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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적인 검색엔진을 가진 포털 환경에서 정보검색 시 사용자가 원치 않는 수많은 검색결과가

동반되기도 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글을 검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놓치는 상

황도 일어난다. 이러한 검색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의 검색환경 개선

을 위한 맞춤형 검색결과 정렬, 검색어 추천, 게시글 추천의 추천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한다. 이

러한 추천 시스템은 워드 임베딩 모델과 추천 시스템 모델을 포함한다. 기존에 존재하던 워드 임베

딩 모델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비교 및 분석하고, 크롤링을 통해 모은 데이터로 성능을 24.98%P 개

선하였다. 추천 시스템 모델은 RMSE 비교를 통해 최적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해당 기술을 통해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검색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목표이다.

1. 서론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인터넷 검색은 현대 사회

에서 나이와 직업을 막론하고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터넷의 방대한 자료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골라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사용자는 원하지 않는

글을 접하거나,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 몰라 검색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정확한 검색어를 검색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원하는 글을 놓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 맞춤형 추

천 검색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는 NLP 기술과 추천

기술을 활용해서 검색결과를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재 정렬하고, 맞춤 검색어를 추천해주며, 맞춤 게시

글 또한 추천해주는 추천 검색시스템을 제안한다.

 현재 여러 포털사이트의 뉴스, 카페 글, 블로그 글

을 모아서 사용자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을

추천해주는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러한 추천 검색시스템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가 스스로 자신의 검색환경을 개선해나가는 것을 기

대해볼 수 있다.

2. 관련 연구

2.1. NLP

NLP(자연어 처리)는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분석, 추출하고 이해하는 일련의 기술 집합이다. 사

용자에게 검색어와 게시글을 추천해주기 위하여 검

색한 검색어와 게시글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워드 임베

딩 모델이 필요한데 이 모델은 설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4가지 설계 방식의 워드

임베딩 모델을 소개하고 비교해보며 콘텐츠 카테고

리화와 추천 시스템에 알맞은 모델을 확인했다.

Model Architecture

Baseline LSTM

Pororo1) zero-shot learning

FastText2) n-gram

KoBERT3) BERT

<표 2> 4가지 임베딩 모델

1) https://github.com/kakaobrain/pororo

2) https://github.com/facebookresearch/fast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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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신조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단어 사

전에 없는 단어도 임베딩 값을 찾을 수 있도록

zero-shot learning[1] 기반의 모델과 일반적으로 많

이 쓰이는 n-gram[2] 기반의 모델, 그리고 최근

NLP에서 가장 핫한 BERT[3] 모델의 성능을 비교

했다.

Zero-shot learning 기반의 모델은 Kakao brain에

서 제작한 Pororo 라이브러리의 zero-shot classi-

fication을 사용했고, n-gram 모델은 Facebook에서

제작한 FastText 라이브러리의 text classification을

활용했다. BERT모델은 한국어로 추가 학습한

SKTBrain의 KoBERT를 이용하고, Baseline모델로

LSTM기반의 가벼운 임베딩 모델을 설계했다. 이

임베딩 모델을 기반으로 콘텐츠 카테고리화를 구현

한다.

2.2. Ranking System

사용자가 선택한 선호 카테고리(C), 스크랩 이력

(Sc), 검색 이력(S), 좋아요 이력(H) 등을 바탕으로

미리 지정해둔 32개의 카테고리에 대해 사용자의 선

호 rating(R)을 식(1)의 형태로 계산한다.[5] 이후,

검색결과의 제목으로 콘텐츠 카테고리 분류 모델을

이용하여 각 카테고리에 대한 점수(P)와 검색결과의

카테고리와 사용자의 카테고리별 rating(R)을 통해

예상 선호 순위(Expected Ranking)가 높은 순으로

검색결과를 정렬하여 사용자 취향에 맞게 보여준다.

ER을 통해 검색결과 추천을 구현한다.

         ⦁⦁⦁  (1)
  × ⦁⦁⦁  (2)

2.3. Item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사용자에게 적절한 검색어와 게시글을 추천해줄

때,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하여 위하여 Item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4] 기법을 적용한다. 이 기법

은 사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를 바탕으로 사용

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방법

이다.

