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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진화연산 기반의 웹문서 검색방법

요약

본 발명에 의한 진화연산 기반의 웹문서 검색방법은, 특정태그에 대한 중간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가중치를 산출하

는 최종가중치 산출단계와; 특정태그에 대한 최종가중치가 부여된 검색엔진으로 상기 웹문서에 대한 검색을 행하는 

검색단계와; 상기 검색단계에서 검색한 검색결과는 질의와 웹문서의 유사도에 따른 순서로 출력하는 출력단계;를 갖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웹문서들을 검색할 때 검색결과 중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웹문서들을 검색결과의

상위에 위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검색, 검색엔진, 웹문서, 웹페이지, 진화연산, 기계학습, 인공지능, 태그, 가중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가중치 산출방법에 있어서 교차과정의 개념도.



등록특허  10-0416156

- 2 -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가중치 산출방법에 있어서 돌연변이과정의 개념도.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가중치 산출방법에 있어서 세대에 따른 적합도 변화.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가중치 산출방법에 있어서 평균 정확도-재현율로 비교한 그래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웹문서들 검색하는 진화연산 기반의 웹문서 검색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웹문서를 구성하는 

태그에 포함된 단어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프로그램된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검색하므로써, 질의에 보다 유

사한 웹문서를 검색해 내는 효과가 있는 진화연산 기반의 웹문서 검색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이 탄생된 해인 1969년 이래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HTML문서를 기반으로 한 WWW(World Wide Web

)이 등장하면서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터넷은 웹페이지만 3억개가 넘는 규모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 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 주는 웹 정보 검색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교적 규모가 작았던 인터넷 

초기의 웹 검색 환경에 비해 그 크기가 커진 지금에 와서 검색효율을 높이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야후, 라이코스, 엠파스, 한미르, 심마니 등 다양한 검색엔진이 존재한다. 기존의 정보 검색은 대량의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회사 등의 환경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때 문서는 주로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의의 문서를 대상으로 한 검색의 단서로 주로 텍스트만이 고려되었다.

따라서 상기 검색엔진들은 웹문서에 포함된 단어를 검색할 뿐, 포함된 단어의 위치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으며, 상기 

검색엔진들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경우,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검색리스트의 앞쪽에 디스플레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 정보 검색의 특징은 작성되는 문서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거의 모든 웹문서는 HTML(Hype

rText Markup Language)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HTML은 웹 문서를 만드는 기본틀을 제공하며 이 틀은 문서상의 

태그 정보로 표시되어 웹 브라우저를 통해 번역된다. 문서 작성자는 이 점을 이용, 자신이 작성하는 웹 페이지에 자신

의 의도를 담는다. 이는 헤드문자, 볼드체, 이탤릭체 등으로 화면 또는 출력 문서상에 보여지게 된다. 따라서 태그를 

통해 일반 텍스트와 구별되어 있는 부분은 문서의 특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학습은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HTML의 특성을 이용해 검색 결과를 향상시키는 진화연산 기반의 웹문서 검색방법을 제공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웹문서들을 검색할 때 검색결과 중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웹문서들을 검색결과의 상위에 위치시키는 

진화연산 기반의 웹문서 검색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또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의한 진화연산 기반의 웹문서 검색 방법은,

웹문서에 대한 정보검색에서의 검색 방법에 있어서, 특정태그에 대한 중간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가중치를 산출하는

최종가중치 산출단계와; 특정태그에 대한 최종가중치가 부여된 검색엔진으로 상기 웹문서에 대한 검색을 행하는 검

색단계와; 상기 검색단계에서 검색한 검색결과는 질의와 웹문서의 유사도에 따른 순서로 출력하는 출력단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최종가중치 산출단계는, 적어도 하나이상의 태그와 상기 태그에 대한 임의의 중간가중치를 쌍으로 하는 염색체를 구

성하는 염색체 형성단계와; 상기 염색체를 다수개 축적하여 초기 해집단을 형성하는 초기 해집단 형성단계와; 상기 

초기 해집단의 각각의 염색체에 포함된 각각의 태그에 대한 중간가중치를 근거로 검색결과를 산출하는 검색결과 산

출단계와; 상기 염색체 중 질의와 웹문서의 유사도가 높은 염색체들을 추출하여 추출 해집단을 구성하는 추출단계와;

