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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mplicit feedback란?
검색결과에서 이용자들이 결과를 클릭하거나, 클릭한 페이지에서 시간을 소비하는 등

무의식 중에 검색결과와 상호작용을 하는 일련의 행동.  
cf. Explicit judgment (명시적 평가) : 의식적으로 이용자가 검색결과를 평가하는 행동

연구 초점

- 큰 규모의 운영 가능한 환경에서 Implicit Feedback 영향 확인

(기존 연구 :  매우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의 시도)

- 다른 랭킹 요소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

(다른 랭킹 요소 예 : 페이지 컨텐츠, Anchor Text, 인링크 분석결과) 

- 노이즈가 많은 웹 검색결과에서 어느 정도 랭킹 관련 정보가 유의미할지 확인

연구 의의

- 이용자 행동을 웹 검색 랭킹에 통합하기 위한 대안들 분석

- 주요 검색엔진에서 수 백 만 명의 Implicit feedback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등장

- 실 이용자 쿼리와 결과에 대한 대규모의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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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Query Expansion 관점에서 본 연구 방향
(정보검색연구 수업 중 다룬 질의 확장 방식 분류 기준 기반)

초기 질의어에 새로운 질의어 추가하는지(QE),
초기 질의어 가중치 재산출 하는지 (term reweighting)

QE with term reweighting

전역적 질의 확장 (Global QE) vs. 지역적 질의 확장 (Local QE)

Local QE

Automatic  vs.  Manual  vs. Interactive  QE

Interactive QE

Relevance Feedback (based on User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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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 관련 연구

Implicit feedback에 대한 기존 연구

- Implicit feedback에 대한 통찰결과는 얻을 수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웹 검색결과 랭킹 향상에는 적용되지 않음 [Kelly and Teevan]

- 클릭 데이터를 기반으로 Implicit feedback 수집 & 랭킹 학습 모형에 적용 [Joachims]

- Implicit feedback과 Explicit feedback 사이에 상관관계를 베이지언 모델을 이용해서 정리 [Fox]

- 클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웹 검색 랭킹을 개선하는 모델 제시 [G.R Xue et al]

• 실제 웹 검색 서비스 환경에 맞는 확실한 이용자 행동 해석 기술 필요

• 이용자의 다양한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는 모델링 필요



6

3. Incorporating Implicit Feedback

랭킹 ‘혼합’ 방식 : Simple rank merging heuristic combination
- 기본 웹 검색 랭킹 요소들과 Implicit Feedback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설 기반

- Implicit Feedback을 이후 랭킹 변경을 위한 하나의 ‘독립적인 증거’로 활용

- 각 결과마다 기존 랭킹 스코어 + 이용자 피드백에 의해 기대되는 랭킹 스코어 Merging 후
Merge된 랭킹 기준으로 Rerank

SM  :  merged Score for d d    : each result for query q Id : Implicit rank of  d Od : Original rank of d
wI : Implicit feedback의 상대적인 중요성 나타내는 가중치

예) q 라는 쿼리의 2번째 검색결과 d 가 9라는 Original Rank 수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용자가 해당 결과를 클릭해서 4 이라는 Implicit Rank 수치가 부여된다고 한다고 가정 (wI = 5) 

SM (d, 4, 9, 5) = 5 * 0.2 + 0.1 = 1.1 vs. SM (d,  , 9, 5) = 0.1 (Implicit Feedback 랭킹 스코어 반영 안할 때)
SM (1, 4, 9, 10) = 10 * 0.2 + 0.1 = 2.1  (wI = 10 으로 가중치 높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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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corporating Implicit Feedback

랭킹 ‘학습’ 방식 : RankNet

- 신경망 기반의 랭킹 요소들 최적화 알고리즘

- 이용자의 Explicit한 적합성 평가결과 벡터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

→ 다양한 랭킹 요소와 적합성 평가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요소 가중치 최적화

Cij : sample i 와 j 에 대한 cost function 
Pij : sample i 가 sample j 보다 상위에 랭크될 확률

oij = oi - oj sample i 와 sample j간의 랭크 차

Pik : 결합된 랭킹 확률

P = Pij = Pjk : 랭킹 확률이 최적화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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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plicit User Feedback Model

이용자 행동을 Feature로 표현
특정 쿼리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이용자 피드백

(directly observed feature)과
특정 쿼리에 종속되어서 나타나는 피드백

(query-specific derived feature)을 모두 고려하여

이용자 행동 Feature들을 Table 4.1 과 같이 정리

정제되지 않은 이용자 피드백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목적

이용자 피드백 모델 도출
Table4.1 에 있는 Feature 데이터와

각 Query-Url에 대한 explicit한 이용자 1-6점 척도

적합성 피드백결과 벡터를 RankNet 시스템에 입력 후

랭킹 모델을 학습시킴

Table 4.1 : 검색 후 네비게이션 히스토리를 나타내는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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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설계 : Datasets

