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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정보검색시스템 분야에서 이용자 모형화는 시스템이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체계

적으로 수집하고,  갱신하여 검색의 효율을 높히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구축된 이용

자 모형은 시스템의 탐색전략 수립 및 결과 출력에 향을 미치고, 이용자의 피드

백을 토대로 모델을 갱신하거나 탐색전략을 수정하거나 다음 탐색에 대비하게 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모형화의 이론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 실제 시

스템들에서의 이용자 모형화 사례와 상업용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이

용자 모형화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하여 살펴 본 후 이를 토대로 지능형 정보시

스템에서 이용자 모형화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도출해 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모형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상이용자에 대한 사전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이용자 정보의 수집은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방법과  추론을 통해 수집

하는 두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한다.

3) 이용자 모형구축시 정보저장은 프레임구조가 적합하고, 이용자 정보의 속성에 따

라 포괄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용자 모형전형은 이용자 모형구축에 필수적이며, 전형모형은 이용자에 대한 사

전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다.

5) 이용자 모형구축기는 대화식 정보수집, 추론에 의한 정보수집, 블랙보드에 의한 

융통성 확보, 모형갱신 기능을 가져야 한다.

6) 이용자 모형구축기는 이용자의 피드백을 반 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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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purposes of user modeling in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ar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trieval system through acquisition, updating of user 

information using systematic methods. The constructed models have effects on 

buliding search stratigies and search results and update user models and search 

stratigies based on user feedback or prepare next searches.

   This study discusses theoretical aspects of user modeling, modeling cases of 

commecial systems and elements that need consideration when constructing user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1) Comprehensive and previous analysis of system users is required to bulid 

user model.

2) User information is collected from users directly and inference.

3) Frame structure is compatible to build user model.

4) Prototype user model is essential to bulid a user model and based on 

previous user analysis.

5) User model builder has interactive information collection, inference, flexibility, 

model updating functions.

6) User model builder has to reflect user's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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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용자 모형화이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의 수준을 높히기 위하여 프로그

램이 이용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고려이다.  이용자 모형화는 상호

작용에 대한 시스템의 외부적 행태의 조절과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시스템의 내부

운용 조정능력을 높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 모형화은 인공지능의 여러분야에서 

제기되어 다양한 접근기법이 제시되었다.1)

      정보검색분야에서 이용자 모형화는  스템이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

로 수집하고,  갱신하여 검색의 효율을 높히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구축된 이용자 

모형은 시스템의 탐색전략 수립 및 결과 출력에 향을 미치고, 이용자의 피드백을 

토대로 모델을 갱신하거나 탐색전략을 수정하거나 다음 탐색에 대비하게 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용자 모형화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실제 시스

템들에서의 이용자 모형화 사례와 상업용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

자 모형화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는지 살펴 본 후 이를 토대로 지능형 정보시스

템에서 이용자 모형화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1) Brajnik, G., Guida, G. and Tasso, C., "User modeling in intelligent information retriev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v.23, n.4(1987),  pp. 305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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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브룩스(H. M. Brooks)등은 탐색전 면담을 기록하여 인간 탐색중개자와 이용

자 사이의 의사교환을 연구하 는데,  탐색전 인터뷰의 대부분이 정보문제를 직접 

논의하기 보다는  이용자에 대한  상세사항을  이끌어내는 데 소비됨이 밝혀졌다.  

      이용자에 대한 상세사항에는 이용자의 주제배경, 관심연구, 연구부서, 지위,  

탐색주제에 대한 사전지식,  그 주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  문헌, 정보검색에 대한 

사전지식등이 포함된다. 이용자의 특성, 배경, 의사교환 유형, 경험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중개자의 질문이  이용자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이용자 진술의 신뢰성

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리치(E. Rich)는  인간과 기계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시스

템은 인간의 중요한 특성들을  고려해야 하는 데, 이러한 특성들을 모아 놓은 것을 

이용자 모형이라고 하 다.  이용자 모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한번에 개별사실들을  추론하는 방법과  동시에 여러가지를 추론하기 

위해 전형모형(stereotype)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3)  전형모형은 공통적

인 특징을 공유하는 이용자 집단에 대한 기술을 의미하며, 전형적인 이용자 모형 

구축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4)

      이용자에 대한 개별사실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 모형이 복잡하다면 정

해진 시간내에 모든 요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여러가지 사실을 동시에 추

론하기 위한 전형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생겨났다. 특정 유형의 인간은 그 유형이 

속하는 집단의 전형모형에 속하므로 그 전형모형을 파악하면 그 유형의 인간이 가

지는 여러 가지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

      이용자가 지능형 정보시스템과 자연어로 대화하는 데 이용자 모형 정보가 도

움을 줄 수 있다. 이용자가 자신의 문제와 정보요구를 서술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시스템이 이용자 모형에 포함된  이용자의 탐색목표, 배경, 지식의 상

태 등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잠재적인 관심분야를 추론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다니엘스(P. J. Daniels)는 이용자 모형에 저장할 정보를 프레임 형태로 표현

하 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5) 

2) Brooks, H. M., Daniels, P. J. and Belkin N. J. "Problem descriptions and user models; 

developing an intelligent interface for document retrieval system" In : Advances in 

intelligent retrieval: Informatics 8, London:Aslib, 1985.  pp. 191 - 214 (1985)

3) Rich, E., "Users are Individuals : Individualizing User Model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Machine Studies, V.18(1983), pp.199-214

4) 정 미, "우리말 정보자료를 처리하는 지능형 정보검색 시스템의 설계", 정보관리학회지. v.8, 

n.2(1991), pp. 1-13

5) Daniels, P. J., "The User Modeling Function of Intelligent Interface for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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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ER : 이용자의 지위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이용자를 분류할 수 있는 범주들

을 파악할 수 있다.

