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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웹에 존재하

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축

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

는 플랫폼인 웹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웹의 사용성

은 다양해졌다. 초기 웹의 형태인 웹 1.0시대에는 웹

사이트 운영자가 보여주는 것 이외의 정보를 사용자

들이 접할 수 없다는 콘텐츠의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

다. 웹 2.0시대에서는 콘텐츠 공유와 개방성이 강조

되며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가 참여하고 공유하

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접근성이 향

상되었고 쉬운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

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등장으로 콘텐츠 

생성 및 공유의 빈도가 높아졌다. 사용자 참여 중심

으로 개방성이 강조되는 웹 2.0에서는 더욱 많아진 

콘텐츠 중에서 필요한 콘텐츠만을 볼 수 있도록 분류

되어야 했다. 그래서 콘텐츠에 메타데이터를 부여한 

키워드인 해시태그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해시 기

호(#) 뒤에 특정 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대한 글을 

모아 분류해서 볼 수 있다는 효율성이 인정받자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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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해시태그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소셜 북마크는 해시태그를 이용한 서비스 중 하나

이다. 소셜 북마크 서비스는 개인이 웹서핑 중에 북

마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웹페이지를 발견하

면 소셜 북마크 플랫폼에 URL과 함께 해시태그를 

등록하는 행위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용자가 북마크

한 웹사이트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소셜 북마크 서비스로는 딜리셔스(del.icio.us)와 유

사한 마가린(mar.gar.in), 그리고 필터링(Feeltering.

com)등이 있다. 소셜 북마크 서비스는 사용자 자신

이 직접 정보를 선별하여 북마크하거나 제3자에 의

해 선별되어진 정보를 통해 유용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북마크 공유를 통해 구

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엔진에서 얻게 되는 수많은 

콘텐츠들보다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은 콘텐츠를 획

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소셜 북

마크 서비스는 정보를 획득하려는 목적이 다른 사용

자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검색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개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콘텐츠마다 태그

로 연결된 키워드가 단순히 검색키워드의 역할만 하

고 있다는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으

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

일 수 있는 오직 콘텐츠만을 위한 태그 기반 개인화 

검색 추천 시스템 개발을 제기할 수 있었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북마크된 콘텐츠마다 사용

자들이 태그한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깊이 

있는 검색을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사용자에 의해 

1차적으로 선별된 콘텐츠를 담고 있는 소셜 북마크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와 가까운 콘

텐츠를 획득할 수 있도록 2차적으로 선별작업을 하

는 검색 추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화 검

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개인화 검색이란 사용자들이 이전에 검색했던 키

워드를 분석하여 사용자들의 검색 성향에 따라 최적

의 검색 결과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 개인화 검색을 가능케 하는 검색 기술 중 하나인 

‘그래프 서치’는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어 각종 정보를 검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검색 서비

스와 차별성을 갖는다[3]. 기존의 검색 엔진들이 입

력된 검색어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들을 나열해 보여

주는 웹 기반 방식을 사용했다면, 페이스북 그래프 

서치는 검색어에 해당하는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

의 정보를 나열한다. 검색어와 관련해 페이스북 사용

자들의 공유된 인물과 장소, 사진, 관심사 등을 보여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내 친구들이 선호하는 치

과의사’를 검색하면 ‘페이스북 친구들의 선호 의사’,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선호 의사’, 서울에 

사는 친구들의 선호 의사’등이 검색된다. 웹 기반의 

콘텐츠를 검색하지 않고도 새로운 수행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검색 기능이라는 

것이다.

