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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터넷 게시 에서 사용자들의 토론과 논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게시 을 읽

는 사용자들에게 불필요 한 부분이거나, 혹은 심을 보이는 부분이다. 만약 이러한 논쟁이 있는 구역

을 게시 체에서 논쟁지수를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가져다 다면, 사용자가 직  을 악하

지 않고도 논쟁구역을 회피하거나 더 심 있게 읽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댓  수나 조회 수 등의 

개별 인 정보를 이용하여 악하는 것이 아니라 쓴이의 연속된 정보를 가지고 게시 의 특정 부분

의 논쟁구역을 찾는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그래서 논쟁이 있는 인터넷 웹 게시  사용자들의 논쟁 

도와 논쟁지수를 정의 하고, 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에 네티즌들의 논쟁이 벌어지는 게시 들이 많이 

늘어났다. 의 게시 에는 거의 학술 인 내용으로 지

식을 논쟁했었지만, 요즘은 네티즌들의 여론 참여도가 높

아져서 큰 화제 거리가 일어나면 각종 시사 게시 들에는 

엄청난 양의 들이 쏟아져 올라오는 추세이다. 이 게 쏟

아지는 들에는 조회수, 댓 수, 답 수 등을 기본 인 

평가 가치로 매겨진다. 그 평가 가치를 기 으로 베스트

이나 메인  등 핫이슈로 분류를 한다. 하지만 정작 조회

수가 많은  혹은 댓 이 많은 을 읽어 보면, 주제와는 

 다른 엉뚱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의도 으로 

조회수나 댓 을 조작하여 여러 용도로 후킹을 노리는 경

우도 있다. 이러한 평가 가치는 한 개의 게시 에 한 평

가이며 많은 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 가치로서 부

한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계산 모

델은 게시 에 나열되어있는 일정 구역 다수의 들에 

한 평가 값에 한 연구이다.

 특정 게시 에 나열되어 있는 들은 어쩌면 연 성이 

없는 독립 인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열 띈 논쟁이 이루

어지면 한번 을 썼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을 쓰게 된다. 논쟁이 과열되면 자주 답변성 을 쓰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특정 구역에 얼마나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가를 계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얻게 되

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먼  특정 게시 의 게시물들의 HTML 소스를 가져와 

원하는 정보만을 추출 한다[1].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모든 게시  하나에는 한명의 쓴이가 존재한

다. 하나의 게시 을 단 로 하여 그 의 쓴이가 몇 번

째 만에 다시 을 쓰게 되는가를 거리로 계산해, 각각의 

을 거리로써 계산 수를 기록한다. 여기서 계산된 수

는 0을 기 으로 다시 쓴 이 가까울수록 양수의 큰 값

을, 멀수록 음수의 작은 값을 가지는데, 이 수를 이용하

여 특정 구간의 합이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구간이 어느 

곳인지 찾아낸다. 바로 그 구간이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 그다음 그 구간을 제외하고 다시 특정 구

간의 합이 가장 큰 구간을 찾는 방식으로 계속 수행하면, 

논쟁이 활발한 구간을 여러 부분 찾을 수 있다.

실험 상으로는 국내의 열띤 토론이 일어나며 게시

의 수가 40만개 이상인 ‘MBC토론 게시 ’과 하나의 게시

에 하여 계속 인 답변 이 이어지는 형식을 띤 

‘SkepticalLeft 게시 ’을 선정하 다. 이 두 게시 에서 

쓴이들의 순서로 하여  논쟁 과열구간이 어느 곳인지 계

산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터넷 웹 

게시  분석에 한 련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논쟁

이 빈번한 게시  데이터에 한 선별을 하고, 4장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로 논쟁구역을 찾아내는 방법에 하여 알

아본다. 5장에서는 찾아낸 논쟁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6장에서는 체 실험에 한 결과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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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 논쟁지수 계산모델

순번 제목 댓  수 사람 수

1 엉뚱한 비교 146 16

2 스 렙 과학자와 합리주의 131 18

3 김일성 이명박 히틀러 121 21

4 유승 115 12

5 친 반미, 미 친한 109 16

6 철거민 항 105 16

7 종부세 토론4 94 17

8 용산사태 81 12

9 불온서 의 추억 77 21

10 지젝과 라깡 75 10

 표 1 SkepticalLeft 게시 의 높은 논쟁 게시물

2. 련 연구

한편 논쟁지수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의 

내용을 가지고 감정지수 등을 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

다. 비 문가의 에서 키워드를 추출 하는 연구를 살펴보

면, 약어 혹은 신조어 때문에 개별 의 내용을 가지고 평

가 가치를 측정하는 것에는 제약사항이 존재했다[2].