2) UGOAL: 이용자의 목표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이용자가 갖는 탐색목표의 범주

들을  파악할 수 있다.

3) KNOW : 특정분야에 대한 이용자의 지식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

4) IRS : 이용자와 정보검색시스템과의 친 도를 나타낼 수 있다.

5) BACK : 이용자의 배경을 결정할 수 있다.

      쳉(Tseng, G.)은 이용자 모형화의 기준은 이용자의 주제배경과 학문적 수준, 

직업경험을 포함하며 다음의 5가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하 다. 6)

1) 이용자가 현재의 탐색주제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2) 이전에 정보시스템을 참조한 적이 있는가

3) 있다면 무슨 문제에 대해서인가

4) 무슨 목적으로, 어떤 성공을 했는가

5) 시소러스나 분류표와 같은 관련 탐색도구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이용자 모형의 분류는 이용자 모형의 분석적 이해를 위해 필요하며,  시스템 

설계에 어떤 유형의 이용자 모형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 이용자 

모형의 분류에 관한 연구로는 카보넬(J. G. Carbonell)과 리치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카보넬은 이용자 모형을 경험적 수량모형과 분석적 인지모형으로 분류하

다.7)

1) 경험적 수량모형

   : 경험적인 데이타로부터 얻은  수량적인 관계로 정의되는 데,  경험적인 데이타

는 이용자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이

용자에 의해 수행된  초기의 조작과,  문제해결 후 이용자가 제시한  시스템 성

능평가 사이의  수량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모형은 단지 이용자의  표면적인 지

식만을 포함하며,  시스템에서 일어난  내부적인 추론결과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

한 개별 이용자들의 특징은 고려하지 않고, 전체 이용자 집단의 공통된 특징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개별적인 이용자의 정보를 표현한 별도의 지식베이스

를 포함하지 않는다.

2) 분석적 인지모형

   : 이용자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용자의 인지과정을 모형

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 모형은 이용자의 지식을 수량적 성격이 아닌 질적

Retrieval Systems", In: B. C. Brookes ed.,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North-Holland : Elservier Science Pub., 1986 : 162 - 176

6) Tseng, G. "Expert Systems and Online Information Retrieval", In : A. Morris ed., The 

Application of Expert Systems in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res, London: Bowker-Saur, 

1992. pp.167-193

7) Carbonell, J. G., The Role of User Modeling in Natural language Interface Design. 

Carnegie Mellon Univ., Computer Science Depaerment, V.29(1983) 재인용 : Brajnik, G., 

Guida, G. and Tasso, C., Op. Cit., PP.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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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식으로 처리하여 이용자의 인지행태, 즉 이용자의 문제, 탐색목표, 계획, 배경, 

선행지식 및 시스템 이용경험 등과 같은 정보를  모형화하려고 한다. 이 모형은 인

공지능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식베이스

를 가진다.

      리치는  이용자 모형의 분류에서  모형구축 대상, 모형정보의 수집방법, 수집

정보의 시간적 특성에 따라  3차원적인 이용자 모형을 제시하 다. 8)

1) 모형구축 대상에 따른 구분

   (1) 표준 이용자 모형

       : 이용자 집단의 요구를  하나로 추상화한 모형으로 카보넬의 경험적 수량

모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용자 집단이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표준 

이용자 모형이 유용하지만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용자 집단인 경우 이 모형을 적

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개별 이용자 모형

       : 카보넬의 분석적 인지모형과 유사하고, 각각의 이용자와 대응되는 모형으

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용자 집단에는 적합하지만 모형의 구축과 개발이 어렵다.

2) 모형정보의 수집방법에 따른 구분

   (1) 명시적 이용자 모형

       : 이용자가 시스템에 제공하는  자신의 요구 또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기

초로 하는 모형으로 시스템은 광범위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개별 이용자

가 직접 원하는 문헌들을 명시적으로 선택해서, 이를 개인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 모형은  이용자에게 많은 책임이 부과되며, 시스템을 

단지 한두번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2) 암시적 이용자 모형

       : 이 모형은 시스템이 이용자의 행동을 고찰하여 구축하는 모형으로, 이용자

의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일반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시스템에 대하여 익   

숙치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이 모형이 편리하나, 정보수집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개별 이용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의 필요성과,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용자가 항상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한 모형이다.

3) 정보의 시간적 특성에 따른 구분

   (1) 장기 이용자 모형

       : 이용자의 관심이나  전문지식,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지식수준, 시스템

에 대한 이용자의 친 도와 같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특징에 관한 

모형이다. 

   (2) 단기 이용자 모형

       현재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와 관련된 이용자의 특징에 관한 모형이다.

