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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최근 몇 년 간의 인터넷 사용자 수를 보면 거의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과연 무.

엇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일

까?

간단히 말하자면 정보 때문이다 인터넷은 정보의 보.

고라 불리 울 만큼 수 많은 정보 자원이 세계 곳곳,

에 산재 되어 있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하나로 묶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터넷에는 하루에도 수.

많은 정보들이 새로이 인터넷에 부가 되어진다 여기.

서 주목할 사실은 날마다 방대해지는 인터넷 자원 속

에서 사용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내기란 그

만큼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우리는 야후

알타비스타(http://www.yahoo.com), (http://www.altav

심마니 와 같은 검ista.com), (http://www.simmani.com)

색 엔진 을 사용한다(Searh Engine) .

검색 엔진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원

하는 검색어 를 검색 엔진의 질어어 창에(Key Woard)

입력하면 그 검색어에 의한 검색 결과의 링크들을 다,

시 보여주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

보를 위해 매번 검색어를 입력하는 일은 여간 번거로

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검색되어진 결과가 모두.

사용자의 관심 대상 일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검색 엔진의 단점을 보완 하고 사용자의 편의

성을 증대 시키기 위해 검색 엔진의 개량화는 계속

시도되어졌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용자의 수동적인.

검색 위주로 그 한계가 있다.

이에 능동적인 사용자 성향에 따른 정보 검색을

위한 연구로 에이전트 를 이용한 연구가 활성(Agent)

화 되었다 이와 같이 웹 검색에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웹 에이전트 란 분야가 개척되었는데 웹(Web Agent) ,

에이전트는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시

스템으로 인터넷 상의 링크들을 검색하는데 있어 사

용자의 취향에 비추어 관심 있는 문서들을 검색하고

이 검색 결과를 다시 선별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웹 에이전트의 동작

에서 사용자의 취향 사용자에게 관심 또는(Profile)-

비관심 문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자의 성향을

학습하여 구성한 자료 을 위해 웹을 검색하는 사용-

자의 부가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관찰된 결과를 분석

웹 에이전트에서 행위 기반 학습에

근거한 사용자 관심도 예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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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터넷의 사용이 폭증하며 기존 검색 엔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웹 에이전트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웹 에이전트의 구조에서 사용자의 관심 비관심 문서의 분류 수집에 있어 직접적인. ,

피드백에 의한 학습은 사용자에 부담과 불편을 제거하고자 간접적인 사용자 행위 분석에 의한 성향

학습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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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문서가 사용자에게 관심 또는 비관심 문서인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용자의 성향을 예측할 수 있

음을 보이고자 한다 물론 이후의 단계인 사용자 관심.

에 의해 선택 되어진 문서에 대해서 키워드를 추출하

여 사용자의 학습 프로파일을 구축하는 문제도 중요

한 부분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제외 시키기로 하겠다.

이런 사용자의 관심도 성향을 학습하는 방법에 있

어 직접적인 피드백 을 통해서 사용자가 검(Feedback)

색한 문서에 대한 선호도를 판별할 수 있고 또 간접,

적으로 사용자의 행위를 모니터링 하여 판별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학습에 대해서.

는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기존의 웹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관

심 비관심 문서를 판별하는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단,

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 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단점을(Feedback) .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인 학습 방법에 의

한 사용자의 행위를 관찰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직

접적인 피드백에 의한 사용자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보고자 행위 분석 학습에 의한 에이전트 시스템을 제

기한다 이 시스템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의 행위를 관찰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에이

전트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웹 상에서 검색 행위나 기

타적인 입력 사항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관심을 간접

적으로 추론하는 부분과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이용

하여 사용자의 성향을 학습하여 추후로 사용자의 행

위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

스템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각 장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장은 위의 서론 부분 이고 장은, 1 , 2

관련 연구로 에이전트의 전체적인 설명에서부터 웹

에이전트까지 그리고 이런 웹 에이전트의 사례 분석

과 학습 방법의 하나로 선정한 신경망의 역전파 알고

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장에서는 시스템의 설계와 구. 3

현에 대해서 장에서는 구현된 시스템에 의한 실험과, 4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장에서는 실험을 통한 결론과5

더불어 향후 과제에 대해서 언급한다.

관련 연구2.

에이전트2.1

년대 초반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에이전트1980

의 개념은 인공지능 분야(Agent) (Artificial Intelligent)

의 하나로 즉 자신 스스로의 지, Object that thinking,

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단위를 뜻하

며 기존의 기능 위주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에이전트는

목적 지향적인 프로그램이다.

에이전트의 분류는 기준을 어느 특성에 두느냐에 따

라 다중 에이전트 지능 에이전트(Multi-agent),

이동 에이전트 보조(Ingelligent agent), (Mobil agent),

에이전트 등 그 분류는 매우 다양하(Assistant agent)

다 본 논문에서는 웹 검색 엔진에 관점을 두었기에 검.

