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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몇 년간 정보 검색 분야에서 문맥 고에 한 연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련된 연구들은 부분 웹페이지 내용만을 활용하여 유사한 고를 찾고자 하 다. 그럼으로써 동일한 

웹페이지를 속하는 다양한 의도를 가진 사용자들이 동일한 고를 보게 된다는 한계가 존재하 다. 
본 논문에서는 웹페이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용자들의 웹페이지 방문 의도를  웹 페이지 방

문 히스토리로부터 추출하여 이를 활용한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이 사용자 방문 의도를 반 함으로써 기존 기법에 비해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 다.

1. 서론

   웹 검색 고는 크게 스폰서 고와 문맥 고로 나  

수 있다. 스폰서 고는 키워드 검색을 기반으로 검색 키

워드에 해서 고주가 미리 구매한 키워드 리스트와 매

칭 되는 고를 검색 결과에 보여 주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에 반해 문맥 고는 웹페이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웹페

이지의 내용과 연 된 고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미 많

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웹 고를 통해서 막 한 수

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 비 은 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

므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고를 웹 페이지에 부착하는 것

은 웹 고의 수익성을 올리기 한 요한 문제이다[1]. 

 재의 문맥 고 시스템에서는 웹 페이지의 내용을 분

석하여 이와 가장 연 도가 높은 고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방법은 웹 페이지의 내용만을 이용

하여 연 도가 높은 고를 찾기 때문에, 모든 방문자에게 

동일한 고만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같은 

페이지를 방문하더라도 방문자의 웹 페이지 방문 의도는 

다를 수 있어 고의 효과성을 높이기 해서는 웹 페이

지 방문자의 방문 의도에 맞게 개인화된 고가 제공 되

어야 한다.

 를 들어, 그림 1과 같이 삼성과 련된 웹 페이지

(Page c)를 방문하기 에 사용자 A는 PAV 텔 비 과 

X-canvas 텔 비 에 련한 웹 페이지를 각각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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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자 B는 Sonata 자동차와 SM5 자동차에 련한 

웹 페이지를 방문하 다고 하자. 재의 문맥 고 시스템

에서는 Page c의 내용만을 이용하여 고를 제공하기 

(그림 1) 사용자의 웹 페이지 방문 의도  

때문에 사용자 A와 사용자 B에게 삼성과 련한 동일한 

고만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Page c에 하여 사용자 

A에게는 삼성과 련한 텔 비  고를 사용자 B에게는 

삼성과 련한 자동차 고를 제공해  수 있다면 사용

자 방문 의도에 합한 고 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웹 페이지 방문자의 히스토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웹 페이지 방문 의도를 악하고 사용자 의도에 

합한 개인화된 고를 제공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2. 방문자 의도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활용하기 해서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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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클래스 뷰 용 과정 

(그림 2) MSN 검색 로그 데이터

웹 페이지 방문 히스토리를 분석하여야 한다. 기존의 개인

화된 검색(Personalized Search) 연구에서는 웹 페이지 상

의 Java Script를 이용하여 개인의 데스크 탑의 웹 라우

로부터 방문 히스토리를 얻어 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

[2]. 하지만 실제 사용자의 페이지 방문 데이터를 얻는 데

에는 기존 논문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실 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개개인의 웹 페이지 방문 

히스토리를 검색 엔진의 검색 로그의 세션 데이터로 가정

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악하고자 하 다. 검색 로그에서 

하나의 세션 로그 데이터 한 그림 2와 같이 각각의 사

용자의 웹페이지 방문 히스토리를 확인하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세션 아이디를 가지

는 로그 데이터는 동일 한 사용자의 로그 데이터라고 간

주한다.

  본 논문에서 웹 페이지와 고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매칭하는 기법은 기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의미 매칭 방법

을 이용하 다[3]. 기존 논문에서는 식 1에서와 같이 재 

페이지와 고들 간의 매칭에 ODP와 같은 분류 트리와 

로치오(Rocchio) 분류기[4]를 이용하고 있다.

  (1)

 식 1에서 p는 고를 붙이려는 페이지, a는 웹 고를 

의미한다. Tax(p)와 Tax(a)는 페이지와 고가 로치오 분

류기를 이용하여 분류 트리 내에서 분류된 결과 노드(주

제)를 의미한다. 즉, 이 결과 노드는 각각의 페이지와 

고가 로치오 분류기를 이용해 분류 트리 상에서 정해진 

주제(Topic)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TaxScore는 웹 페이지

와 고의 분류된 주제 간의 연 된 정도를 측정하는 

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제 간의 연 도는 분류 트리 내

에서 노드들 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KeywordScore는 웹페이지와 고를 벡터 스페이스 모델

에 용하여 웹 페이지와 고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

한 값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매칭 방법을 이용할 때 웹 페이지 

방문 히스토리 데이터로부터 미리 사용자가 심 있어 하

는 주제를 악하여 와 같은 페이지와 고의 매칭에 

있어서 작은 클래스 뷰(주제 집합)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

클래스 뷰란, 방문 페이지의 주제를 분류기를 이용하여 

악하고 분류된 주제들로 하나의 작은 주제 집합을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클래스 뷰를 

이용하게 되면 페이지에 합한 고를 찾을 때 클래스 

뷰에 속하는 고에 해서만 페이지와 매칭을 하기 때문

에 사용자의 방문 의도에 부합하는 고들을 찾아 낼 수 

있다. 즉 식 (1)에서 매칭하는 고의 개수 i의 크기를 

이는 동시에 ODP의 트리 노드 에서 유 의 의도와 부

합하는 노드만을 사용한다.

