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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불리언 검색만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들은 순 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수많은 결과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리언 검색 모델의 단 을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써 불리언 검색에서 용되고 있는 색인 가 치 정보 신에 태그 간의 결합 계 

정보를 이용하여 순 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일반 인 키워드 질의 신에 문서를 질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문서에서 질의로 사용하는 핵심태그를 

추출한다. 질의 생성 과정에서는 태그결합도에 따라 다양한 그룹의 불리언 질의를 생성하고, 매칭 과정에서는 

해당 질의어 그룹 간에 차별성 정보와 태그 요도 정보를 이용하여 순 화를 처리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하여 선정된 연구정보와 련된 동향분석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한 제안된 방법에 한 이용자 평가를 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으로 약 1년간 

서비스를 제공하 으며 그 결과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

ABSTRACT

Since IR systems which adopt only Boolean IR model can not provide ranked search result, 

users have to conduct time-consuming checking process for huge result sets one by one.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provide search results ranked by using coupling information between 

tags instead of index weight information in Boolean IR model. Because document queries are 

used instead of general user queries in the proposed method, key tags used as queries in a 

relevant document are extracted. A variety of groups of Boolean queries based on tag couplings 

are created in the process of extracting queries. Ranked search result can be extracted through 

the process of matching conducted with differential information among the query groups and 

tag significance information. To prove the us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to find research trend analysis information on selected research information. 

Aslo, the service based on the proposed methods was provided to get user feedback for a year. 

The result showed high us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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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발 은 폭발 인 정보

생산에 따른 정보유통 환경의 변화를 래하

다. 특히, 정보검색에 있어서 폭발 으로 증가하

는 용량의 정보처리를 한 다양한 검색기술

이 발 되어져 왔다. 통 인 정보검색방법에 

있어서 문서들은 키워드 는 색인어의 집합으

로 식별되어 장된다. 정보의 량 생산과 유

통  이용자의 다양한 검색요구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검색기술들이 등장하 다. 이러한 검색

기술의 발 은 형 인 불리언 검색(Boolean 

Search)과 벡터공간모델(Vector Space Model) 

등의 상문서의 색인어와 질의어와 같은 단어

들 간의 유사도 즉, 단어매칭에 한 평가를 통

한 검색기법 심으로 발 하 다(Salton & 

McGill, 1983). 이러한 검색기술의 발 과 함께, 

2000년  웹의 활성화에 따른 구 의 PageRank 

(Page et al., 1998)와 같은 가 치 정보를 기반

으로 하는 유사검색, 링크 계 등의 각종 부가

정보를 사용하는 검색방법이 보편화되고 있다

(Baeza-Yates & Riberiro, 1999). 그러나 여

히 부분의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검색 시스템들 특히, 용량의 정보처리를 

통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검색시스템

들은 통 인 문헌내의 단어와 질의어에 한 

매칭을 통한 검색에 을 두고 있으며 색인 

가 치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순수 불리언 검

색만을 제공한다. 이러한 환경  요인에 따라 

학술정보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도

서  분야의 검색 문가들은 불리언 검색모델

에 용가능한 불리언 연산자를 사용한 매우 정

교한 불리언 질의문을 효과 으로 생성하면서 

정확률에 기반한 검색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불리언 모델은 가장 인 색인어와 질의어

에 한 매칭검색 모델로써 용량의 상업  

검색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용되었다(이수상, 

이순 , 2009). 실질 으로 많은 분야에서 색

인어와 질의어 처리의 상 인 단순성  효

과성으로 인하여 불리언 검색이 여 히 유용하

게 사용되고 있으나, 통 인 불리언 검색은 

몇 가지의 단 을 지니고 있다(Salton et al., 

1983). 첫째, 단순 단어기반의 검색을 통하여 색

인어와 질의어의 매칭을 통하여 검색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검색결과집합의 크기를 제어하기

가 힘들다. 즉, 경우에 따라서 무 많은 결과를 

얻거나 는 아무 결과도 얻을 수 없다. 둘째, 

검색 결과가 순 화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검

색 문서들은 동일한 우선순 를 갖는다. 셋째, 

문서 는 질의와 연결된 단어에 가 치를 부

여할 수 없다. 문서 는 질의에 포함된 단어는 

모두 동일한 우선순 를 갖는다. 넷째, 직

이지 않은 검색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를 들

어, OR 질의문에 있어서 최소한 한 개의 단어

만을 포함하면 되기 때문에 한 개의 단어를 포

함한 것과 체 단어를 포함한 결과가 동일한 

요도를 갖는다. 유사하게 AND 질의문에서

는 체 질의어를 구성하는 단어  단 한 개를 

포함하지 못해 검색결과에서 락된 문서와 질

의 단어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 문서가 동

일하게 평가됨으로써 검색결과의 재 율을 떨

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불리언 검색

기법과는 달리 유사도 기반의 검색기법은 불리

언 검색기법에 비하여 상 으로 다양한 측면

에서 장 을 제공한다. 그러나 단어들 간의 유

사도를 기반으로 검색을 수행하는 검색 기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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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리언 검색에서 사용하는 구조 인 질의문