여러 블로그들 간의 상호작용 가시화 연구에는 블로그 

간의 계를 정의하고, 이를 가시화하여 보여 다[3,4]. 본 

연구에서는 이를 표 할 수 있는  단계로서 논쟁구간을 

정의하고, 논쟁구간의 가 치를 계산하는 모델을 연구하

여, 추후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선행하고자 한다.

“OLAP에서 MAX-of-SUM 질의의 효율 인 처리 기

법”연구에서는 기가(GB)에서 테라(TB)에 이르는 방 한 

양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의사 결정 지원 질의를 한 역

질의를 효과 으로 계산하기 한 MAX-of-SUM 알고리

즘을 이용하 다[5]. 계산된 논쟁지수 값들에서 과열된 논

쟁구간을 검색해 내기 한 도구로 MAX-of-SUM 알고

리즘을 사용해보았다.

3. 웹 게시 의 논쟁 데이터 수집

웹 게시  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는 게시 이 요즘 

많이 개설되고 있다. 그 에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는 

MBC 토론게시 과 SkepticalLeft 게시  두 가지를 실험 

모델로 삼았다. 본 계산모델에서는 쓴이의 순서를 가지

고 논쟁지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쓴이가 나열 되어 있는 

구조의 게시 을 실험데이터로 삼고자 한다. 

MBC 토론게시 은 게시 과 댓 이 각각 다른 로 

이어지는 형식을 띈다. 그 게시 에서 40만개가 넘는 게시

의 HTML 소스를 받아와 해당 소스를 분석하여 데이터

를 수집하 다. 수집한 데이터를 문서 분석기를 이용해 

쓴이들의 정보만 순서 로 받아와 논쟁지 과 논쟁지수를 

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 다. 

SkepticalLeft 게시 은 MBC 토론게시 과 다르게 하

나의 게시 안에 댓 이 계속 이어지는 형식으로 하나의 

게시 을 하나의 게시 으로 취 하려 한다. [표 1]은 

SkepticalLeft 게시 의 최근 1000개의 게시 을 수집하여 

그  조회수와 댓 수가 가장 많은 을 순서 로 10개 

수집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에서 댓 을 쓴 쓴이들

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논쟁지 과 

논쟁지수를 악하 다.

4. 논쟁구역 검색

 논쟁 게시물에서 논쟁 지 을 찾는 방식은 몇 가지 

차를 가진다. 첫째, 해당 게시물의 주소로 근하여, 

html 소스를 가져온다. 둘째, 해당 소스를 분석하여 쓴

이들을 가져온다. 셋째, 쓴이들의 순서를 악하여 거리

를 계산한다. 넷째, 거리를 기 으로 각 쓴이들의 논쟁

지수를 계산한다. 끝으로 계산된 논쟁지수로  

MAX-of-SU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논쟁 지 들을 검색

해 나간다.

이러한 논쟁구역을 검색함에 있어 먼  논쟁지수와 논

쟁 도를 정의해 보고자한다.

4.1. 논쟁 도와 논쟁지수의 정의

논쟁 도란, 특정 게시 의 특정 구역 내에 게시 의 

수에 비례한 을 쓴 사람 수를 나타낸다. 가령 게시 이 

100개이고, 그 100개 게시물의 쓴이가 100명이면 

100/100이 되어 논쟁 도는 1이 된다. 논쟁 도 1이라함

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번엔 

100개의 게시물 에 쓴이가 2명이면 2/100이 되어 논

쟁 도는 0.02가 되어, 아주 왕성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

음을 시사한다.