검색어와 게시글 추천은 카테고리와 사용자의 아이

템 선호도에 따른 Item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의 결과를 최대 평가 예측값으로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Collaborative Filtering의 과정

은 3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 평가치

3) https://github.com/SKTBrain/KoBERT

matrix를 <표 2>와 같이 구성한다.

Item

User
Item1 Item2 Item3

User A   

User B   

User C   

<표 2> User-Item Matrix

두 번째로, 사용자에 대한 아이템의 평가치를 아이

템의 차원으로 벡터화 시킨 후 식(3)을 거쳐서 유사

도에 따른 최 근접 이웃을 구성한다.

cos 


 ×

∙ ⦁⦁⦁  (3)
마지막으로 식(4)를 통해 최근접 이웃 간의 가중

평균 후 Top-N 기법으로 추천목록을 생성한다. 생

성된 추천목록은 검색어 추천과 게시글 추천구현을

위해 사용된다.

  


  






  



 


⦁⦁⦁  (4)

3. 구현

3.1. 구현 환경

학습을 시키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데이터 크롤링으

로 직접 수집하였으며, 32개의 카테고리에 대해 카

테고리별로 약 2000개의 데이터를 모아 약 65000개

의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학습은 train set, test set

으로 나누어 각각 61,800개, 3200개로 학습 및 평가

한다.

콘텐츠 카테고리화 모델은 워드 임베딩 모델에

fully connected layer를 추가하여 만든 모델이다. 워

드 임베딩 모델의 성능을 실험해보기 위해 콘텐츠

카테고리화 모델을 기준으로 성능을 측정했다. 워드

임베딩 모델로 사용한 모델은 총 4가지로 LSTM으

로 구성된 Baseline, Pororo, FastText, KoBERT 이

다. KoBERT는 pretrained 모델을 사용하였고 나머

지는 scratch로 진행했다. 모델별 word embedding

및 fully connected layer를 통하여 콘텐츠 카테고리

화의 정확도를 평가했다. 모델에 사용한 파라미터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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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분야 검색 결과 (Top-3)

공연/전시,

방송

1. 내 곁에 미술관 HAPPINESS 후

기 레드벨벳 슬기와 함께하는...

2. 내 곁에 미술관 SLEEP 후기 레

드벨벳 슬기 미술책 추천해요

3. 온앤오프-레드벨벳-로꼬... MZ세

대 겨냥한 DJ들의...

스타/

연예인

1. 연예인 평판 1위는 방탄소년단...

2위 임영웅 3위 블랙핑크

2. [단독] 레드벨벳 조이♥크러쉬,

핑크빛 열애... ‘고막커플...

3. 이무진의 ’신호등‘, 멜론 주간 국

내종합 1위... 아이유 8곡, 임영웅

곡, 방탄...

요리/

레시피,

상품리뷰

1. 대전 관저동 :: 윤달/컵케익(레드

벨벳, 딸기)

2. [광주 운암동] 레드벨벳 컵케이크

맛집 아담한 카페 버터플레이버

3. 큐브, 레드벨벳 크림 치즈 케이

크,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텔라...

방송,

음악

1. MBC 쇼! 음악중심 / 레드벨벳

컴백 무대

2. 레드벨벳 서머송으로 완전체 컴

백! 기다렸노라!

3. 레드벨벳 퀸덤 컴백 기념 스밍 무나

사진,

패션/미용

1. 레드벨벳 예리 인스타그램 여성

원피스 코디, 연예인 옷...

2. 레드벨벳 웬디 귀걸이 추천 에끌

라스튜디오로 여자 가을 코디에...