을 처리할 수 없으며 검색모델에 따라서 매우 

높은 연산량을 요구한다. 따라서 용량의 정보

를 색인하고 탐색하는데 있어서 높은 계산량으

로 인하여 검색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 이 

되고 있다. 물론 컴퓨  기술의 비약 인 발

에 따라 이러한 문제 은 부분 으로 해결되고 

있으나 여 히 웹과 같은 규모의 정보를 하

는데 있어서는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한 

질의어나 문서를 표 할 때 단순 불리언 모델

에서는 AND와 OR 연산자와 가 치가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의

어는 가 치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그 표 력이 

약해 정확한 검색을 꾀할 수 없다. 이를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

며 특히 불리언 검색의 장 을 효과 으로 살

리면서 단 으로 지 되고 있는 검색결과를 순

화 하기 한 방법으로써 확장 불리언 모델

이 제안되었다(Bookstein, 1980; Salton et al., 

1983; Waller & Kraft, 1979). 확장 불리언 모

델은 가 치 정보를 이용하면서 특정 요소에 

한 통제를 통하여 순수 불리언 모델과 유사

도 검색 모델을 모두 포 할 수 있다. 그러나 유

사도 기반의 검색과 확장 불리언 모델은 모두 

가 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 에 

가 치 정보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단어에 

한 가 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가 치 정보를 체할만한 정보가 필수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시

소러스를 기반으로 하여 질의를 확장하는 방법

에 한 연구(Jing & Croft, 1994; Lee, 1999)

가 있으나, 시소러스라는 방 한 외부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한 시

소러스를 사용하는 일은 많은 검색시간을 필요

로 하며, 심지어는 검색 과정에서 원하는 정보

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 질의와 

시소러스 용어 사이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여 

검색의 재 율을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

용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효과 인 검색을 해

하게 된다(Chen et al., 1995).

최근에는 웹의 폭발 인 성장에 따라 웹 검

색에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일반

으로 웹 검색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한 방

법으로써 이용자가 입력한 질의 자체에 한 분

석으로써 질의 확장(query expansion) 기술이 

표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검색 알

고리즘에 사용되는 문서 속성에 한 근 방법

으로써 웹 문서는 작성자가 입력한 단어나 어구

뿐 아니라 타 문서로의 링크 계, 최신성, 이용

자 클릭 수 등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 한 분석을 통해 검색 결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수식화를 

한 방법에 한 근으로써 통 인 TF-IDF

와 같은 문서와 단어의 가 치(weight)를 이

용한 방법, 질의와 문서의 벡터 비교 방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각 속성의 가 치를 학습을 

통해 결정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방

법이 리 사용되고 있다(임 석 등, 2011). 이

러한 근방법들 에서 문서속성에 한 근

으로써 태그를 활용하는 방법이 각 을 받고 

있다. 

이러한 웹 정보검색에 있어서 이용자 는 

특정목 에 의하여 기술되는 태그에 한 요

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 은 태그정보를 

활용하여 검색결과를 순 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특히, 통 인 불리언 검색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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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  약 으로 지 되고 있는 검색결과의 

순 화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 을 극복하면서 

검색의 단순성  효율성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웹 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태

그정보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순 화하여 제

공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태그의 유형으로써 하나의 태그로 구성된 단순

태그와 여러 개의 태그로 구성된 복합태그에 

한 가 치에 한 차별화를 통하여 검색결과

에 한 순 화를 수행하 다. 제안된 방법을 

용한 시스템이 설계  구 을 수행하 으며 

제안된 시스템이 정보검색 과정에서 검색 효율

성에 한 개선  유용성에 한 평가를 수행

하 다. 

2. 선행연구 

웹 정보의 폭발 인 성장은 통 인 정보검

색방법  정보유통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보검색에 있어서 요한 기 이 되고 있

는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

에 한 요성에 있어서 통 으로 효과성에 

한 요도가 상 으로 높이 고려되어져 왔

다. 그러나 웹 환경에서 용량의 정보환경에서 

정보처리를 한 효율성에 한 요도가 상

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웹의 

특성에 따라 통 인 학술정보에서는 나타나

고 있지 않은 링크에 한 요성이 매우 높아

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링크정보를 활용한 

표 인 기법으로써 90년  후반부터 Google의 

검색엔진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리 알려

진 PageRank와 같은 문서의 역 순 를 계산

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PageRank는 웹 

문서들의 링크 계를 사용해서 문서들의 순서

를 정렬하게 된다. 문서에 한 평 에 따른 

역 순서를 웹 문서 작성자들의 평 에 의하여 

작성된다.  다른 웹 문서의 요한 특징으로

써 이용자에 의하여 추가되는 태그를 검색에 

활용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웹 2.0과 함께 등장한 태그를 많은 분야에서 활

용하고 있다(Carmagnola et al., 2007). 웹 2.0

의 표  기술 의 하나인 태깅은 다수의 일반 

이용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매우 유연하고 역동

인 분류체계를 제공하지만 유연성과 역동성

의 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본 인 한계 한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정미, 2007). 를 

들어 검색분야에 있어서 단순한 태그기반의 검

색은 동일한 자원에 기술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연 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한

계 을 드러낸다(이성재, 조수선, 2011). 따라

서 태그들 간의 연 성을 분석하기 한 방법

으로써 연 된 태그를 찾아서 그에 따른 분류를 

클러스터로 표 하고 하나의 자원에 동시출

(co-occurrence)하는 태그들끼리의 포함 계

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링하거나(Schmitz, 2006) 

태그들을 동시출 하는 횟수를 가 치로 가지

는 에지(edge)로 연결함으로써 태그공간을 그

래 로 구성한 후에 결과를 클러스터링하는 방

법 등이 있다(Begelman et al., 2006). 태그를 

기반으로 하는 검색은 일반 인 웹 검색의 특별

한 형태로써 웹 검색에서 질의와 문서의 련성

을 단하기 해 기본 으로 사용하는 문서의 

단어나 어구 신 소셜 태깅 시스템에서의 정보

자원에 부여된 태그를 검색에 활용한다. 특히, 

태그는 그 자체로도 문서를 잘 추상화하면서도 



태그결합을 이용한 불리언 검색에서 순 화된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한 시스템 설계  구   105

