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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Network-based Personalized Web Search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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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 으로 기존 검색엔진은 다수 사용자의 동일한 질의에 하여 일률 으로 같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데, 이는 사용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 을 가진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검색 의도를 악하여 그에 부합하
는 결과를 제공하는 개인화 검색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로 일 기반 개인화 검색을 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개인화 검색을 이루기 해 개념 네트워크 형태의 사용자 로 일을 구성하며, 이는 사용자가 과거에 질의
했던 질의어와 탐색했던 웹문서를 분석하여 자동 생성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웹문서에 해 태그를 지정한 폭소노미 데이터
를 이용하여, 개념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개념 네트워크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 개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
용자가 부여한 질의어를 확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색결과의 첩도를 고려하여 사용자별 검색 결과의 순 를 재산정
함으로써 개인의 특성을 반 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In general, conventional search engines provide the same search results for the same queries of users, and however such 

techniques do not consider users' characteristics. To overcome this problem, we need a new way of personalized search which 

returns customized search results according to users' preference. In this paper, we propose a concept network profile-based 

personalized web search system in which the concept network is developed for accumulating users' characteristics. The 

concept network-based user profile is used to expand initial search queries to achieve personalized search. The concept 

network is a network structure of concepts where each concept is generated whenever each query is submitted, and it can 

be defined as a set of keywords extracted from the selected documents. Furthermore, we have improved the concept networks 

by augmenting intent keywords of each concept with a set of classification tags, called folksonomy, assigned to each 

document. For an additional personalized search technique, we propose a new re-ranking method that analayzes the degree 

of overlapped 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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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검색 시스템(Web Sear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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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 인터넷의 주목 은 자메일과 메신 를 

통한 커뮤니 이션의 수단이었지만, 오늘날 인터

넷에 분포되어 있는 정보가 방 해짐에 따라 인

터넷은 자료와 정보의 획득의 상으로 발 하고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기 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이며(과제

번호: NRF-2010-0025212), 한 2010년도 한성 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과제임.

☆ 본 논문은 창립10주년 2010년도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학술

발표 회 우수논문의 확장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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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용자 로 일 기반 개인화 방법

있다[1]. 사용자들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상으로 

정보 는 지식을 획득하기 하여 검색엔진을 

사용한다. 사용자들은 각기 다른 검색 의도를 가

지고 검색엔진에 질의를 하지만 기존 검색엔진은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검색 결

과를 제공한다. 이는 개별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개인화 검색

(Personalized search) 기술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

다. 개인화 검색은 검색 기술이 궁극 으로 나아

갈 방향으로서 인식되어, 이에 한 다양한 연구

를 진행되고 있다. 하나의 로, Google(http:// 

www.google.com)사는 iGoogle(http://www.google.com/ 

ig)이라는 개인화 서비스를 통하여 사용자에 따라 

검색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일

반 으로 개인화 검색을 해서는 사용자 로

일(User profile)이 필요하다. 사용자 로 일은 

사용자의 심 사항이나 기존 검색 기록 등을 체

계 으로 정리해놓은 자료구조이며, 이를 통해 사

용자의 특성에 맞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2]. 에

서는 계층구조 형태의 사용자 로 일을 자동 

생성하여 이를 검색 결과에 용해서 개인화하는 

방법을 제안하 으며, [3]에서는 사용자의 과거 

검색기록을 수집하여 사용자의 심사항을 자동

으로 찾아내는 기술을 제안하 다. [4]는 개인화 

검색을 해 사용자가 방문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질의 확장을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 다. 사용자 

로 일을 활용하지 않은 개인화 방안으로서, 

[5]에서는 폭소노미(Folksonomy) 데이터를 이용하

여 사용자의 심도에 따른 검색 결과를 보여주

어 개인화를 하 으며, [6]은 검색 결과에 클러스

터링 기법을 용하여 개인화를 도모하 다.

