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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많은 사용자들의 참여로 구축된 집단 지성을 이용한 지식 검색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빨

리 찾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조회 수, 추천 수, 답변 수와 같은 비텍스트 정보

가 답변을 평가하는데 좋은 자질임이 증명되었고,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단어 사전을 이

용하여 답변의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조회 수, 추천 수, 답변 수와 같

은 비텍스트 정보는 사용자 조작이 간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며,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단

어는 지속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동시출현 자질을 이용한 

질문과 답변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집단 지성에서 사용자의 활동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명성을 평가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사용자의 명성을 계산할 수 있다면 조회 수와 추천 수가 많지 않은 답변의 신뢰도도 비교

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PageRank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사용자 명성을 계산한다. 

네이버 지식iN의 문서로 실험한 결과, 기존 정답 선택률을 보완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다.

1. 서론

최근 인터넷은 집단 지성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인터넷 무료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 http://wikipedia.org/)’,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등록하여 공유할 수 있는 ‘유튜브

(YouTube, http://youtube.com/)’,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페이스북(FaceBook, http://facebook.com/)’, 국내에서는

‘네이버 지식iN(http://kin.naver.com/)’, ‘Daum 신지식

(http://k.daum.net/)’과 같은 지식검색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위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수많

은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성된 컨텐츠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생성된 컨텐츠를 쉽게 검

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검색엔진을 통하여 사용자

가 좀 더 쉽게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핵

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관과제관리번

호: 2008-S-024-01, Rich UCC 기술개발].

하지만, 위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원하는 컨텐츠를 찾는 것은 사용자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

생성된 컨텐츠가 많을 뿐더러, 동일한 컨텐츠를 다수의 사

용자가 등록하여 동일한 컨텐츠가 다수개 검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업체가 서비스하는 ‘네이버 지식iN’과 ‘다음 신

지식’인 경우, 사용자가 등록한 질문에 대해 불특정 사용자

가 답변을 등록하고, 질문을 등록한 사용자가 알맞은 답변

을 선택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질문을 검색할 때, 비슷한

질문에 대해 선택된 답변을 찾기 쉽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선택되지 않았을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때까지 사용자는 비슷한 질문에 대한 수

많은 답변을 하나하나 열람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

식검색 문서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편이다.

지식검색 문서 품질 평가의 초기 연구 단계에는 조회 수,

추천 수, 답변 수와 같은 지식검색 서비스 업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비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문서의 품질을 평가하

는 방법이 연구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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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명성을 평가하여 새롭게 제시된

답변의 품질을 평가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단순한 비텍스

트 정보는 조작이 간편할 뿐더러, 먼저 작성된 문서보다 비

텍스트 정보가 부족하여 나중에 작성된 문서가 아무리 높

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하여도 항상 낮은 순위를 가지므로

올바른 문서 품질 평가 불가능하다.

지식검색 문서의 질문과 답변은 매우 관련성이 높다. 대

부분 질문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답변을 작

성하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은 유사도가 높으며, 반대로 선

택되지 않은 답변은 유사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질문

과 답변의 유사도를 질문에 출현한 단어와 답변에 출현한

단어의 동시출현 자질 정보[2]를 이용하고, 사용자 명성이

높은 사람의 답변이 우수한 답변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려고 한다.

이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연

구에 대하여 논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시

출현 자질, 그리고 집단 지성에서 사용자의 활동을 분석하

는 ‘사용자 명성’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

실제 지식검색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답변 선택률과

본 논문에서 추정된 사용자 명성을 비교하며,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하여 언급한다.

2. 기존 연구

수많은 문서에서 특정 질의와 관련성이 높은 문서는 검

색할 수 있어도, 검색된 문서 중에 권위(authority) 있는

문서는 질의의 관련성만으로는 찾기가 힘들다.

하지만, 어떤 문서에 특정 문서로 향하는 하이퍼링크

(hyperlink)는 문서를 작성자의 판단이 인코딩 되어 있는

데, 중요한 문서일수록 그 문서로 향하는 하이퍼링크의 개

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3]은 권위 있는 문서를 특정 질의

와 관련성 높은 문서들의 하이퍼링크의 구조를 분석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4]는 [3]처럼 하이퍼링크의 구조를 분석해서 문서의 중

요도를 나타내고자 하였지만, [3]과 다르게 특정 문서로 향

하는 하이퍼링크의 개수가 일반적인 의미의 중요성과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다수의 문서가 A라는 유명한 문서를 가

리키고 있으며, B문서가 A문서에 하이퍼링크 되어 있을 경

우, 유명한 A문서에서 B문서로 가는 하이퍼링크이므로 매

우 중요한 링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A문서에서 하이퍼

링크한 B문서는 A문서를 하이퍼링크한 다수의 문서보다

더 높은 중요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인

PageRank를 제안하였으며, 하이퍼링크의 구조만으로 검색

될 문서의 중요성을 해결하였다.

