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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웹 2.0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개인 사용자의 참여와 공유는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집단지성, 소셜 북마크(Social Bookmark), 태깅(Tagging)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에서 소셜 북마크는 개인이 사용하는 북마크를 웹
에 추가하여 공유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북마크에 한 정보를 기
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딜리셔스(Delicious.com)는 소셜 북마크 서
비스의 표 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북마크에 사용자들이 붙인 태그를 이용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북마크 검색에 해 개인화된 검색결과를 추천하기 하여 
사용자 태그를 기반으로 하여 딜리셔스가 제공하는 북마크들의 순 를 재순 화 하는 방법
론을 제안하 다. 한 태그유사도를 기반으로 한 태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검색
어에 의미 으로 유사한 다른 태그들도 순 에 반 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실험을 통
하여 딜리셔스가 제시하는 순 에 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재순 화 결과가 사
용자들에게 더 만족스러우며 정확성도 높음을 확인하 다.

ABSTRACT

The participation and share between personal users are the driving force of Web 2.0, 
and easily found in blog, social network, collective intelligence, social bookmarking and 
tagging. Among those applications, the social bookmarking lets Internet users to store 
bookmarks online and share them, and provides various services based on shared book-
marks which people think important.Delicious.com is the representative site of social 
bookmarking services, and provides a bookmark search service by using tags which 
users attach to the bookmarks. Our paper suggests a method re-ranking the ranks from 
Delicious.com based on user tags in order to provide personalized bookmark recom-
mendations. Moreover, a method to consider bookmarks which have tag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user query keywords is suggested by using tag network based on Jaccard 
similarity coefficient. The performance of suggested system is verified with experiments 
that compare the ranks by Delicious.com with new ranks of ou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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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웹 2.0은 개방과 참여, 공유로 표되는 인

터넷 환경으로 정의되고 있으며[4], 그 에

서도 문가가 아닌 일반 개인 사용자의 참

여와 공유가 웹 2.0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로그, 소셜 네트워

크(Social Network), 집단지성, 소셜 북마크

(Social Bookmark), 태깅(Tagging) 등은 이

와 같이 개인의 참여와 공유에 의해 활발하

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로서, 웹 2.0의 표

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 에서도 소셜 

북마크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북마

크를 개인의 컴퓨터에만 장하는 신 웹에 

업로드하여 공유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북마크의 공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생각하는 북마

크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이 있

다. 북마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동 인 웹 

라우징을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는 국내에

서도 이미 오래 에 제시된 바 있다[16]. 최

근에는 웹 2.0의 유행과 더불어 북마크와 태

그를 활용한 검색에 한 연구가 매우 폭발

으로 진행되고 있다. 태그를 검색 상에 추

가하거나 태그 유사도를 측정하여 블로그를 

추천하고자 한 연구[12, 14]가 있으며, 클러스

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태그들을 군집화[19]하

고 그 결과를 추천에 활용한 연구[6]도 있다. 

그 외에 북마크와 태그를 동시에 연구 상

으로 이용한 연구[13, 18]도 있으며, 태그 자

체를 추천하거나[17] 태그 연  그래 를 만

들어 검색에 활용하고자 한 연구[11]도 있다.

딜리셔스(Delicious.com)는 소셜 북마크 서

비스의 표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딜리

셔스에서는 북마크에 사용자들이 붙인 태그

를 이용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소셜 태깅(Social Tagging)에 의한 포크소노

미(Folksonomy)방식으로[3], 사용자들이 각 

북마크에 붙인 태그들을 인덱스로 활용하여 

사용자의 검색어와 가장 연 성이 높은 북마

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일반 개인 사용자

들이 붙인 태그를 활용함으로써 검색의 정확

도를 높인다는 에서 웹 2.0의 개념을 잘 활

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태그를 기반으

로 한 분류체계는 미리 정의한 분류체계의 

택소노미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역동 인 정

보를 분류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19]. 

따라서 통 인 정보검색 환경과 달리 태그

는 정보에 한 직 인 이해를 기반으로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돕고, 이용자들이 

검색 과정에서 우연한 발견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도록 한다[19].

