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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보에 한 공간 복잡도가 높은 재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검색엔진의 목표이다. 그러나 다수 검색엔진이 활용하는 내용 기반 기법은 재의 인터넷 환경에서

는 효과 인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내용 기반 기법은 어휘의 형태  특성을 이용하여 웹페이지 가 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웹페이지에 한 변별력이 우수하지 못하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여 

사용자에게 효과 인 정보를 제공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범주 기반 평가 기법을 제안한다. 범주 기반 

평가 기법은 질의어를 의미 계로 확장하여 웹페이지와 유사성을 측정한다. 웹페이지 가 치 용에 있어

서, 범주 기반 평가 기법은 웹페이지 검색에 한 사용자 반응과 질의어 범주를 가 치에 활용함으로써 

웹페이지에 한 변별력을 증가시킨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엔진을 

통해 효과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범주 기반 평가 기법의 활용성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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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urrent Internet environment where there is high space complexity of information, 

search engines aim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hat users want. But content-based method 

adopted by most of search engines cannot be used as an effective tool in the current Internet 

environment. As content-based method gives different weights to each web page using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vocabulary, the method has its drawbacks of not being effective 

in distinguishing each web page. To resolve this problem an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users, this paper proposes an evaluation method based on categories. Category-based evaluation 

method is to extend query to semantic relations and measure the similarity to web pages. In 

applying weighting to web pages, category-based evaluation method utilizes user response to 

web page retrieval and categories of query and thus better distinguish  web pages. The method 

proposed in this paper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effectively provide the information 

users want through search engines and the utility of category-based evaluation technique has 

been confirmed through various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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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 인터넷에는 많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검색엔

진의 역할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

는 것으로 충분하 다. 그러나 재와 같이 정보에 

한 공간 복잡도가 높은 인터넷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원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이 요하다[1]. 

인터넷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웹페이지는 사회의 

정보화로 인해 기하 수 으로 증가하 으며, 이러한 

정보 량화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추

출하는 고 화된 검색 능력이 필요하다[2]. 그러나 다

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고 화된 검색 능력을 소유하

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서 편리하게 획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러한 일반 사용자들의 정보검색 문제 을 해결해야 하

는 주체는 검색엔진이다.  

다수의 검색엔진들은 사용자 질의와 상 웹페이

지의 유사성 측정을 수행할 때 내용 기반 기법을 활용

하며, 내용 기반 기법은 질의어가 웹페이지에 출 하는 

횟수를 기 으로 유사성을 측정한다[3]. 이러한 환경에

서 정보의 량화와 공간 복잡도 문제가 효과 인 정보

검색 기능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질

의어의 모호성에 존재한다. 

질의어의 모호성은 다의어로 발생하며, 다의어는 하

나의 어휘 형태에 다양한 의미가 존재하는 어휘를 의미

한다[4]. 이러한 다의어가 질의어로 활용될 경우, 검색

엔진은 사용자 의도를 정확히 악하지 못하여 잘못된 

정보를 추출한다. 

내용 기반 기법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구  검색

엔진에서는 하이퍼링크 정보를 웹페이지 가 치에 

용하여 웹페이지 순  결정에 사용하 다. 하이퍼링크

는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인터넷 환경

에서 하이퍼링크를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에 편리하게 

근할 수 있다[5]. 

구  검색엔진에서 사용한 하이퍼링크 가 치는 다

음과 같은 기본 개념에서 출발한다. 특정 정보에 해 

요한 내용을 포함한 웹페이지는 다른 웹페이지로부

터 많은 근이 발생하고, 웹페이지 근에 사용되는 

도구는 하이퍼링크이다. 이러한 하이퍼링크 연결구조

를 분석하면 특정 정보에 한 요 웹페이지를 쉽게 

악할 수 있다. 웹페이지 연결구조를 분석하여 웹페이

지 가 치에 하이퍼링크 정보를 용한 검색엔진인 구

은 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구

 검색엔진에서 사용한 웹페이지 가 치 기법은 

Kleinberg의 HITS 알고리즘에 소개되어 있다[6]. 

