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웹페이지를 검색 상단에 위치시키는 것은 기업
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다.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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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의 등장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상
에서 특히, 검색엔진을 고려한 온라인 마케팅에 노
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 
97%의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며, 그 중 
70% 이상의 소비자들은 검색 결과의 첫 번째 페
이지만을 확인한다. 같은 맥락에 따라 배너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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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검색엔진 최적화(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에 인공지능 기법을 접목하여, 
자동화된 SEO 도구 설계 및 구현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SEO 온-페이지(On-page) 최적화 기법들은 
웹페이지 관리자들의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SEO 성능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웹페이지 관리자들에게도 SEO 도입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메타데이터의 효과적인 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 상위 랭
킹 웹사이트들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한다. ii) 어텐션 메커니즘에 기반한 LSTM(Long Short Term 
Memory)을 이용하여 사용자 질의어와의 관련성 높은 메타데이터를 생성한다. iii)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모델을 통하여 학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성능을 높여주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sign and implement automated SEO tools that has applie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for search engine optimization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Traditional 
Search Engine Optimization (SEO) on-page optimization show limitations that rely only on knowledge of 
webpage administrators. Thereby, this paper proposes the metadata generation system. It introduces three 
approaches for recommending metadata; i) Downloading the metadata which is the top of webpage ii) 
Generating terms which is high relevance by using bi-directional Long Short Term Memory (LSTM) based 
on attention; iii) Learning through the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to enhance overall 
performance. It is expected to be useful as an optimizing tool that can be evaluated and improve the 
online market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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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것보다 검색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온라
인 마케팅의 성공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1]. 

그러나 기존의 온라인 마케팅 방법들은 검색엔
진을 고려하지 않고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데에만 
치중하여 웹페이지 가시성이 떨어졌다. 기업 대부
분은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거나 경험적 지식
에 의존하여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마케
팅 투자 대비 효과는 점점 감소하게 된다. 웹상의 
디지털 리소스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최적화되지 않은 웹페이지는 
온라인 마케팅에서 실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더 
객관적인 메타데이터 의사결정을 위한 지표가 필
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질의어를 고려
한 GAN 모델링 기반 자동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을 위한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SEO를 간단히 소개하고 기존 연구를 제공한다. 3장
에서는 사용자 질의어에 대한 메타데이터 구성을 목
표로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타
데이터 생성 및 추천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Ⅱ. 관련연구

검색엔진 최적화(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white-hat of SEM (Search Engine Marketing), 
Decision-Making Fuzzy Rules, SEA (Search Engine 
Advertising), CA (Contextual Advertising))는 검색엔
진이 웹사이트의 순위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설계함으로써 트래픽을 유도
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다 
자신의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로봇에 잘 수집될 
수 있도록 최적화 하는 방법이다. SEO는 크게 온 
페이지 기법과 오프 페이지 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온 페이지 최적화(on-page optimization, 
on-page SEO, on-site SEO, on-site optimization)는 
검색엔진이 웹 사이트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최적
화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키워드, 메타 
정보 최적화 기법이 있다. 오프 페이지 최적화
(off-page optimization, off-page SEO, off-site SEO, 
off-site optimization)는 웹 사이트와 분리되어 사이트
의 순위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을 제어하는 기술
을 의미한다. 자신의 웹 사이트 의 인기도, 관련성, 
신뢰성 및 권한에 대한 검색 엔진 및 사용자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에 따르면 메타데이터를 구현하는 것이 웹
에서 사이트와 콘텐츠 가시성을 개선하기 위한 좋
은 방법이다[3]. URL, 제목과 같은 다양한 태그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으로 웹사이트를 검색
엔진에게 더욱 노출시킬 수 있다[4]. (Park M, 
2018)은 학술지에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여 검색엔진
이 코리아사이언스에 관한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XML Sitemap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

해 STEM 분야에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웹 사
이트의 가시성 향상시킬 수 있었다. (Matošević G, 
2016)는 백 링크(back link) 분석에 상위 순위의 앵
커 텍스트(anchor text)를 바탕으로 기존 웹사이트
의 제목을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웹 트래픽을 증
가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메타데이터 정보가 
누락된 웹 사이트에 대하여 SEO 전문가들의 수동 
생성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어에 따른 
meta description을 생성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Luh C, Yang S, Huang T, 2016)는 웹사이트가 
검색 상단에 위치하기 위하여 사용자 질의어와의 
관련성 있는 웹사이트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잠재 의미 분석(LSA; Latent semantic analysis)
기반으로 평가 지표를 설계하였다. (Armano G, 
Giulian A, Vargiu E, 2011)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
으로 웹사이트의 구문(제목(T), 첫 번째 단락(FP), 
등)을 추출하여 사용자 질의어에 따라 알맞게 텍스
트 요약 기법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는 온-페이지 
최적화를 위하여 문장과 키워드를 추천한다는 점에
서 이전 연구와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을 고려하고, 특정 질의어에 따른 적절한 메타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여 각 상황에 따른 타켓 문
장과 키워드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Ⅲ. 검색엔진 최적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적절한 메타데이터 생성을 목표로 본 논문에서
는 기존 bi-directetional LSTM 모델의 확장을 
기반으로 SEO 기술에 접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bi-directional LSTM 모델을 기반으로 각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특성들
의 분류와 패턴을 수립하고자 한다. 