그러나 이와 같은 장 에도 불구하고 재 

딜리셔스의 검색 서비스는 첫째, 모든 이용자

에게 동일한 검색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화가 되고 있지 못하며, 둘째, 태그를 직

으로 비교함으로써 의미 으로 계가 있는 

다른 태그가 달린 북마크에 해 고려가 되

지 못하고 있다는 단 이 있다. 둘째로 제시

된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딜리셔스에서

는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사용자가 

이용한 검색어와 연 성을 가진 태그들을 필

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처

음부터 이러한 연 계가 검색순 에 향

을 끼치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태그 네트

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수동으로 태그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순 를 조 하는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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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덜 수 있으며, 개인화된 결과를 제공함으

로써 사용자는 자신의 취향에 가까운 북마크

를 상  랭크로 추천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평소에 주

로 사용한 태그들을 검색에 반 함으로써 개

인화된 검색을 제공하고, 태그 간의 연  

계로 구성된 태그 네트워크를 구축  사용

함으로써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보다 합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딜리셔스

에서 제공하는 순 를, 개인화 과 태그 

간의 연 성 을 반 하여 재순 하는 방

식으로 구축되었다. 개인화된 순 를 제공하

기 하여 사용자가 지 까지 딜리셔스에 등

록한 태그 정보를 태그 벡터로 변환하여, 태

그 벡터로 변환된 각 북마크의 태그 집합과 

비교함으로써, 각 북마크와 사용자 태그와의 

유사도를 계산하 다. 사용자가 검색에 사용

한 검색어들도 태그 벡터로 변환하여 마찬가

지로 각 북마크에 한 태그 벡터와의 유사

도를 계산하고 이 두 유사도를 합하여 북마

크들을 재순 화 하 다. 한 태그 간의 연

 계를 반 하기 하여 태그 에 한 

북마크에서의 동시출 빈도를 이용하여 태그 

네트워크를 구축하 으며, 구축된 태그 네트

워크를 이용하여 북마크의 태그 벡터를 변환

함으로써 북마크에 직 으로 붙어 있는 태

그 외에 다른 연  태그들도 순 화 과정에

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  련 

연구를 제 2장에서 정리하고, 제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태그 네트워크

와 개인화 검색에 하여 정리하 다. 제 4장

에서는 구축된 시스템에 한 성능평가를 기

술하 으며,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

구의 결론  향후 연구 방향에 하여 정리

하 다.

2. 련 연구

2.1 태그와 북마크 활용에 한 련 

연구

최근 웹 2.0의 유행과 더불어 북마크와 태

그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폭발 으로 진

행되고 있다. 태그 정보를 활용하고자 한 최

근의 연구로 태그를 확장하여 태그 유사도를 

측정함으로써 이미 구독 인 블로그와 유사

한 블로그를 추천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14]. 

이 연구에서는 각 블로그에 달려 있는 태그

들에 해 유사도를 계산하는 식을 제안함으

로써 블로그의 유사성을 평가하고 추천하

다. 구독 인 블로그가 아닌 새로운 블로그

에 한 검색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 간단

한 유사도 계산식에 의해 블로그 유사도가 

계산된다는 에서 본 연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블로그 검색에 태그를 활용한 다른 연

구로는 검색 상에 블로그 본문만을 허용한 

경우와 본문 외에 태그를 추가하여 검색 상

을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여 후자가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보인 연구가 있다[12]. 

성능의 검증 측면에서 시사 이 있으나, 방법

론 측면에서는 단순히 태그를 검색범  안에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태그 간의 직 인 유사성 신에 태그들

이 함께 출 하는 빈도를 이용하고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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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는, 연  태그를 군집화 하는데 클러스터

링 기법을 용하는데 있어, 동시출 빈도에 

기반한 다양한 태그간 유사도 함수와 클러스

터링 알고리즘을 용함으로써 여러 클러스

터링 기법을 비교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19].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딜리셔스가 제공하는 

태그의 동시출 빈도 신 직  추출한 샘

링된 문서들을 기반으로 직  동시출 빈도

를 구한다는 에서, 딜리셔스의 검색결과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하기에는 정확성의 한계가 

있다. 이 외에 태그 유사성 신 태그 출 에 

한 조건부확률을 이용하여 웹 페이지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최근의 연구가 있다[10]. 