8) Rich, E.,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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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검색전문가 하부시스템은 자연어 대화 처리, 이용자 정보요구의 유도 및 

탐색식 정교화의 보조,  정보검색시스템에 대한 탐색전략의 구축과 탐색전략의 제

공기능을 가진다.  반면 이용자 모형 하부시스템은  특정 세션내에서 또는 여러 세

션에 걸쳐 이용자 모형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두 하부시스템간의 정보흐름은 내용, 형식, 방향에서 고정되어 있다. 두 하부

시스템은 공동의 DB, 이용자 모형을 공유하고,  두개의 의사교환 통로를 활용한다. 

이용자 모형화 하부시스템이 이용자 모형을 구축, 갱신하면  검색하부시스템은 오

직 읽기모드로만 접근할 수 있다.  시스템은 현재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

용자를 특정화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두개의 의사교환 체널은  현재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전송(검색하부시스템에서  이용자 모형화 하부시스템으로)채널과  이용자  

모형화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제기한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요구채널(이용자 모형화 

시스템에서 검색하부 시스템으로)이다.

  나. 이용자 모형 하부시스템

      모형화시스템의 기본임무는 이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대화로부터 이용자 모형

에 관계된 정보를 추출하고, 이용자 모형을 구축, 갱신하는 것이다.  이 하부시스템

은 두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1) 내역 관리기의 기능

   (1) 장기 데이타베이스에 각 탐색 세션의 요약을 기록

   (2) 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제시한 질문(전공, 특정 주제분야의 경험)에 대한 응답

을 입력데이타로 사용한다.

   (3) 탐색세션 내역은이용자 이름, 세션 데이타로 구성된 과거 세션데이타로 통계

처리를 위한 원데이타로도 사용된다.

   (4) 각각의 이용자의가장 공통적인  특성(예: 이용자의 선호도, 의사교환태도)을  

추출하기 위하여 저장된 내역의 통계처리를 통하여 이용자 모형을 구축하거나,     

정교화하기 위하여 모형 구축기가 탐색세션 내역을 활용한다.

2) 모형 구축기의 기능

   (1) 현재 이용자의 모형을 구축하거나 갱신한다.

   (2) 이용자 모형은  대화를 적절히 조정하는 이해 및 대화모듈과 추론 모듈에 

의해 계속적으로 활용된다.

   (3) 모형구축기와 연결된 데이타베이스

       가) 탐색 세션 내역 데이타베이스

       나) 이용자 전형 베이스(stereotypes base)

   - 이용자의  일반적인 성격과 전형적인 특성에 따른 여러가지 종류의 

이용자를 기술하는 표준적인 이용자 모형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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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베이스는 새로운 이용자가 시스템에 연결할 때마다 전형베이스에 

접근한다. 이때에 전형베이스는 현재의 이용자에 대한 최초의 임시적이고, 부분적인 

모형을 제공한다.

       다) 이용자 모형 베이스

   - 시스템이 알고 있는 각 이용자의 모형을 저장한다.

   - 이용자 모형베이스는  탐색세션의 처음에 접근되고, 현재 이용자에 대

하여 이제까지 구축된 이용자 모형을 제공한다.

   - 탐색종료시에는 더욱 정교화된 이용자 모형이 모형베이스에 저장된다.

   (4) 모형구축기는 모형화과정에 대한 지식을 생성규칙으로 구축한 모형 지식베

이스의 도움을 받는다.

  다. 이용자 모형의 조직과 활용

      이용자모형은 이용자 식별이름, 이용자 프로화일, 이용자 지식, 모형 내역을 

프레임 구조로 담고 있다. 이용자 프로화일에는 정보검색시스템의 개인 이용자의 

구체적인 특성,  태도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 이용자의 교육수준, 직업, 정보검색 

교육경험, 의사교환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  일반적인 탐색요구사항 등을 기록한다.  

이용자지식은 이용자 프로화일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구축되는 이용자 지식으로 이

용자의 주제 역, 해당 데이타베이스, 정보검색 호스트, 검색행태에 대한 지식을 수

록한다.

      이용자 모형은  시스템 내의 추론모듈과 이해 및 대화모듈을 통해  활용되는 

데 그 사용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와 시스템간의 대화의 조정

   : 이용자 모형내의 정보검색 교육지식과 검색행태는 각 개인 이용자에 대하여 

시스템이 생성하는 대화의 수준과 내용을 이용자의 수준에 맞추어 내는 데 유용하

다.

2) 이용자의 대화와 시스템이 제시한 질문에 대한 응답 해석

   : 의사교환 슬럿에 있는 지식은 이용자의 대화를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3) 이용자 모형에서 추출한 내정값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내재된 표현을 완성한

다.

   : "일반적인 탐색요구사항" 슬럿은  구체적인 값이 누락된 경우에 내정값을 제공

한다.

  라. 이용자 모형의 구축

      모형구축기가  이용자 모형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생산

하는데 사용하는 기법은 두가지가 있다.

1) 정보수집시 정보조직화가 이루어 지는 정보유도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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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번에 하나의 단일정보만 수집

       : 현재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특정 사실을 나타내는 정보

이면서, 모형슬럿 하나의 내용과 상응하는 정보만 수집한다.

   (2) 한번에 일련의 정보항목 집단을 수집

       : 모형 슬럿 여러개의 내용과 상호관련되고,  상응하는 현재 이용자에 대한 

사실을 수집한다.

2) 정보를 실제로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수집절차

   정보수집의 절차에는 조사관찰과 관찰된 사실로부터의 추론 두가지가 있다.