이전의 전통적인 검색 연구의 두 축은 질의어와 

문서였다[4]. 주어진 질의어에 관련성이 높은 순서로 

문서를 나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개별 사용자

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고 질어와 문서에 대한 관련성 

순으로 문서를 나열한다는 것이 문제된다는 점이 있

다. 이에 반해 개인화된 검색은 질의어와 ‘개별 사용

자'들을 고려한다. 검색엔진을 통해 사용자가 질의

어를 입력하는 정보, 즉 사용자가 질의어를 입력하는 

형태와 습관 등과 같은 사용자의 성향을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보다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용자들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Fig. 1과 같이 문서(D)의 관련성(R)

이 질의어(Q) 뿐만 아니라 개별 사용자(U)의 관점에

서도 정의되어진다. 여기서 질의어라는 개념을 뺀다

면 각 사용자에 대한 문서를 추천하는 ‘Collabor-

ative Filtering’ [5,6]과도 많이 닮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검색 방식에서 ‘사용자'라는 하

나의 축이 추가됨으로써 개인화된 검색의 고려사항

이 발생한다. 질의어와 문서간의 관련성과 사용자와 

Fig. 1. Personalized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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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관련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

용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선호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

되는 문서는 질의어와 관련성이 높더라도 가중치를 

낮추어야 한다. 개인화된 검색을 적용하는 일에는 위

험성이 따르기도 하는데 이를 고려하여 개인화의 여

부 및 정도를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위

험성이란 웹 검색 분야의 많은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

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으로, 대부분의 웹 이용자들

이 복잡한 검색식이나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두 

단어로 구성된 매우 짧고 단순한 질의를 입력한다는 

점이다[7].

하지만 이러한 점은 사용자가 습관처럼 한두 단어

로 된 형태의 키워드들을 문서를 나타내는 키워드들

로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직접 문서와 키워드를 연

결시켜 개인화 검색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고 뒤집어 생각해볼 수 있다. 각 문서를 생각하는 사

용자의 의견이 키워드들로 문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키워드의 발견으로 

원하는 문서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상적인 키워드에서 구체적인 키워드로의 접

근이 가능해져 사용자가 찾으려고 하는 문서에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 맞춤

형 콘텐츠 제공을 돕는 태그 기능과 결합한 Colla-

borative filtering을 북마크 검색 서비스에 적용한 모

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관련 

연구를, 제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개

인화 추천 검색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제 4장에서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실험 결과를 기술하였으며, 마

지막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2. 관련 연구

2.1 태그를 활용한 서비스 관련 연구

웹 2.0의 공유와 개방성의 특징을 바탕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들이 발전하고 있다.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검색하고 공

유하는 행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태그 정보를 

활용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셜 북마크와 태그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딜리셔스

에서 제공하는 순위를 개인화 관점과 태그간의 연관

성 관점을 반영하여 재순위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

[8]. 이 연구는 사용자가 검색에 이용한 검색어가 직

접 태그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태그 네트워크상

에서 의미적으로 가까운 태그가 사용된 북마크의 검

색순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검색순위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북마크 인원수와 태깅된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웹 콘텐츠를 랭킹하여 제공하

고자 한 연구가 있다[9]. 태그 클러스터링을 기반으

로 연관태그를 추출하고 웹 콘텐츠의 관심도인 북마

크 인원수를 이용하여 이를 정규화 및 랭킹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달리 태그 정보

를 활용하여 웹 페이지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10]. 단어 벡터 모델(term

vector model)을 통해 웹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텍스

트 데이터로부터 단어 출현 빈도 벡터를 생성한 후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함으로써 두 문서간의 유사도

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HITS 알고리즘을 통해 하이

퍼링크로 연결된 페이지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

어 그룹 내의 하이퍼링크 정보들을 분석하여 주어진 

페이지와 가장 유사한 페이지를 구하는 방법이 제시

되었다. 그러나 단어 벡터 모델 방법은 웹 페이지가 

텍스트 정보 외에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웹 페이지 간의 유사도를 바르게 측정

할 수 없으며, HITS 알고리즘 방법은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웹 페이지가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유사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소셜 북마킹 시스템으로부터 웹 페이지에 부착된 태

그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 최선임을 제시한다.

