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인터넷상의 정보의 증가로 인해 사용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는 급

속하게 늘어난 수많은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유용한 정

보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그리므로.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여 웹으로부터 양질의 정보를 찾

아낸다면 사용자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웹을 포함한 인터넷에 존재하는 대규모의

전자 문서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고 그 텍스트

의 내용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분류 및 검색 기술의 개발이 필수

적이다 정보 분류 및 검색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들.

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사용자 관심도(user

를 반영하여 검색의 효율을 높이고 개인화된 검interest)

색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고찰되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웹.

문서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장에서는 강화 학습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장에서2 3

는 이 알고리즘이 웹 문서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장에서는 이를 실험을 통4

하여 일반적인 검색방법보다 효율이 큰 것을 제시하고

끝으로 향후 연구에 대하여 토론하겠다.

강화 학습 과정2.
기계학습을 크게 분류하면 명시적으로 학습 목표가 주어

지는 분류 예측 등과 같은 감독(classification), (prediction)

학습 과 명확하게 학습의 목표가 주(supervised learning)

어지지 않는 군집화 와 같은 무감독 학습(clustering)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강화(unsupervised learning) ,

학습은 그 중간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강화 학습의 특.

성은 주어진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 학습(Learning

지연되는 보상from interaction with environment),

그리고 시도와 오류 로(delayed reward), (trial and error)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학습 과정으로 표현하[2].

면 다음과 같다.

시각 에 학습자가 선택 가능한 행동 집합과 학습자t①

의 행동에 따른 가설공간의 가설이 주어진다.

행동 집합에서 이제까지 학습한 지식을 토대로 가장②

좋은 결과를 유도할 만한 행동을 선택한다.

특정 행동 선택에 따른 가설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③

가설공간을 탐색한다.

환경으로부터 행동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evaluative④

feedback).

학습한 지식과 평가간의 차이를 고려하며 시각이 증⑤

가한다.

대부분의 실제 응용은 동적인 환경과 각 학습 시스템과

의 상호 작용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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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인터넷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서치엔진들은 정보소스에 접근해서 이를 가져오는

웹 로봇 이라고 불리우는 에이전트를 이용한다 그런데 이런 웹 로봇들이 웹 문서를 검(webbot) .

색하는 방법은 극히 단순하다 물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정.

확도를 중시하지 않는 것에도 한 원인이 있다 범용 검색엔진과는 달리 검색하는 영역을 축소하.

여 특정 주제에 관련된 정보만을 더 정확히 찾아주는 검색엔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강화 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웹 상에 존재하는 정보 중에서 특정 주제의 웹 페이

지를 보다 더 정확히 찾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화 학습은 웹 상의 하이퍼링크를 따라가는 문제.

에 있어서 미래에 이로움을 주는 행동의 효용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이점을 보인다 강화 학습.

을 이용하여 제시된 방법을 통한 실험에서는 일반적인 방법보다 더 적은 링크를 따라가고도 더

정확한 결과를 보였다.



강화 학습은 그 특성상 이러한 응용에 적합하다 웹 상.

에 존재하는 웹 문서의 특성도 이러한 동적인 상태 즉,

문서가 있던 사이트가 없어지거나 관련 링크가 변경된

경우와 사용자의 정보욕구의 변화에 따른 사용자 프로파

일의 변화 등의 동적인 상황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웹 문서를 수집하고 여과하는데 강화학습을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강화학습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학습자가 주어진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할 때 상.

태 행동 보상 이라는 세 가지 기(state), (action), (reward)

본 틀을 이용한다 환경은 주로 상태로 표현되며 학습자.

는 적절한 정책에 따라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 때 환경. ,

은 학습자에게 행동에 대한 보상을 주게 된다 아래 그.

림은 강화 학습 에이전트가 시각에 행동t at를 취하면 행

동에 대한 보상 rt가 환경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리고 행.

동에 의해서 상태 st가 st+1로 변화된다 강화 학습에서의.

환경 모델은 마코프 속성을 만족하는 MDP(Markov

이다 마코프 속성이란 시각 의 환Decision Process) . t+1

경에서의 반응은 오직 시각 에서의 상태와 행동만에 의t

존하는 속성을 말한다[3].

