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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검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용자는 정확한 키워드의 

입력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검색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이트의 ‘시맨

틱’, MSN의 'Bing' 등이 새로 제작되어 지고 있으며 네이버, google 등 대형 포털 사이트들도 검색분

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사용자중심의 검색을 구현하기 위해서 패턴을 분석하여 연

관규칙을 사용하여 검색시간을 단축함을 물론 검색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구현을 위해서 네이버 사

이트의 블로그로 검색의 범위를 한정 하여 데이터를 분석, 관리 및 시각화 하는 사이트를 개발하였다. 

또한 검색을 위한 크롤러, 루씬 등을 실질적으로 직접 개발 활용 하였다. 시제품의 시험결과 정답사이

트 도출 정확도는 google에 비해 20%, 재현율은 7.2%의 향상성을 보였다.

1. 서  론

  EMC-IDC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도에 생성될 디지털 

정보량은 1.2조 기가바이트(1.2 Zetabyte)가 된다고 추정

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

보의 양은 우리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분량이다. 앞으로 

2020년에는 2009년 대비 44배 이상 증가 할 것이라 예

측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

고 있는 Google의 검색 엔진도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의 

약 30% 정도만 색인하여 검색이 가능하다고 한다. ICT

(정보통신기술) 연구자들에 의하면 정보를 생산하고, 저장

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기술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한

다. 다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술은 정보를 찾는 검

색 그리고 정보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1][2]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엔진은 나날이 발

전하여 왔으며 현재 4세대 검색 엔진, 즉 3세대 로봇 검

색 엔진이 차세대 검색엔진이라고 불린다. 1세대부터 3세

대 검색 엔진 까지 약 20년 동안 모든 검색엔진들은 좋은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단순히 내용 기반 방법을 사용

하고 있었다. 내용 기반 방법은 문서 내의 단어 빈도와 

단어 위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용

자는 단순히 문서 내의 단어 빈도와 단어 위치를 이용한 

것이 아닌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 검증된 대표성이 높거나 

인기도가 높은 웹 페이지를 원한다. 그것이 4세대 엔진이

며 대표적으로 Nate에서 개발된 시맨틱, 추가적으로 네이

버 및 MSN에서 계속적인 검색엔진을 개발하고 있

다.[3][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맞추어 찾는 검색과 발견

하는 것을 향상 시켜 사용자는 단순히 주어진 단어가 많

은 페이지가 아닌,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 검증된 대표성

이 높거나 인지도가 높은 웹페이지를 발견하도록 하는 방

법을 제안하고,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메타 검색엔진의 

프로타입을 구현하였다. 다른 웹 페이지들로부터의 링크

가 많거나 사용자들로부터 클릭이 많다는 것은 그 페이지

가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페이지로 인식되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도와 재현율(precision and recall)

을 구하는 방법을 택하여 실험해 보았다. 실험결과, 제안

방법이 Google 사이트에 비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 사이트의 

특징과 기법 등을 살피고, 3장에서 제안한 방법에 따른 

각 시스템 내용과 기술을 설명한다. 4장에서 시스템 구성 

및 실험을 통한 향상성을 증명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관련연구

2.1 검색기법 분석

  인터넷 검색엔진은 웹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정보에 대

한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검색엔진에는 자료 

수집을 하는 웹봇과 에이전트, 스파이더 등으로 링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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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오가며 페이지 정보를 가져온다. 가져온 페이지 정보

는 색인 프로그램인 루씬을 통하여 페이지의 단어를 검색 

자가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조각조각 나누게 된다. 나누

어진 단어들은 자료수집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페이지 정

보와 색인 프로그램에서 나누어진 단어 간의 목록이 생성

되게 되면 이 단계에 이르면 검색 자가 원하는 단어를 검

색엔진을 통해서 원하는 단어를 가진 페이지 목록들을 검

색자에게 제공 한다.[5][6][7]

2.2 크롤러

  WWW(World Wide Web)상의 많은 웹페이지를 사용자

가 직접 일일이 확인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기란 힘들다. 

이 작업을 대신하는 프로그램을 웹 크롤러라고 칭한다. 