인터넷에 연결된 웹페이지의 구조를 분석하면 특정 

정보에 해 요한 웹페이지를 쉽게 선별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웹페이지 가 치 기법에서 사용자들

의 웹페이지에 한 반응은 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사용자들의 웹페이지 검색 행 를 분석하면 사용

자가 원하는 정보에 합한 웹페이지를 쉽게 추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7][8].

검색엔진 사용자들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질의어를 

입력하고, 질의어와 계성이 높은 웹페이지를 결과로 

받는다. 결과로 주어진 웹페이지들을 상으로 사용자

는 자신이 원하는 웹페이지만을 검색하며, 이러한 묵시

인 사용자 검색활동을 사용자 반응이라 한다[9]. 이러

한 사용자 반응을 이용하면 정보의 인기도를 측정할 수 

있다[10].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정보에 해 많은 정보

가 포함된 웹페이지는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참조될 것

이며, 이와 같이 특정 정보에 해 많은 참조가 이루어

진 웹페이지에 높은 가 치를 부여함으로써 내용 기반 

검색엔진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다[11]. 

본 논문에서는 검색엔진의 성능 향상을 해 검색 질

의어의 의미 확장을 수행하고 질의 의미 범주를 활용하

여 웹페이지 가 치를 결정하는 범주 기반 평가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검색엔진에 활용

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추출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논문의 2장에서는 정보검색을 심으로 련 연구

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듈들에 

한 설명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범주 기반 평가 기법

에 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실험결과

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해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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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인터넷 환경에서 특정 정보를 표 하기 해서는 웹

페이지를 이용하며, 이러한 웹페이지는 텍스트를 심

으로 표 되는 것이 일반 이다. 웹페이지와 같은 텍스

트 기반 환경에서는 단어들을 활용하여 정보검색을 수

행한다.  

내용 기반 기법은 특정 주제를 표 하기 해 텍스트

를 이용한 역에서 주로 활용되는 정보검색 기법이다

[12][13]. 내용 기반 기법이 용된 시스템에서는 사용

자가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기 해 텍스트 기반 질의어

를 활용하며, 시스템은 텍스트 기반 질의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합한 정보물을 추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사용자에게 합한 정보물을 추출할 때는 사용 질의어

와 상 정보물의 유사도를 이용하며, 질의어와 정보물

의 유사도 측정에서는 사용 질의어가 상 정보물에 나

타난 출 빈도를 활용한다. 어휘의 형태  정보를 활용

하는 내용 기반 기법은 정보물의 내용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서 이나 기사 등과 같이 내용정보가 풍부한 

경우에 합하다. 

내용 기반 기법에서 가장 리 사용되는 두 가지 방

식은 단순빈도 방식과 상 빈도 방식이다. 단순빈도 방

식에서 가장 표 인 방식은 단어빈도 방식이고, 상

빈도 방식에서 가장 표 인 방식은 역문헌빈도 방식

이다. 단어빈도 방식은 특정 정보물의 유사성 측정에 

단어의 출 빈도를 이용한다. 특정 정보물의 설명문에

서 핵심 단어는 자주 출 하기 때문에, 설명문에 자주 

출 하는 단어는 요도가 높은 단어라 단할 수 있

다. 이러한 단어의 출 빈도를 이용하여 정보물의 유사

성을 측정하는 방식을 단어빈도 방식이라 한다. 상 빈

도 방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역문헌빈도 방식은 문

헌빈도가 가장 낮은 단어에 높은 가 치를 부여하는 방

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가 치 기법을 사용하는 이

유는 다양한 문헌에 출 하는 단어는 문헌의 변별에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용 기반 기법은 단어를 기반으로 문서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가 치 부여 상이 범 하다는 문

제 이 있다. 이와 같이 가 치 상 범 가 범 하

면 공간 복잡도가 증가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원

활하게 취득할 수 없다[14][15]. 이와 같은 문제 을 완

화하기 한 방법은 정보 역화이다[16][17]. 