상기 추출단계에서 추출된 추출 해집단의 염색체 중 임의의 2개를 선택하여 각각의 태그에 대한 중간가중치를 평균

하여 새로운 염색체를 생성하여 추가하되 초기 해집단의 갯수와 같은 수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새로운 초기 해집단을

만드는 교차과정을 거친 후, 상기 산출단계와 추출단계를 반복하는 반복단계와; 상기 반복단계를 수회 반복한 후에 

상기 추출단계에서 추출된 염색체 중 하나이상의 염색체의 가중치를 평균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염

색체의 가중치를 최종 가중치로 선정하는 최종가중치 선정단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도 하며,

상기 초기 해집단 형성단계에서의 다수개는 100~2,000개이며; 상기 추출단계에서의 추출 해집단은 염색체 중 질의

와 웹문서의 유사도가 높은 상위 40~60%이며; 상기 반복단계는 5~100회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도 하며,

상기 염색체는, 다수개의 진(gene)으로 구성되며, 상기 진(gene)은 하나의 태그로 구성되며, 상기 태그는 실수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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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도 하며,

상기 반복단계는, 상기 추출 해집단 또는 새로운 초기 해집단에 포함되는 염색체 중 하나 또는 하나이상을 선택하여, 

상기 염색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태그에 대한 가중치 중 하나 또는 하나이상을 임의의 값으로 변환시키는 돌연변이과

정;을 추가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도 하며,

상기 특정태그는, <TITLE>, <Hx>(단, x=1~6), <B>, <I>, <A> 중 어느 하나 또는 하나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기도 

하며,

상기 가중치는, <TITLE>=0.2762~0.8406, <Hx>=2.0811~2.6039, <B>=0.4999 ~0.9121, <I>= 0.7064~1.3320, 

<A>=1.6328~1.8940 인 것을 특징으로 하기도 하며,

상기 유사도는,

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도 하며,

상기 유사도는,

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도 한다.

여기서, 

d i : i번째 문서, q j : j번째 질의,

α ik : i번째 문서의 k번째 텀에 대한 태그 가중치,

ω ik : 문서i에서 k번째 텀의 가중치,

tf ik : 문서i에서 k번째 텀의 빈도수,

N : 전체 문서의 수,

df k : k번째 텀을 포함한 문서의 수,

q jk : 질의 j에서 k번째 텀의 가중치.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 도면은 예시적인 목적일 뿐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사용된 검색엔진은 정보검색 컨퍼런스인 TREC(Text REtrieval Conference)을 위해 구축된 SCAIR(SCAI informat

ion retrieval engine)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리고 태그의 특성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진화연산을 사용하였다.

검색엔진인 SCAIR는 벡터공간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하나의 웹문서는 단어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한 단

어를 텀(term)이라고 하면, 각 웹문서는 텀들의 리스트 또는 텀 벡터로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웹문서의 집합

은 텀과 문서의 행렬이 된다. 질의 또한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므로 웹문서와 마찬가지로 텀들의 리스트가 된다.

웹문서를 구성하는 텀의 가중치는 다음의 수학식1에 의하여 산출된다.

수학식 1

여기서, ω ik : 문서i에서 k번째 텀의 가중치

tf ik : 문서i에서 k번째 텀의 빈도수

N : 전체 문서의 수

df k : k번째 텀을 포함한 문서의 수

또한, 질의를 구성하는 텀의 가중치는 다음의 수학식2에 의하여 산출된다.

수학식 2

여기서, q jk : 질의 j에서 k번째 텀의 가중치

N : 전체 문서의 수

df k : k번째 텀을 포함한 문서의 수

문서와 질의의 유사도를 결정하기 위해 변경된 코사인 측정방법을 사용하며, 다음의 수학식3에 의하여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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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

여기서, d i : i번째 문서

q j : j번째 질의

α ik : i번째 문서의 k번째 텀에 대한 태그 가중치

ω ik : 문서i에서 k번째 텀의 가중치

q jk : 질의 j에서 k번째 텀의 가중치

상기 코사인 측정방법은 내적의 합에 의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내적의 합에 의한 측정방법은 다음의 수학식4에

의해 제공된다.

