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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메신저 사용의 증가와 함께 관련 범죄와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메시지 사용자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그래프 기반의 인스턴트 메세지 분석 모델을 제안하여 채팅 사용자를 검증하고자 한다. 사용자 검증은 주어진

두 개의 텍스트의 작성자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다. 제안 모델에서는 사용자의 이전 대화를 토대로 n-gram

전이 그래프를 구축하고, 작성자를 알 수 없는 메세지를 이용해 전이 그래프를 순회한 랜덤워크의 특성을 추출한다.

사용자의 과거 채팅 습관과 미지의 텍스트에 나타난 특징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모델은 10,000개의 채팅 대화에서 86%

의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로 사용자를 검증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통계 기반 모델들이 명시적 feature를 정의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통계 수치로 접근하는데 반해, 제안 모델은 그래프 기반의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제한된 데이터

분량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내는 자동화된 분석 기법을 제안했다.

주제어: 사용자 검증, 메신저 채팅, 랜덤워크, 그래프 기반 언어모델

1. 서론

비대면사회로의전환은원격 ·재택근무비율의증가뿐만아

니라, 일상에서의 의사소통도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도록 변화

시켰다. 202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이제 전국

민의 약 97.1%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한다. 한편,

같은 시기에 보이스피싱 피해는 65% 줄어든 반면, 메신저 피

싱피해는 2018년대비 73%증가했는데,메신저피싱은타인의

메신저에 접속해 등록된 친구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로,

무작위의전화번호를타겟팅하는보이스피싱과는달리피해자

와친분있는관계를활용한지능범죄다.이같은범죄이외에도,

일반 사용자들이 일상과 업무를 오가며 높은 빈도로 메신저를

사용함에 따라, 대화 상대를 착각하고 메세지를 잘못 발송하는

실수도 증가했다. 이들은 모두 텍스트를 통한 비대면 의사소통

수단에서피할수없는문제에해당한다.본연구에서는사용자

검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사용자 검증(Authorship verification)은 저자 분석(Author-

ship analysis)의 일종이다. 잘 알려진 저자 식별(Author iden-

tification)은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샘플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의심되는 작성자들의 문서를 분석해서 그 중 가장 유력한 한

명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반면, 사용자 검증은 의심가는 작성

자 한 명의 글들을 분석해서, 주어진 샘플 텍스트의 작성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다[1]. 이 관점에서 앞서 소개한

문제들에 접근하면, 메신저 피싱은 현재 받은 메세지와 이전에

상대방이 보낸 메세지들을 비교하는 상대방 검증 문제로 치환

할 수 있다. 반면 메세지를 잘못 전송하는 실수는 현재 보내려

는 메세지와 이전까지 본인이 전송했던 메세지들을 비교하는

사용자 본인 검증 문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특정 사용자의 이전 채팅

대화 내역들과 주어진 샘플 메세지의 작성자가 동일한지를 판

단하는그래프기반의언어모델을제안하고,실제채팅메세지

말뭉치로 구축한 실험 데이터에서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전통적인 저자 분석은 주로 문서를 연구 대상으로 했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점차 대상 영역이 웹게시글, 이메일,

SNS, 채팅 등으로 확장되었다. 접근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경우 저자가 선택한 단어와 빈도,

단어들의 구성이 내포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이 이뤄

진다. 반면 스타일에 중점을 둔 경우에는 내용과 무관한 글의

외형적 요소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뤄지며, 단어나 문장 또는

문단의 길이, 구두점, 맞춤법 등을 feature로 사용한다.