간결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해하기에 더욱 쉽

다. 이러한 태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바

로 소셜 태깅 서비스이다. 소셜 태깅 서비스에

서는 지 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많은 양의 태

그가 생산되고 있다. Yanbe 등(2007)은 소셜 

태깅 시스템에서의 태그 검색의 가능성을 제시

하고 PageRank와의 결합 가능성에 한 결과

를 보여주었다. 소셜 태깅 시스템에서의 한 문

서에 한 이용자들의 총 태깅 횟수를 SBRank

로 정의하고 이를 PageRank와 선형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Bao 등(2007)은 웹 검색 

결과의 향상을 해 태그를 이용하기 하여 

기존의 SimRank(Jeh & Widom, 2002)를 활

용하여 질의와 유사 태그간의 매칭을 시도하는 

SocialSimRank와 소셜 태깅 시스템에서의 문

서-이용자-태그 삼각 계를 상호강화 계로 보

고문서의 역 순 를 구하는 SocialPageRank

를 제안하 다. 이용자에 의해서 추가되는 소셜

태그의 검색에 한 활용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Heymann 등(2008)은 소셜태

그를 기반의 웹 검색 질의어의 확장에 용하

여 유용성을 확인하 으며 Yi와 Chan(2009)은 

잠재의미색인방법(Latent semantic indexing 

method)을 사용하여 소셜태그의 색인어로써의 

가치를 평가하 다. 

이와 같은 태그정보를 활용하여 검색을 수행

하고자 하는 연구들과 함께, 태그정보를 활용하

여 검색된 결과에 한 랭킹의 효율을 높이는 방

법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상 으로 태그정보

를 활용한 실질 인 검색에 련된 연구에 비하

여 매우 다. 국내에서 엄태  등(2010)은 북

마크 검색에 해 개인화된 검색결과를 추천하

기 하여 사용자 태그를 기반으로 하여 딜리셔

스가 제공하는 북마크들의 순 를 재순 화 하

는 방법론을 제안하 다. 한 태그유사도를 기

반으로 한 태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검색어에 의미 으로 유사한 다른 태그들도 순

에 반 될 수 있도록 하 다. 새로운 정보원으

로써 고려되고 있는 블로그에 한 검색 성능향

상을 하여 김은희와 정 미(2011)는 4,908개

의 블로그페이지와 페이지에 트랙백으로 연결

된 다른 블로그페이지의 URL을 수집하여 본

문 용어와 이용자 태그를 검색자질로써 활용하

면서 네트워크의 십값을 반 함으로써 검색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 Choi(2010)는 웹 

환경에서 이용자 업에 의하여 생성된 소셜태

깅이 웹 자원을 한 디지털지식생성에 한 활

용성을 증명하기 하여 이용자에 의한 소셜태

깅의 색인 일 성과 문가들에 의한 통제어 기

반의 색인 일 성과의 비교를 하여 VSM에 

기반한 평가를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하여 이용

자에 의하여 생성된 색인어가 문가에 의한 통

제 색인어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높은 품

질임을 입증함으로써 검색에 도움이 될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Nakamoto 등(2008)은 유사

도 검색의 개선 측면에서 태그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나 태그정보와 함께 가

치 정보를 필수 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 인 불리

언 검색방법의 빠른 처리  구조화된 검색식 

등의 장 을 수용하면서 태그정보의 활용을 통

하여 웹 상에서의 검색결과의 순 화를 한 태

그결합도에 기반한 검색결과 순 화 방법을 제

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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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태그특성을 이용한 
검색결과 순위화

3.1 태그특성을 이용한 불리언 검색결과 

순위화 개요

통 인 불리언 검색 기법은 검색결과에 

한 순 화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불리언 검색모델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

색결과에 한 순 화를 하여 이용자 는 특

정목 을 하여 기술되어진 태그정보를 활용

하여 검색결과에 한 순 화를 제공하는 방법

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에 따라 검색결과의 

순 화 과정에 있어서 해당 문서에 부여한 태그

정보는 검색결과의 순 화를 한 주요한 요소

가 된다. 일반 으로 이용자에 의하여 기술된 

태그를 살펴보면 한 문서에 부여되는 태그의 양

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개 는 두 개

의 태그가 부여된 문서가 있는 반면에 다섯 개 

이상 혹은 열개가 넘는 태그가 부여된 문서가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한편 추가된 태그의 양

 측면과 함께, 질  측면에 있어서 문서의 내

용을 고려하지 않는 태그 검색의 특성으로 인하

여 태그가 문서의 내용을 잘 추상화할수록 검

색의 품질이 향상된다. 따라서 문서의 내용을 

잘 추상화하는 태그들로 구성된 태그 집합이 필

요하다는 에서 볼 때 여러 개의 태그를 통해 

문서를 표 하는 이용자들의 태깅 활동이 검색

의 품질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서에 

기술된 태그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기 이 용될 수 있으며 단하는 문가에 따

라 주  기 이 용될 수 있기 때문에 태그

의 질  측면을 검색의 품질  결과의 순 화

에 직 으로 용하는데 있어서 부분 으로 

한계 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다 객 이고 신

뢰성있는 문서의 검색 는 결과를 순 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양의 태그가 부여된 문서

와 은 양의 태그가 부여된 문서에 한 태그

에 한 가 치를 통하여 차별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태그의 특성과 함께, 부

여된 태그에 한 결합도를 기반으로 하는 태

그정보를 이용하여 불리언 검색결과에 해 순

화 방법을 제안한다. 태그정보 기반의 검색결

과의 순 화 방법에 한 기본 개요를 <그림 1>

에서 도식으로 표 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별표(☆)는 검색결과에 한 우선순