본 논문의 목 은 사용자 로 일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로토타입 시스

템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과거에 질의했던 질의어와 탐색했던 웹문서를 분

석해 자동으로 생성된 개념 네트워크(Concept 

networks) 형태의 사용자 로 일을 구성하여 이

를 개인화 검색에 활용한다. 한, 사용자가 웹문

서의 주제를 직  지정하는 태그 정보인 폭소노

미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념 네트워크 정보를 확

장하여 개인화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

다. 검색엔진에 입력된 사용자의 질의어는 개념 

네트워크 로 일 정보에 기반하여 확장되며, 개

별 사용자에 따라 검색 결과의 순 를 재산정하

여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2. 배경 지식

2.1 개인화 검색

개인화는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분석하여, 

각 사용자가 선호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개인화 기능이 포함된 검색엔진은 동일

한 질의어를 입력받았을 때 사용자의 특성에 맞

는 검색 결과를 보여 다. 개인화 검색을 실 하

기 해서는 일반 으로 사용자의 검색 패턴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작성된 사용자 로 일을 구

성하는데, 사용자 로 일을 이용한 개인화의 기

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7].

첫째, 사용자 질의에 해 사용자 로 일을 

바탕으로 검색엔진이 곧바로 개인화 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그림 1-A) 둘째, 사용자 로

일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의 질의를 확장시켜 

그 확장된 질의를 검색엔진에 달함으로써 개인

화 검색을 실 하는 것이다.(그림 1-B) 셋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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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폭소노미 데이터의 

(그림 3) 시스템 로세스

자 질의를 검색엔진에 달하여 얻은 결과를 사

용자 로 일에 의거하여 검색 순 를 재산정하

여 개인화된 결과를 반환하는 것이다.(그림 1-C)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병합한 

형태를 제안한다.

2.2 폭소노미(Folksonomy)

폭소노미는 사용자들이 방문한 웹 리소스(웹문

서  멀티미디어 객체 등)에 하여 부여한 태그

(Tag) 집합체를 의미하며, 그 태그를 통하여 웹 리

소스를 분류하는 분류체계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

으로 폭소노미는 네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며, 

사용자, 웹리소스, 태그, 그리고 그들 간의 계를 

설명하는 주석이 그것이다. 기존 웹포털 사이트에

서 리하는 계층구조 형태의 카테고리 집합체를 

택소노미(Taxonomy)라 하는데, 이와 비교하여 폭소

노미(Folksonomy)는 사용자, 리소스, 태그로 구성된 

삼진 그래 (Three mode graph) 형태를 가진다.

(그림 2)는 사용자가 웹문서에 하여 주 으

로 지정한 태그의 를 보여 다. 태그는 사용자 

에서 해당 웹리소스의 내용에 걸맞게 부여한 

키워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에서 웹문서를 다각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폭소노미 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개념 네트워크 형

태의 사용자 로 일을 개선하는데 활용된다.

3. 개념 네트워크 기반 개인화 검색시스템

3.1 개인화 검색 로세스

본 연구의 개인화 검색을 한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사용자가 과거에 질의

했던 정보를 수집하여, 개념 네트워크 기반 사용

자 로 일을 자동 생성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웹문서들에 해 지정해놓은 폭소노미 데이터를 

수집한다. 시스템은 폭소노미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사용자의 개념 네트워크를 확장시킨다. 이러

한 사  작업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질의를 수

행할 비를 한다.

사용자가 검색엔진에 질의를 하게 되면, 확장

된 사용자 로 일 정보에서 확장 질의어를 추

출하여 검색엔진으로 확장 질의를 하고, 이를 

달받은 검색엔진은 그에 한 검색 결과를 사용

자측에 달한다. 게다가 확장 질의어의 요도를 

기반으로 하여 검색 결과의 순 를 재산정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개인화

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3.2 개념 네트워크의 구성

본 연구에서, 개인화 검색을 해 제안하는 개

념 네트워크(Concept networks) 로 일의 기본 

아이디어는 사용자 심사항을 ‘개념(Concepts)’

의 집합체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개념’은 Formal 

Concept Analysis (FCA)[8]에서의 ‘개념’의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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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개념 네트워크의 (그림 5) 개념 키워드의 벡터 차원 변환