수학식 4

여기서, d i : i번째 문서

q j : j번째 질의

α ik : i번째 문서의 k번째 텀에 대한 태그 가중치

ω ik : 문서i에서 k번째 텀의 가중치

q jk : 질의 j에서 k번째 텀의 가중치

질의와 문서에 대한 유사도를 계산한 후에는 이를 정렬하여 리스트의 형태로 출력한다.

한편, 검색대상인 문서는 HTML로 작성된 웹문서이므로 HTML 태그를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문서에

속해 있는 태그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는 과정과 태그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는 과정과 태그의 중요도에 따

른 가중치를 적용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한 문서에서 특정 태그에 속해 있는 텀들은 인덱스 과정 중 별도로 표시를 한

다. 텀에 대한 태그 가중치는 텀이 속해 있는 태그들의 가중치 곱으로 정해지며, 이는 유사도를 결정하는데 적용되어 

상수 α의 형태로 식 (3)에 적용된다.

웹문서에 포함된 태그의 가중치를 학습하기 위한 기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발명에서는 진화연산을 이

용한 학습방법을 적용하였다.

상기 진화연산을 이용한 학습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염색체(chromosome)는 다수개의 진(gene)으로 구성되며, 상기 진(gene)은 하나의 태그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염색체는 적어도 하나이상의 태그와, 각각의 태그에 대한 임의의 중간가중치 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가리킨

다.

각 염색체(chromosome)는 태그들로 구성되며 실수값을 가진 태그의 가중치 열로 표현된다. 초기 해집단은 임의로 

구성된 염색체들로 구성되어 평가된다.

이렇게 형성된 염색체를 100개 축적하여 초기 해집단을 형성하여 실험하였다.

다음 세대로 진화하기 위한 부모 염색체의 선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부모 염색체는 해집단 중 품질이 좋은 상

위 반절에 속하는 개체 중에서 임의로 선택되며 품질은 적합도 함수(fitness function)에 의해 결정하였다.

적합도 함수는 태그 가중치에 대한 검색 결과의 성능을 측정하는 함수이다.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TREC의 검

색결과 측정방법인 평균 정확도(average precision)값을 사용하였다. 정확도는 검색결과 문서 중 관련된 문서(relev

ant document)의 수의 비율이다.

선택된 부모 염색체는 도1과 같이 교차(crossover)를 통하여 자식 염색체를 생산하였다. 도1을 살펴보면, 교차는 염

색체의 각 위치에 대해 두 부모 염색체의 평균을 내어 자식 해의 해당 위치로 값을 배정하는 산술적 교차(arithmetica

l crossover)로 이루어 졌다. 교차를 통해 생성된 자식 해들은 해집단 중 적합도가 낮은 반절의 염색체와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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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기 염색체의 선택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돌연변이(mutation)연산을 행하였다(도2). 도2를 살

펴보면, 돌연변이연산은 해집단 중 임의의 염색체에서 임의의 위치의 값(임의의 태그에 대한 중간 가중치)을 바꿈으

로서 이루어 진다.

실험을 위해 TREC의 웹 트랙에서 사용하는 질의와 문서집합을 사용하였다. TREC에서 질의는 토픽(topic)이라고 하

며, 한 토픽은 제목(title), 서술(description), 상세설명(narrative)으로 구성된다. 서술은 제목에 대해 간단한 기술을 

한 부분이며, 상세설명은 서술보다는 더욱 자세하게 찾고자 하는 정보를 기술한 부분이다. 실험을 위해서 사용된 것은

토픽중 제목과 서술 부분이다.

실험은 401번에서 420번 토픽을 이용해 이루어 졌다. 학습을 위해서 401번에서 410번까지의 토픽을 사용했으며, 학

습된 태그가중치에 대한 검색을 위하여 411번에서 420번까지의 토픽을 사용하였다.

검색에 따른 결과는 문서의 관련도에 따라 한 토픽당 1,000개의 문서를 출력하며 평균 정확도에 의해 성능을 측정하

였다.