웹 크롤러는 웹서버를 자동으로 순회하며 각 웹서버의 웹

페이지를 분석하고 그 안에 있는 URL을 추출하여 URL에 

접속하여 다시 페이지를 분석한다.[8]

2.3 루씬

  색인과 검색 기능을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확장 가능한 고성능 정보검색(IR, Information 

Retrieval) 라이브러리다. 루씬은 초기 자바로 개발되었으

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C로 포팅 되어 사용 되었다. 일

반적으로 루씬이라고 하면 영어 형태소 분석기로 한글 및 

기타 언어를 분석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 오픈 프

로젝트로 한국 및 여러 국가에서 계속 개선 및 문제 등이 

해결 되고 있다. 한국어 처리가 가능한 루씬을 한국어 형

태소 분석기라고 명칭 되고 있다. 루씬은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이라면 모든지 색인하고 검색할 수 있

다.[9][10]

2.4 데이터마이닝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데이터 속에서 도출된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발견하여 미

래의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데이터 안

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

아내는 것이다.[11]

3. 지능형 메타 검색 시스템 구조

3.1 지능형 메타 검색을 위한 크롤러

  하나의 일반 웹 크롤러를 가지고 모든 웹 사이트의 페

이지를 크롤링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로

그만 수집하는 크롤러를 개발한다. Smart and Simple 

Web Crawler를 활용 및 수정하여 수집 페이지에 대한 

체크와 분석 결과를 파일로 출력한다. 그림 1 은 구현 크

롤러의 순서도이다.[12]

(그림 1) 구  크롤러 순서도

  본 논문에서 크롤러의 순서는 웹 서버에 페이지를 요청

하고 응답받은 페이지를 분석하여 블로그 데이터인지 확

인한다. 블로그 데이터일 경우 본문 제목과 내용을 파일

로 출력하여 본 서버에 저장을 하고 블로그 데이터가 아

니라면 파일출력 없이 곧바로 페이지 안에 다른 URL의 

Link여부를 체크하여 Stack에 저장한다. 이 과정에서 

Link된 URL이 있을 경우, Database에 URL이 중복되었

는지 체크하고, 중복이 되지 않은 URL이라면 페이지를 

요청하여 분석 작업을 반복한다. 현재 분석하는 페이지에 

Link된 URL이 없다면 현재 페이지 분석 작업을 마치고 

Stack에 있는 URL정보를 POP하여 페이지를 호출하여 분

석 작업을 반복한다. Stack에 URL정보가 없을 경우 크롤

러는 작업을 끝낸다.

3.2 지능형 메타 검색을 위한 루씬

  본 논문에서 루씬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

에 크롤러에서 가져온 웹페이지 정보를 색인 하는 부분은 

강승식 교수의 한글공학연구소에서 개발된 라이브러리인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KLT(Korean Language 

Technology)를 활용 했다. KLT의 기능 중 텍스트의 문

서를 분석하여 결과 텍스트 문서로 만드는 기능만을 활용

하여 추가 적으로 무인 실행기(runLucen)와 인덱싱 프로

그램(runQuery)을 제작 했다. 그림 2 는 루씬을 중심으로 

구현된 runLucen과 runQuery 프로그램의 시스템 구성도 

이며 선수 작업으로 runLucen 동작되어 저장소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한국어형태소 분석을 하여 다시 저장소에 

분석된 결과를 저장해 둔다. runQuery는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구조해석, 단어 처리, 링크처리 및 랭킹을 조합 정

리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인덱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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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트랜잭션의수
∪을포함하는트랜잭션수

 
를포함하는트랜잭션수

∪을포함하는트랜잭션수

Transaction Items Support Confidence

1 URL1, URL2, URL3 50% 66%

(그림 2) 루씬 시스템 구성도

3.3 사용자 중심의 검색 구현

3.3.1 사용자 중심의 방문 로그 데이터 생성

  본 논문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와 상태정보를 조합

하여 연관규칙 생성 데이터로 사용한다. 사용자 로그 생

성은 검색에 사용된 질의와 방문 사이트의 정보 및 방문 

시간 등의 필요한 항목을 추출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테이

블에 저장한 것이 그림 3 이다.

(그림 3) 방문 로그 데이터 테이블

3.3.2 사용자 중심의 연관규칙 생성

  본 논문에서는 표 1에서 트랜잭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관규칙을 생성한다. 생성된 로그의 트랜잭션 T가 주어

지면, 연관규칙 탐색을 통하여 지정된 최소 지지도

(Minimum Support)와 최소 신뢰도(Minimum 

Confidence)를 만족하는 연관 사이트를 찾는다. 여기서 

연관 사이트를 찾는 알고리즘은 Apriori 기법을 사용하고 

최소 지지도와 최소 신뢰도를 50%로 지정한다.