를 표 하고 있으며 별표가 많을수록 순 가 높

은 결과임을 의미한다. 일반 인 불리언 검색

에서는 <그림 1> 왼쪽의 “비 순 화된 결과”에

서 볼 수 있듯이 검색결과에 한 우선순 를 

식별할 수 없으나, 제안한 방법에서는 태그결합

도를 이용하여 오른편과 같이 검색결과를 그룹

화 함으로써 요 문서에 한 순 화를 확보

할 수 있다. 즉, 일반 인 불리언 모델을 기반으

로 추출된 검색결과에서는 문서의 우선순 를 

구분하지 못하고 검색된 모든 문서는 동일한 

우선순 를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

고 있는 방법은 검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태

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태그결합도를 기반으

로 검색결과에 한 순 화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이용자 는 특정 목 을 하여 추가

된 태그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태그 결합도라고 정의한 특성을 이용

하여 불리언 검색에 한 순 화를 제공한다. 

태그 결합도는 태그가 결합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몇 가지로 세부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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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태그정보를 이용한 순 화 방법

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으로 속성 1과 2를 사

용하여 불리언 검색결과에 한 순 화를 수행

하 다.

[속성 1] 단일 태그의 요도: 일반 으로 하

나의 태그에 한 가 치정보를 나

타내는 것으로 질의 태그 내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속성 2] 태그가 결합한 개수: 몇 개의 태그

가 결합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서 일반 으로 많은 태그가 결합할

수록 요한 결과를 의미한다.

[속성 3] 두 태그 간의 강도: 두 태그가 동시

에 출 하는 빈도를 의미한다.

이용자가 요청한 질의가 순 화된 검색결과

로 제공되기까지의 체 과정은 <그림 2>에 도

식화하여 표 하 다. 이용자가 문서 형태의 질

의를 제출하면 최종 으로 순 화된 검색결과 

목록을 제공받는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검

색시스템이 최종 으로 검색결과를 순 화하여 

보여주는 과정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이용자가 제공한 질의문서에

서 핵심태그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즉, 일반

인 검색에서의 색인어 추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제공한 질의문서는 검색과정에 

직 으로 용하기 어려운 형식이기 때문에 

불리언 검색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추출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검색과정에서 

주요한 요소로써 사용되는 단어는 키워드 는

핵심태그
추출

검색결과
목록제공

문서
태그기반
복합불리언
질의구성

서브
질의
매칭

부분
랭킹

외부
검색시스템

A

Step 1 Step 2 Step 3

대상문서

반복실행

<그림 2> 태그특성을 이용한 검색 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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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형태로 표 될 수 있다. 그러나 키워드와 

태그는 매우 차별화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키워드는 검색엔진이나 로그램이 자동으

로 추출하여 악한 정보인 반면에 태그는 정

보 작성자가 수동으로 직  부여한 정보란 

에 차이가 있다. 일반 으로 검색단어 식별은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키워드를 추출

하는 방법(Xu et al., 2006)을 사용할 수도 있

으나, 련 분야의 콘텐츠 문가가 해당 문서

를 가장 잘 표 할 수 있는 단어를 부여함으로

써 문서와의 연 성을 높일 수 있다(Cattuto et 

al., 2008). 따라서 로그램에 의하여 자동 으

로 추출되는 키워드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단어 즉, 태그는 일반 으로 문서의 주제분야

에 한 분류뿐만 아니라 검색에도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태그 추출 방

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단어가 

태그로 추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시스템 성

능에 일정 부분 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으

로 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추출되는 방식

에 비하여 내용 문가에 의한 추출방법이 문서

의 내용에 합한 단어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러

나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비용  시간

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

다. 따라서 데이터 규모가 커서 수동으로 태그

를 추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문가에 

의한 태그 추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검색의 

효과성에 보다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상으로 하고 있는 실험집합은 상 으

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문가에 의한 태그 추

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실험에서는 기 이 

되는 방법과 제안한 방법이 모두 동일한 태그를 

이용한다. 따라서 태그 추출 시 자동 는 문

가에 의한 수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의 차이 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에 

한 평가에 있어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

는다.

두 번째 단계는 태그기반의 차별화된 불리언 

검색을 한 질의어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따라

서 본 단계에서는 <그림 3>에서와 같이 태그결

합 계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는 모든 하

질의어를 생성하며 생성된 하 질의어를 실제 

검색과정에서 활용함으로써 검색결과를 추출하

게 된다. 특히, 생성된 하 질의어를 기반으로 

연산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질의

문의 복잡성을 이고 검색결과의 정확도를 보

장하기 하여 질의어의 구성에 있어서는 AND 

연산자만을 이용한다. 만일 일반 인 불리언 기

법에서 사용되는 OR 연산자 등을 허용한다면 

생되는 하 질의어의 수와 연산처리에 따른 

요구시간이 AND 연산자만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몇 배로 증가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태그로 구성된 질의어도 

검색결과에 포함되기 때문에 합한 자료임에

도 불구하고 검색되지 않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

는다.

세 번째 단계는 태그결합도에 따라 해당 부분

질의어에 한 순 화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특

히, 부분질의어를 매칭하고 부분 인 순 결과

를 통합하는 과정으로서 부분질의어의 수에 비

례하여 반복 인 과정이 이루어진다. 한편, 부

분질의어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검색시

스템을 이용하 다. 이러한 이유는 추출된 태그

의 조합만큼의 부분질의어가 생성되기 때문에 

질의어 처리에 많은 연산이 요구됨에 따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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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태그 계를 이용하여 하 질의어 생성방법

결과 추출에 따른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

다. 한 검색에 따른 효율성(efficiency)의 확

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빠른 검색 결과를 제공

하기 해서 부분질의어를 사 에 계산하여 

장한다. 해당 과정에서 부분질의어에 한 이용

통계정보를 기반으로 빈도가 높은 질의어를 

심으로 처리한다. 