보상 함수는 학습자의 행동에 대한 환경으로부터의 반응

으로 보통 스칼라 값으로 주어진다 강화 학습에(scalar) .

주어지는 보상은 감독 학습에서처럼 지시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가적인(instructive)

특성을 갖으며 아래 식으로 표현한다(evaluative) .

R t= r t+ 1+ γ r t+ 2+ γ
2r t+ 3+⋯ = ∑

∞

k= 0
γ kr t+ k + 1

위 식에서 γ 는 할인 상수 로 미래에 받(discount factor)

게 될 보상이 현재의 상태의 가치나 상태 행동의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를 조절한다 즉. γ 의 값이 에 가까울수1

록 시각 이후에 받게 될 보상을 할인하지 않고 반영하t

게 된다 가치함수는 현재 상태의 가치를 평가하여 다음.

상태의 가치를 추정하여 학습하는 규칙이다 일반적인.

가치함수는 아래식과 같이 표현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태.

에 대한 가치함수 아래 식 또는 상태 행동 쌍에 대한 가-

치함수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는 이후에 시간에 대t+1

한 기대값으로 표현된다.

V(s) = V(s) + α[ V(s') - V(s) ]

V π(s) = E π [ ∑
∞

k= 0
γ k r t+ k + 1∣ s t = s ]

Q π (s, a ) = E π [ ∑
∞

k= 0
γ k r t+ k + 1∣ s t = s, a t = a]

는 학습자의 행동 선택에 기준이 되는 정책을 말하며π

각 상태의 가치 또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했

을 때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무한히 반복하게 되면 결

국 최종 목적에 수렴하게 된다.

강화 학습을 이용한 웹 정보 검색 과정3.
위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강화 학습을 웹 정보를 검색하

는 문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러 치즈조각이. ,

놓여져 있는 미로를 찾아가는 쥐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

해가 된다 주어진 미로의 한 위치에서 쥐는 치즈를 찾.

기 위해서 다음 위치로 움직이는 행동을 하고 치즈가 있

는 위치를 찾아내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치즈를 먹을 수

가 있다 쥐가 우연히 치즈가 있는 위치로 한번에 가게.

되면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만 결국에는 여러 개의 치즈

를 최단 시간 안에 다 먹기 위해서는 미래의 보상을 고

려하면서 최적의 행동을 선택해야한다 이와 유사하게.

웹 상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웹 문서를 찾는 문제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한 웹 페이지가 주어져 있고 이 페이지.

에 여러 하이퍼링크가 있을 때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관,

심 있어 하는 문서를 찾기 위하여 관련 링크를 따라 가

면서 정보를 검색하게 된다 이때 각 웹 페이지들은 상.

태 로 정의하고 하이퍼링크를 따라가는 것을 행동(state) ,

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각 상태 에서 에이전트는(action) . s

그에 따른 보상값 를 받고 이 상태에서 하(reward) R(s)

이퍼링크를 따라가는 행동 을 취하면 이 행동이(action)

에이전트의 최종 목적 찾고자 하는 웹페이지 에 있어서( )

얼마나 유용한가를 가치함수 Q 를 통해서 평가 할(s,a)

수 있다 이 웹 탐색의 목적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 웹 페이지를 찾는 것이 된다 가치함수. Q 는 한(s,a)

웹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관심도 나타내는 하이퍼링크를

따라가는 행동에 대한 할인된 보상값의 합이(discounted)

된다 다시 말하면 웹 페이지를 나타나는 단어들과 하이. ,

퍼링크의 앵커 텍스트상의 단어들을 TFIDF 벡터 표현

으로 나타내어서 이를 사용자 프로파일상의 단어들과의

유사도를 조사하고 이를 보상값으로 정의하여 가치함수

Q 값을 구했다 즉 웹 페이지들을 전처리 과정을 통(s,a) .