   (1) 조사관찰

       : 이용자와 시스템간의 자유대화에 대한 조사와  시스템이 부과한 질문에 

대한 이용자의 응답을 분석한다.  즉 이용자 모형구축에 필요한  정보는 자유대화

와 이용자의 응답속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그것을 찾아내어 관련 슬럿에 삽입시

킨다.

   (2) 관찰된 사실로부터의 추론

       : 이용자 모형에 직접 삽입하기에 부적절한 사실이면서, 유용한 정보를 유도

할 수 있는 원시 데이타와 같은 사실을 관찰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모형에  

삽입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항목에서 관찰한 사실의 추론을 통하여 정보를 획    

득한다.

  마. 이용자 모형 전형의 구조와 내용

      모형전형은  이용자모형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의 이용자 전형은 

한 종류의 이용자 집단에 대한 기술이며,  그 이용자 집단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구체화한다.  이용자 전형의 구조는 프레임구조로 슬럿내에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담고 있고, 절차들이 슬럿에 부착된다.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이용자 전형은 

이용자 모형과 같은 구조이며, 단지 모형내역 부분만 빠진다.

      모형전형의 각 슬럿의 성격은 다음의 3가지 종류중 하나이다.

1) 식별슬럿 

   : 한 이용자가 한 모형전형에 속하기 위해서는  획득된 특정 슬럿값이 주어진 

술어부를 만족해야 한다.

2) 내정슬럿 

   : 그 모형전형에 속하는 모든 이용자가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을 수록한다.

3) 일반슬럿 

   : 이용자 집단을  특징짓지 않는 정보를  수록하는 슬럿으로 값에 제한이 없다.

      모형전형 슬럿에는 다음의 절차적 지식이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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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방법 

   : 앞에서 설명한 수집기법을 이용하여 관련 이용자 정보 수집하는 절차

2) 검증방법 

   : 이용자 모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미적 제한요소를 가지

고 수집된 정보를 체크

3) 식별방법 

   : 식별슬럿과 관계가 있으며,  필요한 조건이 현재 이용자와 부합하도록 보장하

는 관련 술어부를 평가하는 식별방법

      각각의 모형전형마다에는 하나의 활성화 방법이 부착되는 데,  술어형식으로 

되어 있다.  만약 이용자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전형모형들 중 그 모형에 속할 가

능성이 있다.

  바. 모형 구축기의 기본적인 작동

      모형구축기는  IR-NLI II에 접근하는  이용자에 대한  식별에서 부터 시작한

다. 이 예비단계를 거친 후 에 모형구축기는  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모형

베이스를 찾는다.  새로운 이용자인 경우는 모형이 없으므로, 모형구축이 시작된다.

이 모형구축기의 운용은 5단계로 진행된다.

1) 예비단계 

   : 이용자에 대한 기본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시스템이 유도하는 대화를 통해 수

행한다. 수집된 기본정보는 이용자의 교육 및 직업배경 정보이다.

2) 전형 활성화 

   : 예비단계에서 수집된 이용자정보를 가지고  전형베이스내에 있는 가용한 전형

들의 활성화 방법을 테스트한다. 여기에서 활성화된 전형들은 이용자 모형 구축을 

위한 후보모형이 된다.

3) 전형식별 

   : 활성화된 전형들 중에서 모형구축의 핵심으로 사용될 전형을 식별한다. 모형 

구축기는 조건에 부합하는 전형들중에서 현재 이용자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한

다.

4) 모형정교화 

   : 이 단계는 단일탐색세션 동안 현재 이용자 모형을확장, 조정, 정교화한다.  모

형정교화는 전형식별단계에서 선택된 전형에 대하여 정보수집과 검증을 반복한다. 

현재 세션이 종료되면 모형정교화도 끝난다.

5) 작동종료 : 탐색세션 종료시 현재 이용자의 개인 모형이 이용자식별이름, 모형내

역 슬럿을 가지고 완성되어  이용자 모형베이스에 저장된다. 이 때 모형구축기와 

병행하여 작동하던 내역관리기는  탐색세션 요약을 세션 내역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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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현재 이용자를 시스템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4단계를 거친

다.

1) 모형검색 

   : 모형베이스에서 현재 이용자의 모형을 검색한다.

2) 내역정보처리 

   : 해당 모형내의 일부 슬럿에 있는 전형적인 값을 도출하거나 정교화하기 위하

여 과거 탐색세션 내역을 통계 처리한다.  이용자의 특징적인 패턴을 찾아내기 위

한 처리이며,  이 결과 모형은 갱신된 이용자모형으로서 현재의 탐색세션을 통해 

사용되고, 정교화된다.

3) 모형정교화 

   : 새로운 이용자의 모형정교화와 동일하다.

4) 작동종료 

   : 새로운 이용자의 작동종료와 동일하다.

2. PLEXUS 시스템 10)

      PLEXUS는 먼저 이용자에게 시스템의 개요를 설명하고,  일련의 질문을 제

시함으로써 이용자 모형을 형성한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이용자와 사서간에 일어

나는 실제 참고서비스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용자 모형은 시스템이 제시하는 

질문에 대한 이용자의 응답으로 부터 만들어진다.  이용자 모형 생성은 GETUM이 

수행하고, 수집된 정보는 임시화일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 다른 모듈에 의해 접근이 

가능하다.