이 연구에서는 웹 페이지들을 태그에 따라 K 

개의 추상클래스로 나 고, 각 추상클래스에

서 태그들이 나타날 확률을 구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하여 두 웹 페이지에 있는 모든 태

그들이 동일한 추상 클래스에서 나타날 확률

을 구함으로써 웹 페이지 간의 유사성을 측

정하 다. 이는 두 웹 페이지에 있는 태그들 

간의 직 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비해 더 나

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러나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특정 검색어를 

기반으로 검색을 수행하는 시스템에서의 활

용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북마크와 태그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 에

서 흥미로운 주제로, 소셜 북마킹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고의 으로 시스템을 악용하는 스

패머인지를 그 사용자가 사용한 태그를 분석

함으로써 별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13]. 

한 딜리셔스와 같은 력  북마킹 서비스를 

상으로 하여 사용자의 태깅 행태를 분석함

으로써 웹 문서에 다는 태그의 수는 사용자 

특성에 더 많이 기인하며, 따라서 사용자에 

한 보상과 인센티 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

시한 논문[18]도 있다.

본 논문이 이미 존재하는 북마크에 한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를 추천하고

자 하는 것에 비해 북마크에 달 태그 자체를 

추천하는 연구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

하여 소셜 북마크 시스템에서 등록하고자 하

는 북마크에 해 태그를 추천하고자 한 연

구가 있다[17]. 이 연구에서는 후보 키워드를 

소스로부터 추출하고 키워드 정확도에 기반

하여 가 치를 부여한 후에, 그 결과에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을 용하여 사용자 

자료, 동일한 리소스 체 태그집합, 사용자 

체 태그집합에서 고루 가 치가 높은 키워

드를 태그로 추천하 다.

2.2 태그 정보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검색

태그 연  그래 를 그래픽 기반 태그 연  

검색에 활용하고자 한 연구로 김운용[11] 등

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태그 연  그

래 를 리하기 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그래픽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이 연 성을 따

라 검색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요한 태그 연 성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검색 방식

도 사용자가 직  태그 연  그래 를 탐색

하는 형태로 제안하고 있어 일반 인 검색도

구로는 실용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태그의 활용과 련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가장 최근의 연구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에서 많이 사용되는 태그를 개인화 검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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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연구[15]가 있다. 이 연구는 태그 

카테고리가 있다는 가정 하에 이 태그 카테

고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심 로 일을 

생성하고 기존의 검색엔진이 제시한 웹 페이

지의 순 를 이 심 로 일을 이용하여 수

정하는 형태로 개인화 검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  사용자의 심 로 일은 이미 

생성되어 있는 태그 카테고리에 개인의 심 

순 를 할당하여 작성하는데, 이는 사용자가 

모든 태그 카테고리에 자신의 심도를 차별

화하여 수로 할당해야 한다는, 실 으로 

쉽지 않은 과정을 이용하고 있다. 이 게 해

서 사용자의 심 카테고리에 속한 태그의 

수를 기존 검색엔진이 제시한 순 의 조정

에 이용함으로써 개인화된 순 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딜리셔스가 제시하는 검색순

를 재조정한다는 에서 이 연구와 유사

이 있으나, 사용자의 태그에 한 심도를 

자동으로 얻어오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

으며, 단순히 사용자의 심도만을 반 하는 

것이 아니라, 태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

자가 사용한 검색어와의 연 성을 검색과정

에 이용한다는 에서 차별성이 있다.

Shepitsen 등[6]은 쿼리 태그를 바탕으로 

추천 웹 페이지들을 수집하고, 태그 정보로 

구성된 사용자의 로 일과 태그 클러스터

를 이용하여 개인화 추천 웹 페이지들을 제

시하 다. 사용자 로 일의 태그와 웹 페이

지들의 태그들을 상으로 클러스터링 작업

을 수행하고, 그 결과와 선택된 태그로부터 

추천된 웹 페이지들과의 유사성을 비교해 추

천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사용자 로 일 

상의 태그와 웹 페이지들이 가지고 있는 태

그들을 클러스터링하기 때문에 선택된 군집 

외에 다른 군집에 속한 태그들의 정보는 활

용되지 않는다는 단 이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체 태그 네트워크의 정보를 이