정보 역화를 이용하는 가장 표 인 분야가 도서

검색이며, 도서검색에서는 도서분류법을 활용하여 서

을 빠르고 쉽게 검색한다. 도서분류법은 정형화된 기

호체계를 사용하여 서 을 분류하며, 이러한 도서분류

에 용되는 기호체계에 한 규칙을 도서분류기호법

이라 한다. 도서분류법의 종류에는 한국십진분류법, 듀

이십진분류법, 국제십진분류법 등이 있다. 한국십진분

류법은 듀이십진분류법을 기본으로 수정한 분류체계

로, 활용하기 쉽고 배열이 편리하다는 장 이 있다. 한

국십진분류법에서 주류는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술, 어학, 문학,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도서분류법을 웹페이지의 합도 범주

로 활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원활히 추출하는 

데 효과 이다. 

검색엔진에서 사용하는 질의어에는 다의어가 포함되

어 있으며, 이러한 다의어는 어휘 모호성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18]. 어휘 모호성 문제로 인해 검색엔진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정보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제

공하는 오류를 빈번하게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사용자가 사용한 질의어에 한 모

호성을 완화시켜야 하며, 어휘 모호성 완화에 효과 인 

활용 요소는 어휘의 의미 계이다.   

어휘의 의미 계가 잘 표 되어 있는 워드넷은 의미

를 기반으로 어휘들을 계층  구조로 연결하 기 때문

에, 연 성 높은 어휘를 추출할 경우에 효과 으로 사

용될 수 있다[19]. 워드넷에는 어휘의 의미에 한 카테

고리가 정의되어 있으며, 어휘들의 계층구조와 연

계가 표 되어져 있다[20]. 

본 논문에서 제안한 범주 기반 평가 기법은 어휘 의

미 범주와 사용자의 묵시  반응을 활용하여 웹페이지 

가 치를 생성함으로써 웹페이지 변별력을 높이는 장

이 있으며, 어휘 의미 범주를 활용함으로써 내용 기

반 기법의 문제 을 완화할 수 있다. 질의 확장을 해 

워드넷에서 정의한 어휘 설명문을 활용하 으며, 질의 

확장을 통해 어휘 모호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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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스템 구성과 범주 기반 평가 기법

본 연구를 해 설계한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모듈

로 나뉘며, 세 가지 모듈은 의미생성모듈, 정보생성모

듈, 순 결정모듈이다. 의미생성모듈에서는 질의색인집

합, 질의범주집합, 질의확장집합을 생성하고, 정보생성

모듈에서는 웹색인집합, 어휘가 집합, 어휘범주집합을 

생성하며, 순 결정모듈에서는 질의가 치집합, 정보가

치집합, 사용자 로 일을 생성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의미생성모듈은 질의입력기, 정보생성기, 의미확장

기, 의미추출기, 의미범주기로 구성되며, 의미생성모듈

에서의 정보 흐름은 다음과 같다. 질의입력기는 입력된 

질의어에 한 의미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의 

의미 선택이 수행된 후에 질의입력기는 질의어와 선택

된 의미에 한 설명문을 정보생성기로 송한다. 정보

생성기는 어휘의 의미에 한 설명문에서 요 어휘만

을 추출하여 의미확장기로 송한다. 의미확장기는 질

의어와 추출된 어휘집합을 이용하여 정보검색에 활용

될 질의색인집합을 생성하고, 생성된 질의색인집합을 

의미추출기로 송한다. 의미추출기는 질의색인집합에 

포함된 어휘들을 활용하여 각 어휘에 한 범주를 추출

하고, 추출된 범주와 질의색인집합을 의미범주기로 

송한다. 의미범주기는 질의색인집합에 포함된 단어와 

질의범주집합에 포함된 범주를 이용하여 질의확장집합

을 생성한다. 그러므로 질의확장집합에는 원시 질의어

와 의미 설명문에서 추출한 색인어  해당 어휘들의 

범주가 포함되어 있다. 최종 으로 생성된 질의확장집

합은 정보생성모듈과 순 결정모듈로 송된다. 