Chat mining[2]은 단어와 스타일에 관한 feature를 모두 추

출해 각각 학습시켜 서로 독립된 저자 특성 분석(Author char-

acterization) 모델을 제안했다. 저자 예측 문제에서 단어 기반

feature를이용해 SVM으로학습시킨모델에서가장성능이높

았다. 그러나 웹채팅 사이트 데이터를 사용했기에 현대의 메신

저 대화와 비교했을 때 대화 상대, 주제, 대화 패턴에서 차이가

크다. Chat biometrics[3]은게임중불쾌한표현을자주사용하

는 유저를 자동으로 필터링 하기 위한 모델이며, 유저의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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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n-gram 사전으로 만들어 학습했다. 게임 채팅이라는

특수한 상황상, 상위 빈도를 차지하는 단어의 대부분이 입장/

퇴장 및 축하, 감사에 대한 인사, 짧은 대답 등으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 이메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을 진

행할 때도 글의 짧은 특성을 감안하여 글자 단위의 n-gram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1].

반면국내저자분석연구는국외연구성과를바탕으로조금

씩 이뤄졌으며, 주로 저자가 누구인지 여부, 표절 논란이 있는

문학작품이나, 또는 칼럼, 잡지, 기사 등 문서들을 위주로 분석

했다. 그 예로 자기소개서 대필 연구[4]에서는 음소, 음절, 형태

소 단위의 n-gram, 어휘의 다양성, 단어, 구두점 등의 feature

를 적용해 저자를 판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채팅 메

세지를 대상으로한 연구로는 Transformer 모델을 이용한 저자

식별[5], LSTM 모델을 이용한 cross-texting 메세지 탐지[6] 연

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한글로 작성된 채팅 메세지를 대상으로한 저자

검증 모델을 제안한다. 형태소 분석 및 전통적인 통계 기법, 인

코딩-디코딩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n-gram을 사용한 그래프

기반의 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으며,

현재까지 다뤄진바가 없는 일상의 메신저 대화 사용자를 검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그래프 기반 사용자 검증 모델

3.1 한글 채팅 메세지의 특성

한국어는 영어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채팅 메세지

를분석에서는이를고려하여 feature를결정해야한다.한국어

는교착어이고,어순에서비교적자유롭기때문에 (단어구성이

같더라도) 그 배열에 따라 저자의 스타일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3, 4]. 특히 채팅 대화는 문어와 구어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 상에서 널리 쓰이는 신조어, 이모티콘,

언어의 파괴된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파괴된 형태는 영어의 경우 주로 머릿글자를 따서 줄임 형태

로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글의 경우 머릿글자를 따는

것 외에도 축약, 자음으로만 표기, 모음이나 자음을 다른 것으

로 변경, 발음대로 표기, 오타를 그대로 활용, 어미 또는 문장

종결어미 변경, 글자 순서 변경 등 매우 다양하다[7]. 또한 메

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경우 글자 단위로

전송하기도 하고, 경계가 모호한 몇 개의 문장을 붙여서 전송

하기도하는등개인차가크다.이같은표현형태의자유로움은

형태소분석,표준어로사전학습된모델을적용하기어렵게만

드는요인이되기도하는반면,개인의특성을드러내는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온라인 언어가 계속해서 변형되고 진화되는 특징을 가진 이

상, 이러한 특징들을 명시적으로 feature로 지정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효과적으로 개인의 특징을 포착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 n-gram을사용해그래프를구축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변형된 표현과 순서 및 이들의 관계

를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용자 검증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1. 채팅 사용자 검증 모델을 위한 용어

표기 내용 타입

U 채팅 메세지 작성자 int

LU 사용자 U의 이전 대화내역 전체 string

RU LU 중 학습에 사용할 레퍼런스 메세지 string

QU LU 중 테스트에 사용할 쿼리 메세지 string

N(R, k) R이 음절 k개 단위로 분할된 서열 n-gram seq.

N(Q, k) Q이 음절 k개 단위로 분할된 서열 n-gram seq.