용함으로써 군집이 다른 경우라도 네트워크 

상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련 태그들의 정

보를 보다 구체 으로 반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 외에 딜리셔스 사이트에서 각 

웹 페이지에 해 등록한 사용자들의 태그 

일치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웹 페이지를 추

천한 연구가 있으며[2], 페이지 랭크를 이용

하여 기 검색결과를 생성한 후 각 검색 결

과와 사용자 로 일을 비교하여 검색결과

를 재순 화 함으로써 개인화 검색결과를 제

공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5]. 마지막으로 사

용자의 심과 페이지 주제에 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자 쿼리와 웹 페이지의 코사인 

유사도와 합하여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9].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에서 아이디어 측면의 참

신성은 떨어지나 다양한 실험을 통한 분석을 

수행하 다.

3. 태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

화 북마크 추천시스템

3.1 개인화 북마크 검색 시스템 방안과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목

은, 첫째 사용자가 평소에 사용한 태그를 

검색 결과에 반 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개인화된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둘째 태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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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셔스
북마크 검색
및 사용자
태그 요청

북마크
재순위화

결과

태그 네트워크

태그 출현빈도

태그 출현빈도
데이터 요청

딜리셔스

북마크 & 태그
데이터베이스

태그 네트워크
구성

북마크
검색엔진

태그 벡터 생성

딜리셔스
검색결과

태그 벡터

북마크
재순위화

검색어

사용자 태그

<그림 1> 개인화 북마크 검색 시스템 구조도

의 연 성을 나타내는 태그 네트워크를 구성

하여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검색에 이용한 

검색어가 직  태그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

도 태그 네트워크 상에서 의미 으로 가까운 

태그가 사용된 북마크의 검색순 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은 크게 태그 네트워크

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는 부분과 개인화된 

북마크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나뉘

게 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북마크 검색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 다. 본 

논문에서는 딜리셔스가 제공하는 북마크 검

색결과의 순 를 조정함으로써 제시한 두 목

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

한 검색어를 이용하여 먼  딜리셔스로부터 

일정 순 까지의 북마크 검색결과를 가져온

다. 다음 단계에서는 검색결과에 있는 모든 

북마크에 해 태그를 추출하여 각 태그들의 

출 빈도와 가능한 태그 의 출 빈도를 딜

리셔스로부터 가져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태그 네트워크의 상

세한 구축 방안에 해서는 제 3.2 에서 설

명하고자 한다. 태그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검색

어, 사용자가 지 까지 사용한 태그, 그리고 

각 북마크에 하여 태그 벡터를 생성하고 

이 태그 벡터를 비교함으로써 딜리셔스가 제

공한 북마크 검색결과를 재순 화하고, 그 결

과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태그 벡터의 생성 

방법에 해서는 제 3.3 에서 상세히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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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3.2 태그 네트워크의 구축과 태그간 유

사도 계산

태그 네트워크의 목 은 딜리셔스가 제공

한 북마크들에 달려 있는 태그들 간의 연

성을 표 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Be-

gelman 등[2]이 제시한, 태그 수를 바탕으로 

한 태그 계도 구성에 한 연구를 참조하

여, Jaccard Similarity Coefficient[8]를 사용

함으로써 각 태그 의 유사도를 계산하 다. 

Jaccard Similarity Coefficient의 계산식은 다

음과 같다.

  ∪

∩

딜리셔스는 특정 태그집합에 해 태그집합

이 사용된 북마크의 수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

하여 모든 태그들의 출 빈도와 태그 의 출

빈도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를 들어 OWL

과 RDF에 해 Jaccard Similarity Coeffi-

cient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OWL과 RDF 그리

고 OWL, RDF 에 해 출 빈도를 얻어온 

후 다음 식과 같은 방법으로 둘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_ _ 

__ _∩_
_∩_ 

 식에서 S_OWL은 OWL 태그가 사용된 

북마크들의 집합, S_RDF는 RDF 태그가 사

용된 북마크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그림 2>

는 Ontology, OWL, RDF, Semantic Web, Web 

2.0이라는 5개의 태그에 해 구축한 태그 네

크워크의 를 보여 다.

