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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로부터 그 사용자 프로파일 식별하는 
문제를 다룬다. 프로파일 식별 관련 기존 연구에서는 개별 텍스트를 하나의 학습 단위로 간주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 모델을 구축한다. 프로파일을 식별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텍스트들이 주어지면 각 텍스트마
다 프로파일을 식별하고, 식별된 결과들을 합쳐 최종 프로파일로 선택한다. 하지만 SNS 특성상 프로파일
을 식별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텍스트들이 다수 존재하며, 기존 연구들은 이 텍스트들을 특별한 
처리없이 학습 및 테스트에 사용함으로 인해 프로파일 식별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는 다중 인스턴스 학습(Multi-Instance Learning)을 기반으로 사용자 프로파일을 식별한다. 제안한 방법은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 전체, 즉 텍스트 집합을 학습 단위로 간주하고 다중 인스턴스 학습 문제로 변환
하여 프로파일을 식별한다. 다중 인스턴스 학습을 사용함으로써 프로파일 식별에 유의미한 텍스트들만이 
고려되고 그 결과 프로파일 식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텍스트로부터의 성능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이 기존 학습 방법보다 성별, 나이, 결혼/연애 상태를 식별함에 있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주제어: 다중 인스턴스 학습, Multi-Instance Learning, 사용자 프로파일 식별, 소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1. 서론
Facebook, Twitter, me2day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들이 등장하

면서 사용자들이 위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주제의 

텍스트들을 작성한다. 위 텍스트에는 작성한 사용자의 

전기적인 속성(Biographic attribute)에 대한 정보 즉, 성

별, 나이, 관심 분야 등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들을 분석하여 사용자 맞춤 서비스에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 맞춤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입

력한 프로파일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애유무, 

정치적 성향 등의 속성과 같이 사용자가 특별히 입력하

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특정 서비스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용자 프로파일을 직접적으로 수집

하지 않는다. 위 상황에서 사용자 맞춤 서비스는 사용자

가 생성한 컨텐츠 즉, 사용자와 관련된 문서로부터 그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식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SNS를 사용하여 작성한 텍스

트로부터 그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식별하고자 한다. 

SNS 외 블로그, 전화 대화문서, 영화 리뷰 등으로부터 

사용자 프로파일을 식별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

되어 왔다[1-4]. 위 연구들은 사용자 프로파일 식별을 

위한 자질들을 정의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즉, 주어진 도메인

에 따라 도메인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자

질로 정의하였다. 이 후, 자질로 표현된 텍스트를 미리 

정의된 사용자 프로파일의 속성과 그에 해당하는 클래스

로 분류하여 프로파일을 식별한다. 최근 SNS에서부터 

프로파일 식별을 위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 연구들은 앞선 기존 연구들과 동일하게 SNS 텍스트 

특징과 소셜 네트워크를 반영할 수 있는 자질을 정의하

는 데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다른 문서들과 달리 SNS 텍스트들은 

짧은 길이와 더불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사용자들이 작성한 텍스트들 중에는 프로파일을 식별하

는 데에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잘못 식별하게 만드는 텍

스트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들 모두를 

사용하거나 간단한 방법으로 필터링하여 프로파일 식별 

모델을 구축한다. 위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 번째로 주어진 텍스트들 모두 학습에 사용할 

경우, 주어진 프로파일과는 관련 없거나 잘못 태깅된 학

습 데이터로 인해 프로파일 식별 성능이 떨어질 수 있

다. 두 번째로 주어진 텍스트가 프로파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앞

서 잘못 식별된 결과가 다음 단계로 전파될 수 있다. 또

한, 이를 위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비용

이 든다.

본 논문에서는 앞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사용자 프로

파일 식별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다중 인스턴

스 학습(Multi-Instance Learning)에 기반하여 사용자 프

로파일을 식별한다. 다중 인스턴스 학습이란 인스턴스 

하나를 학습 단위로 간주하는 개별 인스턴스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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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Instance Learning)과는 달리 인스턴스 집합을 

하나의 학습 단위로 수행하는 학습 방법이다. 학습시 인

스턴스 집합에서 “도움이 되는” 인스턴스만을 찾아 학습

을 수행하므로 관련 없는 또는 잘못 태깅된 인스턴스들

로부터의 성능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위 학습 방법

은 사용자들이 작성한 텍스트들을 개별로 태깅하는 것이 

아닌 텍스트 집합에 태깅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별 결과

를 합치는 모듈이 필요하지 않으며 학습 데이터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

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프로파일 식별에 도움이 됨을 보

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사용자 프로

파일 식별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다중 인스턴스 학습에 대한 설명과 다중 인스턴스 학습

을 고려하는 여러 알고리즘 중 Multi-Instance Support 

Vector Machine에 대해 간략히 다룬다. 4장에서는 다중 

인스턴스 학습 기반 사용자 프로파일 식별에 관해 설명

한다. 5장에서는 실험 및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 6장에

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를 다룬다.  