정보생성모듈은 정보검색기, 정보추출기, 정보분석

기, 정보범주기로 구성된다. 정보생성모듈은 사용자 질

의를 기반으로 웹페이지를 추출하고, 웹페이지의 내용

정보를 분석하는 모듈이다. 정보생성모듈로 입력된 질

의확장집합은 정보검색기로 송되며, 정보검색기는 

입력된 질의확장집합을 이용하여 웹페이지를 검색한

다. 검색된 상 웹페이지는 정보추출기로 송되고, 정

보추출기는 웹페이지에서 요 색인어를 추출하여 웹

색인집합을 생성한다. 정보추출기에서 생성된 웹색인

집합은 정보분석기로 송되며, 정보분석기는 웹색인

집합에 포함된 어휘들의 가 치를 계산하여 어휘가

집합을 생성한다. 어휘가 집합을 생성할 때는 웹색인

집합에 포함된 어휘들의 웹페이지내 출 빈도를 활용

한다. 정보분석기는 생성된 어휘가 집합과 웹색인집

합을 정보범주기로 송한다. 정보범주기는 입력된 웹

색인집합을 활용하여 어휘범주집합을 생성한다. 정보

생성모듈은 최종 으로 생성된 웹페이지에 한 어휘

가 집합과 어휘범주집합을 순 결정모듈로 송한다. 

순 결정모듈은 가 결정기, 유사측정기, 순 결정

기, 결과생성기, 로 일기로 구성되고, 순 결정모듈

은 사용자에게 제공할 최종 결과 웹페이지를 결정하는 

모듈이다. 가 결정기는 어휘가 집합과 어휘범주집합

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에 한 정보가 치집합을 생성

하고, 질의범주집합과 질의확장집합을 이용하여 질의

가 치집합을 생성한다. 가 치결정기에서 생성된 질

의가 치집합과 정보가 치집합을 이용하여 결과 상 

웹페이지와 질의어의 유사성을 측정하며, 유사성 측정

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유사성 평가함수를 이용한다. 

유사측정기는 결과 상 웹페이지의 유사성 평가값을 

순 결정기에 송하며, 순 결정기는 사용자 로

일과 웹페이지와의 합도를 평가한 후에 결과 웹페이

지의 순 를 결정하여 결과생성기로 송한다. 결과생

성기는 최종 결과 웹페이지를 사용자에게 합한 결과

물로 변환하여 사용자에게 송하며, 사용자 반응을 측

정하여 로 일기에 송한다. 로 일기는 송된 

사용자 반응을 이용하여 로 일을 갱신하며, 로

일에는 과거 사용자의 검색이력이 나타난다. 사용자 검

색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속성은 사용 시간과 근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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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등이며, 본 연구에서는 근 횟수만을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범주 기반 평가 기법을 식 1에 나

타내었다. 식 1에서 DistFt(Q,R)은 검색 질의어 Q와 결

과 상 웹페이지 R의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이고, 

DistFt(Q,R)은 S(Q,R)과 S(R,P)로 분해될 수 있다. 

S(Q,R)은 검색 질의어 Q와 결과 상 웹페이지 R의 유

사성 평가함수이고, S(R,P)는 결과 상 웹페이지 R과 

질의어 Q에 한 검색이력 페이지 P의 유사성 평가함

수이다. 검색이력은 사용자가 기존에 검색한 웹페이지

를 기반으로 생성하며, 검색이력은 질의 범주를 기반으

로 표 한 정보 페이지이다. 검색이력 페이지는 질의에 

사용된 어휘와 범주  사용자 검색정보 등으로 구성된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용자 검색정보는 웹페이지 

근 횟수이다. 이러한 웹페이지 근 횟수를 측정하면 

사용자의 심 분야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유사성 평가함수에 사용되는 와 는 가 치 변수이

고, 가 치 변수에 따라 유사성 평가함수의 용도는 

다양하게 표 된다. 일반 으로 질의어의 가 치 변수 

가 범주 가 치 변수 보다는 변별력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값이 값과 동일하도록 설정하 다. 