웹 콘텐츠를 랭킹화하여 검색순위를 높이고 웹 페

이지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과 같은 소셜 북마크

와 태그를 활용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북마크의 특징

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소셜 북마크 서비스의 콘

텐츠 양은 사용자들이 서로 유용한 정보들을 생성하

며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마크의 특징은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불필요

한 정보를 제외하고 유용한 정보를 북마크함으로써 

다음에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셜 북마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공유와 

개방성에 의해 방대해진 양의 콘텐츠와 또 다시 마주

하게 되었고, 북마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효과가 낮아

지고 있다. 소셜 북마크 서비스가 북마크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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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전된 소셜 북마크 시스

템에서 북마크된 콘텐츠의 태그 키워드 간의 의미를 

분석하여 연관성 있는 태그 키워드를 추천해줄 Col-

laborative Filtering에 관한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추천 시스템: Collaborative Filtering

Collaborative Filtering(CF)은 여러 에이전트, 뷰

포인트, 데이터 소스와의 협업을 포함하는 기술을 사

용하여 정보 또는 패턴을 필터링하는 프로세스이다.

여러 소스를 참조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한다는 

의미로 관심 있어 할 정보만을 찾아준다. 알고리즘 

측면에서의 CF는 다양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수집하

여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자동으로 예측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CF 추천 시스템은 어떤 기준을 가지

고 있는 패턴을 인식하여 얻은 기호정보(taste in-

formation)에 따라 선호하는 정도를 자동적으로 예

측할 수 있다. CF 추천 시스템은 User-based CF

Algorithm과 Content-based CF Algorithm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User-based CF Algorithm은 자신

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들을 찾아서, 그 사용

자들이 많이 구하는 item을 추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Content-based CF Algorithm은 콘텐츠가 

담고 있는 item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item을 추천하

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11].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서비스에 Content-based

CF Algorithm을 적용하여 다룬다. 북마크 추천 검색

어 서비스에 User-based CF Algorithm을 사용한다

면 기존에 존재하던 사용자 성향 위주로 추천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새로운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Content-based

CF Algorithm는 사용자마다 하나의 콘텐츠에 대해 

생각하는 키워드가 각각 다르므로 사용자들의 입력

에 의한 키워드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다[12]. 특정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사용자들에게 다른 사용자들

이 콘텐츠에 접근했던 이력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검색한 형태에 따라 검색어가 추천되어지므로 보다 

풍부한 추천 검색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특정 콘텐츠를 찾으려는 사용자에게 생각지 못했던 

해당 콘텐츠들을 추천할 수가 있다. Content-based

CF Algorithm이 적용된 시스템은 크게 2단계 구조

로 추천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의 

콘텐츠들과 같은 item을 가진 콘텐츠들을 찾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 콘텐츠들의 item을 비교하여 

각 콘텐츠의 성격이 비슷한 콘텐츠들을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콘텐츠 간의 상관관계(Content-to-

Content)를 이용하여 추천한다.

2.3 Content-based CF Algorithm

앞서 설명했듯이, Content-based CF Algorithm

은 콘텐츠 간에 비슷한 성격을 가진 콘텐츠들의 유사

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item을 추천한다. Table

1을 보면 아이템이 4개 있고, 콘텐츠가 3개 있다. 0/1

의 값은 특정 콘텐츠가 해당 아이템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정보이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 데이터를 통해 가

장 먼저 각 콘텐츠간의 유사도를 구한다. 각각의 콘

텐츠가 서로 얼마나 비슷한 콘텐츠인지를 계산하기 

위해 Jaccard 유사도[13,14]를 이용한다. Jaccard 유

사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

콘텐츠 간의 유사도는 식 (1)과 같이 Content A와 

Content B가 포함하는 item이 겹칠수록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Content A과 Content B의 Jaccard 유

사도를 계산하는 경우 |A∪B| 두 콘텐츠의 item 합집

합 개수는 3개이며, |A∩B| 두 콘텐츠의 item 교집합

의 개수는 2개이므로 Jaccard 유사도 값은 ⅔= 0.67

이 된다. Table 1을 Jaccard 유사도로 Content간의 

연관성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나

타나있다.