TGU,k N(R, k)를 토대로 구축한 전이 그래프 directed G

WU,k(Q) TGU,k에서 N(Q, k)의 랜덤워크 특성 R12

3.2 채팅 사용자 검증 모델 개요

저자 검증(Author verification)은 주어진 두 텍스트의 작성

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며, 메신저 채팅 대화에

서의 사용자 검증은 특정 사용자의 이전 채팅 메시지 내역과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채팅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두 메시지의

작성자가같은지여부를판단하는문제라고볼수있다.본연구

에서는 이전 채팅 대화 내역으로 그래프를 구축하고, 작성자를

모르는 메세지로 그 그래프 위를 순회함으로써 두 메세지의

관계를 분석해 작성자 동일 여부를 판단했다.

제안 모델은 개별 사용자(user, U)의 이전 대화 내역(chat

log, LU )들의 집합을 바탕으로 학습된다. 개인의 이전 대화 내

역(LU )은 사용자의 특성을 학습하기 위한 레퍼런스 영역(ref-

erence, RU )과 테스트 하기 위한 쿼리 영역(query, QU )으로

나뉜다. 이 때 쿼리는 레퍼런스와 중복되지 않고, 길이가 동일

하며 한 명의 유저로부터 5개씩 추출된다. 또한 쿼리는 레퍼

런스 메세지를 기준으로 이전 시점에서 추출된 메세지인 경우

(Qt−i
U )와 이후 메세지인 경우(Qt+i

U )로 나뉜다. N(T, k)은 주

어진 메세지 T를 공백을 제거하고 음절 k개 단위로 분할하여

얻은 n-gram sequence이다. 따라서 N(R, k)은 레퍼런스 메세

지에서, N(Q, k)는 쿼리 메세지에서 추출한 n-gram sequence

이다. 전이 그래프(transition graph) TGU,k는 N(R, k)을 바탕

으로 구축된 유향 그래프이며, 그래프 랜덤 워크(Graph ran-

dom walk) 특성 WU (Q)는 TGU,k에서 N(Q, k)으로 랜덤 워

크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한 feature들이다. 이상의 표기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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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용자 n-gram 전이 그래프

제안하는 채팅 전이 그래프 TG = (V,E)는 사용자 U가 작

성한 이전 대화 내역 중 레퍼런스 메세지 RU을 토대로 구축한

유향 그래프이다. 노드(V )는 음절 n-gram이며, 에지(E)의 가

중치는 양쪽 끝 노드에 해당하는 단어가 일정 거리 이내에서

출현한 횟수로 계산된다. 한국어는 순서가 달라져도 의미가 유

지되는특성이있기때문에,같은단어구성이라도어떤순서로

나열하는가가 개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두 단어 u, v가 일정한 거리(window size, Wsz) 이내에서 동

시 출현했고, u가 먼저 등장한 경우, 에지 u → v인 e(u, v)의

가중치가 증가하고, 반대로 v가 먼저 등장한 경우 에지 e(v, u)

의 가중치가 증가한다. n-gram을 구성하는 단어 중 ‘ㅋ. . .ㅋ’,

‘ㅎ. . .ㅎ’과 같이 별다른 의미없이 반복되는 n-gram이 차지하

는 비중을 줄이기 위해 u, v가 동일한 단어인 경우(self-loop)는

제외했다.

표 2. 그래프 랜덤워크 feature 구성

W -idx 고려한 case Q1 Q2 Q3

1 u, v ∈ V ∧ e(u, v) ∈ E 0 0 2

2 u, v ∈ V ∧ e(u, v) /∈ E∧ exist p(u, v) 0 0 0

3 u, v ∈ V ∧ e(u, v) /∈ E∧ not exist p(u, v) 0 0 0

4 u ∈ V ∧ v /∈ V 1 2 1

5 u /∈ V ∧ v ∈ V 1 2 1

6 u, v /∈ V 4 4 5

3.4 그래프 랜덤 워크

랜덤워크 특성 WU,n(Q)은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채팅 메시

지에서 추출한 N(Q, k)으로 전이 그래프 TGU,k 위를 순회한

결과를 각 케이스 별로 취합한 feature이다. Feature를 추출하

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N(Q, k)를 구성하는 단어 sequence를

차례로 읽어서, 검증하고자 하는 유저의 전이 그래프 TG 에서

해당하는 노드를 차례로 순회한다. 순회 과정에서는 총 6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N(Q, k)에서 임의의 연속된 단어 u, v