특정 단어가 상  의미로 이동되면 일반화되고, 하  

의미로 이동되면 특성화되는 것이 일반 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범주 가 치 변수 의 최 값은 질의어 

가 치 변수 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 다. 결과 

상 웹페이지에 한 검색 질의어의 빈도 평가값은 이

고, 검색이력 페이지의 빈도 평가값은 이다. 

식 1에서 유사성 평가함수 S(Q,R)을 검색 질의어와 

결과 상 웹페이지에 나타난 어휘를 심으로 유사성 

검사를 실시하기 해 분해하면 식 2와 같다. 검색 질의

어 Q는 질의어의 설명문을 이용하여 확장되며, 확장정

보를 이용하여 질의벡터를 생성한다. 질의벡터는 <q1, 

q2, ... ,qn>으로 구성되며, 질의벡터에 사용되는 속성은 

색인어이다. 결과 상 웹페이지 R은 다양한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 정보를 포함한 색인어만을 이용

하여 색인벡터를 생성하며, 색인벡터는 <r1, r2, ... , rn>

으로 구성된다. 각 벡터는 n차원으로 확장 가능하며, 질

의벡터와 색인벡터를 이용하여 유사성 평가함수를 다

시 표 하면 식 l은 식 2와 같다. 

 ∙∙∙∙          (1) 

  ∙ 
   

∙∙   (2)

식 1에서 유사성 평가함수 S(R,P)는 결과 상 웹페

이지와 검색이력 페이지의 유사성을 측정하며, S(R,P)

를 페이지 요소를 이용하여 분해하면 식 3과 같다. 검색

이력 페이지에서 사용한 요소는 확장 질의어에 한 어

휘, 의미, 범주, 근 횟수 등이다. 검색이력 페이지에 

나타난 범주는 워드넷에서 정의한 범주를 활용하 다. 

검색이력 페이지에 나타난 범주를 활용하여 범주벡터

를 생성할 수 있으며, 범주벡터는 <p1, p2, ... , pn>으로 

표 된다. 범주벡터와 결과 상 웹페이지에 나타난 색

인벡터 <r1, r2, ... , rn>을 이용하여 검색이력 페이지와 

결과 상 웹페이지의 유사성 평가함수를 용하면 식 

3과 같다. 

식 3에서 를 풀면 식 4와 같으며, 식 4에 나타난 

C(R,P)는 결과 상 웹페이지와 검색이력 페이지의 빈

도 평가값이다. 빈도 평가값은 두 페이지의 유사 정보

량을 의미한다. 빈도 평가값에 로그에 한 값을 

취함으로, 유사 정보 수량의 증가에 따른 결과 상 웹

페이지와 검색이력 페이지의 유사성 평가함수의 용

도가 증가된다. 

∙∙  ∙  
   

   (3)

∙∙

   ∙ 
   


       (4)

질의어와 결과 상 웹페이지의 유사성 평가함수를 

심으로 를 풀면 식 5와 같으며, 식 5에 나타난 

C(Q,R)은 질의어와 결과 상 웹페이지의 빈도 평가값

이다. 빈도 평가값 C(Q,R)은 질의어와 결과 상 웹페

이지의 유사 정보량을 의미하며, 해당 평가값을 질의어

와 결과 상 웹페이지의 유사성 평가함수에 용함으

로써 평가함수의 활용도를 증가시킨다.

질의벡터와 색인벡터를 이용한 유사성 평가함수와 

범주벡터와 색인벡터를 이용한 유사성 평가함수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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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벡터 기반 유사성 평가를 수행하면 식 6과 같이 

표 되며, 식 6을 축약하면 식 7로 표  가능하다. 