색 에이전트 에 대해 언급(Information/Internet Agent)

하고자 한다.

인터넷 에이전트는 흔히 정보 검색 에이전트로 언급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웹 에이전트와 초기,

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은 각 웹 페WebRot . WebRot

이지에서 링크를 따라서 세계 곳곳에 분산된 네트워크

를 항해 하며 문서를 검색하여 정보를 모아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정보 검색을 통해 방문한 사이트나 새로.

운 링크 등을 사용자에 알려준다.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프로

그램이다 하지만 스스로의 지능에 의해 주어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행동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주어진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여 발전 시켜 나가는 목적 지향적인 행위

와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행위를 기반으로 관심도를 판단하고 나아가서는 이

관심도를 이용해 검색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 관

심의 변화를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신경망2.2

분산처리 시스템(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으로서 정보의 저장 처리 및 전달을System) , Neural

내의 특정 부위들이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Network

항상 전체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그Neural Network .

특징으론 다음과 같다.

첫째 은 자기 조직화 시스템, Neural Network (Self

이다 즉 은 새로Organizing System) . Neural Network

운 이미지나 패턴 또는 사례가 주어졌을 경우 이를

기억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자신의 내부 상태를 바꾼

다 학습된 이미지나 패턴의 일부 또는 손상된 정보로.

부터 완전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재생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연상기억. (Associative)

이라고 한다 둘째 에서 학습된 지식. , Neural Network

은 뉴런들간의 연결 에 의해 분산 저장된다Weight .

학습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를 사용자가 원하는 상황에 적응하도Neural Network

록 훈련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분산 저.

장된 학습은 의 일부가 손상되어도Neural Network

본래의 기능을 수행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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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기능을 갖게 한다 섯째Fault Tolerance . ,

는 사용자의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Neural Network

컴퓨터처럼 복잡한 프로그래밍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다 이용자는 신경회로망의 구조 및 학습 방법을 지정.

함으로써 간단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내부,

처리 절차 또한 매우 간단히 이루어진다 넛째. ,

는 패턴의 분류나 인식에 있어 강력Neural Network

한 힘을 발휘하며 우리가 부딪히는 대다수의 문제들,

이 패턴 분류의 문제임을 볼 때 폭 넓은 적용 범위를

지닌다.

출력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결 가

중치이다 각 처리 요소들의 출력값들은 결국 신경회.

로망의 출력 결과를 결정하게 되므로 신경 회로망을

이용하여 원하는 출력값을 얻기 위해서는 연결 가중

치를 조절하여야 한다 모든 신경회로망은 주어진 사.

례를 이용하여 처리 요소들 사이의 연결 가중치를 조

정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역전파. (Back Propagation

을 이 가중치의 조절을 위해 사용한다 학습Network) .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학습 패턴에서 입력 패턴을1) Back

의 입력층에 입력시킨다Propagation Network .

입력된 입력값들을 이용하여 입력층에서 은닉층2)

으로 또 은닉층에서 다시 출력층 또(Hidden Layer) , ,

는 다음 은닉층으로 신호를 전파한다 이런한 신호 전.

달 과정은 출력층에서 최종 출력을 내보낼 때까지 진

행된다.

출력층에서 출력된 출력치들과 학습패턴에서의 실3)

제 또는 원하는 값과의 오차츨 계산하다 이 때 오차.

가 정의된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면 학습 과정을 종료

한다.

계산된 오차를 이용하여 항에서 역순으로 즉 출4) 2) ,

력층에서 은닉층으로 은닉층에서 입력층으로의 연결,

강도와 고정 입력치들을 수정한다.

현재의 학습 패턴 대신 또 다른 학습 패턴을 선정5)

하여 다시 항부터 절차를 진행한다1)

행위 기반 예측 시스템 설계 및 구현3.

전체적인 시스템의 설계는 크게 두 개의 시스템으로

다시 분류 될 수 있다 먼저 사용자 행위의 일반화를.

통한 사용자 행위 분석 시스템과 이로 인해 분석된 정

보에 의해 사용자 성향을 학습하는 성향 학습 시스템이

다.

위 그림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도를 보여준다.

행위 분석 시스템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웹을 검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사용자의 모

든 행위의 모니터링이다 이 행위들은 두 번째 단계에.

서 윈도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들을 가로

채어 관찰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모든 메시지가 관심.

있는 문서를 검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아니므로 이

런 행위 관련 메시지의 노이즈 를 필터링 하여(Noise)

야 한다 이런 필터링을 통해서 사용자 행위의 일반화.

를 즉 메시지들의 의미를 재가공 할 수 있는 것이다, .

이런 메시지들의 재가공을 통해서 학습에 필요한 정

보들을 추출하는 단계가 행위 분석 시스템의 궁극적

인 목표이다.

성향 학습 시스템에선 이런 행위 정보를 입력 노드

로 신경망 학습을 하게 된다 특히 적절한 가중치의.

