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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많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러 백화점 혹
은 일반적인 시장을 나가지 않는다. 2018년도 기준으로 약

34퍼센트의 사람들이 모바일 혹은 컴퓨터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시장은 매년 15퍼센
트 정도의 성장률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원하는 물건을

찾고 구매하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검색엔진에 질문
을 한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네이버와 같은 검색엔진에

서는 자신의 검색엔진을 통하여 검색결과들을 도출하고

이들을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순위를 매길 것이다.
즉 이들의 검색엔진에 관하여 이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면 그것에 맞게 최적화를 하여 소비자들에

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점점더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서 더욱더 상위 랭크에 포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검색엔진과 최적화의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소비자들 혹은 정보검색을 원하는 사람들도 더 좋은 정보

와 물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우

리는 이 검색엔진최적화에서의 키워드의 랭킹과 이를 통
한 동적 검색엔진최적화를 살펴볼 것이다.

1) 교신저자

2. 본론
2.1 랭킹 분포 학습 기반 키워드 추출

검색엔진최적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식으로 추
출을 하고 어떤 요소들을 최적화 과정에 집어넣어야 하는

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이는 검색엔진최적화를

위해서 각각의 요소와 가중치를 변경하거나 추가 혹은 제
거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각 검색엔진에 맞는 적절한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데이터는 키워드이다.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HTML 코드 안에 존

재하는 메타-키워드를 키워드로 볼 것이다. 이들의 키워

드들을 추출한 후 각각의 랭킹 분포를 체크해 볼 것이다.

(그림 1) ‘스커트’ 검색시에 나온 키워드 ‘더오브먼트’의 순위분포

“스커트”라는 제시어를 통하여 나온 검색결과들 중 더오

브먼트라는 키워드의 순위분포를 보면 검색결과들 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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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에 들어서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은 일반적인 쇼핑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색엔진최적화는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검색엔진이 어떤식으로 작동하는
지. 어떠한 방식으로 검색 결과들을 정렬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들을 알아낼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상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다. 또한 요
즘의 트랜드인 SNS에서의 노출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를 해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키
워드를 추출하는지, 추출된 키워드들을 가지고 어떤식으로 스코어링하는지, 동적 검색엔진최적화시에
어떠한 종류의 기준을 가지고 추천 키워드를 제공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mailto:joshuajeon97@gmail.com
mailto:j2jung@gmail.com
mailto:bgkim@meta-soft.co.kr
mailto:mg.hwang@gmail.com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당히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많은 키워드들 중에 상위에 몰려서 분포하고 있는 키

워드, 그리고 하위에 몰려서 분포하고 있는 키워드가 존재

한다 라는 것은 특정한 키워드가 순위분포에 분명한 영향
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키워드를 추출해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본다면, 일단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키워드
들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보편

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키워드라고도 볼 수 있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키워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
하였듯이 순위분포가 높거나 낮은 키워드들만 추출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한다면 그렇지는 않다. 순위분포

가 높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이 높은 순위분포
를 가진 키워드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적당한 등장빈도와 높은 순위분포를 가

진 키워드들과 낮은 순위분포를 가진 키워드들을 추출해
내 사용할 것이다.

(그림 2) 랭킹분포학습 기반 키워드 추출

2.2 동적 검색엔진최적화

위에서 찾아낸 키워드들을 가지고 동적 검색엔진최적화
에 들어갈 것이다. 일단 각각의 키워드들의 중요도를 파악

하기 위해 TF-IDF 혹은 R-precision을 통해서 키워드 추

출 결과의 평가를 할 것이다. 이들 뿐만이 아니라
precision K와 같은 다른 평가방법들 또한 사용하여 각각

의 랭크분포를 통한 중요도 파악을 할 것이다.

또한 ELU 혹은 ReLU와 같은 가중치 분포를 사용하여
각 순위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하고 종합적인 스코어링을

통해 중요도를 파악할 것이다.

(그림 3) ELU 기반의 키워드순위 가중치 부여

이를 통하여 판매자 혹은 자신의 물건과 정보를 노출시
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키워드가 노출에 있어

서 유리할지, 어떠한 키워드를 사용하면 불리할지를 제공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요약에서 제시하였듯이 SNS에서의 키워드분포와

급상승하고 있는 연관어 혹은 감성어들을 통해서 어떤 키

워드들을 검색하고 추출해야하는지를 동적으로 변경하고
다시 프로그램 스스로가 목표를 재설정하고 수정할 수 있

는 검색엔진최적화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3. 논의 및 결론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의 쇼핑지표가 크게 늘어나고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검색엔진최적화에 대한 관심

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검색엔진최적화는 컴퓨터공학적인
방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쇼핑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검색엔진인 구글에서는 어떤식으로 해야

구글 검색엔진에서 사용자들에게 쉽게 검색되고 자신들의
검색엔진에서 효율적으로 검색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

에 대한 전문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에 비추어보았을 때 검색엔진최적화는 이
제 쇼핑업계뿐만이 아니라 검색이 되는 거의 모든곳에서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다. 앞으로의 검색엔진들은 점점더

발전하고 고도화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욱 검색
엔진을 사용할 것이고 이들에게 노출되기 위해서는 검색

엔진이 어떤식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노출을 시키는지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키워드
에 기반한 검색엔진최적화 또한 중요한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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