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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블로그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포스트 랭킹 알고리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액

션의 발생 순서를 이용하여 포스트에 랭킹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 실제 블로그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의 우수성을 보인다.

1. 서론

  블로그란 블로거가 작성한 웹 상의 인 포스트를 게재

하는 일종의 개인 웹사이트이다. 블로거는 블로그의 포스

트에 다양한 행 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블로거가 포스트에 행할 수 있는 모든 행 를 액션

(action)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액션에는 작성, 덧  쓰기, 

스크랩 등이 있다. 블로그에는 이런 액션들의 정보와 함께 

그들의 발생 시각이 장되어 있다.

  최근 블로그의 편의성으로 인해 블로그 이용이 증가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트의 양이 증가하고, 검색 결과로 

다수의 포스트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다수

의 포스트들  유 가 원할 것으로 생각되는 양질의 포

스트를 상  결과로 보여주는 랭킹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를 해 PageRank[1]와 HITS[2]를 활용한 다양한 포

스트 랭킹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다. 이들은 액션을 이용

하여 포스트에 랭킹을 부여하 다. 하지만, 액션의 발생 

순서를 랭킹의 정확도를 해 활용한 알고리즘은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포스트 랭킹을 하여 액션의 발

생 시각을 통해 액션의 순서를 악하고, 이에 따른 가

치를 구한다. 이를 AuthHub에 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기존 방법과 비교한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기존의 포스트 랭킹 알고리즘들에 해 소

개한다. Indegree는 포스트를 스크랩한 블로거의 수에 비

례하도록 포스트에 랭킹을 부여하는 방법이다[4].

  PostRank는 액션뿐만 아니라 그 액션을 부여한 블로거

의 작성능력을 고려하여 포스트에 랭킹을 부여하는 방법

이다[4]. 이때, 블로거의 작성능력은 양질의 포스트를 작성

한 정도를 의미한다. 포스트의 랭킹은 포스트를 스크랩한 

블로거들의 작성능력에 비례하도록 부여된다.

  EigenRumor는 액션과 블로거의 작성능력, 평가능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이다[3]. 블로거의 작성능력은 

PostRank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블로거의 평가능력은 

양질의 포스트에 덧 을 단 정도를 의미한다. 포스트의 랭

킹은 포스트를 작성한 블로거의 작성능력과 이를 스크랩

한 블로거의 평가능력에 비례하도록 부여된다.

  AuthHub는 액션과 블로거의 평가능력을 동시에 고려하

는 방법이다[4]. EigenRumor와 달리 블로거의 평가능력은 

양질의 포스트에 스크랩을 한 정도를 의미한다. 포스트의 

랭킹은 포스트를 스크랩한 블로거의 평가 능력에 비례하

도록 부여된다.

3. 제안하는 방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안은 AuthHub와 동일하게 스

크랩과 블로그의 평가능력을 고려한다. 단, 블로거의 평가

능력은 양질의 포스트를 스크랩한 정도뿐 만 아니라 그 

스크랩이 동일한 포스트에서 일어난 다른 스크랩보다 순

서상 빠른 정도 한 고려한다. 이는 타 블로거보다 양질

의 포스트를 빠르게 찾아 스크랩 하는 블로거가 더 평가

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 먼  블로그 환경을 그래 로 모델링해야 한

다. 블로거와 포스트는 각각 블로거 노드와 포스트 노드

로, 액션은 노드들 사이의 링크로 하는 블로거-포스트 그

래 로 나타낸다. 포스트 노드에는 포스트의 질을 나타내

는 권 수를, 블로거 노드에는 블로거의 평가능력을 나

타내는 허 수를 부여하고, 블로거-포스트 그래 를 이

용하여 이들 수를 계산한다. (그림 1)은 블로거-포스트 

그래 를 나타낸 이다.

  권 수는 포스트 노드와 링크로 연결된 블로거 노드

들의 허 수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는   로 나타낼 

수 있다. 체 포스트의 수가 m, 블로거의 수가 n일 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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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권 수를 나타내는 m✕1 벡터이고, h는 모든 

허 수를 나타내는 n✕1 벡터이다. S는 m✕n 행렬로 

각 인자 si,j는 포스트 노드 pi와 블로거 노드 bj  사이에 링

크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의 값을 가진다.