Ontology

OWL RDF

Semantic 
Web

Web 2.0
0.09

0.11

0.12

0.05

0.08

0.18

  <그림 2> Jaccard Similarity Coeffi-

cient를 이용한 태그 네트워크

의 태그 네트워크에서 직  연결되지 않

는 태그 에 해서는 유사도의 곱을 이용하

다. 두 태그 간에 가능한 경로가 하나 이상

인 경우에는 모든 경로에 해 유사도를 계산

하고 그 에서 최 값을 선택하여 해당 태그 

의 유사도로 정의하 다. 를 들어  태

그 네트워크에서 OWL과 Web 2.0사이에는 

OWL→ Ontology→ Semantic→Web→

Web 2.0, OWL→Semantic Web→Web 2.0, 

OWL→ RDF→ Semantic→Web→Web 

2.0의 세 경로가 존재한다. OWL→Ontology

→ Semantic→Web→Web 2.0 경로에서 

OWL과 Web 2.0의 유사도는 0.12*0.09*0.11 

= 0.0012이고 OWL→RDF→Semantic Web

→Web 2.0 경로에서의 유사도는 0.08*0.18* 

0.11 = 0.0016인 반면, OWL→Semantic Web

→Web 2.0 경로의 유사도는 0.05*0.11 = 

0.0055이다. 따라서 OWL과 Web 2.0의 최종 

유사도는 0.005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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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인화 북마크 추천과정

개인화 북마크 추천과정에서는 딜리셔스에

서 검색결과로 받은 북마크들을 상으로 첫

째, 사용자 검색어와의 유사성을 계산하고, 

둘째, 사용자가 평소에 사용한 태그와의 유사

성을 계산하여 이 둘을 합산함으로써 각 북

마크들의 순 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 과정의 

입력은 사용자 검색어, 사용자 태그 그리고 

딜리셔스의 검색결과이고, 태그 간 유사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태그 네트워크를 이용하

게 된다.

3.3.1 개인화 북마크 추천을 한 태그 벡터

의 생성

여기서 설명되는 내용은 <그림 1>의 “태

그 벡터 생성” 과정에 해당된다. <그림 1>과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개인화 북마크 추

천을 해서는 사용자 검색어, 사용자 태그 

그리고 딜리셔스 검색결과가 요구된다. 검색

결과로 받은 북마크와 사용자 태그, 사용자 

검색어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 한다.

B = {b1, b2, b3, …, bn} : 딜리셔스 검색결

과 북마크들의 집합

BTj = {tb1, tb2, tb3, …, tbk} : 각 북마크의 

태그 집합

UT= {tu1, tu2, tu3, …, tul} : 사용자 태그 집

합

QT= {tq1, tq2, tq3, …, tqp} : 사용자 검색

어 태그 집합

개인화 북마트 추천에 한 이해를 돕기 

해 다음과 같이 간단한 제를 설정하 다. 

먼  사용자 검색어는Semantic Web이고, 사

용자가 지 까지 사용한 태그는 OWL이라고 

하자. 두 개의 북마크를 딜리셔스의 검색서비

스로부터 제공받았는데 첫째 북마크에 붙은 

태그는 Ontology, RDF, Semantic Web이고 

둘째 북마크에 붙은 태그는 RDF, Web 2.0, 

Semantic Web라고 하자. 이 제를 에서 

제시한 표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 = {b1, b2}, 

BT1 = {Ontology, RDF, Semantic Web},

BT2 = {RDF, Web 2.0, Semantic Web},

UT = {Semantic Web}, 

QT = {OWL}

개인화 검색을 한 비단계의 첫 단계로 

의 북마크, 사용자 태그 집합을 모두 합하

여 다음과 같이 체 태그집합을 생성한다.

TS = LT1∪LT2∪···∪LTn∪UV∪QT

    = {t1, t2, t3, …· tm} : 체 태그 집합

제에서 TS는 {Ontology, RDF, OWL, Web 

2.0, Semantic Web}이 된다. 이 체 태그 집

합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자 태그, 사

용자 검색어에 하여 최 의 태그 벡터를 

생성한다.