3.1 메타데이터 생성을 위한 분류 지표 

표 1. 메타데이터의 분류

No. Attribute 
Value description

1 title
브라우저 상단에서 볼 수 있는 텍스
트. 검색 엔진은 이 텍스트를 페이지
의 "제목"으로 봄.

2 description 그 <해당> 페이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3 keyword 문제의 페이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
되는 일련의 키워드.

4 og:(title, 
description)

Open Graph(OG)는 어떠한 웹사이
트도 소셜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
도록 페이지의 HTML <헤드> 섹션에 
있는 추가 메타태그.

사용자 질의어로부터 발생하는 각 상위 문서들
을 추출하여 전처리 과정을 통해 단어 벡터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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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아래 [표 1]은 정형화된 각각의 태그들은 
검색엔진에게 노출되는 웹사이트의 지시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학습을 위하여 전처리 과정에서 사
용되며, 각각의 메타데이터들의 다른 특징점들을 
추출하고, 그 평균 벡터를 바탕으로 메타데이터를 
반복 복제함으로써 적절한 메타데이터를 생성 및 
추출하고자 한다. 

3.2 생성 모델(Generative Model)

기존의 bi-directional LSTM은 네트워크상의 
의존 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Linqing Liu et 
al, 2018) 방법론을 적용하여 문서의 내용을 적절
히 고려한 메타데이터 생성 및 추천을 위한 방법
론을 제안한다.

그림 1. 메타데이터 생성 모델링

 검색 결과 첫 번째 웹 페이지의 사이트들을 상
위 문서로서 정의한다. 임베딩 된 용어들은 입력벡
터 =( )로서 표현되고, (See, Abigail, 
Peter, J. Liu, and C. D. Manning, 2017)의 
bi-directional LSTM 모델을 기반으로 특징을 추출
한다. 이는 은닉층 =( )을 거쳐, 벡터 
=( )가 출력 계층으로 출력된다. [그림 
1]은 메타데이터 생성을 위한 모델링으로서 생성자
(Generative) G 의 파라미터들은 에 의하여 표현
된다. 상황 벡터(Context Vector)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이 때,  는 쌍곡탄젠트(hyperbolic tangent) 함수
에 따라 학습시킨 파라미터 를, W∈는 사용자 
질의어와의 감정적 연관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
렇게 seq2seq 모델의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어
텐션 망(Attention Network)을 추가함으로써 입력 
값의 각 요소들이 출력 값의 각 요소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어텐션 망을 통해 입력 단어 중 현재 출력
할 내용에 필요한 단어를 선택적으로 집중하면 문
서의 내용을 고려한 문장을 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질의어와의 관련성이 높은 단어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벡터의 유사성을 통하여 
사용자 질의어와의 상관관계를 계산되며, 해당 점
수 표본을 바탕으로 가중치 W가 부여된다. 이렇게 
계산된 를 기반으로 Softmax 층의 시간 스텝 t에 
대하여 대상 단어들을 예측하는 확률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       ′      (2)

는 디코더의 상태, ′′는 학습 파라미터
를 의미한다.  는 모든 단어들에 대한 확률 
분포이며, GAN 모델 기반으로 학습되어 사용자 
질의어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동적 생성한다. 

3.2 판별 모델(Discriminative Model)

생성 모델을 통하여 생성된 메타데이터는 판별
자(Discriminator) 를 통하여 메타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류 해낸다. 확률 가 
1의 값을 갖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정확히 분별해
냈다는 의미를 가진다. 

3.3 파라미터 훈련

훈련을 위해 다층 은닉층을 둔 DCGAN을 기반
으로 이루어진다[11]. 는 생성자가 생성
해낸 메타데이터를 판별자가 분류해낼 확률을 나
타내며,  가 1에 가까워지도록 학습된다. 
학습을 위한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min


max


                         (3)

     ∼  log     ∼
log     

G를 고정한 채 판별자 D를 학습한다. 학습이 반
복됨에 따라 원본과 생성자의 분포는 점점 비슷해
지다가 완벽히 학습이 된 후에는 일치하게 되며 
그 확률은 0.5로 수렴한다. 모델의 성취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loss function을 이용하며 분류기
가 실제 메타데이터를 구분케 한다.

Ⅳ. 결  론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은 기업과 고객이 양방향 소통을 위한 중요
한 도구로 진화했다. 그러나 웹페이지 제작자들의 
일반적이지 않은 키워드 선정은 결국 웹페이지의 
SEO 품질을 떨어뜨렸고, 이는 온라인 마케팅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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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동적 
메타데이터 생성 및 추천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
였다. 이는 온라인 마케팅 지표로서 확장될 수 있
으며, 기업측면에서 온라인 마케팅 성공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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