북마크(Bookmark)를 등록하여 공유할 수 있는

‘del.icio.us(http://del.icio.us/)’처럼 문서에 단어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문서를 대표하는 단어의 집합인 태그(tag,

folksonomy)만 존재할 때, 단어를 이용한 검색은 출현하는

단어가 극히 제한적이라 검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

서 [5]는 문서, 작성자, 태그를 이용하여 구축할 수 있는 방

향성 있는 그래프(directed graph)에 [3]의 PageRank을 적

용한 FolkRank를 제안하였다. 이는 유명한 문서를 대표하

는 태그는 유명한 작성자가 작성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

는데, 제안한 FolkRank에서 각 태그의 중요도를 계산하여,

검색 시 문서에 출현한 태그의 중요도를 이용하여 문서의

랭크를 계산하였다.

[3, 4, 5]처럼 문서들의 하이퍼링크의 구조만으로 문서를

신뢰도를 나타내고자 할 때, 새로 생성된 문서가 기존에 존

재하는 문서들과 하이퍼링크가 아직 부족하므로 상위 순위

에 위치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래서 [6, 7]은 문서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문서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와 평가하는데 방해가 되는 잡음의 비율

(information-to-noise raito)을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6, 7]과 비슷하게 [8]에서 문서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자질의 사전을

구축하여, 자질을 이용한 품질 평가 모델을 생성, 문서의

신뢰도 등급을 나누었다.

3. 지식검색 문서의 작성자 신뢰도 평가

3.1. 동시출현 자질 정보

지식검색 문서의 질문과 답변에서 유사도를 측정하고자

동시출현 자질 정보를 이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2]에서 블

로그의 스팸 덧글을 분류하고자 블로그 본문에 있는 주제

어(명사류)와 덧글에 있는 주제어의 동시출현 자질 정보를

이용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주제어를 사용하지 않고,

n-gram을 이용한 동시출현 자질 정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 분야에 사용하는 주제어인 경우, 축약형이 많으

며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

므로, 범용으로 제작된 품사부착기 또는 명사추출기는 주제

어를 찾기 힘들 뿐더러, 찾는다 하더라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오히려 잘못된 주제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먼저, 질문의 제목과 본문에서 추출한 n-gram과 답변의

본문에 출현한 n-gram으로 동시 출현한 n-gram을 수집한

다. 동시출현 자질을 이용하여 문서 X와 문서 Y의 유사도

를 측정하기 위해 식 (1)을 사용한다.

   

∩
, (1)

여기서 |X|는 문서 X의 n-gram수를 나타낸다. X는 질

문, Y는 답변이 된다.

3.2. 집단 지성을 활용한 사용자 명성 추정

집단 지성을 이용한 사용자 명성 추정은 [4]에서 하이퍼

링크를 이용한 PageRank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성되었

다. PageRank에서는 단순히 문서와 문서사이의 링크 관계

를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사용자 명성(User

Reputation)’ 알고리즘은 질문과 답변의 작성자 모두를 하

나의 문서로 가정하고 질문과 답변의 작성자 사이에 가상

의 링크를 생성하여 링크를 분석하는 단계까지는

PageRank와 비슷하지만 링크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달

리하여, 사용자의 명성을 추정한다는 점이 PageRank와 다

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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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명성에서 사용하는 링크의 종류는 ‘답변으로 선택

된 링크’와 ‘답변으로 선택되지 않은 링크’, 총 2가지이다.

그림 103, 질문과 답변 작성자의 링크 예제. 사각형은

질문을 나타내고 타원은 답변 작성자를 나타낸다.

[그림 1]에서 사각형은 질문을 나타내며, 타원은 답변의

작성자를 나타내며, 사각형과 타원에 있는 숫자와 알파벳은

이들을 구별하기 위한 고유ID이다. 실선으로 된 화살표는

‘답변으로 선택된 링크’를 나타내며 점선으로 된 화살표는

‘답변으로 선택되지 않은 링크’를 나타낸다. 특정 답변을 작

성한 사용자를 그 질문에서 사용자로의 링크로 표현한다.