Table 1. Content-to-Item Relation

Item 1 Item 2 Item 3 Item 4

Content A 0 1 0 1

Content B 0 1 1 1

Content C 1 0 1 0

Table 2. Content-to-Content Relation based on the 

Jaccard Similarity

Content A Content B Content C

Content A 1.0 0.67 0

Content B 0.67 1.0 0.25

Content C 0 0.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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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마크 추천 검색 시스템

3.1 추천 검색 시스템 설계

추천 시스템을 적용할 서비스 모델은 Fig. 2와 같

다.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콘텐츠의 URL과 태그 

키워드 3개를 입력하여 북마크 플랫폼에 저장할 수 

있다.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위의 북마크 시스템에 맞

게 수정하였다. 기존의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은 사용

자들의 관심 아이템 이력들을 모두 저장한다. 그리고 

그 값을 비교하여 가중치를 계산한 후, 가중치 순으

로 추천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본 북마크 추천 검색

어 시스템에서의 CF 알고리즘은 하나의 URL에 달

린 3개의 태그 키워드와 다른 URL에 달린 태그 키워

드를 그룹단위로 비교하여 계산된 가중치 순으로 키

워드를 추천한다. 또한 하나의 URL에 사용자가 입력

하는 3개의 키워드에는 각각 다른 가중치가 반영되

도록 하여 보다 구체적인 추천 검색 시스템을 갖추도

록 하였다.

3.1.1 3 Tag keyword 분석

URL에 속한 콘텐츠, 콘텐츠에 속한 URL은 사용

자에 의해 입력된 3개의 태그를 가지고 있다. 즉, Fig.

3과 같이 3개의 태그는 서로를 가리키는 콘텐츠와 

URL에 속해 있다. 이 구조를 협업 필터링을 통해 

3개의 태그로 연결되어 있는 콘텐츠 간의 관계를 분

석하여 추천 검색어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콘텐츠와 콘텐츠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하

Fig. 2. Bookmark Process User & Search Process.

#key1 IT

weight value 1

#key2 빅데이터

weight value 0.5

#key3 IOT

weight value 0.3

[Grouped keyword to URL ‘A’]

#key1 IT

weight value 1

#key2 빅데이터

weight value 0.5

#key3 머신러닝

weight value 0.3

[Grouped keyword to URL ‘B’]

#key1 빅데이터

weight value 1

#key2 IOT

weight value 0.5

#key3 파이선

weight value 0.3

[Grouped keyword to URL ‘C’]

Fig. 4. Contents connected URL, 3 keyword, and weight value.

Fig. 3. URL-Content-Keywor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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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단계이다. Fig. 4는 ‘A 콘텐츠’에 ‘IT, 빅데이

터, 정형 데이터’라는 키워드를, ‘B 콘텐츠’에 ‘IT, 빅

데이터, 머신러닝’라는 키워드를, ‘C 콘텐츠’에 ‘빅데

이터, 정형 데이터, 파이선’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한 

값이다. 즉, 키워드들은 하나의 URL로 키워드 그룹

이 만들어지며 각 #key1, #key2, #key3에 각각 할당

된 가중치의 default값이 반영된다.

3.3.2 Content-Keywords Matrix 설계

다음으로 콘텐츠와 키워드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ontent-Keywords Matrix를 설계하였다.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키워드를 대상으로 콘텐

츠에 등록된 키워드만을 선별하는 작업이다.

키워드 그룹단위 별로 각 URL이 등록한 키워드들

을 분석하였다. Table 3를 통해 콘텐츠와 키워드들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데, 해당되는 키워드를 ‘1’로,

해당되지 않은 키워드를 ‘0’으로 표시하였다.

3.3.3 Content-to-Content Similarity 계산

Content-Keywords Matrix를 설계한 것을 토대

로 3개의 키워드로 묶인 콘텐츠와 콘텐츠 사이의 유

사도를 계산한다. 계산하여 도출한 결과인 유사도 값

은 키워드와 연관된 정도를 나타낸다.