궁극 으로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서 

수행되는 과정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불

리언 검색에 있어서 태그결합도를 기반으로 하

는 ‘검색결과에 한 순 화 알고리즘’으로써 

보다 세부 으로는 ‘복합질의어의 집합 구성  

순 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2 복합질의어 집합 구성 및 순위화

질의문서에서 추출한 태그정보를 이용하여 

검색결과에 한 순 화를 수행하기 하여 먼

 복합 불리언 질의어집합을 구성하고 이를 기

반으로 순 화를 실시하는 방법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복합 불리언 질의어집합을 구성하는 방법에 

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체 검색 상 

문서(D)에 한 체 태그(T)에 한 검색결

과 집합 Result (D, T)는 수식 (1)과 같이 정

의할 수 있다. Result(D, T)는 부분 검색결과 

Ri의 집합으로 구성되는데, Ri는 i개의 태그로 

구성된 부분 검색결과 집합을 의미한다. Result

(D, T)는 총 
 



 개의 부분집합으로 구성

된다. 를 들면, N이 5일 때 R3은 이  3개의 

태그만을 이용하 을 때의 부분 검색결과 집합

을 의미하며, R3는 조합 C(5, 3)에 따라 10개의 

부분집합을 갖는다. 

수식 (1)에서 T는 최  N개의 태그로 구성

       수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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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

되고, t1, t2, … , t5∈ T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복합 질의어 집합 내의 개별 질의어

를 상으로 태그매칭기법에 따라 부분유사도 

값을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태그

매칭 알고리즘에는 에서 정의한 태그의 두 가

지 속성을 반 한다. 태그매칭 알고리즘은 확장

불리언모델에서 사용한 수식을 근간으로 하며, 

Ri 그룹에 한 유사도 sim(Ri)
p
는 수식 2와 같

이 계산된다.

수식 (2)에서 wti는 ti에 한 단어 가 치를 

의미하고, i와 wti는 각각 ≤ ≤  ≤ ≤ 

의 범 를 갖는다. 태그 단어 1개로 구성된 하

 그룹의 경우에 있어서 N값을 용함으로써 

해당 그룹에 한 검색 유사도가 0부터 1사이

의 정규화된 가 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만

약 수식에서 N을 생략한다면 정규화된 가 치 

범 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p값은 확장 불리

언 모델에서 형 인 불리언 검색과 유사도 

검색 사이의 분별력을 제공하기 해서 사용한

다. 태그 단어 ti의 가 치에 따른 검색결과 편

차를 크게 할 목 이라면, p값을 히 조정하

여 검색그룹 간의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p값의 크기

가 커질수록 검색 그룹간의 가 치 편차는 차 

커진다. 그러나 태그 가 치를 1로 고정한다면, 

부분 검색결과는 p값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

는다.

 4. 태그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검색 인터페이스 구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태그정보를 이용한 검

색 순 화 방법을 기반으로 구 된 서비스 시스

템은 이용자의 편의성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

기 하여 특별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고 있다. <그림 4>에서는 구 된 이용자 인터페

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의 사각형 테두

리 안의 인터페이스는 기본 기능으로써 태그결

합도에 따라 검색결과를 순 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이용자는 검색결과에 한 

조회를 할 수 있다. 통 인 불리언 모델 방식

에서는 이용자가 심 상으로 삼는 키워드에 

한 검색결과를 통하여 실질 으로 합한 문

서를 찾기 해서는 검색결과 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공하

고 있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제거할 수 있다. 즉, 제안한 방식에

서는 이용자가 태그 결합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요 문서를 먼  확인하고, 태그결합도를 낮춰

가면서 더 많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사각형 테두리 안의 상단은 태그결합도

에 한 네비게이션을 제공하고, 하단은 검색결

과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네비게이션을 이용하

여 가장 정확한 결과를 먼  조회하고, 정확한 

결과와 많은 결과를 히 조 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주요한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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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 태그정보를 이용한 검색 순 화 인터페이스 

먼  상단에 있는 네비게이션에서 ‘A’의 기능은 

검색결과에 있어서 태그결합도에 따라 높은 정

확률을 보여주는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네비게이션 기능을 제

공하고 있는 ‘B’는 ‘A’에 비하여 재 율을 높인 

결과를 확보하기 한 기능으로써 좀 더 많은 검

색결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C’

는 태그결합도에 따라 검색결과에 하여 그룹

화된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그룹별 라우

징 기능을 제공한다. 를 들어 <그림 4>에서 보

여주는 것처럼 체 검색결과는 2개의 그룹으

로 구분해서 조회할 수 있으며 1이 보다 요한 

그룹을 나타낸다.

5. 실 험 

5.1 실험 개요 및 환경

본 연구에서는 웹 상에 존재하는 정보에 한 

검색성능에 있어서 효율성 향상을 하여 불리

언 검색 모델을 기반으로 색인어와 질의어에 

한 가 치를 기반으로 검색결과에 한 순 화

를 제공하는 통 인 확장불리언 검색방법이 

아닌 이용자 는 특정 목 을 하여 추가된 

태그정보를 활용하여 검색결과에 한 순 화

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웹 

상의 태그정보는 검색결과의 순 화를 한 주

요한 요소가 되며 이러한 이용자 태그 는 특

정 목 을 하여 추가된 태그는 단일 태그 와 

복합태그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 태그는 하나

의 태그에 한 가 치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질의 태그 내에서 요한 의미를 가지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태그가 결합된 복합

태그는 몇 개의 태그가 결합된 것으로써 일반

으로 많은 태그가 결합할수록 요한 결과를 의

미한다. 