      PLEXUS가 이용자 모형을 형성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질문은 6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PLEXUS에 대한 지식의 범위

   "Have you used PLEXUS before?

    Please answer "YES or NO."

   : PLEXUS II에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 시스템 메시지의 상세함의 정도, 범위, 

이용자에게 필요한 설명의 수준(도움기능)을 결정한다.

2) 질문의 주제와 이용자의 직업간의 관계

   "Is gardening your job?

    Please answer YES or NO."

10) Vickery, A., Brooks, H. M. "PLEXUS - the expert system for referr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v.23, n.2(1987), pp. 99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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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질문을 통하여 시스템은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가지는 가치, 주제에 대

한 이용자 지식의 범위, 이용자의 지식배경등을 추론한다. 또한 이용자의 서술에 대

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3) 이용자의 원예에 대한 실제 경험의 정도

   "How long have you been gardening? "

    (1) I have just started gardening. : 초보자

    (2) I have been gardening for a few years. : 보통수준

    (3) I have been gardening for many years. : 전문가

   : 이 질문을 통하여 원예에 관하여 지식은 많으나 실제 경험은 없는 상황도 고

려할 수 있다. 이용자가 선택한 원예경험 범주에 따라 적절한 전형모형이 활성화된

다. 예를 들어 아마추어나 초보자를 위한 원예편람은 전문가에게는 추천되지 않는

다.

4) 이용자가 주제문제에 대하여 익숙한 정보원

   "If you had a gardening problem before,

    (1) 친구나 친지에게 묻는다.

    (2) 화원이나 종묘원에 묻는다.

    (3) 지역 도서관에 묻는다.

    (4) 원예학회나 원예연구원에 묻는다.

    (5) TV나 라디오 상담 전문가에게 또는 잡지나 신문에 서면질문으로 묻는다.

    (6) 도서나 백과사전의 정보를 찾아 본다.

    (7) 원예 문제를 겪어보지 못했다.

    (8) 해당사항 없다.

   : 이 질문을 통하여 데이타베이스에서 검색된 참고자료 유형 각각에 대하여 얼

마나 많은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 질문은 또한 이용자가 

문제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대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5) PLEXUS 이용전 다른 정보탐구 행위의 유무

   "당신이 직면한 원예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묻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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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질문은 PLEXUS가 적절한 자료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PLEXUS가 마지막 방안이라면 철저한 탐색

을 수행해야 하고, 만약 아무것도 찾을 수 없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6) 이용자의 거주지

   "Where do you live?"

   : 이용자의 지리적 위치는 매우 유용하다. 이용자가 사는 곳을 시스템이 알면 이

용자와 가까이 있는  연구소나, 종묘원, 국립공원, 그 지역에만 번창하는 식물등을 

조언할 수 있다.  이 질문은 참고정보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특성때문에 나타나는 

모형 특성이다.

3. CODER 시스템 11)

      CODER 시스템은  복합문헌을 처리하기 위해 블랙보드 개념과 다양한 지식

베이스를 MU-Prolog를 이용하여 구축한 지능형 검색시스템이다. 블랙보드 개념은 

시스템에 융통성을 주고, 구성요소들의 통합을 쉽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으로 

검색을 위한 블랙보드와 문헌 분석작업을 위한 블랙보드로 나누어 진다.

      블랙보드는 블랙보드 역과 전략가 역으로 나누어 진다.  블랙보드 역

에는 각각의 주요 정보 클래스를 위한 주제 역과 두개의 우선 역을 가지고 있다. 

특정 주제 역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지만 우선 역에는 접근제한이 없다. 전략가 

역은 포스팅 관리, 질문처리 우선순위와 전문가 파악, 가설사이의 의존사슬 유지,  

현재 처리단계에 필요한 전문가와 우선순위 선정, 실제적인 구동과 전문가의 통제

등을 수행한다.

      CODER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CODER에서 이용자모형구축기는  

블랙보드상의 사건을 기초로 이용자모형 베이스를 갱신한다.   그림 3은 CODER에

서 이용자 상호작용과 정보수집 부분에서의 기능들을 나타낸다.

      Part A는 2단계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 및 기능들의 조직을 보

여준다.  Part A.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이용자가 원하는 도움의 종류, 이용자가 제

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질의의 종류, 이용자가 검색하기를 

원하는 정보의 종류, 이용자가 원하는 출력의 종류이다. 시스템과 시스템 운용에 대

한 이용자의 느낌을 측정하기 위하여 A.2.C와 같은 평가질문을 한다. 이러한 피드

백으로 시스템전반의 성능향상은 물론 개별이용자 요구를 더욱 충족시킬 수 있다.

11) Fox, E. A., "Development of the CODER system : A testbe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ethods in informaton retrieval",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23, n.4(1987), 

pp.3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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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3R 시스템 12)

       I3R은  질의어 형성,  주제 역 지식획득,  설명,  브라우징,  검색, 평가등

을 제공하는 지능형 검색시스템의 하나로서, 통계적 기법과 주제 역지식에 기반한 

추론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중개전문가 기능을  수행한다.  I3R의 구성요소로는 시

스템 전문가 모듈, 인터페이스 관리기, 스케쥴러, 블랙보드와 지식베이스가 있으며 

그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시스템 전문가모듈에는 이용자 모형구축기, 정보요구 모

형구축기, 역지식 전문가모듈,  탐색통제기, 브라우징 전문가 모듈, 설명기들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I3R의 구조

      Blackboard

       이용자 모형 구축기는  특정 전형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

여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전형 모형들은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세션

의 목적, 기타 정보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전형의 식별은 높은 재현율과 같

이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이용자 모형구축기의 다른 중요한 

기능으로는 이용자의 관심 역에 대한 지식의 획득이다.  이 역지식은 정보요구모

형을 정교화하는 데 사용된다.