가중치를 학습하기 위한 태그 정보는 HTML의 태그 중 유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다섯개의 태그(<TITLE>, <H

x>, <B>, <I>, <A>)를 사용하였다. 태그는 각각 제목, 헤더문자, 볼드체, 이탤릭체, 링크지시어(Anchor)를 뜻한다. 문

서의 작성자는 웹문서를 작성할 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 또는 문서의 특성에 맞는 부분에 대해 일반 문자와는 다른 형

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목, 헤더문자, 볼드체, 이탤릭체를 주요한 태그정보로 보았으며, 다른 문

서와의 링크를 위해 사용되는 링크지시어를 태그정보로 추가하였다. 이는 문서와 문서를 링크할 때 관련이 있는 문서

와 연결을 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발명에서는 <TITLE>, <Hx>, <B>, <I>, <A>의 태그와 상기 태그에 대한 임의의 중간가중치를 쌍으로 하는 염색체

100개를 구성하여 초기 해집단을 형성하고(염색체 및 초기해집단 형성단계),

상기 초기 해집단의 각각의 염색체에 포함된 각각의 태그에 대한 중간가중치를 근거로 SCAIR 검색엔진을 가동하여 

검색결과를 산출하고(검색결과 산출단계),

상기 염색체 중 질의와 웹문서의 유사도가 높은 상위 50%를 추출하여 추출 해집단을 구성하고(추출단계),

상기 추출 해집단의 염색체 중 임의의 2개를 선택하여 각각의 태그에 대한 중간가중치를 평균하여 새로운 염색체를 

생성하여 추가하되 초기 해집단의 갯수인 100개가 될 때까지 반복하였으며, 상기 추출 해집단에 포함되는 염색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염색체를 구성하는 태그에 대한 가중치 중 하나를 임의의 값으로 치환하였다(교차 및 돌연변이

단계).

상기 검색결과 산출단계와 추출단계와 교차 및 돌연변이 단계를 20회 반복하였다.

20회를 반복하여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세대별 적합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도3과 같다.

도3을 살펴보면, 세대가 진행됨에 따라 해집합 전체의 평균 적합도 값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8세대까지는 적합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용한 진화연산의

산술교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술교차는 적합도가 높은 두 염색체의 평균값으로 자식해를 생산한다. 또한 교체

되는 염색체 수는 한 세대의 해집단의 1/2이다. 따라서 세대 초기의 해집단은 한 세대의 변화에도 적합도가 우수한 해

집단의 염색체에 급격하게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나, 세대가 어느정도 진행한 후에는 해집단의 다수가 이미 기존의 우

수한 염색체에 가깝게 수렴하였으므로 적합도 값의 증가가 둔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같이 진화연산을 통해 학습한 염색체 중 적합도가 높은 5개의 염색체의 가중치들을 평균한 최종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HTML tag Weights

Title Header Bold Italic Anch

or

0.5584±0.2822 2.3425±0.2614 0.7060±0.2061 1.0192±0.3128 1.7634±0

.1306

상기 5개의 염색체의 가중치들을 적용하여 SCAIR 검색엔진으로 검색한 결과, 관련문서는 252±2개로 일반검색에 

의한 관련문서의 수인 262개와 비슷하였다. 또한 검색한 결과와 일반검색에 의한 결과를 평균 정확도-재현율(Avera

ge Precision-Recall)로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도4이다. 여기서, 재현율(Recall)이란 전체 

관련 문서 중 검색결과에 포함된 문서의 수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도4를 살펴보면, 재현율이 0.2이하일 때는 태그 정보를 적용한 경우의 정확도가 더 높다가 그 이후에는 차이가 없음

을 보인다. 비슷한 관련 문서 검색수에 대해 재현율이 작을때 정확도가 더 높다는 것은 관련된 문서가 결과값의 상위

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검색된 관련 문서 수만을 고려할 때는 태그 가중치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으나, 검색된 문서에 대한 관련

문서의 분포는 태그 정보를 적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관련 문서들이 결과의 상위에 더 많이 나타나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태그 정보의 학습이 검색된 문서 중 관련 문서 수를 높이는 것 보다는 관련 문서 수를 상위에