콘텐츠별 유사도는 본 논문에서 예시를 든 콘텐츠 

‘A’와 ‘B’, 그리고 ‘C’의 Jaccard 유사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 콘텐츠에 포함된 키워드들을 비교하여 

유사도 값을 산출하는 것이다. 콘텐츠에 속한 키워드

들의 합집합 개수를 제외하고, 콘텐츠에 포함된 키워

드 교집합의 개수만을 고려한 값과 Content-to-

Content Similarity를 계산 값 괄호 안에 표현하여 

Table 4에 나타냈다.

3.3.4 Keyword-to-Keyword Matrix 설계

위의 두 단계, Content-URL Matrix와 Content-

to-Content Similarity 계산을 거쳐 나온 Jaccard 유

사도 값과 3개의 키워드 별로 다른 가중치를 둔 값이 

더해져 Table 5와 같이Keyword-to-Keyword Mat-

rix가 구성되어진다.

Content-to-Content Similarity의 결과는 콘텐츠

마다 속한 3개의 키워드 모두 동일한 Jaccard 유사도 

계수를 갖기에 키워드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 있다.

이에 콘텐츠 입력 시 키워드마다 다른 가중치를 설정

한 것으로 키워드 구분을 가능케 하여 보다 정확한 

태그 추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다. Table 15에는 

콘텐츠에 속한 키워드들을 비교한 Content-to-

Content Similarity 값(Jaccard 유사도 값) + α(3개의 

키워드 #key1, #key2, #key3에 다른 가중치 값)로 표

현되었다.

Table 6과 같이 IT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시, 빅데

Table 3. Content-Keywords Matrix

#Keyword
Content (URL)

A B C

IT 1 1 0

빅데이터 1 1 1

IOT 1 0 1

머신러닝 0 1 0

파이선 0 0 1

Table 4. Content-to-Content Similarity

Relation of

Content-to-Content

Content (URL)

A B C

Content

(URL)

A
2

(0.67)

1

(0.25)

B
2

(0.67)

1

(0.25)

C
1

(0.25)

1

(0.25)

Table 5. Keyword-to-Keyword Matrix Reflected Content-to-Content Similarity

Keyword-to-Keyword Matrix

Search word (where content belong)

IT

(A, B)

빅데이터
(A, B, C)

IOT

(A, C)

머신러닝
(B)

파이선
(C)

#Keyword

IT (A, B) 0.67+α 0.25+α 0.25+α 0

빅데이터 (A, B, C) 0.67+α 0.67+α 0.25+α 0.25+α

IOT (A, C) 0.25+α 0.67+α 0 0.25+α

머신러닝 (B) 0.25+α 0.25+α 0 0

파이선 (C) 0 0.25+α 0.25+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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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에 0.67+α, 정형 데이터에 0.25+α, 머신러닝에 

0.25+α의 값으로 나타난 유사성 정도와 가중치의 합

으로 나타낸다. 이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하나의 URL

에 3개의 태그를 등록하는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에 각각 가중치를 달리 부여

한 것에 추가적인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정확

한 추천검색어를 추출해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태그 그룹별, 태그 내부의 키워드별로 가중치를 할당

하고 합한 값으로 일정 가중치 이상의 값이 되었을 

때 추천 검색어를 추출하는 구조를 갖는다.

4. 실험 및 결과

4.1 사용자 맞춤 태그 추천 검색 서비스

추천 시스템을 적용할 서비스 모델은 사용자가 관

심 있어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사용자는 관심 콘텐츠

에 태그 키워드 3개를 입력한 후 북마크 플랫폼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북마크 된 콘텐츠는 

URL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후에 사용

자들이 키워드 검색 시, 해당 키워드와 연결된 콘텐

츠들을 검색결과로 보여주도록 한다. 웹 서비스 사용

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Collaborative Filtering 알

고리즘과 Jaccard Index를 통해 분석되어지고 키워

드별 다른 가중치로 반영된 태그 그룹별 유사성을 

통해 추천 검색어가 추출되어진다. 그리고 일정 가중

치 기준 값을 정하여 그 기준 값 이상일 때만 추천 

검색어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일정 가중치 기준 값은 

‘가장 높은 가중치 값 + 가장 낮은 가중치 값 / 2’