하여 TFIDF 벡터로 표현하고 이 웹 페이지들의 하이퍼

링크에 나오는 단어들과 이 하이퍼링크를 따라갔을 때

나오는 페이지의 타이틀이나 헤더의 단어를 이용하여 보

상함수 을 구하고 이를 다음의 식을 통하여 값을R(s) Q

학습하였다.

p = ( w 1,p,w 2,p, ⋯ , w t,p ) 사용자 프로파일 벡터

d j = ( w 1, j,w 2, j, ⋯ , w t, j ) 문서나 링크에 대한 벡터

cos ( d j,p ) =
d j⋅p

|d j|⋅|p| =
∑
t

i= 1
w i, j⋅w i,p

∑
t

i= 1
(w i, j)

2⋅ ∑
t

i=1
(w i,p)

2

그림 1 학습자와 환경간의 상호작용:

Agent

EnvironmentEnvironment

state st reward rt action at
rt+1
st+1

Agent

EnvironmentEnvironment

state st reward rt action at
rt+1
st+1



Q (s t,a) = ∑
∞

k= 0
γ k R ( s t+ 1+ k )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에이전트가 웹 페이지의 하이퍼링

크를 따라갈 때 사용자의 관심도에 나타난 단어들의 Q

값이 가장 큰 하이퍼링크를 따라 가게 됨으로써 너비우

선 방식의 검색 보다 더 효율적인(breadth-first search)

검색을 할 수 있다.

실험 및 결과4.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학회 논문제출을 요청하는 홈페

이지 와 학회 안내 홈페이지(call-for-paper) (conference

를 대상으로 총 개의 문서를 수집하였고homepage) 100 ,

이에 관련된 하이퍼링크는 약 개를 만들었다 이 문500 .

서들의 내용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해외 학회에 대한 정

보와 논문 제출 안내를 담고 있다 수집된 웹 문서에 존.

재하는 하이퍼링크를 살펴보면 파일을 가지고 있는 곳을

연결해주는 하이퍼링크와 끊어진 링크와 시스템 관리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링크들이 존재하는데 정확한 실험

을 위해서 이를 제외하였다 실험조건상의 사용자 프로.

파일 색인어수는 개로 하였고 사용자 관심도의 변화10 ,

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에이전트 관련 학회를 검색의 목적으로 하였고 에.

이전트 관련 학회를 찾기 위해 따라간 하이퍼링크의 퍼

센트와 발견한 에이전트 관련 학회 문서의 퍼센트로 하

여 비교하였다.

그림 실험 결과3 2

그림 는 강화학습 과 너비우선 을 적용하여 비교2 RL( ) BF( )

하였는데 축은 문서를 찾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따라간x

하이퍼링크의 퍼센트 비율이고 축은 에이전트가 발견한y

문서에 대한 퍼센트를 나타낸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

듯이 강화학습을 이용한 이 너비우선 검색인 보다RL BF

거의 배에 가까운 성능 효율을 보이고 있다 최종적으3 .

로 많은 하이퍼링크를 따라가면 이나 가 원하는 문RL BF

서를 거의 다 찾아 주기는 한다 하지만 초기 분포 하이. (

퍼링크의 이내 에서는 강화학습을 이용한 검색이 적30% )

은 하이퍼링크를 가지고 더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

아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은 그림 의 초기 분포. 3 2

를 자세히 보이고 있다 다른 검색 조건에서도 이와 유.

사한 분포를 보인다.

결론5.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범용 검색엔진에서 사용하

고 있는 검색 알고리즘인 너비우선 방식의 검색보다 강

화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관심도에 따른 검

색방식이 더 좋은 성능향상을 보였다 이는 찾고자 하는.

영역을 줄이는 대신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검색을 필,

요로 하는 특정 주제어 관련 검색엔진에 있어서 크게 도

움을 줄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는 이번 논문.

에서 제시된 방법을 바탕으로 온라인 상의 하나의 시스

템에서 새로운 학회 관련 사이트가 새로 생겨났을 때 이

사이트에 대한 강화학습을 이용한 효율적인 검색을 통하

여 사용자에게 추천해 주고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관심

도를 학습하는데 중점을 두고 검색된 문서를 여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BK21-IT

일부 지원 되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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