따른다. FCA 이론체계에서는 하나의 ‘개념’은 ‘외

연(Extent)’과 ‘내연(Intent)’로 구성되는데, ‘외연’

은 해당 개념에 포함되는 인스턴트(문서)들의 집

합이며, ‘내연’은 외연에 포함된 모든 인스턴스들

의 공통된  속성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로 일을 구성하는 각 

‘개념’이 매번 질의 수행시마다 생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에서 설명한 FCA 이론의 개

념 정의를 도입하여, 하나의 ‘개념’을 구성하는 

‘외연’은 각 질의로부터 얻어진 검색 결과에서 사

용자가 방문한 문서집합으로 구성되며, ‘내연’은 

그 방문 문서집합으로부터 추출한 주요 키워드들

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외연 문서집합으로

부터 양질의 키워드집합을 얻어낼 수 있다면, 실

제 으로 내연 키워드 집합만으로 하나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자 

로 일을 구성하는 기본 단 는 ‘개념’이며, 이는 

사용자가 방문한 문서집합으로부터 추출된 키워

드들로서 구성된다. 그리고 사용자 로 일은 그 

개념들의 네트워크 구조인 ‘개념 네트워크’ 구조

로서 표 되는 것이다. 질의가 지속 으로 진행되

면서 다수의 개념들의 생성될 것이며, 진 으로 

개념 네트워크는 지속 으로 진화할 수 있어야 한

다.  키워드 추출을 해서는 본 연구의 기단계

에서 제안했던 키워드 추출 기법[9]을 활용한다.

(그림 4)는 개념 네트워크의 를 보여 다. ‘야

구’에 심이 많은 사용자가 특정 선수 이름으로 

질의를 하여 탐색한 웹 문서에서 추출된 키워드

들로 개념 1 노드가 생성되었다. 그리고 ‘입장료’

라는 키워드로 질의를 하여 탐색한 웹 문서의 정

보로 개념 2의 노드가 생성되었으며, 여기서 ‘야

구’라는 키워드는 두 개념에 모두 속하게 된다. 

한 경기 람을 해서 ‘잠실’이라는 키워드로 

질의를 하여 개념 3의 노드가 생성되며, 이와 같

은 방식으로 개념이 되어 개념 네트워크의 

진화가 가능하다.

개념 네트워크의 진화를 해서는 재 생성된 

개념이 기존 개념 네트워크와 연결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해서 각 개념들의 유사도를 계산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각 개념에 속한 키워드 

개수가 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벡터를 만들어 

유사도를 계산하기에는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5)와 같이 각 개념에 

속하는 키워드 집합을 참조 온톨로지를 이용한 

카테고리 벡터 (Category vector)로 구성하는 방법

을 고안하 으며, 참조 온톨로지로서 ODP(Open 

Directory Project, http://www.dmoz.org)를 이용한다. 

개념 키워드 벡터는 ODP의 모든 카테고리와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ODP 카테고리 벡터로 변환된

다. (그림 5)에서, 개념 Ci에 한 벡터는 ODP 카

테고리의 수인 N개의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차

원은 개념 키워드 집합(Tci)과 해당 차원(Tj)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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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개념 키워드의 벡터 차원 변환 II

유사도인 cos(Tj, Tci)를 계산함으로써 얻어진다. 

이 게 각 질의마다 자동 생성된 개념은 ODP 카

테고리 벡터로 변환되어 기본 개념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개념과의 유사도를 계산함으로써 보다 

합당한 구조로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

결과 으로 개념 네트워크는 개인의 심사항

을 축 시킨 것이 되며, 이는 개인화 검색을 해 

기 질의를 확장시키는데 활용된다. 질의 확장 

방법은 단순하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어가 

특정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개념에 연결된 

다른 키워드들을 기 질의에 덧붙이게 되는 것

이다. 추가 으로 개념들간의 유사도를 감안하여 

높은 유사도를 가지는 다른 개념들에 속한 키워

드 한 질의 확장에 사용된다. 여기서 질의확장

을 완  자동화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에게 질의

확장을 한 키워드를 추천하는 방식도 효과 일 

것이다.