적용을 위해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중요도가

높은 행위를 더욱 부각시키고 반대의 행위는 낮춰지

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성향이 올바르게.

파악되어 실제적 문서의 관심 비관심을 판단하는데,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행위 분석 시스템3.1

행위 분석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면 웹을 검색하,

는 사용자의 행위를 모니터링 하고 이와 관련된 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

위의 그림처럼 두 단계로 설계되며 각각은 단계에

선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도 ]

   < 성향 학습 시스템 >   < 행위 분석 시스템 >

웹을 검색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관찰( 행위 관련의

모든 메시지 가로채기 )

행위 관련 메시지의 일반

화( 메시지 재가공 )

일반화된 메시지의 사용

자 성향 파악을 위한 신

경망 학습

BPN을 통한 학습 가중치

조절

사용자의 웹 문

서 검색 행위

관찰

관심 관련 행위의

메시지로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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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용자의 문서 검색 행위를 모니터링 하는 것,

인데 이전에 연구에서는 대게 간접적인 모니터링이라

하여 사용자의 특정 행위의 관찰을 위해 간이 검색

브라우저를 제작하여 수행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시

스템 차원에서 즉 기반의 윈도우 환경에서 오, WIN32

고가는 메시지를 가로채어 확인한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채어 온 모든 메시지가 사용자의 중요 행위인 것

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 없는 메시지들에 대한.

필터링 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두 번째에서(filtering) .

이루어지는데 웹을 검색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일반화

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행위 분석 구성 요소라 정의하.

고 본 논문의 실험을 위해 다음처럼 나타낸다.

문서의 인쇄PB print button,￭
즐겨 찾기에 추가BB-bookmark button,￭

￭ 문서의 저장SB-save button,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LBD-left button down,￭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RBD-right button down,￭

마우스 이동MM-mouse move,￭
스크롤SCB-scroll bar,￭

문서 검색 시간T-time,￭
키 입력KD-key down,￭

키 위치 이동KC-key char down,￭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 행위 구성 요소에 따,

른 분석을 수행하여 이와 관련된 메시지만을 추출하

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보는 문서의 관

심도를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성향 학습 시스템3.2

성향 학습 시스템에선 행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얻어

진 사용자 행위 분석의 결과 즉 사용자가 관심 있는,

문서를 검색할 때 취하는 행위 성향을 학습하게 된다.

이런 학습을 위해 위의 그림처럼 본 연구에서는 신

경망을 이용했고 중요 행위의 부각을 쉽게 하기 위해

학습 가중치 조절을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해(weigt)

조절한다.

행위 분석 구성요소들을 입력 노드가 되어 임의의

가중치에 의해 출력 노드를 산출한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 패턴은 관심 비관심 이 되고 만족이면=1, =0 (1,0),

불만족이면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근사 수치를(0,1)

찾기 위해 을 이용 계속해서 가중치Back Propagation

를 조절한다 이런 과정에서 목적 패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입력 노드는 그 만큼 더 중요한 행위로 부각

이 되는 것이다 한 문서 내지는 여러 다른 문서를.

검색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계속 학습 시켜서 개인 사

용자에 대한 성향을 학습시킬 수 가 있게 된다.

실험 및 결과분석4.

첫 번째 실험은 학습 대상의 문서 수를 실험 인자로

하여 사용자의 만족도 측정이었다 실험에 의해 학습.

문서의 수가 증가 할수록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한계 수치를 넘으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은 문서 개를 가지고 전체 문서 수에100

대한 각 항목에 대한 백분율을 구해 보았다 학습율은.

학습 반복 회수는 회이다0.7, 20 .

두 실험에서 사용자 관심도 예측에 있어 생각보다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적중했는데 오차는 가중치 조

절에 원인이 있는 듯 하다.

결론 및 향후과제5.

웹 에이전트의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

직은 직접적인 피드백에 의한 학습으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은 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불편이나 부담 또한 크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차원에서의 사용자 행.

위 분석을 통한 간접적인 학습 방법에 의한 사용자 관

관심 문서
(실제관심문서)

관심 문서
(실제비관심문서)

비관심 문서
(실제관심문서)

69 17 14사용자(%)

.

.

H id den  L aye r

목적

패턴

비교

학습

성향

구축

20

50

70

90

100

실험문서학습문서 관심문서

3

8

11

15

11

20

경우  1

경우  2

경우  3

경우  4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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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의 예측을 제안했으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본 사

용자 행위에 대한 일반화가 명쾌하지 못한 듯 하다 각.

개인차에 의한 행위의 일반화가 다소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의 일반화를 구조적으로 잘 정의하여 최적

화 할 수 있다면 더욱 뚜렷한 결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런 이유로 직접적인 피드백에 의한 방식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성능을 나타낸다.

하지만 사용자는 웹 에이전트로부터 독립적이기에

별 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현재 많은 어플리케.

이션 프로그램의 개발 추세가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

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기에 눈에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한다면 상업적인 효용성도 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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