이와 같이 질의문서에서 추출한 태그정보를 

이용하여 검색결과에 한 순 화를 수행하기 

하여 먼  복합 불리언 질의어집합을 구성하

고 이를 기반으로 순 화를 실시하 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에 한 유용성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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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험을 수행하기 하여 사용된 데이터 컬

션은 이용자가 질의어로써 제공하는 검색 질

의용 컬 션과 검색 상이 되는 불리언 검색 시

스템에서 사용하는 검색 상 컬 션의 두 가지

로 구분한다. 검색 질의 컬 션은 NTIS1)에서 

자체 으로 매년 구축하고 있는 우수성과 100선 

정보 에서 2011년도에 선정된 100건의 문서

를 상으로 하 다. 검색 상 컬 션은 NDSL

을 통하여 재 서비스되고 있는 동향분석정보

를 상으로 하 다. 

세부 인 실험방법으로써 일반 인 정보검색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방식과 같이 실

험데이터와 평가데이터를 구분하여 검색 질의 

컬 션을 상으로 검색 상 컬 션을 매칭하

는 방식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성과 

100선 내의 각각의 기술정보와 련된 NDSL 

동향분석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실험을 하여 먼  검색 질의용 컬 션인 우수

성과 100선 데이터를 상으로 태그를 추출하

다. 추출된 검색 질의용 컬 션 내의 태그에 

한 특성은 <표 1>과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콘텐츠 문가는 검색 질의 컬

션을 상으로 태깅 작업을 거쳐 태그 정보를 

구축하 다. 컬 션 내의 문서는 각각 2~6개의 

태그로 구성되고 이  다수의 문서는 3~5개

의 태그로 구성된다. 체 으로 유일한 태그 개

수는 333개이고, 280개의 태그는 단 1개의 문서

에 출 한다. 이러한 태그 구성은 문서간의 변별

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친환경’

이라는 태그는 6개의 기술문서에 출 하여 가장 

높은 출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밖에도 2개 

이상의 문서에서 출 하여 상 으로 고빈도를 

보이는 태그 단어는 약 53개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검색 상 컬 션에 포함된 데이터 

특성에 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검색 상 

컬 션인 NDSL 동향분석정보2)는 세계 주요

국의 과학기술  과학기술정책분야의 최신 동

향분석정보, 산학연 과학기술분야의 리더들이 

자신들의 에서 기술한 문 이고 차별화

된 동향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 인 구성 

 특성을 <표 3>에서 보여주고 있다. 

실질 인 실험은 순 화 수식에서 용된 

라미터에 한 결정과 제안한 알고리즘에 한 

성능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태그 포함 개수 1 2 3 4 5 6 7 8 소계

해당 문서 수 - 5 26 32 26 11 - - 100

<표 1> 개별 문서 내의 태그정보 수 

태그 출  빈도 1 2 3 4 5 6 7 8 소계

련 태그 수 280 36 10 6 - 1 - - 333

<표 2> 태그 출  빈도 수 

 1)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NTIS), http://www.ntis.go.kr

 2) NDSL Trend Service, http://radar.nds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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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과학기술동향 과학기술정책동향 정보서비스 로벌 동향

수록건수 147,325 17,840 1,306

수록기간 1999~ 2005~ 2009~

갱신주기 매일 매일 매일

주제분야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표 3> 검색 상 컬 션 개요 

5.2 순위화 파라미터에 대한 결정

본 과정에서는 수식(2)에서 사용한 p값과 태

그 가 치 wt의 임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써 

순 화에 직 인 향을 주고 있는 라미터

에 한 결정에 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먼

 p값의 결정 과정을 시뮬 이션을 통해 도출

한다. 를 들어, N=4일 때, p값에 변화를 주고 

그 때의 문서 유사도 값의 변화를 <표 4>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때 각 태그에 한 가 치는 

각각 0.5, 09, 0.3, 0.8로 부여한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p값의 변화에 따른 부분 유사도 

값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p값이 커질수록 그룹 

간의 변별력이 확연히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합한 태그의 개수가 많을수록 좋은 결

과라는 근 방법을 고려한다면 p값을 높게 가

져가야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한편, 태그 가 치 wt는 그룹 간의 변별력보

다는 태그 단어에 우선순 를 두기 한 목 으

로 사용된다. <표 4>에서 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p=1일 때 태그를 3개 사용한 결과(0.571)

가 태그를 2개 사용한 결과(0.596)보다 낮은 유

사도를 보인다. 이것은 t2가 t1이나 t3보다 우선

하는 단어임을 직 으로 보여 다.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태그 가 치 조합을 이용하여 실험

한 결과, p값이 3이상일 경우에 태그 가 치 wt

의 사용이 유의하지 않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그 가 치(wt)는 1로 고정하고, p값을 변

경하 을 때의 부분 유사도의 변화에 한 추이

를 <표 5>에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p값에 무 하게 그룹간의 변별력이 유지되면서 

p값의 변화는 단지 시각 으로 인지할 수 있는 

유사도 수치의 범 에만 향을 미친다. 