Vuser(사용자 태그에 한 태그 벡터) = [u1, 

…, ui, …, um], ui = 1 : ti가 UT에 있음, ui

= 0 : ti가 UT에 없음.

Vquery(사용자 검색어에 한 태그 벡터) = 

[q1, …, qi, …, qm], qi = 1 : ti가 QT에 있

음, qi = 0 : ti가 QT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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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사용자 태그에 해태그 벡터를 생

성해 보면, TS의 다섯 개 태그 에서 OWL

만 있으므로 Vuser = [0, 0, 1, 0, 0]이 된다. 마찬

가지 방법으로 사용자 검색어는 Semantic 

Web만 있으므로 태그 벡터를 생성하면 Vquery 

= [0, 0, 0, 0, 1]이 된다.

검색결과로 온 북마크들에 한 태그 벡터

는 사용자 태그, 사용자 검색어와는 조  다

르게 생성된다. 를 들어 제의 첫째 북마

크에 해 태그 벡터를 생성하면, V1 = [1, 1, 

0, 0, 1]이 되는데, 이 경우 각 태그의 상  

요도가 반 되지 않는다는 단 이 있다. 즉 

사람들이 첫째 북마크에 하여 RDF보다 

Ontology라는 태그를 더 많이 달았다면 이를 

반 해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북마크에 

한 태그 벡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Vj(각 북마크의 태그 벡터) = [vj1, …, vji, 

…, vjm], vji = 

   북마크에 태그를 단 전체인원수
북마크에 태그를 단사람의 수

를 들어 첫째 북마크에서 이 북마크에 

태그를 단 체인원이 1,369명이고, 그 에

서 Ontology 태그를 단 사람의 수가 683명이

라면 Ontology 태그에 한 벡터 값은 683/ 

1369 = 0.50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 

북마크에 해 태그 벡터를 계산하면, V1= 

[0.5, 0.2, 0, 0, 0.1], V2 = [0, 0.4, 0, 0.2, 0.25]가 

된다.

3.3.2 태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태그 간 유사

도의 반

 단계에서 만들어진 사용자 태그의 태그

벡터와 사용자 검색어 태그벡터의 문제 은 

각 태그 간의 유사도가 반 되지 않았다는 

이다. 를 들어 사용자는 태그로 OWL 하

나를 사용하 지만 OWL은 Semantic Web, 

RDF, Ontology, Web 2.0의 의미를 어느 정

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사용자 검색

어 태그 벡터에 반 하여야 한다. 이 때 앞 

과정에서 만든 태그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된

다. 제 3.2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WL은 

Web 2.0과 0.0055라는 유사도를 갖는다. 마찬

가지의 방법으로 계산하면 OWL과 Ontology

와는 0.12, OWL과 RDF와는 0.08, OWL과 Se-

mantic Web과는 0.05의 유사도를 갖게 된다. 

이를 반 하여 앞에서 만든 태그 벡터를 수

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Vuser = [0.12, 0.08, 1, 0.0055, 0.05], 

Vquery = [0.09, 0.18, 0.05, 0.11, 1]

3.3.3 개인화 북마크 추천을 한 북마

크 재순 화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그림 1>의 “북

마크 재순 화” 과정에 해당된다. 재순 화에 

앞서 먼  앞에서 계산한 태그 벡터들을 단

벡터로 변환한다. 변환결과는 다음과 같다.

V1 = [0.91, 0.36, 0, 0, 0.18], 

V2 = [0, 0.78, 0, 0.39, 0.49]

Vuser = [0.12, 0.08, 1, 0.0055, 0.05],

Vquery = [0.09, 0.18, 0.05, 0.11, 0.97]

재순 화를 해서는 두 북마크 태그 벡터 

V1, V2에 해 각각 Vuser, Vquery와의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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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itle URL