<표 1> 연관규칙 생성을 위한 트랜잭션 데이터

Transaction Items QueryID

1 URL1, URL2, URL3 10

2 URL1, URL2, URL3, URL4 10

3 URL4, URL5 10

4 URL1, URL4, URL7 10

  연관규칙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빈발 항목집

합들(Large Itemsets)을 찾아야 한다. 빈발 항목집합

(Large Itemsets)은 미리 지정한 최소 지지도(Minimum 

Support) 이상의 트랜잭션의 항목 집합들을 찾는다. 각 

트랜잭션에 대한 지지도와 신뢰도는 표 2의 식 을 이용하

여 계산한다.

<표 2> X->Y 일 때 지지도와 신뢰도에 대한 식

  두 번째로 빈발 항목집합(Large Itemsets)을 이용하여 

최소 지지도(Minimum Support)와 최소 신뢰도(Minimum 

Confidence)를 계산하여 후보 집합 항목을 생성하고 생성

된 후보 집합 항목에서 최소 신뢰도 이상의 항목을 찾아 

최종 집합항목을 생성한다. 여기서 최종 집합항목은 연관

규칙을 적용한 사이트들이며 이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표 3> 최종 집합항목

3.3.3 사용자 중심의 연관규칙 적용 화면

  그림 4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최종 집합항목

을 이용하여 플래시로 검색결과를 시각화 한 화면이다. 

루트사이트는 항목의 첫 번째 사이트로 정하였으며 연관 

사이트 리스트를 상위에 나타나도록 했다.

(그림 4) 최종 집합항목을 이용한 검색결과 시각화 화면

4. 시스템의 구현 및 적용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한국어 형태소 분석 모듈

을 이용하여 지능형 메타 검색 루씬을 구현 하였고, 

Smart and Simple Web Crawler를 이용하여 지능형 메

타 검색 크롤러를 구현 하였으며 Sun Microsystems 

JAVA를 이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검색을 구현했다.

그림 5는 구현된 시스템 구성 도를 도식화 하였으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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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프로그램은 통합 개발 환경으로 구성했다.

(그림 5) 전체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검색결과 정확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Precision and Recall 방법으로 측정 했다.  

Precision은 시스템이 찾아온 것(B)중 정답인 것(A∩B)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첫 페이지에 10개의 검색 결과

가 있고 이 중 정답이 개수가 2개이면 Precision은 20%

가 된다. Recall은 실존하는 전체 정답(A)중 정답인 것(A

∩B)의 비율을 말한다. 전체 검색결과의 정답 개수가 25개

이고 첫 페이지 정답 개수가 7개면 Recall은 28%가 된

다.

  그림 6은 Precision and Recall 방법을 이용하여  제안

된 시스템과 google 검색 시스템을 비교 테스트 한 결과

이다.

(그림 6) google 검색 시스템과 비교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많은 사용자들이 검색 했던 내용이 검색 

자가 원하는 결과라는 가정에서 시작하 다. 그 가정을 증

명하기 해 사용자의 검색 결과 탐색에 한 정보를 바

탕으로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상 에 나타냄으로

서 검색시간을 단축하기 한 소 트웨어를 구 했다.  이 

과정에서 크롤러를 통하여 특정 사이트의 블로그 정보만

을 수집하는 기능을 구  했으며, 수집된 정보를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통하여 단어별로 싱하고 인덱스를 구

축하는 기능을 구  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원하는 정보

를 상 에 보여주기 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  하나인 

연 규칙을 이용해 사이트별 연 성을 구축하여 검색시간

을 단축하고 시각화된 검색결과를 볼 수 있게 구  하

다. 결과물을 Precision and Recall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정답사이트 도출 정확도는 google에 비해 20%, 재 율은 

7.2%의 향상성을 증명 하 으며 이러한 검색결과 리스트

는 타 검색시스템의 기능과 조합하여 용했을 때 결과도

출의 정확도  재 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 되며 

차세  검색 시스템의 개발  구축 시간 단축에 공헌되

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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