결론 으로 태그 가 치(wt)는 콘텐츠 문

가가 태그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태그의 요도

를 부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요한 태그를 식별하여 해당 검색결과를 상 에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 실험 결과, p값은 1 

는 2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하다는 결

론을 도출하 다. 일 로써, “극 단 이  기

반의 정  거리측정기술”이라는 문서에

서는 “극 단, 이 , 거리, 측정”이라는 태그

를 추출할 수 있으며 해당 네 개의 태그 에서 

측정이라는 태그에 높은 가 치를 부여하고, 

이 에 낮은 가 치를 부여할 경우에 좋은 성능

을 보인다. 본 실험에서 용된 테스트 컬 션

의 경우에 있어서 이 가 포함된 문서들은 다

른 주제와 련된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그 가

치(wt)는 상 컬 션의 특성을 고려하여 휴리

스틱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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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Depth
Tag Weight Sub-Similarity

t1 t2 t3 t4 p=1 p=2 p=3 p=10 p=100

4 0.5 0.9 0.3 0.8 0.769 0.631 0.554 0.395 0.310

3

0.5 0.9 0.3 0.596 0.417 0.330 0.134 0.014

0.5 0.9 0.8 0.710 0.522 0.404 0.139 0.014

0.9 0.3 0.8 0.667 0.473 0.365 0.136 0.014

0.5 0.3 0.8 0.571 0.402 0.319 0.129 0.014

2

0.5 0.9 0.519 0.332 0.241 0.075 0.007

0.5 0.3 0.333 0.205 0.159 0.066 0.007

0.5 0.8 0.491 0.316 0.228 0.069 0.007

0.9 0.3 0.462 0.286 0.210 0.073 0.007

0.9 0.8 0.596 0.387 0.274 0.077 0.007

0.3 0.8 0.431 0.269 0.197 0.068 0.007

1

0.5 0.222 0.126 0.088 0.028 0.003

0.9 0.367 0.209 0.141 0.036 0.003

0.3 0.140 0.076 0.060 0.027 0.003

0.8 0.333 0.191 0.126 0.031 0.003

<표 4> 부분 유사도를 계산하는 시 1 (N=4, wt=0~1, p=1~100) 

Tag Depth Tag Weight
Sub-Similarity

p=1 p=2 p=3 p=10 p=100

4 1 1 1 1 1 1 1 1 1

3 1 1 1 0.857 0.622 0.477 0.177 0.019

2 1 1 0.667 0.423 0.307 0.104 0.011

1 1 0.400 0.225 0.157 0.050 0.005

<표 5> 부분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 2 (N=4, wt=1, p=1~100) 

5.3 제안 방법에 대한 평가

일반 으로 순 화하지 않은 일반 인 검색시

스템에 한 평가에 있어서 사용되는 표 인 

기 으로써 재 율(recall)과 정확도(precision)

라는 측정방법을 이용한다(Kent, Berry, Luehrs 

Jr., & Perry, 1955). 본 연구에서는 검색 상

을 웹 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상으로 하고 있

으며 순 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 다. 웹 정보의 

표 인 특성으로써 용량의 정보환경에서 유

사한 정보의 발견과 련된 요한 고려사항으

로써 정보이용자의 검색시간을 여주는 데에 

주안 을 두고 있다. 실험에서는 순 화된 검색 

결과의 평가에 사용할 수 있으며, TREC(Text 

Retrieval Conference)3)에서 웹 정보검색시스

 3) TREC(Text Retrieval Conference), http://trec.nis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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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평가를 해서 리 사용하는 k-문서 정

확도(precision at k)라는 평가방법을 이용한다

(Moffat & Zobel, 2008). k-문서 정확도는 

합 문헌의 총 개수가 정확도에 강한 향을 미

친다는 단 을 지니고 있지만, 체 데이터에 

한 합성 정보를 모두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장 을 지니고 있어 본 실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의 평가를 한 도구로는 

TREC에서 사용하는 ‘trec_eval’이라는 로그

램을 이용하 다.

세부평가결과는 기존의 일반 인 불리언 모

델과 제안한 방법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 다. 

비교 상으로써 확장 불리언 모델과 같은 부분 

랭킹 기반의 알고리즘이 아닌 통 인 불리언 

모델을 고려 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상이 일

반 인 불리언 검색만을 제공하는 외부시스템

을 이용하여 순 화된 검색결과를 제공하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즉, 불리언 검색으로 고정

된 외부의 검색엔진 모델을 직  통제할 수 없

는 상황을 고려하 다. 색인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확장 불리언 모델보다 통상

으로 높은 효율을 보이는 유사도 검색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써 색인정보를 통제하여 

확장불리언 모델과 제안한 방법 간의 비교를 수

행할 정이다.

성능평가를 해 사용한 세부 질의 규칙은 다

음과 같다. 를 들어 ‘나노’, ‘기술’, ‘연구’라는 

3개의 태그가 주어졌을 때, 일반 인 불리언 검

색에서는 “나노 or 기술 or 연구”라는 질의로 

검색을 수행한다. 반면 제안한 방법에서는 앞

서 설명한 태그결합도를 이용하여 3개의 태그

를 조합하여 검색을 수행한다. “많은 정보를 사

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으나 색인정보를 통제할 수 

없는 확장 불리언모델이나 유사도 검색 모델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와 비슷한 성능

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데어서 제

안하고 있는 방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표 6>에서는 제안한 방법에 한 실험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실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태그 가 치는 wt=1, p=2로 고정

하 다.

평가결과, 제안한 방법의 검색 성능이  구

간에서 우수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P@10에

서는 약 5배 가량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일반

인 불리언 검색에서 정확도가 낮은 이유는 불

리언 자체가 순 화된 방식이 아니라 합한 문

서가 검색되었더라도 체 검색결과에 포함되

는 문서에 한 순 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문서가 뒤쪽에 치했기 때문인 것

으로 고려된다.