     
∈


×


  답변 작성자
  질문
  의값

  가 답변을 작성한 모든 질문

  에 작성된 모든 답변의 수

  에서 답변으로 선택되었을 경우  
에서 답변으로 선택되지 않았을 경우  



  

(2)

식 (2)는 사용자 명성(User Reputation)을 계산하는 식

으로 위의 사용자 명성 값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f(qi)는 qi가 작성한 답변에 대해 가중치 역할을 하는데, 이

는 선택된 답변이 좀 더 높은 사용자 명성 값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실험

4.1. 실험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데이터는 ‘네이버 지식iN’에서

수집한 자료로 특정 분야에 대해 답변 선택률이 높은 상위

100명의 사용자가 작성한 답변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사용자

수집된

질문 개수

수집된

답변 개수

한 질문당

평균

답변 개수

20,900 명 20,588 개 43,913 개 2.13 개

표 3, 실험 데이터 정보

4.2. 동시출현 자질을 이용한 질문과 답변의 유사도 실험

동시출현 자질에 사용된 텍스트는 질문의 제목, 본문 그

리고 답변의 본문이다. 먼저 n-gram을 이용한 동시출현

자질이므로 적당한 n-gram 크기를 선택해야 한다.

n
선택된 답변과

질문의 유사도

선택되지 않은 답변과

질문의 유사도

2 0.676401251027 0.408916806536

3 0.408059686328 0.263355882131

4 0.181775941125 0.151945087754

표 4, n-gram 크기에 따른 답변과 질문의 평균 유사도

단순히 n-gram의 동시출현 자질을 이용하여 계산된 유

사도이지만, 질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이 작성된다는 지

식검색 문서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n이 2일 때의

‘선택된 답변과 질문의 유사도’는 다른 n값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사용할

n-gram은 bi-gram이다.

4.3. 집단 지성을 활용한 사용자 명성 추정 실험

그림 104, 식 (2)를 적용한 사용자 명성, 가로축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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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UR SR NR ID UR SR NR

U1 0.0075 771 194 U14 0.0024 205 85

U2 0.0048 350 518 U15 0.0023 181 177

U3 0.0044 361 57 U16 0.0023 237 138

U4 0.0043 397 107 U17 0.0023 204 85

U5 0.0039 378 234 U18 0.0022 211 146

U6 0.0039 258 828 U19 0.0022 217 255

U7 0.0037 382 278 U20 0.0022 253 114

U8 0.0035 332 384 U21 0.0021 192 52

U9 0.0031 382 125 U22 0.0021 170 120

U10 0.0029 254 259 U23 0.0020 229 210

U11 0.0027 274 221 U24 0.0020 191 178

U12 0.0026 264 67 U25 0.0020 188 55

U13 0.0025 271 130

표 5, 식 (2)를 적용한 사용자 명성, ID는 사용자, UR

은 사용자 명성, SR은 선택된 답변, NR은 선택되지

않은 답변, 사용자 명성 내림차순 정렬.

[그림 2]는 실험 데이터에 식 (2)를 적용한 결과이다. 일

반적으로 선택된 답변을 많이 작성한 사람이 높은 사용자

명성을 가지고 있다. 'U6'은 작성한 답변의 수는 많으나,

선택된 답변이 적어 사용자 명성이 6번째로 높다. ‘U3'은

작성된 답변의 개수는 적으나 선택된 답변의 개수가 주위

사용자들보다 많아 사용자 명성이 3번째로 높다.

[그림 3]은 식 (3)에 식 (1)의 n이 2인 bi-gram의 동시

출현 자질을 이용한 질문과 답변의 유사도를 적용한 실험

이다.

   
∈ 


×× 


  질문과답변사이의유사도식

(3)

그림 105, 식 (3)을 적용한 사용자 명성, 가로축은

사용자, 왼쪽 세로축은 개수, 오른쪽 세로축은 사용자

명성 값.

ID UR SR NR ID UR SR NR

U1 0.0114 771 194 U14 0.0035 205 85

U2 0.0078 350 518 U17 0.0034 204 85

U4 0.0075 397 107 U27 0.0034 235 97

U5 0.0057 378 234 U13 0.0034 271 130

U7 0.0056 382 278 U21 0.0032 192 52

U3 0.0054 361 57 U20 0.0032 253 114

U9 0.0053 382 125 U18 0.0031 211 146

U8 0.0051 332 384 U19 0.0030 217 255

U6 0.0049 258 828 U24 0.0029 191 178

U99 0.0049 237 138 U26 0.0029 151 85

U10 0.0043 254 259 U29 0.0029 229 1

U12 0.0043 264 67 U15 0.0028 181 177

U11 0.0037 274 221

표 6, 식 (3)를 적용한 사용자 명성, ID는 사용자, UR

은 사용자 명성, SR은 선택된 답변, NR은 선택되지

않은 답변, 사용자 명성 내림차순 정렬.

[표 3]과 [표 4]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사용자 명성 값

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U6'경우 식 (2)

를 사용했을 때보다 사용자 명성은 0.001 증가하였지만 전

체적인 순위에서는 3위나 떨어졌다. 이는 아무리 많은 답변

을 작성하였다고 해서 사용자 명성을 높일 수 없음을 알려

주는 결과이다. 즉, 질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답변을

작성해야 높은 사용자 명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답변 수와 같은 비텍스트 정보를 이용하는 것 보다 더 좋

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질임을 알 수 있다.