3.3 폭소노미를 이용한 개념 네트워크의 개선

개념 네트워크는 사용자의 심사항을 반 하

기 때문에, 재의 사용자 질의 의도를 악하는 

데 요한 정보가 된다. 하지만 제안한 개념 네트

워크의 성능은 외연 문서집합으로부터 추출한 키

워드의 질(Quality)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사

용자가 이 에 미리 웹문서들에 해 지정해 놓

은 폭소노미 데이터를 개념 네트워크의 키워드 

노드에 추가하여 개념을 확장시킨다.

폭소노미 데이터를 개념 네트워크에 추가하기 

해서는 폭소노미 데이터와 유사한 개념 네트워

크 노드를 찾아야 한다. 유사도 계산을 하여 

(그림 6)과 같이 사용자가 기존에 탐색했던 웹문

서, 즉 사용자의 개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원본 문서의 키워드들을 차원으로 한 키워드 벡

터를 구성한다. 폭소노미 태그를 가지고 있는 웹

문서의 키워드들을 개념 네트워크 원본 문서의 

키워드 차원으로 표 한다. 이는 개념 네트워크의 

구성에서 개념들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한 벡

터 변환방식과 유사하다. 그리하여 웹문서와 각 

개념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일정한 값 이상의 유

사도를 보일 경우, 해당 웹문서의 태그 데이터를 

그 유사 개념의 키워드에 삽입시키는 것이다. 결

과 으로 개념 네트워크 로 일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개념의 내연 키워드는 문서집합으로 추출

한 객  성격의 단어집합과 사용자가 부여한 

주  성격 단어집합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3.4 검색 결과 순  재산정

2.1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시스템은 개인

화 검색을 해 질의확장과 순  재산정 방식을 

취한다. 순  재산정은 1차 으로 달된 검색 결

과에 하여 2차 으로 사용자 로 일을 감안

하여 심도가 높은 웹문서의 순 를 높여주는 

작업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련연구 조사를 통

해 사용자 로 일에 기반한 질의확장만으로는 

개인화을 실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단에서 기

인한 것이다. 

순  재산정을 한 기본 략은 각 질의어로

부터 도출된 검색 결과의 복성을 검사하는 것

이다. (그림 7)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질의한 질의

어 q에 의해 문서집합 Dq가 검색된다고 할때, 질

의 확장 과정을 거쳐 추출된 확장 질의어 q1, q2, 

q3에 의해 각각 문서집합 Dq1, Dq2, Dq3가 검색된

다. 이 검색 결과에서 Dq1, Dq2, Dq3에 공통 으로 

나오는 웹 문서들은 사용자의 개념과 연 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웹문서의 요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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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j, k: 각 질의에서의 순 (1∼20)

(표 1) 확장 질의에 의해 검색된 웹문서의 순  계산

    
      

(표 2) 여러 질의에 한 웹문서의 순  합산

(그림 7) 질의어에 의해 검색되는 웹문서 집합

 · · ·
      

(표 3) 질의어와의 유사도를 반 한 순  합산 공식

(그림 8) 시스템 구조

하여 검색 결과의 순 를 재산정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더 나은 검색 결과를 보여  수 있다.

확장 질의어로 검색 된 문서집합인 Dq1, Dq2, 

Dq3에 포함된 웹문서들에 한 순  수는 (표 1)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각 질의에 해 상  20개

의 웹문서들에 해서 수를 계산한다.

하나의 웹문서는 여러 확장 질의어에 한 검

색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확장 질의어에 

한 순 를 합산하여 (표 2)의 공식과 같이 해당 

웹문서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확장 질의에 한 검색 결과는 질의어와 확장 

질의어의 연 성이 높을수록 검색된 웹문서의 연

도가 높게 되므로, 개념 네트워크상에서의 질의

어와 키워드의 유사도를 공식에 반 하여야 한다. 