       블랙보드는 시스템전문가, 스케쥴러, 인터페이스 관리기에 의해 수정되는 6

개의 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용자 모형 역이 있다. 이 역에는 전형모형

과 주제 역지식이 들어 있다.  지식베이스에는 문헌 지식베이스, 색인 지식베이스, 

개념지식베이스, 이용자 지식베이스가 있는데  이용자 지식베이스에는  전형모형, 

12) Croft, W. B. and Thompson R. H., "I%R03%R : A new approach to the design of    

document retrieval systems", JASIS, v.38, n.6(1987) pp.38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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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내역, 이용자의 탐색개념이 저장되어 있다.

       I3R의 이용자 모형 구축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 진다.

1) 인터페이스 관리기가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스케쥴러에는 "이용자 특성파

악" 단계로 확인된다.

2) 이용자에 대한 정형틀이 없으면  이용자 모형구축기와 정보요구 모형구축기가 

가동한다.

3) 이용자 모형이 존재하면  그 모형이 블랙보드상에 놓여진다.  이용자 모형구축기

는 이용자에게  검색과정의 특정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관리기에 메시

지를 보낸다.

4) 인터페이스 관리기는 화면에 정형틀 메뉴를 띄운다.  이용자가 재현율에 관심을 

보이면 이 정보는 블랙보드상에 남는다.

5) 이용자 모형규칙이 스케줄러에 의해 가동된다. 이 규칙은 높은 재현율 정형틀을 

포함시켜 이용자 모형을 갱신한다.

5 Patent Information Assistant 13) 

      텍사스대학의 McKinney 공학도서관에서 개발한 "The Patent Information 

Assistant"는 DIALOG에 있는 특허화일과 미국 특허청의 데이타베이스인 CASSIS

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도서관 직원중 탐색전문가가 지식베이스내의 주제

역지식과 검색지식 구축에 기여하 다.

      고도로 구조화되고 폐쇠된 메뉴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특허관련  처리 경험, 특허탐색 경험, 적절한 색인구조에 대한 경

험뿐만 아니라 그들의 탐색목표와 탐색주제를 구체화시킨다. 이용자는 시스템 보조

모드와 비보조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보조모드의 경우 시스템 자신이 데이

타베이스 선택, 접속, 탐색수행, 결과출력을 수행한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의 기술과 지식수준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특허탐색문제의 

일반적인 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일련의 메뉴 화면을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의 

화면출력 기능은 첫번째 화면에서 부터 시작한다.(그림 5) 첫번째 화면의 기능은 다

음과 같은 이용자의 행위들을 돕는 데 있다.

1) 특허가능성에 대한 최초의 탐색수행

2) 특허처리 과정에 대한 이용자의 지식수준 평가

3) 이용자의 탐색목표의 식별

4) 탐색문제의 특성의 결정

5) 검색의 수행

13) Arids, S. B., "Online patent searching: guided by an expert system", Online v.14, 

n.2(1990), pp.56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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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색문헌 수에 있어서  연구직은 특정 주제분야와 관련된 가능한한 많은 수의 

문헌을 요구하고, 행정직과 기능직은 두세개의 문헌만을 요구한다.

4) 현제 이용자가 탐색하는  문헌의 주제는 연구직은 현재의 연구프로젝트 주제분

야와 전공분야이고, 행정직과 기능직은 전공분야와의 관련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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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상업용 D.B. 이용 연구원들의 이용자 모형화 요소

      이 장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실제로 연구원들이 상업용 D.B.를 검색할 

때 나타내는 이용자 모형화 요소를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를 기술

하고자 한다.

1) 특허출원을 원하는 연구원

   : 가장 망라적인 탐색을 원한다.  이는 이미 연구를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연구나 특허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는 단계이므로  연구원들은 포괄적인 탐색을 원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 모형화시 높은 재현율을 반 시켜야 한다.

     최근에 연구원들의 특허출원이나 특허획득이 연구평가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변수가 됨으로 해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점점 심화될 것이다.

2) 참여과제와 연구원의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 연구원 풀(Pool)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연구에 참

여 하는 연구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이들의 정보요구는 전공분야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들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이들은  과제계획서 상에 나오는 연구개요나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정보를 요

구하는 행태를 보이며, 주제분야의 특정성이 높은 정보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3) D.B. 이용경험에 따른 차이

   : D.B. 이용경험이 많은 연구원은  D.B. 검색시 본인 스스로 상당히 정제된 정보

요구를 가지고 검색에 임한다.  본인 스스로 탐색희망 D.B.를 지적하고, 필요에 따

라 포괄적 탐색이나 주제특정성이 강한 탐색을 원한다.

    이에 비하여  D.B. 이용경험이 적은 연구원은 정보요구의 명확성도 떨어지고, 

애매한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특정성이 높은 정보요구를 하기도 한

다.

