에 의해 추출된 대표 개념은 DBMS', 

오라클 , '프로그래밍' , '.NET 이다.〈그림 5> 

는 홍길동의 관심 개념을 이용하여 식 (4) 

의 유사도 계산에 의해 개인화된 개념 검색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 DBMS,:
■ 오라클, :

； 프로그래밍, :
[ _ ___.NET J

< 대표괘넘

사용자프로파일

사용자 관심개념 cw.

흥깉 동
DBA 1.25

오라클 1

那용분珑엋인昙

검색결과컨텐츠 I
应V：o 이!학교직원 처용 

죫 爲] 컴퓨허/兽호暑산/천엄퐁甘

균辛보站 분 야

전자朔산소 프로그햄개할/운영

1. J그V3 및 W駛) 프로：□햄 가능자

2 DB 사용 가능자

a CH학힉샤행정 프호;！햄 유경험차 우태

〈그림 5> 도메인 온톨로지를 이용한 개인화된 

개념기반 검색 결과

MAE =崟쁘二의 

N (5)

加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컨텐츠 중에서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검색되었는지 나타내 

는 평가 방법이다. 식 ⑹은 瑚에 대한 정 

의식이다. 높은 电加 값은 사용자가 선호하 

는 컨텐츠가 검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선호하지 않은 컨텐츠도 

검색될 가능성이 높다.

_ 정확하게 검색된 컨텐츠 수 

屈 - 사용자가 선호하는 컨텐츠 수 (6)

precision은 검색 결과 중에서 몇 개의 컨 

텐츠를 사용자가 실제로 선호하는지를 나타 

내는 평가방법이다. 식 (7)은 precision에 대 

한 정의식이다. 높은 precision 값은 검색된 

모든 컨텐츠가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검색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선 

호하는 

있다

컨텐츠가 검색되지 않을 가능성도

precision
정확하게 검색된 컨텐츠 수 

검색 리스트의 컨텐츠 수 ⑺

4.4 제안기법의 효율성 비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하여 평균절대오차(Mean Absolute 

Error, MAE)와 recall precision, F-measure 평 

가 기법에 의해 검색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MAE는 통계적인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 

법의 하나로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 

정보와 수치화된 예측 값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다. 식 ⑸는 MAE에 대한 정의식이다.

이러한 recall과 precision 값은 상호 보완적 

인 관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정 과정이 필 

오하다. Lewis 등은 recall 과 precision 의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iec如과 precision을 결 

합한 F-measure 개념을 제안하였다. 식 (8) 

은 F-measure°]] 대한 정의식이다.

(卩 2+1) X precision x recall

号 p2 X precision X recall (8)

___.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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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안기법과 기존시스템의 효율성 비교

구 분 MAE TO?all predsion F-measure

기존시스템 0.728 0.963 0.184 0553

제안기 법 0329 0.454 0246 0.737

〈표 6〉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과 키워 

드 기반 검색 기법간에 MAE, recall, piwision, 

F-measure 평가기법에 의해 검색 효율을 비 

교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에서처럼 제안 기 

법 이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 

였다. 키워드 기반의 검색 결과는 사용자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키워드와 일치하는 컨텐 

츠를 많이 포함하는 관계로 MAE, recall 값은 

높게 나타나고 precision, F-measure 값은 낮게 

나타났다.

5.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온톨로지를 이용하 

여 개인화된 개념기반 검색 기법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인화된 개념기 

반 검색 기법은 단순 키워드 매칭에 의해 

검색 결과를 출력하는 키워드 기반의 검색 

기법과 다르게 개인별로 관심있는 컨텐츠를 

개념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다. 제안 기법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프로파 

일을 구성하거나 특정 관계만을 확장하는 

기존의 검색 기법과는 다르게 온톨로지의 

모든 관계를 이용하여 개념을 확장하여 검 

색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기법은 묵 

시적인 평가정보 수집 기법에 의해 개인별 

행동 패턴에 따라 동적으로 사용자 프로파 

일을 구성할 수 있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에서 컨텐츠를 수집하 

여 컨텐츠를 대표하는 대표용어 집합을 추 

출하고 용어간의 상 • 하위 개념과 연관 개 

념을 이용하여 도메인 온톨로지를 생성하였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컨텐츠 가중 

치와 개념 가중치를 이용하여 개인별 관심 

개념을 추출하여 사용자 프로파일을 구성하 

였다. 컨텐츠 가중치는 컨텐츠별로 사용자의 

액션 정보를 묵시적인 평가 기법에 의해 수 

집하였다. 개념 가중치는 사용자가 열람한 

컨텐츠 중에서 관심 개념을 포함하는 컨텐 

츠에 의해 구성하였다.

개념 기반 검색은 사용자 프로파일에 저 

장된 개념 집합과 컨텐츠에서 추출한 개념 

집합간에 유사도에 의해 개인이 선호하는 

개념을 포함하는 컨텐츠를 출력하는 과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메인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개인별 

관심 개념에 대한 상 • 하위 개념과 연관 개 

념을 이용하여 개인별 관심 개념에 대한 검 

색 범위를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검색 기법의 효율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 

자를 대상으로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여 

MAE, recall precision, F-measure 평가기법에 

의해 검색 효율을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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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기존 검색 기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검 

색 기법은 개인화된 추천시스템이나 전자상 

거래, 전자도서관 등과 같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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