2. 관련연구

블로그, 이메일, 방문한 웹 페이지 및 다른 사용자와의 

대화문서 등 사용자가 생성 및 작성한 문서로부터 사용자

들의 성별, 나이 등을 식별하고자 하는 연구는 오래 전부터 

많이 진행되어 왔다. Boulis and Ostendorf(2005)는 전화

로 주고받은 대화 문서에서 사용자의 성별을 식별하고자 

하였다[1]. 이들은 전화 대화 문서에서 성별 간의 단어 사

용이 다름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n-gram모델로 

대화를 표현하고 기계학습을 사용하여 성별을 식별하였다. 

Garera and Yarowsky(2009)는 Boulis and Ostendorf에

서 사용한 전화 대화문서와 이메일에서 사용자의 성별, 나

이와 모국어로 말하는지(Native speaker) 여부를 식별하였

다[2]. 이들은 사회 언어학(Sociolinguistic) 자질과 담화

(Discourse) 자질을 정의하고 이로부터 사용자의 속성을 

식별하였다. Otterbacher(2010)과 Hemphill and 

Otterbacher(2012)는 영화 리뷰 데이터에서 성별을 추정

하고자 하였다[3,4]. 이들은 IMDb에서 성별에 따라 언

어 사용에 있어 다른 점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즉, 여성

이 남성에 비해 사교적인 스타일(Social style)로 리뷰를 

쓰는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제 3자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스타일(Broadcast style)로 리뷰를 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위해 단어와 문장의 

Complexity[5]와 대명사 사용 빈도, 관용구(Hedging 

phrase)등을 자질로 사용하였다.

최근 SNS에서 사용자 프로파일을 식별하고자 하는 연

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되었던 방법에 

추가로 SNS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및 특징을 반영하는 

연구가 주를 이뤄왔다. Rao et al.(2010)는 Twitter에서 

성별, 나이, 지역출신, 정치적 성향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6]. 이들을 딸림벗(Follwer), 따름벗(Follwing)을 통한 

네트워크 관계 및 트윗(Tweet), 리트윗(Retweet) 등으로 

얻어지는 사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횟수에 기존 연구의 

사회 언어학 자질을 합쳐 사용자 속성을 식별하였다. 

Pennacchiotti and Popescu(2011)는 Twitter에서 기계

학습 기반으로 사용자를 분류하였다[7]. Bio 필드에서 

추출하는 프로파일 자질과 트윗 작성 비율 및 리트윗 비

율과 작성한 트윗이 URL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사용하였

다. 뿐만 아니라 토픽 모델을 사용하여 트윗을 분석한 

자질과 소셜 네트워크 관계를 자질로 사용하여 사용자의 

정치적 성향, 스타벅스 팬인지를 식별하였다. Burger et 

al.(2011)는 Twitter에서 성별을 식별하고자 하였다[8]. 

이들은 다량의 Twitter 사용자와 트윗을 수집하였으며, 

언어와 독립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Bio 필드, 닉네

임과 작성한 트윗으로부터 단어 레벨 n-gram 모델과 음

절 레벨의 n-gram 모델을 사용하여 자질을 추출하고 이

를 Winnow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성별을 식별하였다.

앞선 연구들은 사용자가 작성한 정보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자질에 대해 주로 연구하였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작성한 정보들 중에는 프로파일 식별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것들도 존재한다. 이들 모두를 프로파일 식별에 사용하

면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수의 텍스트들로 인해 성능 하

락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학습 방법이 

아닌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식별하

고자 한다.