(그림 1) 블로거-포스트 그래  

  허 수는 블로거 노드와 링크로 연결된 포스트 노드

들의 권 수의 가 치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때, 가 치

는 동일한 포스트에서 스크랩이 일어난 순서에 의해 0에

서 1사이의 값이 부여된다. 본 논문에서는 가 치를 결정

하기 한 방법으로 EDA(Equal Difference Attenuation)

와 ERA(Equal Ratio Attenuation)를 제안한다. 이 가 치

에 비례하여 허 수가 받는 값의 크기가 결정된다.

  EDA에서 가 치는 식 1에 의하여 계산된다. order(pi, 

bj)는 bj가 pi를 몇 번째로 스크랩하 는지에 한 순서이

다. deg(pi)는 pi의 차수(degree)를 의미한다. min은 사용

자가 주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에지에 부여될 가 치의 

최소값을 의미한다. 이는 가 치가 일정 수치만큼씩 작아

져서 0 이하가 되는 것을 막기 한 값이다. 

   

 
×       (식 1)

  wdi,j를 허 수의 계산에 이용하기 해, wdi,j를 i행과 

j열의 인자로 하는 m✕n 행렬 WD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허 수는    로 계산된다.

  ERA에서 포스트 노드 pi와 블로거 노드 bj  사이의 링크

의 가 치는 식 2에 의하여 계산된다. 이때, ρ는 감쇄하는 

비율의 값으로 0에서 1사이로 주어진다. 

   
                 (식 2)

  wri,j를 허 수의 계산에 이용하기 해, wri,j를 WD와 

동일한 방법으로 m✕n 행렬 WR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허 수는   로 계산된다.

  EDA와 ERA의 권 수와 허 수는 각각 HITS와 

동일하게 워 메소드(power method)를 통해 계산한다 

[2]. 이 결과들을 AuthHubEDA, AuthHubERA로 부른다.

4. 실험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2006년 4월부터 수개월간 수집

하여 익명으로 처리한 블로그 데이터이다. 알고리즘을 평

가하기 해 HITS[2]에서 사용한 질의 20개를 사용한다.

  실험을 해 각 포스트 랭킹 알고리즘의 결과  권

수가 가장 높은 10개의 포스트를 질의마다 선택한 뒤, 

포스트의 질을 11명의 평가자를 통해 ‘상’, ‘하’로 평가하도

록 한다. 각 평가자들이 평가한 결과의 최빈치(mode)를 

해당 포스트의 질로 간주한다. 포스트 랭킹 알고리즘의 성

능 척도로는 정 도(precision)와 평균정 도(average 

precision)을 이용한다. 이 평가 척도는 기존의 웹 문서 랭

킹알고리즘을 평가하기 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좋

은 알고리즘일수록 큰 값을 가진다. 본 실험에서는 각 질

의 별로 측정된 정 도와 평균정 도의 평균값을 해당 알

고리즘의 성능으로 간주한다.

  본 실험에서는 AuthHub, AuthHubERA, AuthHubEDA를 

비교한다. EDA의 min값은 0.5, 0.75로, ERA의 ρ값은 0.8, 

0.9, 0.95로 세 한다.

   알고리즘

       

척도

AuthHub

AuthHubE

DA

(min=0.5)

AuthHubE

DA

(min=0.75)

AuthHubE

RA 

(ρ=0.8)

AuthHubE

RA 

(ρ=0.9)

AuthHubE

RA 

(ρ=0.95)

정 도 0.863 0.858 0.863 0.874 0.868 0.868 

평균 정 도 0.876 0.876 0.888 0.894 0.895 0.900 

<표 1> 포스트 랭킹 알고리즘의 정 도와 평균정 도

  <표 1>은 정 도와 평균정 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정

도에서는 AuthHub에 비해 AuthHubERA가 높은 값을 보

인 반면, AuthHubEDA는 낮은 값을 보 다. 이는 

AuthHubERA가 AuthHub에 비해 정확한 랭킹을 부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평균정 도에서는 제안하는 모든 

알고리즘이 높은 값을 보 다. 이는 액션의 발생 순서를 

고려하는 방법이 AuthHub보다 양질의 포스트에 높은 랭

킹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 으로 AuthHubERA

가 가장 정확한 랭킹을 부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액션의 발생 순서를 액션의 발생 시각을 

통해 구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블로거의 평가능력을 계산

하기 한 가 치를 제안하 다. 한, 가 치를 기존의 

AuthHub에 용하여 더 정확한 랭킹을 부여하는 알고리

즘인 AuthHubEDA와 AuthHubERA를 제안하 다. 제안

하는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실제 블로그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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