3. 레드벨벳 퀸덤 슬기 숄더백 가방

패션 @마지셔우드

<표 6> 관심사에 따른 검색어 ‘레드벨벳’의 검색결과

Parameter

batch size 128

drop out rate 0.3

epochs 30

bidirectional True

shuffle True

<표 3> 모델 파라미터

3.2. 성능 측정

3.2.1. 콘텐츠 카테고리화

콘텐츠 카테고리화 모델을 훈련한 결과는 (그림 1)

과 같다. Pororo 모델은 학습할 수 있는 함수를 라

이브러리에서 제공하지 않아서 학습에 포함하지 않

았다. 10 epoch당 정확도는 <표 4>와 같고, 모델별

속도 비교는 <표 5>에서 알 수 있다.

실험 결과 FastText가 0.715l의 정확도를 보이며

가장 높았고 속도 역시 비교 모델 중 가장 빨랐다.

따라서 FastText로 categorizing 및 유사단어 추출

을 진행했다.

(그림 1) 모델별 정확도

모델
Epoch에 따른 정확도(%)

10 epoch 20 epoch 30 epoch

Baseline 36.33 36.63 36.49

FastText 30.74 64.83 71.51

KoBERT 62.91 62.86 68.37

<표 4> 모델별 epoch에 따른 정확도 비교

모델 속도(초) 정확도(%)

Baseline 2.321 36.49

FastText 0.183 71.51

KoBERT 9.832 68.37

Pororo 1920.826 12.625

<표 5> 모델별 속도와 정확도

3.2.2. 검색결과 추천

검색결과 추천은 정확도를 측정할 방법이나 데이터

셋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용자별 관심 분야를 다르게

설정하고 검색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확인했

다. 실험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더라도 관심 분야에 따라 알맞은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3.2.3. 검색어, 게시글 추천

검색어 추천과 게시글 추천은 같은 추천 시스템을

사용했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Movie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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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을 이용하여 RMSE4) 값을 추출했다. Movie

Lens Data의 Movie ID를 ratings로 변환하고 사용

자와 아이템 기준으로 matrix를 만들어 User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6], Item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기법을 식(5)를 통해 평가했다. <표 7>에

서 Item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이 RMSE값이

더 낮은 것을 확인했고, 이를 사용한 추천 시스템을

개발했다.

RMSE  


n



i  

n

yi 
yi

 ⦁⦁⦁  (5)

Type RMSE

Item Based 0.81415

User Based 1.69484

<표 7> RMSE 평가 결과

User Idx Category Idx Rating

1 20 2

2 35 1

3 2 4

<표 8> 사용자별 선호 카테고리의 일부

Item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을 활용해 <표

8>과 같이 임의로 18명의 선호 카테고리를 설정하

여 이를 기반으로 희소 행렬을 추출하고 결측치를 0

으로 설정했다.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정렬된 행렬을

코사인 유사도 행렬로 분리하여 아래와 같이 타 카

테고리에 대한 예측값이 있는 행렬 <표 9>를 계산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항목의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ser

Idx
6 7 8 9 10 11 12 13

1 0 1.5 0 0 0 16. 1.5 1.8

2 1.0 0 0 1.6 0 0 0 0

3 0 0.5 0 0.6 0.6 0 0 0

<표 9> 사용자별 선호 카테고리 예측 일부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사용자가 검색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원하는 글

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검색환경 문제의 개선을 위

해서 검색결과 정렬, 검색어 추천, 게시글 추천 시스

템을 설계 및 개발했다. 이러한 추천 시스템은 워드

4) Root Mean Square Error: 평균 제곱근 오차

임베딩 모델과 사용자 추천 시스템 모델을 포함한

다.

본 논문에서는 FastText의 n-gram 모델과 크롤링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진행했고, 워드 임베딩 모델

은 FastText에서 제공해주던 pretrained 모델의 정

확도 46.53%보다 24.98%P 개선한 71.51%를 달성했

다. 추천 시스템 모델은 RMSE 값을 비교하여 User

Based Collaborative System보다 Item Based

Collaborative System이 본 논문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모델을 개선하고 직접 모델을

설계하고 제작해보면서 다양한 NLP 기술과 추천 시

스템 기술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개발한 모델을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

도록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했다. 사용자는 맞춤

형 서비스를 통해 검색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단

축할 수 있을 것이며 웹서핑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사용

자 데이터가 더 많아진다면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

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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