   이 경우에는 여러개의 관련 주제분야 D.B.를 동시에 오픈하여 검색한다.

4) 예비탐색 후 본탐색을 원하는 연구원

   :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예비탐색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분석한 후 

유용하다고 판단될 때 본탐색을 원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이는 연구원의 개인적인 

성격이 신중하기 때문이며, 이런 경우 예비탐색은 연도제한과 서명, 디스크립터와 

같은 필드제한 검색이 이루어진다.

5) 가용 탐색비용에 따른 차이

   : 사용할 수 있는  검색비용이 풍부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포괄적으로 

탐색하기를 원하며 탐색 D.B.의 수도  제한하지 않는다.  비용에 제한을 받는 연구

원은 자신의 정보요구를 표현할 때 건수제한, 주제특정화, 필드 제한등의 제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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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한다.

6) 학위와 연구경력

   : 학위와 연구경력은정보요구 행태와 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실

제 검색시에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로서 학위나 연구경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수

집정보로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학위의 소지여부를 묻는 행위가 이용자에게 실례가 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는 심리적인 요인과  연구원의 학위소지 여부나 연구경력보다는 D.B. 

이용 경험이나 주제분야 지식이 이용자 정보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위에서 나타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상업용 D.B 이용자의 이용자 모형화시 

고려해야 할 특징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특허탐색 이용자의 탐색목표

2) 참여과제와 전공분야의 동일성 여부

3) 예비탐색과 본탐색의 구분 여부

4) 탐색비용의 풍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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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용자 모형화시 고려해야 할 요소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지능형 시스템들이 이용자 모형을 구축

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 다.  각각의 시스템이 이용자 모형을 

구축하는데 그 운용방식은 다를 지라도, 이용자 모형구축에 고려해야 할 공통적인 

요소나 특징적인 요소들이 나타났다.

      IR-LNI II의 경우 모형구축기의 단점으로  모형구축기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가용해야 한다는 점과 모형구축기가 내린 모

든 결정이 단정적임 즉 백트래킹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면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

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5)

1) 대안이 있는 데 그중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모형구축기가 적절한 탐색전략에 

따라 모든 대안을 시험해 본다.

2) 이용자 모형의 각 슬럿에 신뢰도 값을 부여한다.  이 값은 시스템 운용중에 동적

으로 갱신되고, 각각의 이용자 모형 대안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 값을 계산

하는 데 사용한다.

      이러한 개선안까지를 포함해서  이용자 모형화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요

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에 대한 사전분석

   : 시스템의 현재 이용자나 잠재적 이용자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하여 이용자 집

단의 공통적인 특성이나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이용자 모형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시스템의 이용자 모형을  표준이용자 모형과 개별이용자 모형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또는 표준 이용자 모형을 전형모형으로 한 개별이용자 모형으로 할 것인지

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검색대상 정보원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 모형에서 획득하는 정보가 달라

져야 한다.  특히 특허나 참고정보원을 검색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다

른 분야에 비하여 독특하고,  시스템의 성능에도 향을 미친다. 또한 상업용 D.B.

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패턴도 분석하여 이용자 모형요소에 반 해야 한다.

2) 이용자 모형 구축

   (1) 이용자 모형 정보획득

       : 이용자 모형화에 필요한 정보는 이용자로 부터 정보를 직접 획득하는 방

법과  이용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시스템이  추론하여 획득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를 시스템상에 반 하여야 한다.

   (2) 이용자 모형의 구조

       : 프레임구조로 하고 각각의 슬럿에  획득정보를 넣는 방법이 유용하다. 각 

슬럿의 신뢰도 값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모형대안 전체의 신 

15) Brajnik, G., Guida, G. and Tasso, C.,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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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를 측정할 수 있다.

   (3) 이용자 정보의 속성

       : 수집하는 이용자 정보의 속성 즉 정보의 공통성과 개별성, 명시성과 암시

성, 장기성과 단기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정보요소를 추출해야 한다.

3) 이용자 전형모형

   (1) 이용자 모형화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용자 모형의 전형들을 시스템내에 미리 

구축해야 한다.

   (2) 이용자 모형의 전형은 표준 이용자 모형을 조사하여 구축한다.

   (3) 전형모형을 시스템이 선택하고, 모형 활성화 규칙에 의하여 전형모형을 이용

자 모형으로 변환한다.

4) 이용자 모형 구축기의 운용

   (1) 이용자 인터페이스

       : 시스템이 제시하는 질문에 이용자가 답을 하는 대화식 정보수집과 추론에 

의 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야 한다.  질문이나 설명이  이용자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이용자 모형과 탐색전략

       : 이용자 모형에 저장된 데이타 유형에 따라  탐색전략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용자 모형/탐색전략의 상응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모형 대안이 있는 경우는 대안  

모두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3) 블랙보드의 활용

       : 이용자 모형구축시  시스템의 융통성을 높히기 위하여 블랙보드 개념을 

도입하여 이용자 모형을 블랙보드 상에 로드시키고 이용자 모형구축기가 정보를 획

득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4) 이용자 모형의 갱신

       : 저장된 세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 모형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5) 이용자의 피드백 반

       : 검색결과에 대한  이용자의 피드백을 이용자 모형에 반 시키는 기능을 

모형구축기가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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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검색시스템에서 이용자 모형 구축시  고려해야 할 요

소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이용자 모형을 구축하여 사용중인 중요 시스

템들과 상업용 데이타베이스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 모형화시고려해야 할 몇가지 요소들을 도출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모형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상이용자에 대한 사전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이용자 정보의 수집은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방법과  추론을 통해 수집

하는 두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한다.