다음으로, 질의문서를 심으로 검색된 결과 

집합을 분석하 다. 태그를 이용하여 검색할 경

우, 하나의 질의문서는 평균 으로 920여 개의

구분 P@5 P@10 P@15 P@20 P@30 P@100

일반 인 불리언 검색 0.1 0.05 0.035 0.025 0.017 0.005

제안한 방법 0.3 0.25 0.2 0.2 0.167 0.08

<표 6> 정확도를 이용한 검색 성능 평가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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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개수 P@5 P@10 P@15 P@20 P@30 P@100

10 0.3 0.25 0.167 0.175 0.117 0.035

20 0.3 0.25 0.2 0.2 0.167 0.05

30 0.3 0.25 0.2 0.2 0.167 0.065

40 0.3 0.25 0.2 0.2 0.167 0.07

50 0.3 0.25 0.2 0.2 0.167 0.075

60 0.3 0.25 0.2 0.2 0.167 0.08

100 0.3 0.25 0.2 0.2 0.167 0.08

<표 7> 부분 질의에서 이용하는 검색 결과 개수에 따른 성능 평가 결과표 

검색결과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검색 결과를 조

회하는데 있어서, 태그 결합도가 높은 것(4~6)

을 심으로 조회할 때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태그 결합도가 낮은(2~3) 결과를 조회할 경우

에는 상 으로 많은 열람 건수로 인해 불편을 

래할 수 있다. 이처럼 태그결합도가 낮을 경

우에는 각 그룹 내의 부분질의에서 사용할 검색 

결과의 개수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부분질

의에서 이용할 검색결과의 개수를 다양하게 할 

경우의 검색 성능은 <표 7>에서 보여주고 있다.

결과 으로 부분 검색결과 개수를 무 게 

잡으면 후반부의 검색 성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할 부분 검색결과의 개수를 30개 

수 으로 제한할 경우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조

회해야 할 문서의 개수는 어드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을 용한 검

색시스템을 구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으며 

이를 통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간 으로 조사

하 다. 실질 으로 NTIS 내의 R&D성과정보

서비스4)에서 해당 기법을 구 하여 특정 우수

유망기술정보와 련 있는 동향분석정보의 제

공을 한 서비스에 용하 으며 약 1년간 해

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상

으로 이용자 만족도에 한 조사를 수행하 다. 

NTIS 내에서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을 용

하고 있는 R&D성과정보서비스에 한 이용자 

만족도가 다른 서비스들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서비스 이용률을 보 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색인어에 한 가 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불리언 검색에서 태그결합도라

는 정보를 이용하여 순 화된 검색결과를 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웹과 같은 용

량의 정보환경에서 검색의 효율성 확보는 매우 

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웹 상의 정보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일반 인 문헌검색과는 다

른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웹을 통하여 제공되

는 정보자원의 표 인 특징으로써 링크정보

와 함께, 이용자의 직 인 참여에 의한 태그

 4) National R&D Outcome Service, http://roots.nt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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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그정

보는 웹 정보에 한 검색에 있어서 요한 요

소로써 작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

은 태그정보를 활용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특히, 불리언 모

델을 기반으로 하는 검색시스템에서 검색결과

의 순 화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을 해결하

면서 불리언 모델에서의 연산의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태그정보를 활용하여 검

색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검색결과에 한 순

화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검색결과에 

한 라우징의 복잡성을 해결하 다. 본 연구에

서 요한 요소로써 고려할 수 있는 이용자 태

그 는 특정 목 을 하여 추가된 태그는 단

일 태그와 복합태그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 태

그는 하나의 태그에 한 가 치정보를 나타내

는 것으로 질의 태그 내에서 요한 의미를 가

지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태그가 

결합된 복합태그는 몇 개의 태그가 결합된 것

으로써 일반 으로 많은 태그가 결합할수록 

요한 결과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질의문서에서 추출한 태그정보를 

이용하여 검색결과에 한 순 화를 수행하기 

하여 먼  복합 불리언 질의어집합을 구성하

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결과에 한 순 화를 수

행하는 방법을 설계하고 이를 구 하 다. 제안

된 방법에 한 유용성평가와 함께, 통 인 

불리언 검색과의 비교를 수행하 다. 이를 하

여 먼  이용자가 제시한 질의문서를 문가가 

부여한 태그로 표 하고, 해당 태그정보를 이용

하여 차별화된 복합 불리언 질의를 생성한다. 태

그의 특성  태그결합도에 따라 복합 불리언

질의를 매칭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색결

과에 한 그룹순 를 부여한다. 제안된 방법을 

통하여 최 의 유사한 문서에 한 우선 열람과 

최소한의 결과 열람을 보장함으로써 이용자의 

검색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불리언 검색에서 태그정보만을 이

용하여 순 화된 검색결과를 제공하 다는 

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 확장 불리언 

검색, 유사도 검색 는 시소러스를 확장한 불

리언 검색과 달리 통제된 색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보다 은 정보로 간편하게 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는 에서 효과 인 방법으로 고려

될 수 있다. 실험을 통하여 검색성능을 입증하

으며 검색결과를 효과 으로 제공하기 한 

특별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구 하 다. 실제

로 NTIS 내의 R&D성과정보서비스에서 본 연

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을 용하여 시스템

을 구 하여 특정 우수유망기술정보와 련 있

는 동향분석정보의 제공을 한 서비스에 용

하 다. 

향후 연구로써 두 태그 간의 강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해 연구를 수행할 정이며 태그의 수

가 많아질 경우에 있어서 량의 부분질의가 생

성되는데 이를 효과 으로 축소하는 방법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색인정보

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확장 불리

언 모델 는 기타 유사도 검색과의 성능도 비

교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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