1
The ProtégéOntology Editor and Knowledge Acquisition 

System 
Protege.stanford.edu/ 

2 Jena Semantic Web Framework jena.sourceforge.net/ 

3 Swoogle Semantic Web Search Engine swoogle.umbc.edu/ 

4 openRDF.org : Home www.openrdf.org/ 

5 OWL Web Ontology Language Overview www.w3.org/TR/owl-features/ 

6 SchemaWeb-RDF Schemas Directory www.schemaweb.info/ 

7 OWL Web Ontology Language Guide www.w3.org/TR/owl-guide/ 

8 SIMILE Project simile.mit.edu/ 

9 SchemaWeb-RDF Schemas Directory www.schemaweb.info/default.aspx 

10 Web Ontology Language OWL/W3C Semantic Web Activity www.w3.org/2004/OWL/

<표 1> 딜리셔스의 북마크 순

를 계산하여야 한다. 유사도 계산을 해, 정

보검색 실험에서 일반 으로 리 쓰이고 있

는 코사인 유사계수(Cosine Coefficient)를 사

용하 다. 사용된 코사인 유사계수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7].

   ∑∑
∑  

Simuser(Vi)를 Vi와 Vuser와의 코사인 유사

도라 하고, Simquery(Vi)를 Vi와 Vquery와의 코

사인 유사도라고 할 때 Vi에 한 최종 유사

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딜리셔스가 제공

한 북마크들은 이 최종 유사도의 값에 따라 

재순 화 된다.

Simtotal(Vi) =∂․Simuser(Vi) + (1-∂)․

           Simquery(Vi)

 식에서 ∂는 두유사도 간에 어느 쪽에 

더 가 치를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수이다. 

여기서는 동일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가정하

고 0.5를 사용하 다. 이 식에 따라 제에 

한 최종유사도를 계산하면 Simtotal(V1)는 0.235, 

Simtotal(V2)는 0.375이 나온다. 즉, 둘째 북마

크가 더 높은 순 가 됨을 알 수 있다. 

4. 개인화 북마크 추천시스템 평가

4.1 개인화 북마크 추천시스템의 

실행 

구 된 개인화 북마크 추천시스템에서는 딜

리셔스로부터 10개의 북마크와 각 북마크에 

한 태그 정보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 북마

크 리스트와 태그 정보를 기반으로 태그 네

트워크를 구성하고, 각 태그 벡터들을 생성하

여 10개의 북마크 리스트를 재순 화하게 된

다. 보이고자 하는 실행 에서는 검색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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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itle URL

1 OWL Web Ontology Language Overview www.w3.org/TR/owl-features/ 

2 OWL Web Ontology Language Guide www.w3.org/TR/owl-guide/ 

3 Web Ontology Language OWL/W3C Semantic Web Activity www.w3.org/2004/OWL/

4 Jena Semantic Web Framework jena.sourceforge.net/ 

5 SchemaWeb-RDF Schemas Directory www.schemaweb.info/ 

6 SchemaWeb-RDF Schemas Directory www.schemaweb.info/default.aspx 

7 Swoogle Semantic Web Search Engine swoogle.umbc.edu/ 

8 SIMILE Project simile.mit.edu/ 

9 openRDF.org : Home www.openrdf.org/ 

10
  The ProtégéOntology Editor and Knowledge Acquisition 

System
Protege.stanford.edu/ 

<표 2> 추천시스템의 재순 화 결과

OWL로 하 으며, 사용자 태그 집합은 {API, 

Development, Framework, Java, Ontology}

로 설정하 다. 딜리셔스로부터 가져온 북마

크의 순 는 <표 1>과 같다.

개인화 북마크 추천시스템의 재순 화 결

과는 <표 2>와 같다.

4.2 추천시스템의 평가 

추천시스템의 평가를 하여 두 종류의 평

가를 실시하 다. 첫째, 사용자들이 검색순

에 만족하는 정도를 설문을 통해 평가하 으

며, 둘째, 사용자들이 10개의 북마크에 해 

스스로 순 를 작성하게 한 후에 그 결과와 

비교하여 시스템이 제공하는 순 에 한 정

확성 평가를 실시하 다. 각 평가는 공정하게 

딜리셔스가 제공한 원래의 순 와 재순 화 

한 결과에 해 모두 실시하 다. 즉, 각 사

용자들이 작성한 순 에 하여 딜리셔스가 

제공한 순 의 정확성을 평가하여 이를 합산

하고, 다시 사용자들이 작성한 순 에 해 

본 논문이 제안하는 시스템이 제공한 순 의 

정확성을 평가하여 이를 합산하 다.