 

3. 다중 인스턴스 학습과 Multi-Instance Support 

Vector Machines

3.1 다중 인스턴스 학습

다중 인스턴스 학습은 Dietterich et al.(1997)이 Drug 
Activity Prediction (DAP)을 풀기 위해 제안된 학습 방

법이다[9]. DAP란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을 때, 이 약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를 예측하는 문제이다. 세부적

으로 약은 여러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하나

라도 주어진 단백질에 반응을 하면 약이 적합하다고 하

고, 모두가 그 단백질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약으로 적

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Dietterich et al.(1997)은 기존 학습을 통해 DAP 문제

를 해결할 경우 학습시 다수의 긍정 오류(False 

Positive)가 포함하게 되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보였

다. 즉, 특정 단백질에 반응을 한 약이 주어질 때, 기존

의 학습은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모두 특정 단

백질에 적합한 것으로 여긴다. 이 후, 이들로부터 학습을 

수행하면 실질적으로 단백질과 관련없는 다수의 분자들

로 인해 잘못 예측을 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ietterich et al.(1997)은 다중 인

스턴스 학습을 제안하였다. 인스턴스 하나를 학습 단위

로 사용하는 개별 인스턴스 학습과는 달리 다중 인스턴

스 학습에서는 인스턴스의 집합인 Bag을 학습 단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개별 인스턴스 학습에서는 인스턴스 

하나에 레이블을 다는 반면, 다중 인스턴스 학습에서는 

Bag에 대해 레이블을 달게 된다. 다중 인스턴스 학습은 

개별 인스턴스 학습과 학습 단위를 제외하고 유사하지만 

다음 제약사항을 추가로 가진다. 이진 분류를 수행함에 

있어 Bag이 긍정(Positive)으로 레이블이 되면 적어도 

Bag 안에는 하나 이상의 긍정 인스턴스를 포함하고 있

음을, Bag이 부정(Negative)로 레이블링이 되면 Bag 안

에 모든 인스턴스들이 부정임을 가정한다.

- 48 -



Dietterich et al.는 DA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평행 

사각형(axis-parallel rectangle)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9]. 위 알고리즘은 자질 공간에서 긍정 Bag을 다 포함

하는 사각형을 먼저 찾고, 이 사각형에 부정 Bag이 포함

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 실험을 통해 Musk 

데이터[10]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후, 이미지 

분류[11] 및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12] 등에서 다중 인

스턴스 학습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Diverse Density 

(DD)[11], EM Diverse Density (EM-DD)[13], 

Multi-Instance Neural Network (MI-NN)[14] 등의 많은 

알고리즘들이 다중 인스턴스 학습을 고려하기 위해 제안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강

력하고 널리 쓰이는 모델인 Support Vector Machines에 

다중 인스턴스 학습을 고려한 Multi-Instance Support 

Vector Machines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3.2절에

서 자세히 다룬다.

3.2 Multi-Instance Support Vector Machines

Multi-Instance Support Vector Machines(MI-SVMs)은 

기존의 SVMs에서 다중 인스턴스 학습을 고려하도록 

Andrews et al.(2002)가 제안한 알고리즘이다[15]. 기존

의 SVMs의 경우 모든 인스턴스를 고려하여 마진

(Margin)이 최대화되는 결정 경계를 찾는다. MI-SVMs에

서는 인스턴스 간의 마진을 최대화 하는 것이 아니라 

Bag 간의 마진을 최대화하는 결정 경계를 찾는다. 

Bag 간의 마진은 다중 인스턴스 학습에서의 가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긍정 Bag의 관점에서 마진은 Bag 

안에 인스턴스들 중에 “가장 긍정”인 인스턴스로 결정된

다. 반면 부정 Bag의 관점에서 마진은 Bag 안에 인스턴

스들 중 긍정에 “가장 가까운” 인스턴스로 결정된다. 그

림 1는 Bag 간의 마진을 고려할 때, 어떻게 결정 경계

가 그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MI-SVMs에서의 

결정 경계

그림에서 +는 긍정 인스턴스를, -는 부정 인스턴스를 

의미한다. 인스턴스에 부착된 숫자는 Bag을 나타낸다. 

즉, 같은 숫자로 표시된 인스턴스들은 같은 Bag에 속해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 Bag에서는 긍정에 “가장 가까운” 

인스턴스들이 Bag의 마진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므로 그

림에서 부정 Bag 1,2,3에 속해있는 여러 인스턴스들 중 

동그라미로 표시된 인스턴스들이 결정 경계를 선택하는

데 사용되었다. 긍정 Bag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긍정 인

스턴스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왼쪽 상단부의 긍정 Bag 1

의 인스턴스가 아닌 긍정 Bag 3의 인스턴스 중 동그라

미로 표시된 인스턴스가 결정 경계를 선택하는데 사용되

었다. 앞서 살펴본 Bag 간의 마진을 고려한 

soft-margin SVM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

다.