테스트 쿼리
- 웹 검색 로그에서 쿼리를 토큰(token) 단위로

3,000개 랜덤 샘플링해서 쿼리 분포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

- 실제 학습과 검증,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3,000개 쿼리를

1,500개 training / 500개 validation / 1,000개 test 로 나눠서 총 3개 데이터 세트마련

적합성 피드백
쿼리당 30개 결과에 대한 적합성 피드백 이루어짐→ 대략 83,000 여 개가 평가됨

("Perfect“ 부터 "Bad“ 까지 6점 만족도척도 사용)

이용자 로그 수집
- 8주 동안 자발적으로 로그수집을 허용한 이용자의 로그 수집

- 120만 고유 쿼리로 부터 1200만 이용자 클릭, 네비게이션 데이터 등

User Interaction 데이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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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설계 : 평가 방식

K순위 정확률 (Precision at K)

NDCG (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 at K
K 순위까지의 정규화된 적합성 누적 점수

Nq : 쿼리 q에 대한 NDCG     Mq : 정규화 상수 (가장 완벽한 랭킹의 경우 NDCG가 1이 될 수 있도록 조정) 
J : 검색 결과 내 순위 r(j) : j 순위에서의 결과 적합성 (0 = “Bad” , 5 = “Perfect”)

적합문헌 평균정확률 (Mean Average Precision)
각 적합 문헌이 검색될 때마다 측정하는 정확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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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설계 : 비교대상 랭킹 방식

Rank training
by RankNet

랭킹 방식

BM25F
-RerankCT

BM25F
-RerankAll

Simple 
Rerank

RN+AllBM25F+AllRN

Baseline
BM25F

None static & dynamic
Features describing 
each search result

+ BM25 Score 

Only 
Clickthrough

feedback

All Implicit 
feedback 

All Implicit 
feedback

+ BM25 Score 

All Implicit feedback+
Content, Dynamic Feature

Feedback Feature



12

6. 실험 결과 : BM25 기반 결과

실험결과는 각각 1,500개의 학습, 500개의 검증, 1,000개의 테스트 쿼리로 이루어진

총 3개의 데이터 결과 셋의 평균으로 산출되었음

BM25F+All 이 가장 높은 성능 보임
모든 Implicit Feedback을 BM25 Score와 함께 이용한 BM25-All 랭킹이

기본 BM25F에 비해 NDCG 기분으로 K=1 일 때 0.622 대 0.518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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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 결과 : BM25 기반 결과

BM25-RerankCT 가 BM25-RerankAll 보다 성능이 낮은 이유
적합문서 출현 위치별 상대적인 클릭 빈도 지표를 확인할 때, 
실제로 적합한 문서가 클릭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 피드백을 ClickThrough 만 반영하면 적합성 피드백이 제대로 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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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 결과 : RN과의 비교

RN+All 이 가장 높은 성능 보임
기본 BM25 보다는 explicit feature를 통해 이용자 피드백 feature를 고려한 RN 이 더 높은 성능을, 
이용자 피드백 feature를 고려한 랭킹 중에는 RN + All 랭킹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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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 결과 : Overall MAP 성능 비교

전체 쿼리에 대한 MAP 수치

NDCG나 P(K) 척도 기준의 평가결과와 유사하게

RN+All 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BM25+All이 높은 성능을 보임

그러나, 실제 실험 결과에서 1,000개의 테스트 쿼리 중

46% ~ 49% 정도 만이 유의미한 수준의 이용자 피드백 데이터가 있는 쿼리였음

(나머지는 쿼리 당 클릭 1개 정도로 Long Tail 피드백 쿼리)

=> 따라서 이용자 피드백이 유의미한 수준 이상 되는 50% 정도의 쿼리의 검색성능 결과만 확인 필요

이용자피드백 풍부한 쿼리 MAP 수치

성능이 높은 랭킹 방식에 대한 패턴은 유사하나, 
MAP 수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Baseline과의 차이도 P(1) 기준으로 최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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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 결과 : 전체 쿼리 vs 피드백 쿼리 비교

전체 쿼리

이용자 피드백 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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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 결과 : 기존 성능 낮았던 쿼리별 변화

BM25 에서 MAP 수치가 0.6 이하였던 쿼리만 비교
가장 성능이 낮았던 MAP 0.1 쿼리들에서 성능 향상이 많이 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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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제언

실험 규모 & 방식

- 3,000여 개의 쿼리, 상용 검색엔진에서 추출된1,200만 건의 이용자 Interaction Data
기반으로 대규모의 실험 수행

- 랭킹 merge 방식도 2가지로 시도

→ Search Process에 랭킹을 merge한 reranking 방식

→ trained ranking function을 이용한 ranking 방식

연구 성과 : 검색 성능의 극적인 향상

- Top 1순위 기준으로 최대 31% 까지 기존 랭킹 모델에 비해 성능 향상

- 특히 기존 랭킹 모델에서 성능이 낮았던 쿼리에 대해서 효과적 적용

향후 연구 방향
- 해당 연구 결과를 ‘자동 질의어 추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방향

- 질의어 클러스터링 등 previously unseen 쿼리들에 implicit feedback결과 활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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