3) 이용자 모형구축시 정보저장은 프레임구조가 적합하고, 이용자 정보의 속성에 따

라 포괄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용자 모형전형은 이용자 모형구축에 필수적이며, 전형모형은 이용자에 대한 사

전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다.

5) 이용자 모형구축기는 대화식 정보수집, 추론에 의한 정보수집, 블랙보드에 의한 

융통성 확보, 모형갱신 기능을 가져야 한다.

6) 이용자 모형구축기는 이용자의 피드백을 반 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 27 -

참고문헌

김국희, 온라인 목록탐색에 있어서 이용자 모형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설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2).

김기 , 질문구조의 전형을 이용한 정보요구의 모형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5)

정 미, "우리말 정보자료를 처리하는 지능형 정보검색 시스템의 설계", 정보관리

학회지. v.8, n.2(1991), pp. 1-13

Arids, S. B., "Online patent searching: guided by an expert system", Online

v.14, n.2(1990), pp.56 - 61

Brajnik, G., Guida, G. and Tasso, C., "User modeling in intelligent information

retriev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v.23, n.4(1987),

pp. 305 - 320

Brooks, H. M., Daniels, P. J. and Belkin N. J. "Problem descriptions and user

models:developing an intelligent interface for document retrieval system"

In : Advances in intelligent retrieval: Informatics 8, London:Aslib,1985.

pp. 191 - 214 (1985)

Croft, W. B. and Thompson R. H., "I%R03%R : A new approach to the design   

       of document retrieval systems", JASIS, v.38, n.6(1987) pp.389-404

Daniels, P. J., "The User Modeling Function of Intelligent Interface for

Documents Retrieval Systems", In: B. C. Brookes ed., Intelligent Informa

tion System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North-Holland : Elservier Sci-

ence Pub., 1986 : 162 - 176

Fox, E. A., "Development of the CODER system : A testbe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ethods in informaton retrieval",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23, n.4(1987), pp.341-366

Morris, A. ed., The Application of Expert Systems in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res, London: Bowker-Saur, 1992. pp.167-193



- 28 -

Rich, E., "Users are Individuals : Individualizing User Model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Machine Studies, V.18(1983), pp.199-214

Vickery, A., Brooks, H. M. "PLEXUS - the expert system for referral", Informa

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v.23, n.2(1987), pp. 99 - 117



- 29 -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AR-612/2001    

     제목 / 부제 

정보검색시스템의 지능형 이용자 모형화에 대한 기술현황 

분석보고서

  

 

주저자 및 부서명  최광(기술정보과)

연 구 자 및 부 서 명  

 

출 판 지   대  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1. 11

페 이 지   28 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29.7 Cm.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 ), 대외비(   ), 

 __ 급비
보고서종류   기술현황분석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록 (15-20줄내외)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모형화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실제 시스템들

에서의 이용자 모형화 사례와 상업용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

자 모형화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지능형 정보

시스템에서 이용자 모형화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 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모형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상이용자에 대한 사전분석

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이용자 정보의 수집은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방법과  추론을 통해 수

집하는 두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한다.

3) 이용자 모형구축시 정보저장은 프레임구조가 적합하고, 이용자 정보의 속성

에 따라 포괄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용자 모형전형은 이용자 모형구축에 필수적이며, 전형모형은 이용자에 대

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다.

5) 이용자 모형구축기는 대화식 정보수집, 추론에 의한 정보수집, 블랙보드에 의

한 융통성 확보, 모형갱신 기능을 가져야 한다.

6) 이용자 모형구축기는 이용자의 피드백을 반 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정보검색, 검색시스템, 이용자, 모형화, 모델링, 지능형시스템



- 30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m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AR-612/2001

Title / Subtitle 
 A Condensed Review of the Intelligent User Modeling of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Main Author  Choi, Kwang(Technical Information Department)

Researcher and 

Department
 

 

                     

Publication

Place 
 Taej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Oct. 2000

Page    p. Ill. & Tab. Yes( ○ ),  No (    )  Size     29.7 Cm.

Note  

Classified Open( ○ ),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States of Art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This study discussed theoretical aspects of user modeling, modeling 

cases of commecial systems and elements that need consideration when 

constructing user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1) Comprehensive and previous analysis of system users is required to bulid 

user model.

2) User information is collected from users directly and inference.

3) Frame structure is compatible to build user model.

4) Prototype user model is essential to bulid a user model and based on 

previous user analysis.

5) User model builder has interactive information collection, inference, 

flexibility, model updating functions.

6) User model builder has to reflect user's feedback.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Information Retrieval, Retrieval System, User, Modeling,      

 Intelligent System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중요 지능형 시스템에서의 이용자 모형화
	1. IR-LNI II 시스템
	2. PLEXUS 시스템
	3. CODER 시스템
	4. I3R 시스템
	5. Patent Information Assistant 시스템
	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온라인 목록 

	IV. 상업용 D.B. 이용 연구원들의 이용자 모형화 요소
	V. 이용자 모형화시 고려해야 할 요소
	VI. 결론
	참고문헌

	qq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