로 설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서비스의 실험을 위해서 

IT와 관련된 70개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콘텐츠의 내

용에 따라 태그를 달아 북마크 하였다. ‘빅데이터’를 

검색어로 설정하여 210개의 태그 중에서 해당 검색

어와 관련 있는 콘텐츠를 검색하였다. Table 7은 ‘빅

데이터’를 검색어로 한 검색 결과이다.

70개의 콘텐츠 중에서 ‘빅데이터’로 태그를 입력한 

16개의 콘텐츠가 검색되었다. 검색 결과에 대해서 추

천 검색어를 추출하기 위해 Content-to-Content

Similarity를 계산한 후, ‘빅데이터’키워드와 ‘빅데이

터’에 관련된 키워드 관계에 따른 가중치 값을 

Keyword-to-Keyword Matrix로 Table 8과 같이 나

타내었다. 키워드 가중치 값은 키워드의 Jaccard 유

사도 값과 #key1, #key2, #key3에 따라 할당된 다른 

가중치 값을 더한 것이다.

같은 키워드가 #key1, #key2, #key3에 입력되어 가

중치 값이 계산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key1, #key2,

#key3에 입력된 키워드 가중치 값 중 가장 높은 가중

치 값이 키워드에 할당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라는 키워드가 A콘텐츠에 #key1에 입력되어 있고 B

콘텐츠에는 #key3에 입력되어 있어, A 콘텐츠의 ‘인

공지능’ 키워드 가중치는 1.33이고 B 콘텐츠의 ‘인공

지능’ 키워드 가중치는 0.83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은 

가장 높은 가중치 값인 1.33을 갖게 되는 것이다.

추천 검색어는 일정 가중치 값을 넘는 키워드들만 

Table 6.‘IT’search result

Search word

IT

#Keyword

IT ·

빅데이터 0.67+α

IOT 0.25+α

머신러닝 0.25+α

파이선 0

Table 7.‘빅데이터’search result

Content #Keyword1 #Keyword2 #Keyword3

A IT 빅데이터 정형데이터

B IT 빅데이터 머신러닝

C 빅데이터 정형데이터 파이선

D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E 빅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F 빅데이터 파이선 IT

G 빅데이터 티버즈 데이터 분석

H 빅데이터
빅데이터

개념
IT

I 빅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사례

J ICT 빅데이터 스포츠

K 개인정보 비식별화 빅데이터

L 빅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전망

M 빅데이터 의료 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N 빅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

O 교통 데이터 따복버스 빅데이터

P 안전 데이터 공공 데이터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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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다. 일정 가중치 값 계산은 (가장 높은 가중치 

값 + 가장 낮은 가중치 값) / 2 로 계산할 수 있다.

Table 8의 일정 가중치 값은 1.67 + 0.63 / 2 = 1.15이

다. 검색어를 제외한 일정 가중치 값 1.15를 넘는 키

워드는 ‘IT, 정형데이터, 파이선,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개념, ICT, 개인정보, 의료 데이터,

교통 데이터, 안전 데이터’ 이며 이들이 추천 검색어

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또한, Fig. 5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사용자가 원한

다면 추천 검색어들 중에 하나의 키워드와 초기 검색

어를 결합하여 재검색함으로써 본인이 찾고자 하는 

콘텐츠에 보다 정밀하게 가까워질 수가 있다. 1. 초기 

검색어와 2. 사용자가 선택한 추천 검색어는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어있는 #key1, #key2, #key3의 키워

드와 비교하면서 1과 2 키워드와 일치하는 콘텐츠를 

검색하게 된다.