지식검색 문서에서 좋은 답변이 있을 경우, 해당 답변에

대해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1]과 같이 추천 횟수

의 비율을 식 (2)에 적용한 새로운 식 (3)의 실험 결과이다

[그림 4]. 추천 비율은 해당 답변의 추천 수에 질문에 대한

답변 전체의 추천 수로 나눈 값이며, 선택된 답변의 추천

비율을 높이는 이유는 선택된 답변이 높은 사용자 명성 값

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반면, 자신의 사용자 명성을 높

이고자 자신의 질문에 자신이 직접 답변을 작성하는 사용

자가 있는데, 이는 사용자 명성 추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추천을 받더라고 낮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 × 


  








선택된답변  추천비율×선택되지않은답변자문자답인답변  추천비율×
 추천비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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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식 (4)를 적용한 사용자 명성, 가로축은

사용자, 왼쪽 세로축은 개수, 오른쪽 세로축은 사용자

명성 값.

ID UR SR NR ID UR SR NR

U1 0.0114 771 194 U14 0.0035 205 85

U4 0.0075 397 107 U27 0.0034 235 97

U2 0.0073 350 518 U17 0.0034 204 85

U5 0.0056 378 234 U13 0.0034 271 130

U7 0.0055 382 278 U21 0.0032 192 52

U3 0.0054 361 57 U20 0.0032 253 114

U9 0.0053 382 125 U18 0.0031 211 146

U8 0.0049 332 384 U29 0.0029 229 1

U99 0.0049 237 138 U19 0.0029 217 255

U12 0.0043 264 67 U26 0.0029 151 85

U10 0.0042 254 259 U24 0.0029 191 178

U6 0.0042 258 828 U36 0.0027 140 141

U11 0.0036 274 221

표 7, 식 (3)를 적용한 사용자 명성, ID는 사용자, UR

은 사용자 명성, SR은 선택된 답변, NR은 선택되지

않은 답변, 사용자 명성 내림차순 정렬.

식 (3) 식 (4)

순위 ID 자문자답 순위 ID 자문자답

1 U1 19 1 U1 19

2 U2* 18 2 U4 10

3 U4 10 3 U2* 18

4 U5 11 4 U5 11

5 U7 2 5 U7 2

6 U3 100 6 U3 100

7 U9 7 7 U9 7

8 U8 12 8 U8 12

9 U6* 12 9 U99 1

10 U99 1 10 U12 6

표 8, 자문자답한 사용자의 사용자 명성 순위가 낮아짐

을 나타낸 결과.

[그림 4]와 [그림 3]을 비교하면 ‘U2', ‘U6'의 사용자 명

성 값에 변화가 있는데, 이는 보통 선택된 답변에 대해서만

사용자들이 추천을 하므로, 선택되지 않은 답변이 많은 사

용자는 자연히 사용자 명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표 6].

그림 107, 실제 답변 선택률 순위와 사용자 명성 순위,

가로축은 사용자, 세로축은 순위.

마지막으로 [그림 5]는 ‘네이버 지식iN'에서 제공하는 답

변 선택률 순위2)와 사용자 명성(식 4) 순위를 비교해 보았

다. 전체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식검색과 같은 사용자 참여에 의해 작

성된 질문과 답변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동시출현 자질을 사용, 질문

에서 선택된 답변과 선택되지 않은 답변의 유사도를 비교

하여 아무리 많은 답변을 작성하였다고 해서 사용자 명성

이 높아지지 않고, 질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답변 작

성자의 사용자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자질을 개발하였다. 또

한 기존의 추천 수, 댓글 수, 조회 수와 같은 비텍스트 정

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용

자 명성은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여 평가하므로 사용자

명성이 높은 사람의 답변이 우수한 답변으로 추천되도록

할 수 있다.

실제 ‘네이버 지식iN'에서 수집한 실험 데이터로 사용자

의 명성을 평가하여 ’네이버 지식iN'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답변 선택률 순위와 비교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모든

실험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용자 명성을 필요로 하는 다

양한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동시출현 자질을 이용한 질문과 답변의 유사도를

평가할 때, 답변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동시출현 자질을 이

용하여 유사도를 계산한다면 잡음의 비율을 줄일 수 있어

서 사용자의 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더 좋은 자질이 될 수

있다. 향후 연구 계획은 사용자 명성을 기반으로 실제 검색

2) 실제로 네이버 지식iN에서는 ‘답변 채택률’이라는 이

름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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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적용하여 검색 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

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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