   ∙ 
   




  ∙∙                                (5)



  ∙ 
   

 

  ∙ 
   

                (6)







 




 ∙ 

 







 



 ∙










 




 ∙ 

 







 



 ∙


  

       (7)

본 논문에서 제안한 범주 기반 평가함수를 활용하면 

질의어의 모호성을 완화할 수 있으며, 웹페이지의 가

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IV.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범주 기반 평가를 이용한 검색엔

진의 실험을 수행하기 해 실험 상 검색엔진으로 구

을 선택하 다. 구 은 세계 으로 가장 리 쓰이는 

검색엔진으로 기존 검색엔진의 웹페이지 가 치 문제

를 보완하기 해 HIT알고리즘을 용하 다.   

실험용 검색엔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검색엔진은 내용 기반 검색엔진(tSE)으로, 내용 기반 

검색엔진은 통  방식의 검색엔진이다. 내용 기반 검

색엔진에서는 사용자 질의어와 웹페이지에 나타난 어

휘와의 발생빈도를 측정하여 웹페이지 가 치를 결정

한다. 두 번째 검색엔진은 웹페이지를 역화한 역 

기반 검색엔진(ySE)으로, 역 기반 검색엔진은 웹페

이지의 정보에 따라 웹페이지를 역화하여 웹페이지 

가 치를 결정하는 검색엔진이다. 세 번째 검색엔진은 

하이퍼링크 정보를 웹페이지 가 치에 용한 구  검

색엔진(gSE)이고, 네 번째 검색엔진은 본 논문에서 제

안한 범주 기반 평가를 용한 검색엔진(cSE)이다. 

범주 기반 평가를 용한 검색엔진은 어휘 확장을 

해 어휘 설명문을 활용한다. 어휘 설명문 추출에 사용

되는 워드넷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에 나타

난 결과를 보면 하나의 어휘에 다양한 의미가 존재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어휘 의미로 질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그림 2. 어휘 의미와 설명

실험에 사용한 어휘는 다양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해 의성을 내포한 단어 20개를 선정하 다. 정보검색

을 수행할 때는 의미를 고려하여 정보검색을 수행하기 

때문에, 검색에 활용되는 의미 총수는 50개이다. 실험에 

사용한 어휘는 note(메모, 지폐, 음계, 주석), party(정

당, 티), score( 수, 악보), school(학교, 학 ), check

(수표, 계산서, 검), company(회사, 친구, 동료), draft

( 안, 외풍), exercise(운동, 연습), race(경주, 인종, 경

쟁), season(계 , 성기), fortune(운, 재산), honor(명

, 체면, ), trade(무역, 거래, 직업), train(기차, 훈

련, 행렬), ball(공, 무도회), bill(계산서, 지폐, 법안), 

book(책, 장부), capital(수도, 자본), credit(신용, 외상), 

delivery(배달, 강연, 분만)이다. 실험을 수행할 때는 각 

단어에 나타난 의미를 활용하여 정보검색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실험환경에 의해 정보검색 실험 분야는 총 

50개이다.   

역 기반 검색엔진은 웹페이지를 역화하기 때문

에, 본 실험을 해 질의어 의미별 2,000개의 웹페이지

를 수집하여 웹페이지 역화를 수행하 다.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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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에는 구  검색엔진을 이용하 으며, 학생과 

학원생으로 구성된 25명의 학생들이 웹페이지 수집과 

검색엔진의 정확도 실험에 참여하 다.  

결과 웹페이지의 합도 평가를 해, 실험 참여자들

에게 0 부터 10 의 범 에서 웹페이지 합도 수

를 부여하도록 하 다. 결과 웹페이지에 한 최종 

합도 수는 최상 와 최하  수를 제외한 체 평균

값을 활용하 다. 합 정에는 체 평가를 종합한 

평균값을 활용하 으며, 결과 웹페이지의 합도 수

가 체 평균값 이상일 경우는 합으로 정하 다.