위치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사용자가 검색엔진을 사용할 때의 체감 검색 효율은 관련된 문서가 

얼마나 먼저 보여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볼 때 태그에 대한 가중치의 활용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HTML의 특성을 이용해 검색 결과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웹문서들을 검색할 때 검

색결과 중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웹문서들을 검색결과의 상위에 위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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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이상의 태그와 상기 태그에 대한 임의의 중간가중치를 쌍으로 하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색체 형성단계

와;

상기 염색체를 다수개 축적하여 초기 해집단을 형성하는 초기 해집단 형성단계와;

상기 초기 해집단의 각각의 염색체에 포함된 각각의 태그에 대한 중간가중치를 근거로 검색결과를 산출하는 검색결

과 산출단계와;

상기 염색체 중 질의와 웹문서의 유사도가 높은 염색체들을 추출하여 추출 해집단을 구성하는 추출단계와;

상기 추출단계에서 추출된 추출 해집단의 염색체 중 임의의 2개를 선택하여 각각의 태그에 대한 중간가중치를 평균

하여 새로운 염색체를 생성하여 추가하되 초기 해집단의 갯수와 같은 수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새로운 초기 해집단을

만드는 교차과정을 거친 후, 상기 산출단계와 추출단계를 반복하는 반복단계와;

상기 반복단계를 수회 반복한 후에 상기 추출단계에서 추출된 염색체 중 하나이상의 염색체의 가중치를 평균하여 가

중치를 산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염색체의 가중치를 최종 가중치로 선정하는 최종가중치 선정단계와;

특정태그에 대한 최종가중치가 부여된 검색엔진으로 상기 웹문서에 대한 검색을 행하는 검색단계와;

상기 검색단계에서 검색한 검색결과는 질의와 웹문서의 유사도에 따른 순서로 출력하는 출력단계;를 포함하는 진화

연산 기반의 웹문서 검색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해집단 형성단계에서의 다수개는 100~2,000개이며;

상기 추출단계에서의 추출 해집단은 염색체 중 질의와 웹문서의 유사도가 높은 상위 40~60%이며;

상기 반복단계는 5~100회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화연산 기반의 웹문서 검색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염색체는,

다수개의 진(gene)으로 구성되며, 상기 진(gene)은 하나의 태그로 구성되며, 상기 태그는 실수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진화연산 기반의 웹문서 검색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반복단계는,

상기 추출 해집단 또는 새로운 초기 해집단에 포함되는 염색체 중 하나 또는 하나이상을 선택하여, 상기 염색체를 구

성하는 각각의 태그에 대한 가중치 중 하나 또는 하나이상을 임의의 값으로 변환시키는 돌연변이과정;을 추가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화연산 기반의 웹문서 검색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태그는,

<TITLE>, <Hx>(단, x=1~6), <B>, <I>, <A> 중 어느 하나 또는 하나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화연산 기반의 웹

문서 검색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치는,

<TITLE>=0.2762~0.8406, <Hx>=2.0811~2.6039, <B>=0.4999~0.9121, <I>= 0.7064~1.3320, <A>=1.6328~1.

894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화연산 기반의 웹문서 검색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도는,

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화연산 기반의 웹문서 검색방법.

여기서, 

d i : i번째 문서

q j : j번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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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ik : i번째 문서의 k번째 텀에 대한 태그 가중치

ω ik : 문서i에서 k번째 텀의 가중치

tf ik : 문서i에서 k번째 텀의 빈도수

N : 전체 문서의 수

df k : k번째 텀을 포함한 문서의 수

q jk : 질의 j에서 k번째 텀의 가중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도는,

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화연산 기반의 웹문서 검색방법.

여기서, 

d i : i번째 문서

q j : j번째 질의

α ik : i번째 문서의 k번째 텀에 대한 태그 가중치

ω ik : 문서i에서 k번째 텀의 가중치

tf ik : 문서i에서 k번째 텀의 빈도수

N : 전체 문서의 수

df k : k번째 텀을 포함한 문서의 수

q jk : 질의 j에서 k번째 텀의 가중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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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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