반 된 공식은 (표 3)과 같으며 이를 사용하여 

가 높은 순으로 순  재산정을 하면 개념 네트

워크 정보를 반 한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

할 수 있다.

4. 사용자 인지형 웹검색 시스템 구

4.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인화 웹검색 시스템 

구조는 (그림 8)과 같다. 크롤러(Crawler)에 의해 

웹문서가 수집되어 인덱서(Indexer)/분석기(Analyzer)

를 통하여 정제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다. 그리고 개념 네트워크 리기(Concept network 

manager)에 의해 사용자의 과거 기록이 수집/분석

되어 개념 네트워크의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폭소노미 데이터는 개념 네트워크를 확장

시키는데 사용되며, 이는 개념 네트워크 확장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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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이름 형식 설명

userID char 사용자 ID

sessionID int 세션(개념) ID

mergeThreshold int 세션 병합시 임계 값

takeFactor int 키워드 추출 임계 값

strID int 키워드 ID

topicID int 주제 ID

tfidf real TF*IDF 값

sim real 유사도

(표 4) 개념 네트워크 테이블

필드이름 형식 설명

ID int 로그인 ID

name char 사용자 이름

catalogID int 태그 ID

createDate date 태그 생성 날짜

URL char 웹문서 URL

(표 5) 폭소노미 테이블 (그림 9) 개념 네트워크 리기 인터페이스 화면

(Concept network expansion module)에 의해 수행된

다. 온라인상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질의 확장모듈

(Query expansion module)은 서버측에서, 순  재

산정모듈(Re-ranking module)은 클라이언트측에서 

수행된다. 질의 재산정모듈은 검색을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직  연결되어 작동된다.

(그림 8)의 개인화 검색을 한 여러 모듈의 구

을 해, 기본 검색엔진으로서 DataparkSearch시

스템[10]을 사용하 으며, DBMS은 PostgreSQL을 

이용하 다.  

4.2 개인화를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개념 네트워크, 폭소노미, 사용자 정보, 수집문

서 등이 데이터베이스에 장되는 개념 네트워크 

테이블과 폭소노미 데이터를 장하는 테이블은 

각각 (표 4), (표 5)와 같은 스키마를 갖는다.

개념 네트워크는 한 번의 세션동안 사용자가 

검색하여 탐색된 문서들로부터 생성되므로 사용

자 아이디와 개념(세션) 아이디가 장된다. 한, 

개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키워드들에 한 정보

도 장된다. 폭소노미 데이터 테이블에는 폭소노

미를 구성하는 사용자, 태그, 리소스, 그리고 세 

요소에 한 정보들이 장된다.

4.3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

사용자의 검색어와 탐색 페이지를 바탕으로 한 

개념 네트워크는 오 라인 상태에서 생성되어진

다. 사용자별로 생성된 개념 네트워크는 데이터베

이스에 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한 

개념 네트워크 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 사

용자가 질의어를 입력하여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화 검색 페이지가 필요하다.

본 시스템에서 구 한 개념 네트워크 리 시

스템은 (그림 9)와 같다. 개념 네트워크 리 시스

템에 로그인하면 각 사용자의 개념 네트워크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개념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키워드들을 검색하여 해당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를 찾을 수 있으며, 사용자 로 일

의 크기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한 사용자 로

일 확장 메뉴에서는 기본 개념 네트워크를 해

당 사용자의 폭소노미 데이터를 이용하여 확장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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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검색 결과 내 순 Mq : 정규화 상수

rel(i): i순 에서의 결과 합성( : 3=good, 0=bad)

(표 6) 질의어 q에 한 nDCG 공식

(그림 10) 검색 인터페이스

(그림 11) 기본 / 확장 개념 네트워크의 질의어별 정확도 

비교 (기본 CN: 확장  개념 네트워크, 확장 

CN: 확장된 개념 네트워크)

(그림 10)은 개인화 검색을 한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보여주며, 일반 웹 검색엔진과 유사한 입

력부분과 질의 확장을 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5. 성능 평가

5.1 실험 방법

폭소노미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장된 개념 네트

워크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하여, 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 (nDCG)[11]를 이용하