4.2 비교분석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북마크 검색 추천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 소셜 북마크 시스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비교분석해보았다. 소셜 북마크 서

비스들 중에서 딜리셔스(del.icio.us)와 필터링(Feel-

tering.com)을 선택하여 북마크 검색 추천 시스템을 

비교하였다. 또한, 동일한 조건 속에서 실험하기 위

해서 70개의 콘텐츠와 210개의 태그 키워드들을 두 

북마크 플랫폼에 입력하였다. 그리고는 각 서비스의 

정보 검색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Fig. 6은 검색 

평가를 위한 유관표이다.

위의 Fig. 6를 참고하여 검색 성능 평가 척도로써 

정확률과 재현율을 계산하였다. 정확률이란 검색된 

콘텐츠들 가운데 관련있는 콘텐츠의 비율을 말하며,

재현율은 관련 있는 콘텐츠들 가운데 검색된 콘텐츠

의 비율을 뜻한다.

정확률(Precision) :  


,   (2)

재현율(Recall) : 


,   (3)

정확률과 재현율 구하는 식 (2)와 (3)을 적용하여 

Table 8. Each keyword value about‘빅데이터’search 

result

Search word

빅데이터

#Keyword

빅데이터 ·

IT 1.67 (0.67 + 1)

정형 데이터 1.17 (0.67 + 0.5)

머신러닝 0.97 (0.67 + 0.3)

파이선 1.17 (0.67 + 0.5)

인공지능 1.33 (0.33 + 1)

딥러닝 0.83 (0.33 + 0.5)

빅데이터 활용 1.17 (0.67 + 0.5)

서비스 0.63 (0.33 + 0.3)

티버즈 0.83 (0.33 + 0.5)

데이터 분석 0.63 (0.33 + 0.3)

빅데이터 개념 1.17 (1.67 + 0.5)

빅데이터 사례 0.97 (0.67 + 0.3)

ICT 1.33 (0.33 + 1)

스포츠 0.63 (0.33 + 0.3)

개인정보 1.33 (0.33 + 1)

비식별화 0.83 (0.33 + 0.5)

빅데이터 전망 0.97 (0.67 + 0.3)

의료 데이터 1.17 (0.67 + 0.5)

빅데이터 분석 0.97 (0.67 + 0.3)

교통 데이터 1.33 (0.33 + 1)

따복버스 0.83 (0.33 + 0.5)

안전 데이터 1.33 (0.33 + 1)

공공 데이터 1.33 (0.33 + 1)

Table 9. Value of Precision and Recall

Service
Search Keyword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머신러닝 데이터베이스

딜리셔스
P 100% 100% 100% 100% 100%

R 63% 100% 100% 100% 100%

필터링
P 89% 33% 100% 75% 33%

R 50% 17% 33% 50% 25%

검색추천 시스템
P 100% 100% 100% 100% 100%

R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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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셔스, 필터링, 그리고 논문에서 제안하는 북마크 

검색 추천 시스템에서 동일한 키워드에 대한 값을 

구하였다. Table 9을 통해 각 서비스의 정확률과 재

현율을 알 수 있는데, 딜리셔스에서 다른 키워드를 

통해 얻은 값과 달리 ‘빅데이터’를 검색하여 얻은 재

현율 값이 63%인 것은 콘텐츠 검색 결과가 10개로 

한정되어있다는 점 때문이다.

Table 12의 결과를 통해, 검색 추천 시스템의 검색 

성능은 딜리셔스와는 비슷하며 필터링보다는 우수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북마크 검색 

Able to Search Unable to Search

Relevant w x

Not Relevant y z

Fig. 6. Contingency Table for Search Evaluation.

: Content related to search word  : Content related to search

word not noted to user

Tag keyword used

as search word

 

Fig. 7. Venn diagram of Scale oriented User.

Fig. 5. Accuracy improvement through the union of the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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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시스템만이 가지는 추천 검색어 기능을 가지고 

Fig. 7을 기반으로 참신율을 계산해보았다. 참신율이

란 검색어로 사용된 키워드의 콘텐츠 중에서 사용자

가 알고 있지 않았던 검색어 관련 키워드들의 비율을 

말한다.