위 수식에서 는 인스턴스를 나타내고 는 Bag을 나타

낸다. 는 I번째 Bag의 레이블을 나타내며, 는 I번째 

Bag에 존재하는 인스턴스를 나타낸다. 최적화

(optimization)를 위해 위 수식에서 제약조건 부분의 

max 연산자를 각 클래스별로 다시 작성하면, 부정 Bag

의 경우 Bag에 존재하는 모든 인스턴스들이 마진을 결

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긍정 Bag의 경우, 

Bag에 존재하는 인스턴스들 중에 마진을 결정하는데 도

움이 되는 인스턴스 즉, “근거 인스턴스(witness 

instance)”만이 적어도 하나 이상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근거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선택 변수(selector 

variable) s(․)을 도입한다. 변경된 제약사향으로 위 수식

을 다시 작성하면 아래 수식과 같이 표현된다.

위 수식은 혼합 정수 계획법(mixed integer 

programming)으로 변환하여 최적화할 수 있다. 이와 관

련한 자세한 내용은 [15]의 5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4. 다중 인스턴스 학습 기반 사용자 프로파일 식별
사용자 프로파일 속성과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다면 사

용자가 작성한 텍스트로부터 그 사용자의 프로파일 식별

은 주어진 텍스트들을 앞서 정의된 속성과 클래스로 분

류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개별 인스턴스 학습 기반 관

점에서 프로파일 식별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가 

작성한 데이터       가 주어진

다고 가정한다. 이 때, ∈  1)이며,   은 

텍스트 가 클래스 +1에 속함을 의미하고,   은 

가 클래스 -1에 속함을 의미한다. 프로파일 식별 모델

은 데이터   로부터 함수   →를 추정함으로써 구

축된다. 이렇게 구축된 프로파일 식별 모델은 텍스트 전

체가 아닌 텍스트 하나에 대해 클래스를 추정하게 된다. 

1) 두 개의 클래스만 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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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가 작성한 새로운 텍스트들이 주어지면, 

함수 를 통해 텍스트마다 클래스를 추정하고, 추정된 

클래스 중 가장 많이 분류된(Majority Voting) 클래스로 

사용자 프로파일을 식별한다.

개별 인스턴스 학습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들 

모두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고 함수 를 추정하는데 사용

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에는 프로파일 추

정 함에 있어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성능을 하락시키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들 모두를 데이터로 사용하여 

  →를 추정하면 잘못된 모델 파라미터가 선택되고 

프로파일 식별 모델의 성능을 하락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프로파일 식별을 위해 사용자가 

작성한 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진다고 가정

한다.

      

   는 i번째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 집

합을, ∈  는 i번째 사용자의 클래스를 나타낸

다. 제안한 모델은 사용자가 작성한 모든 텍스트를 하나

의 학습 단위로 사용하므로 추정된 결과를 결합하는 모

듈 없이 바로 사용자 프로파일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학습 시 텍스트 집합에서 식별에 “도움이 되는” 텍스트

만을 찾아 학습을 수행하므로 관련 없는 또는 잘못 태깅

된 텍스트들로부터의 성능 하락을 최소화한다. 

 함수 를 추정하기에 앞서 SNS에서 작성된 텍스트를 

자질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SNS 텍스트는 기존 문서와 

달리 길이가 짧고, 이모티콘, 알파벳 반복 등이 자주 사

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자

질을 정의하였으며 표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질을 

나열한 것이다.

자질 설명

Bag-of-Word 명사, 미등록어, 기호

이모티콘 유무

ㅡㅡ, ㅠㅠ, ㅜㅜ, T_T, 

ㅇㅁㅇ, ㅇㅅㅇ, ^^, ^_^, 

:), :(, ♡, ... 등이 포함되면 

1, 아니면 0

같은 문자, 기호 

반복 유무

[ㅋ|ㅎ|ㄷ|.|!|;|~]+ 으로 

매치되면 1, 아니면 0

표 2 프로파일 식별을 위해 사용한 자질들

문서 분류에서 널리 사용되는 Bag-of-Word 자질에 소

셜 텍스트의 특성인 이모티콘과 알파벳 반복 유무를 사

용한다. Bag-of-Word를 추출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텍스트를 형태소 분석한 후, 명사, 미등록어 및 

기호만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로부터 함수   →를 추정하여 프로파일 

식별 모델을 구축하며, 이는 3.2에서 살펴본 MI-SVMs에 

바로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5. 실험
5.1 실험 데이터

실험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Facebook, Twitter, 

me2day에서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수집하였

다. 사용자의 프로파일은 Facebook을 통해 수집한 사용

자의 경우 명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였으

며, Twitter나 me2day의 경우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와 

약력 등으로부터 수작업으로 구축하였다. 표 3에서는 실

험에 사용한 데이터의 통계 정보를 보여준다.