 본 논문의 제안 기법은 구체 으로 다음과 같다.   

 1) 클래스 뷰 생성

 사용자의 웹페이지 방문 히스토리를 이용 할 수 있다하

더라도 사용자의 히스토리가 모두 재 웹 페이지( 고를 

부착하려는 웹 페이지)와 련 있는 웹 페이지라고 보장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각의 세션마다 재 웹 페

이지와 연 된 방문 페이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연 된 방문 페이지를 찾는 과정에서 문서간의 유

사도를 측정하는 방법  하나인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이용하 다. 이러한 코사인 유사도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특정 기  값(S)를 설정하여 

기  값 이상의 유사도를 가지는 방문 페이지를 연 된 

페이지로 간주하 다. 즉, 재 웹 페이지와 방문 페이지 

간의 코사인 유사도가 기  값 이상 되는 방문 페이지에 

해서 로치오 분류기를 이용하여 ODP 내의 새로운 클래

스 뷰를 만들었다. 

 2) 클래스 뷰를 용한 고 랭킹

 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클래스 뷰는 사용자의 방

문 의도를 반 하는 주제들로 구성되게 된다. 그 기 때문

에 방문 페이지들로부터 만들어 놓은 클래스 뷰에 속하는 

고만 검색한다면 사용자의 방문 의도가 반 된 고들

을 랭킹 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분류 트리 상의 각각

의 노드(Computer, Book,...)마다 연 된 많은 고들이 존

재 할 것이다. 각각의 노드들에 연 된 무수히 많은 고

들 모두와 재 페이지를 매칭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의도

를 반 시켜 클래스 뷰(주제 집합)에 속하는(그림 3에서는 

Book, Education) 고들과 재 페이지를 매칭 시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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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  k개 정확도 실험 결과

사용자마다 방문의도에 맞게 개인화된 고를 제공할 수 

있다. 클래스 뷰와 연  있는 고들과 재 페이지와의 

매칭에는 기존 논문[3]의 기법을 용하 다. 사용자 방문 

히스토리로부터 웹 페이지 방문 의도에 맞는 고 주제를 

미리 정하는 것만으로도 실험을 통하여 향상된 성능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3. 성능평가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페이지 방문 히스토리 데이터를 

검색 로그 세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가정했었다. 실험

에서 사용한 검색 로그 데이터는 2006년 5월 한 달 동안 

MSN Live Search 검색 엔진을 이용한 사람들의 실제 검

색 로그 데이터이다[5]. 이 검색 로그 데이터로부터 방문 

페이지가 3개 이상인 세션들을 시간 순서 로 랜덤 샘

링하여 총 40개의 세션을 실험 데이터로 선정하 다. 실험

에 사용한 고는 구  고 검색으로부터 약 11,000개를 

모아서 이용하 다. 

 실험은 각각의 세션들의 마지막 방문 페이지를 재 페

이지로 가정하고 이  방문 페이지들을 사용자 히스토리 

데이터로 이용하 다. 40개의 세션은 평균 으로 약 3.2개

의 방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코사인 유사도를 통

하여 평균 약 2.5개의 연 된 방문 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

다. 연 된 페이지를 찾는 기  값(S)은 실험을 통해서 

S=0.3으로 설정하 다. 

 실험은 기존 논문의 의미 매칭 방법을 이용한 문맥 고

랭킹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히스토리 로그 데이터를 이

용한 클래스 뷰 고 랭킹의 성능 비교로 이루어졌다. 그

림 4는 상  k개의 정확도(Precision)를 평가한 것이다. 정

확도 평가 방식은 기존 논문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이용하

다[3]. 기존 논문에서는 페이지에 매칭되는 고에 하

여 페이지와 고의 의미  유사성을 합함, 조  합

함, 합하지 않음과 같이 3단계로 나 어 평가한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기존 논문과 같은 정확도 측정 방식

(상  k개 정확도 평가)을 이용하되, 합성 단 기 을 

합함, 합하지 않음 2가지로 나 어 기존 논문과 본 논

문의 제안 기법의 정확도를 평가하 다. 문맥 고에서는 

하나의 웹 페이지에 표시할 고의 개수가 1-5개로 제한

되기 때문에 고 매칭에 있어서 상  k개의 정확도는 매

우 요하다. 상  한 개의 고, 상  세 개의 고, 상  

다섯 개의 고들에 해서 각각 비교 하 을 때 평균 정

확도는 그래 와 같이 로그를 이용한 제안 기법이 더 향

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  한 개의 고에 해

서는 기존 논문의 정확도에 비해 약 21%로 향상된 정확

도를 얻을 수 있었다. 상  세 번째, 다섯 번째까지의 

고에 해서도 각각 20%, 15% 향상된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4.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웹 페이지 방문 의도를 고 

매칭에 이용하 다. 사용자의 페이지 방문 의도를 악하

기 해서 사용자의 웹 페이지 방문 히스토리를 이용하고 

이를 활용하여 클래스 뷰(주제 집합) 생성을 통한 문맥 

고 매칭 기법을 제안하 다. 성능 평가를 통하여 기존의 

기법 보다 최  약 20% 이상 향상된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 방향은 사용자 히스토리 데이터를 효과 으로 

이용하기 한 세션화에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한 문맥 고에서 로그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한 기법들

에 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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