다. nDCG는 검색엔진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으로서 최근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검색엔진

에 의한 순  선정이 완벽할 때와 재의 검색 결

과를 비교한 상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표 6)은 이를 계산하기 한 공식이다.

nDCG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1일 

때가 가장 좋은 검색 결과임을 나타낸다. nDCG 

측정을 해 사용자는 상  n개의 검색 결과에 

해 각각 결과의 합성을 0에서 3사이의 정수 값

으로 평가한다. 상 의 검색 결과가 사용자로부터 

더 높은 평가값을 받아야 검색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nDCG값도 높게 측정된다.

본 시스템의 성능 향상 정도를 측정하기 해 

확장되지 않은 기본 개념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

스템과의 nDCG값을 비교하 다. 실험 데이터는 

문 뉴스 사이트인 www.foxnews.com에서 10만

개의 문서를 수집하 고, 뉴스의 주제별로 질의어 

9개를 선정하 다. 실험 데이터가 장된 검색 시

스템에 사용자들이 주어진 질의어로 검색하고, 상

 10개의 검색 결과에 한 합성을 평가하여 

nDCG를 측정하 다. 한 개념 네트워크를 확장

시키지 않은 시스템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하

여 nDCG를 측정하 다.

5.2 실험 결과

기본 개념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스템과 확장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스템에 한 각각의 nDCG 

측정값 평균은 (그림 11)과 같다. 질의어로는 일반 

단어와 동철이의어(homonym)를 조합하여 선정하

다. 일반단어로는 ‘linux', ‘obama', ‘LPGA' 등을, 

동철이의어로는 ‘trade', ‘apple', ‘pirates', ‘jordan', 

‘bible', ‘rockets', ‘galaxy' 등을 선정하 다.

(그림 12)는 개념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은 일

반검색 결과와 확장된 개념 네트워크와 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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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검색 방식에 따른 개인화 검색 정확도

(일반검색: 개념 네트워크 미사용, 기본 CN: 확장  개념 

네트워크, 확장 CN: 확장된 개념 네트워크, 확장

CN+Re-Rank: 확장된 개념 네트워크와 순 재산정사용)

정 기법을 용한 검색 결과를 모두 포함한 정확

도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검

색보다 개념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1.8% 가량 개선되었으며, 개념 네트워크의 확장 

개선을 통해 3.3%의 개선효과를 달성하 다.

nDCG 측정 방법의 특성상 개인화를 지원하지 

않는 일반검색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사용자가 

일부 상  문서에 해서만 합한 결과라고 평

가하는 경우에도 평균 으로 0.95정도의 nDCG값

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 개인화된 

검색 결과에 한 nDCG값이 0.99 이상을 가지는 

것은 검색의 정확도에 있어서 실질 인 개선이 

이 졌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  재산정

은 그 효과가 크지는 않으나 개념 네트워크에 의

한 개인화 검색 결과를 보정하는 효과를 확인하

다.

6. 결론  향후 연구과제

정보검색 분야에서 개인화 검색은 향후 실 되

어야 할 과제이며 목 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개인화 검색을 실 하기 개념 네트워크 

기반의 사용자 로 일을 제안하 으며, 이를 생

성 리하기 한 제반 기법을 소개하 다. 사용

자 로 일은 개념의 집합체로 가정하고, 각 질

의시마다 개념을 생성하여 이를 지속 으로 연

시켜나가는 방안을 제시하 다. 그리고 축 된 폭

소노미 정보를 활용하여 개념 네트워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 다. 실험을 통해 개념 네

트워크 로 일의 효과를 검증하 다. 한 개념 

네트워크 기반 개인화 검색의 시 지 효과를 얻

기 해 순  첩도를 정의하여 이를 통한 순

재산정 기법을 제안하 다. 

재, 개념 네트워크에 포함된 불순 키워드를 

제거하는 방안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를 한 기본 아이디어는 각 개념 노드  인 한 

개념 노드에 포함된 내연 키워드들과의 연 성 

분석을 통해 이질 인 키워드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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