정보 값

사용자 270

작성한 텍스트 3,968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의 

평균 개수
14.70

표 3 실험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통계(statistics)

총 270명의 사용자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사용자들이 

작성한 전체 텍스트 개수는 3,968개이다. 한 사용자당 

평균적으로 14.70개의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식별하고자 하는 사용자 프로파일의 속성

으로 총 3가지(성별, 나이, 결혼/연애 상태)로 정의하였

다. 클래스는 성별의 경우, 남성, 여성으로, 나이는 10

대, 20대, 30대, 40대, 50대로, 결혼/연애 상태는 솔로, 

연애중, 기혼으로 정의하였다. 표 4는 각 속성과 해당 

클래스에 대한 간단한 통계 정보를 보여준다.

속성 클래스 사용자 작성한 텍스트

성별
남성 142 2,157

여성 128 1,811

나이

10대 22 397

20대 91 1,352

30대 50 841

40대 70 971

50대 37 407

결혼/연애 

상태

솔로 125 2,147

연애 중 50 708

기혼 95 1,113

표 4. 속성 및 클래스 별 사용자 및 작성한 

텍스트에 대한 정보

모든 실험은 5회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을 통해 

평가하였다. 프로파일 식별에 대한 성능 평가는 정확도

(Accuracy)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속성에 대해 가장 많은 사용자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로 분류하는 모델(Base-Model)과 

텍스트 하나를 인스턴스로 사용하는 Single-Instance 

SVMs(SI-SVMs)을 비교 모델(Baseline)로 사용하였다. 

SI-SVMs의 분류기로는 LIBSVM[16]을 사용하였으며 제

안한 방법과 LIBSVM에서 모두 선형 커널(Linear Kernel)

을 사용하였다. 다중 클래스를 처리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One-Versus-All[17]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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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프로파일 식별에 대한 실험 결과

  그림 2는 성별, 나이, 결혼/연애 상태에 대해 비교 모

델들과 제안한 방법의 정확도를 보여준다. 분산의 경우 

SI-SVMs과 제안한 방법 모두다 모든 속성에서 0.005이

하의 값이 나와 그림에서 제외하였다.

  SI-SVMs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 각각을 클래

스 정보를 포함하는 개별 인스턴스로 만들어 학습하였

다. 사용자의 클래스를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 각각에 대해서 클래스를 추정하였고, 추

정된 클래스 중 가장 많이 분류된 클래스로 사용자 프로

파일을 식별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사용자 별로 그 사용자가 작성한 

모든 텍스트를 포함하는 Bag을 만들었고, Bag 단위로 

학습과 클래스 추정이 이루어졌다.

그림 2 사용자 프로파일 식별 실험 결과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제안한 방법이 비교 모델들보다 

모든 속성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특히, 제안한 방법은 

SI-SVMs에 비해 성별에서는 0.02, 나이와 결혼/연애 상

태에서는 0.05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위 결과는 개별 

인스턴스 학습 방법으로 사용자 프로파일 식별할 시, 프

로파일을 식별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잘못 식

별하게 만드는 텍스트들이 학습에 고려되어 결정 경계를 

잘못 선택하였음을 의미한다. 제안한 방법은 다중 인스

턴스 학습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이 작성한 텍스트 중에 

프로파일 식별에 도움이 되는 텍스트들이 결정 경계를 

찾는데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의 방법들보다 더 좋

은 성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제안한 방법 즉, 다중 인스

턴스 기반 학습 방법이 SNS 텍스트로부터 사용자의 프

로파일 식별에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사용자 프로파일 식별은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로부터 

성별, 나이 등의 사용자의 전기적인 속성을 찾는 것이다.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프로파일 식별을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본 논문은 SNS에서 사용자들이 작성한 짧은 텍스트들

로부터 사용자의 프로파일 식별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제안한 방법은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 전부를 하나의 

학습 단위로 삼는 다중 인스턴스 학습을 기반으로 프로

파일 식별하였다. 텍스트 집합을 하나의 학습 단위로 간

주하기 때문에 개별 텍스트를 학습 단위로 여기는 기존

의 학습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은 SNS 텍스트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자질과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

는 SVMs에 다중 인스턴스 학습을 고려한 MI-SVMs을 

이용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기존 학습 방법보다 성별, 나

이, 결혼/연애 상태를 식별함에 있어 더 좋은 성능을 보

였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자질로 Bag-of-Word 및 이모티콘과 같은 문자, 기호 

반복 유무만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n-gram모델

과 감탄용어 및 프로파일 식별에 있어 빈번히 사용되는 

특정 단어들이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연구로 이들을 사용하여 프로파일 식별의 성능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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