웹페이지 합도 평가 역은 50개로 제한하 으며, 

실험집합은 총 5개로 구성하 다. 5개 실험집합은 결과 

웹페이지가 제공되는 수량을 기 로 나 었다. 첫 번째 

실험집합은 Domain 1이고, Domain 1에서는 결과 웹페

이지 20개가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실험집합 Domain 2, 

Domain 3, Domain 4, Domain 5에 나타난 결과 웹페이

지는 각각 40개, 60개, 80개, 100개이다. 

[그림 3]에 Domain 1의 실험결과를 나타내었으며, 

Domain 1에는 결과 상 웹페이지가 20개 존재한다. 

Domain 1에서 tSE는 5%의 정확도를 나타냈고, ySE는 

16%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ySE는 tSE보다 11%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ySE는 웹페이지 역화를 이용한 

검색엔진이기 때문에, 련성이 높은 결과 웹페이지가 

tSE에 비해 우수하게 추출되었다. tSE는 단어 기반 검

색이 수행되어, 련성이 없는 결과 웹페이지가 자주 

출 하 다. gSE는 23%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tSE에 

비해 18%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ySE보다는 7%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더라도 

웹페이지 연결구조는 웹페이지 가 치에 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SE는 32%의 정확도

를 나타내어 tSE에 비해 27%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으

며, ySE보다는 16%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본 결과

를 보더라도 범주 기반 평가가 단어 기반 평가나 역 

기반 평가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cSE는 gSE에 비해 9% 높

은 정확도를 나타내어 범주 기반 평가가 웹페이지 연결

구조 평가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

주 기반 평가는 질의어의 의미를 확장하여 가 치를 결

정하기 때문에, 질의 모호성이 완화될 수 있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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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omain 1 실험결과

[그림 4]에 Domain 2의 실험결과를 나타내었으며, 

Domain 2에는 결과 상 웹페이지가 40개 존재한다. 

Domain 2에서 tSE는 8%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Domain 

1에서의 성능보다 3% 향상되었다. 단어 기반 검색은 

질의 모호성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 상 웹페

이지 수량을 증가하여도 낮은 성능 향상을 나타냈다. 

질의 모호성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 상 정보

만 증가시킨다는 것은 검색엔진의 활용성 측면에 치명

인 문제로 작용된다는 것을 본 실험으로 확인하 다. 

Domain 2에서 ySE는 18%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Domain 1에서의 성능보다 2% 향상되었으며,  ySE에서

도 tSE에서와 같은 상이 발생한 이유는 웹페이지 

역화에서도 여 히 질의 모호성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ySE는 Domain 2에서 tSE보다 10% 우수한 성

능을 나타냈다. gSE는 31%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tSE

에 비해 23%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으며, ySE보다는 

13%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cSE는 Domain 2에서 

45%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tSE에 비해 37% 우수한 성

능을 나타냈으며, ySE와 gSE보다는 각각 27%와 14%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범주 기반 검색엔진은 정보의 

수량이 증가할수록 더욱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

을 본 실험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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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omain 2 실험결과

[그림 5]에 Domain 3의 실험결과를 나타내었으며, 

Domain 3에서는 결과 상 웹페이지가 60개 존재한다.  

본 실험에서 tSE는 15%의 정확도를 나타냈고, ySE는 

24%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ySE는 tSE보다 9%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gSE는 47%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tSE에 비해 32%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으며, ySE보다

는 23%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Domain 3에서 gSE 

정확도는 Domain 1과 Domain 2에서의 정확도보다 각

각 24%와 16% 높게 나타났다. 결과 상 웹페이지가 

증가함에 따라 gSE의 성능은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본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 상 웹페이지가 증

가한다는 것은 gSE 에서 웹페이지의 참고정보 활

용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Domain 3에

서의 gSE 정확도가 Domain 1과 Domain 2에서의 정확

도보다 우수하게 나타난 것이다. cSE는 63%의 정확도

를 나타내어 tSE에 비해 47%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고, 

ySE에 비해 38%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본 실험에서 

cSE는 gSE에 비해 15%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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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omain 3 실험결과

Domain 3에서 나타난 cSE의 성능이 Domain 1에서 

나타난 성능보다 30% 높게 나타난 이유는 결과 상 

웹페이지가 증가됨으로써 범주 기반 평가가 사용자의 

검색 의도 악에 효과 으로 응했기 때문이다.  