논쟁지수란, 자신의 에 한 반박 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반박 에 하여 얼마나 가깝게 자신의 답변을 하

게 되는가를 수치화 해놓은 것이다. 를 들어 a라는 쓴

이가 하나의 을 단 로 하여 을 썼을 때 몇 번째 만

에 다시 을 쓰게 되는가를 거리로 계산한 값을 ‘d’로 하

다. 만약 쓴이가 을 쓰고 바로 다음에  쓰는 경우

에는 논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실험을 통하

여 쓴이가 을 쓸 때 8번째 이상으로 쓴 의 경우는 

논쟁  평가 값이 낮다고 단하 다. 그래서 1이하를 

으로 하는 지수함수를 사용하여 지수가 7이면 0.5에 가깝

도록 0.91을 지수함수의 으로 결정하 다. 함수식에서 0

과 1사이의 값을 갖는 논쟁 수 값에서 논쟁구역 상수값 

0.51을 빼주기로 하여 논쟁지수가 높으면 양수 값을 낮으

면 음수 값을 갖도록 결정했다. 이를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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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거리 d 계산

쓴이 거리 공식 논쟁지수

c 2 Sd = 0.91
2-1 - 0.51 0.4

b 8 Sd = 0.91
8-1 - 0.51 0.0067

a 10 Sd = 0.91
11-1 - 0.51 -0.12

표 2 논쟁지수 결과 값

게시물 제목 이 름 거리 논쟁지수

방송다시 한번 찬찬히... 오소 2 0.0972

만족 하실런지 모르지만... 김근식 2 0.0972

Re: 만족 하실런지 모르... 오소 2 0.0972

그건 진행자를 탓하심이... 김근식 2 0.0972

핫! 무슨말 이신지?? 오소 2 0.0972

Re: 핫! 무슨말 이신지?? 김근식 2 0.0972

그럼... 오소 2 0.0972

Re: Re: 핫! 무슨말 ... 김근식 2 0.0972

Re: Re: Re: 핫! 무슨말... 오소 2 0.0972

Re: Re: Re: Re: Re: 핫!... 김근식 2 0.0972

Re: Re: Re: Re: Re: Re:... 오소 2 0.0972

Re: Re: Re: Re: Re: Re:... 김근식 2 0.0972

어이없네 오소 2 0.0972

Re: 어이없네 김근식 2 0.0972

그게아니구요 오소 2 0.0972

앗 ! 아직도 불만이 김근식 6 -0.189

ㅡㅡ;;;;;; 오소 54 -0.8061

표 3 논쟁지수 합이 가장 높게 나온 구역

그림 3 논쟁 도에 따른 논쟁구간의 크기 비율

여러 경우를 로, 거리에 따라 논쟁지수가 높은 경우

와 낮은 경우를 살펴보자. [표 2]는 [그림 1]에서 구한 거

리를 가지고 쓴이별로 논쟁지수를 구한 결과이다. 거리

가 짧은 경우 논쟁지수가 높게 나오고 거리가 먼 경우 논

쟁지수가 낮게 나왔다. 논쟁지수가 높게 나온 부분의 들

이 정말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두 게

시 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토 로 직  확인해 본 결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 다.

4.2. 논쟁구역 검색 방법

논쟁구역은 MAX-of-SU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논쟁

지수의 합이 가장 큰 구간이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한다. MBC 토론게시  40만개의 게시물에서 

각각 논쟁지수를 구하고 이를 MAX-of-SUM 알고리즘으

로 검색해본 결과  [표 3]와 같이 두 명의 쓴이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벌인 것을 직  확인하 다. 

재 보여 지는 결과의 게시물 개수는 17개로 한 

구간이 검색되었지만, 이와 같은 논쟁지수 계산식으로 다

른 게시  들을 검색해보니 논쟁구역이 많게는 200개의 

게시물이 결과로 나왔다.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논쟁이 높

은 구간임에는 분명했지만, 구간 간에 논쟁과 련 없는 

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림 2]는 MBC 토론게시 에서 [수식 1]에서 논쟁구

역 상수인 C값을 조 하여 얻게 된 논쟁구역의 길이를 나

타낸 것이다. 0.35 이하일때부터 격하게 넓은 논쟁구역

이 검색되었으며, 해당 구역의 을 읽어 보았을 때 논쟁

의 연 성이 높은 결과 값을 얻은 C 값은 0.8128 이었다. 