사용자들의 검색순 에 한 만족도 평가

를 해 20명의 사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을 

받아 평가를 수행하 다. 10  척도로 하여 

제 4.1 에서 제시한 사용자 태그와 검색어 

환경에서 딜리셔스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재

순 화 결과의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딜리셔

스에 해서는 평균 5.4 의 만족도를 보 으

며, 재순 화 결과에 해서는 평균 7.7 의 

만족도를 보임으로써 재순 화 결과에 해 

체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검색결과에 한 정확성 평가는 30

명의 사용자들로부터 10개의 북마크에 한 

개별 순 를 받은 후에 이를 딜리셔스의 순

 그리고 추천시스템의 순 와 비교하 다. 

순 에 한 평가는 검색결과의 랭크 정확성

을 측정하는 NDCG(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 식을 응용하여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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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방식은 변경된 각 순 에서 기존의 순

를 뺀 값에 해 성 벨을 부여하고 

이를 이용해 지표를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응용하여 양쪽의 순  편차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계산하 다. 순 에 한 정

확성 평가식은 다음과 같다.

 
 



  

의 평가식은 그 값이 작을수록 시스템이 

제시한 순 의 정확도가 커지게 된다. 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딜리셔스의 순 에 해서

는 평균 27.3의 수가 나왔으며, 본 논문이 

제안한 시스템은 평균 18.8의 수가 나왔다. 

만족도에 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시스템의 정확성이 딜리셔스의 원

래 순 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다.

실험을 수행한 결과, 사용자들은 반 으

로 딜리셔스에 비해 제안된 시스템의 결과에 

더 만족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순 가 딜리셔

스보다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WL

에 해 이해하고 있는 사용자들만을 상으

로 실험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용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이 실험의 한계로 작용

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5. 결  론

본 논문은 북마크 검색에 해 개인화된 

검색결과를 추천하기 하여 사용자 태그를 

기반으로 하여 딜리셔스가 제공하는 북마크

들의 순 를 재순 화 하는 방법론을 제안하

다. 한 태그 간의 연 성을 이 과정에 반

하기 하여 태그 유사도를 기반으로 한 태

그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사용자의 검색

어에 의미 으로 유사한 다른 태그들도 순

에 반 될 수 있도록 하 다. 이 게 함으로

써 각 사용자가 본래 의도한 바에 따라 북마

크들이 순 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실험을 통하여 딜리셔스가 제

시하는 순 에 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재순 화 결과가 사용자들에게 더 

만족스러우며 정확성도 높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한계로 먼  제안하는 시스템과 

딜리셔스 시스템 간의 통합이 재로는 쉽지 

않고, 한 사용자 수가 격하게 증가될 경

우 속도가 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재

의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질의를 할 때마다 

태그 출 빈도를 얻어와 태그 네트워크를 생

성하고 있기 때문인데, 본 연구에서는 로토

타입의 구 을 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쉽게 구축이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계는 태그 네트워크 

생성작업을 질의에 한 응답과정과 분리하

여 주기 으로 실시하고, 각 태그벡터 역시 

질의 이 에 미리 생성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다른 한계로 실험에서 북마크를 10

개만 사용하고 이로 인해 련태그도 그리 

많지 않다는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가 주목하는 검색결과는 부분 상 랭크 10

개 정도에 한정되며, 검색이 특정 주제에 한

정되는 경우 련태그도 이에 따라 결정된다

는 에서 볼 때, 연구의 타당성을 해치는 정

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단된다. 

향후 연구로는 먼 , 태그간 유사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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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의미  유사도(Semantic Similarity)를 

이용함으로써 검색순 를 더 향상시켜보고자 

한다. 재의 연구에서는 태그간 유사도가 딜

리셔스에서 북마크들에 태그들이 동시 출

하는 빈도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나, 드넷 

등의 외부 온톨로지를 이용하면 태그 간의 

의미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두 방법에 해 비교해 보고, 더 나아가 두 

방법을 혼합하는 연구를 향후 연구로 진행하

고자 한다. 한 본 논문에서는 태그 벡터 간

의 유사도 계산에 코사인 유사계수를 사용하

고 있으나, SMM(Separable Mixture Model)

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유사도 

계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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