[그림 6]에 Domain 4의 실험결과를 나타내었으며, 

Domain 4에서는 결과 상 웹페이지가 80개 존재한다. 

Domain 4에서 tSE는 18%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Domain 1에서의 성능보다는 13% 향상되었으며, 

Domain 2와 Domain 3에서의 성능보다는 각각 10%와 

3%의 성능 향상을 나타내었다. 단어 기반 검색엔진에

서도 결과 상 웹페이지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성능 

향상이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성능 향상이 나타난 이

유는 검색 상 정보량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Domain 4에서 ySE는 32%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Domain 1에서의 성능보다 16% 향상되었으며, Domain 

2와 Domain 3에서의 성능보다는 각각 14%와 8%의 성

능 향상을 나타냈다. Domain 4에서 ySE는 tSE보다 

14%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ySE에서 사용하는 역

화 평가는 상 웹페이지가 증가할수록 내용 기반에 비

해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결과 상 웹페이지를 

역화 함으로써 단어 기반 평가 기법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실험으로 확인하 다. gSE는 57%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tSE에 비해 39% 우수한 성능을 나

타냈고, ySE보다는 25%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cSE

는 Domain 4에서 66%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tSE와 

ySE의 성능에 비해 각각  48%와 34%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고, gSE보다는 9%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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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omain 4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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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에 Domain 5의 실험결과를 나타내었으며,  

Domain 5에서는 결과 상 웹페이지가 100개 존재한

다. 본 실험에서 tSE는 25%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모든 

Domain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ySE는 

37%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tSE의 정확도보다는 12% 

높게 나타났다. gSE는 62%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tSE

와 ySE의 정확도보다 각각 37%와 25% 우수하게 나타

났다. cSE는 69%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tSE와 ySE의 

정확도보다 각각 44%와 32% 높게 나타났다. 

tSE는 14.2%의 평균 정확도를 나타내었고, ySE는 

25.4%의 평균 정확도를 나타내어 tSE보다 평균 11.2%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gSE는 44%의 평균 정확도를 

나타내어 tSE보다는 평균 29.8%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

고, ySE보다는 평균 18.6%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cSE는 평균 54.8%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gSE보다는 평

균 10.8%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고, tSE와 ySE의 평균 

정확도보다는 각각 40.6%와 29.4% 우수한 성능을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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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omain 5 실험결과 

V. 결론 및 향후 연구

정보 량화와 높은 공간 복잡도가 존재하는 재의 

인터넷 환경에서 내용 기반 정보검색을 활용하는 단어

빈도 방식은 비효율 인 도구이다. 다수의 인터넷 검

색엔진에서 활용하는 내용 기반 방법은 질의 모호성 문

제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효과 으로 제공하지 못

하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범주 기

반 평가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질의 모호성을 완화하고, 웹페이지 가 치에 의미 범주

와 사용자 반응을 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여러 실험을 통해 내용 기반 정보검색의 문제 을 정

보 역화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으

며, 웹페이지 연결구조를 가 치로 활용하면 웹페이지 

추출에 효과 이라는 것을 확인하 다. 질의 모호성을 

완화시키기 해서는 질의 의미로 정보검색을 수행하

는 것이 효과 이며, 웹페이지 가 치 용에 있어서 

범주화와 사용자 반응이 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는 것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실험에서 tSE

와 ySE는 14.2%와 25.4%의 평균 정확도를 나타내었고, 

gSE와 cSE는 44%와 54.8%의 평균 정확도를 나타냈다. 

여러 실험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이 웹페

이지 정보검색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하 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사용자 반응을 분석하여 사용 

시간이나 이동 경로를 웹페이지 가 치에 용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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