참신율(Novelty ratio) :    

 
(4)

참신율 구하는 공식 (4)를 통해 Table 10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북마크 검색 추천 시스템의 

정확률과 재현율이 100%라는 것과 참신율이 50%가 

넘는다는 수치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태그 키워

드에 의해 1차적으로 선별된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줄 수 있으며, 검색어와 연관된 추천 

검색어를 선별하는 두 번째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Table 10. Value of Novelty ratio

Service
Search Keyword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머신러닝 데이터베이스

검색추천 시스템 N 74% 82% 91% 88% 86%

Fig. 8. Add bookmarks with URL, #key1, #key2, and #key3. 

Fig. 9. Search Screen in the beginning.



1888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9권 제11호(2016. 11)

원하는 콘텐츠에 정확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한 결과이

다. 북마크 검색 추천 시스템은 php와 mysql을 사용

하여 개발하였으며, Fig. 8과 같이 사용자는 관심 콘

텐츠를 3개의 태그로 연관 지을 수가 있다.

Fig. 9은 북마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

들이 등록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초기 검색화면이

다.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로 검색하게 되면 Colla-

borative Filtering과 Jaccard 유사도를 통해 추출

된 추천 검색어를 보여주며, 그 결과는 Fig. 10과 

같다.

추가로 Fig. 11과 같이 기존 검색어와 추천 검색어

를 결합하여 보다 정밀한 검색을 할 수도 있다.

Fig. 10. Search screen in‘빅데이터’keyword.

Fig. 11. Result of the search word and recommend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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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협업 필터링을 활용한 태그 키워드 

기반 개인화 북마크 검색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웹의 발전으로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는 콘텐츠

가 많아져,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소셜 북마크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소셜 북마

크 플랫폼에서 공유되고 있는 콘텐츠 수도 방대해져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받기 위한 사용자 맞

춤 선별 작업이 필요해졌다. 이에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 추천 검색어 제공 

서비스를 고안하게 되었다. Collaborative Filtering

알고리즘과 Jaccard Index에 의한 본 추천 검색 서비

스 시스템은 하나의 URL에 3개의 태그를 등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사용자들이 보통 3개의 태그를 

등록할 때 첫 번째 태그에 의미를 더 부여하여 등록

하는 습관을 이용하여 3개의 태그에 입력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에 높은 가중치를, 두 번째 키워드에 

보통 가중치를, 세 번째 키워드에는 낮은 가중치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일정 가중치 값을 넘는 키워드들

을 추천 검색어로 제공하여 사용자에 의해 선별된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인 검색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URL에 등록되어있는 3개의 키워드는 각 콘텐츠

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핵심어로

서,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입력

한 키워드와 관련된 콘텐츠가 검색될 수 있도록 가능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알파고 관련 웹 

페이지 www.alphago.com가 있다고 하자. 사용자는 

www.alphago.com에 웹 페이지 내용을 고려하여 3

개의 키워드를 태그로 등록할 수 가 있다. 이후로 

www.alphago.com은 www.alphago.com에 달린 태

그 키워드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여러 사

용자들로부터 북마크 플랫폼에 등록된 URL들마다 

3개의 키워드를 가지게 되고 키워드 검색을 하면 키

워드끼리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반영된 가중치에 따

라 추천 검색어를 추출하게 된다. 단순히 해당 검색

어에 관련된 콘텐츠만을 검색해주는 것이 아닌 해당 

검색어와 관련된 추천 검색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

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사용자에 

의해 선별된 콘텐츠와 그 콘텐츠와 연관된 다른 콘텐

츠를 획득할 수 있도록 추천 시스템에 의해 선별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인화 검색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웹 2.0의 공유와 개방성이라는 특성에 사용

자가 원하는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북마크

의 특징을 반영하였고,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불필요

한 정보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유용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협업 

필터링을 통한 태그 기반 추천 시스템은 다양한 검색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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