에 대해서, 1) u → v가 전이 그래프 TG에 존재하는 경우, 2)

u → v인 에지는 없지만, 노드 u에서 v로의 경로 p(u, v)가 존

재할 경우, 3) 두 개 단어 u, v는 존재하지만 이를 이어줄 edge,

path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4), 5), 6) 두 단어 중 하나가 존

재하지 않거나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랜덤워크 특성 W [1− 6]은 위 6가지에 해당하는 횟수를 0-1

사이 값으로 normalize한 값이며, W [7 − 12]는 6가지 경우가

연속으로 최대 일어난 횟수를 0-1사이 값으로 normalize한 값

으로구성된다.따라서랜덤워크특성W은레퍼런스메세지의

그림 1. 사용자 n-gram 전이 그래프(검정)와 그래프 랜덤 워크

예시(파랑,빨강,보라)

단어 관계 모델과 쿼리 메세지에 사용된 단어들의 관계를 내포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1은 R=‘어디 다녀 오셨습니까?’일 때의 사용자 n-

gram 전이 그래프(검정)와, Q1=‘너 지금 어디야?ㅋㅋ’일 때

랜덤워크 W (Q1)(파랑), Q2=‘나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일 때 W (Q2)(빨강), Q3=‘잘 마무리 하셨습니까?ㅎㅎ’일 때

W (Q3)(보라)를 나타낸 것이다. 전이 그래프 TG는 N(R, 2)을

사용하고 Wsz=1을 기준으로 생성되었고, 랜덤 워크 W (Q)

도 마찬가지로 N(Q, 2)를 기준으로 시행했다. 이들 쿼리에 대

해 카운팅된 케이스가 표-2에 나타나있고, noramlize하기 전

값이다.

그림-2,3는 실제 데이터로 구축한 사용자 n-gram 전이 그래

프와 랜덤 워크 수행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R|, |Q| 각각
500, 50이며, 동일한 레퍼런스 메세지 R에 대해서 그림-2는 Q

작성자가 같은 경우, 그림-3은 작성자가 다른 경우이다. R,Q

작성자가 동일한 경우(그림-2), 공유하는 단어(노란색 노드)와

전이 그래프 TG 위를 순회하는 경우(빨간색 에지)가 많지만,

작성자가 다른 그림-3는 전이 그래프 TG 바깥에서 순회하는

경우(파란노드, 파란에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3.5 사용자 검증

두 개의 메세지 텍스트 R,Q의 작성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neural network모델을이용해학습한다. 12차원으로구성된랜

덤워크 특성 WU,k(Q)을 3층으로 구성된 fully connected layer

에 입력했고, 각 레이어의 크기는 128, 32, 2이다. 각 레이어

출력에서 20%, 20%, 10% 비율로 dropout했으며, 70%, 20%,

10% 비율로 학습, 검증, 테스트를 시행했다.

4. 실험

4.1 Dataset

메신저말뭉치[8]에서각유저별로작성한메시지를취합후,

공백 및 각종 시스템 제어 문제를 제외하고 R,Qt를 모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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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Q 작성자 동일 case의 TG와 랜덤워크 수행 결과
표-2에서 1에 해당하는 경우, 빨강-굵게, 2-5에 해당하는 경우, 빨강, 6에 해당하는 경

우, 파란색 에지로 표시. R에만 존재하는 단어는 회색, Q에만 존재하는 단어는 파란색,

공통된 단어는 노란색으로 표시.