그림 2 상수C값에 따른 논쟁구간 범

이는 논쟁구역 상수인 C값을 높게 하면 좁은 논쟁구역

이 검색되고 낮게 하면 넓은 논쟁구역이 검색됨을 의미한

다. 일반 으로 논쟁 도가 높은 게시 일수록 반 으

로 논쟁지수가 높게 계산되고, 이에 따라 논쟁구역이 넓게 

계산되므로, 게시 의 성향에 따라 상수C를 변경해  필

요가 있다고 단했다. 

논쟁구간이 100%라 함은 상 게시 의 모든 이 논

쟁구간으로 검색되었음을 의미하는데, 논쟁 도에 따른 

MAX-of-SUM 계산 결과 값을 살펴보면 논쟁 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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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즉, 논쟁 도 값이 작게 나올 수록 고정된 논쟁구

간 상수 C값에 해 체 으로 넓은 논쟁구간이 검색되

었다. 

하지만 논쟁 도와 논쟁구간의 상 계에 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여, 이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

다. 재 논쟁지수 계산모델에 따른 논쟁 구역을 검색할 

때에는 사용자가 검색하고자하는 게시 의 논쟁 도에 따

라 한 논쟁구역 상수 C값을 결정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으면, 그 이후로 논쟁지수 계산식을 이용하여 논쟁구역

들을 검색해낼 수 있다.  

5. 평가  분석

논쟁지수 계산 모델로 여러 게시 의 논쟁구역을 검색

해본 결과 논쟁이 과열된 구간을 찾을 수 있었으며, 찾아 

진 구간을 제외하고 지속 인 검색을 해보면 같은 게시  

내에  다른 논쟁구역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논쟁 

과열도는 낮아진다. 이와 같이 게시 의 쓴이의 순서를 

가지고 논쟁구간을 검색 하는 방법은 빠른 속도로 과열된 

논쟁구간을 찾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재 이용한 

MAX-of-SUM 알고리즘은 선형-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어, 40만건에서 100개의 구간을 검출해내는데 5 정도의 

검색시간을 소요한다. 10개 미만의 구간에 해서는 1 도 

걸리지 않는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게시 의 쓴이 기반의 분석을 

통해 논쟁 도와 논쟁지수를 악하는 모델을 제안하

다. 이로써 논쟁이 벌어지는 특정 게시 에서 쓴이의 순

서만으로 논쟁이 과열된 구간을 검색해낼 수 있다.

이 모델로 실험 할 때에는 게시 이 만개가 넘는 큰 구

역을 검색하는 경우 HTML 소스분석에 소요되는 시간만

으로도 게는 10분에서 하루 내도록 걸리는 경우도 있었

다. 만약 알아보고자 하는 게시 의 게시  데이터베이스

를 보유하고 있다면 HTML 소스분석 없이 실시간으로 논

쟁구역을 악할 수 있다. 게시 을 운 하는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에게 논쟁구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용자들은 이러한 논쟁구역을 

스스로 회피하거나 선택 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 을 지

닌다[7]. 

실험 과정에서 논쟁이 과열되는 지역은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많은 것을 조사하 다. 이로써 논쟁구역을 찾아내

어 이 구역에 한 집 인 게시  리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방식보다 더 효율 으로 리할 수 있을 것이다

[8].

향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논쟁 과열 구역을 컬러링

을 하는 가시화를 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쉽게 논쟁구간을 

악하도록 연구를 해보거나, 게시  체의 논쟁 과열도

를 구하는 등의 연구를 행할 생각이다. 그리고 RSS를 이

용하여 게시 의 논쟁구역 형성도를 살펴보면, 논쟁이 일

어나는 시간  등을 찾아내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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