그림 3. R,Q 작성자가 다른 case의 TG와 랜덤워크 수행 결과

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되는 사용자 1,000명을 추출하여 실

험 데이터로 사용했다. 레퍼런스 길이 len(R) 은 1000 으로 고

정,쿼리길이 len(Q)는 50-500까지생성해서실험을진행했고,

Qt 내에서는 길이가 동일하다. 일반적인 사용자 검증 문제는

레퍼런스와 쿼리 메세지의 작성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중점을 두고

성능을 개선했으며, 데이터 구성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true

set으로 구성했다. 실험 데이터는 한 쌍의 (R,Q)로 구성되며,

총 10,000개의 데이터를 생성했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의의

사용자 a에 대해서, Ra 1개와 Qt
a를 5개씩 추출하고, (Ra, Qa)

는 동일한 사용자가 작성했기 때문에 false set이 된다. 다른 사

용자인 b의 레퍼런스 메세지 Rb 에서 임의의 구간을 추출하여

쿼리 메세지 Qb를 만들고, (Ra, Qb)는 true set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다른 5명으로부터 쿼리 메세

지를 추출하여 한 명의 유저당 각각 5개의 true, false set을

구성했다.

4.2 Baseline - 단어 일치비율

사용자 검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으로, R,Q에

서 나타난 n-gram 단어의 일치 비율을 토대로 사용자 동일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모델을 baseline으로 사용했다. 일치 비율

(match ration, mr)이 35%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용자로 판단

하도록했고,이는실험을통해정의된재현율 80%를유지하기

위한 임계값이다.

mr(R,Q, k) =
|set(N(R, k)) ∩ set(N(Q, k))|

|set(N(R, k))|
(1)

4.3 비교모델 - Chat mining

성능 비교를 위한 모델은 Chat-mining[2]의 style, term

based 모델을 각각 사용했다. term 모델의 단어 feature는 약

40000개 였고, χ2 test를 통해 차원을 축소시키는 실험을 진행

했을때,크기 500에서성능이가장좋았기때문에비교실험에

서 이 설정값을 사용했다. style 모델의 구두점, 불용어, 웃음과

관련된 이모티콘은 현재 한국어 실정에 맞게 사전을 새로 구

성하여 약 2000개의 feature를 사용했다. 또한 두 모델 모두

|U |=1000인 identification 문제에서 verification 문제를 해결

하도록 수정했다. 기존 방식은 주어진 문서의 feature value를

학습하고, 미지의 문서를 분석해 특정 사용자를 classification

하는 방법으로 동작한다. 이를 수정하여 두 개 문서의 feature

value를 동시에 입력 받아서 사용자 일치 여부를 학습하는 bi-

nary classification 문제로 수정했다.

4.4 파라미터 변경 및 데이터 조건 변경 실험

그림-4는 n-gram(k)에서 k를 1-4로 변화시켰을 때, 쿼리와

레퍼런스 길이 조건(|R|, |Q|)에 따라 사용자 검증 정확도에 어
떤차이가있는지를확인한실험결과이다. k=2일때,전반적인

성능이 가장 높았고, k가 커질수록 성능이 낮아져 채팅 메세지

분석에서는 음절 바이그램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k=2에서의

성능은 |R|의 변화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k=1,4 일 때는

|R|길이가 짧은 경우, |Q|가 길어질 때 오히려 정확도 성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특정 사용자를 검증하기 위해 주어진 레퍼런

스 메세지의 길이가 짧은 경우, 사용하는 쿼리의 길이도 이에

비례하도록 짧게 맞춰주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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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 = 1 (b) k = 2

(c) k = 3 (d) k = 4

그림 4. n-gram(k)별 |Q|의변화에따른각 |R|조건에서정확도
(x : |Q|, y :acc)

그림-5,6은 각각 앞선 실험 중 대부분의 k에서 정확도가 높

았던 |R|=1000조건에서 |Q|를변화시켰을때각 k별정밀도와

재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정밀도의 경우(그림-5), k=1을 제외

하고는 쿼리 메세지가 400자가 될 때까진 유리하며, 특히 k=2

에서는더많은쿼리메세지가주어질경우정밀도가더개선될

여지가있다.반면,레퍼런스와쿼리메세지의작성자가일치하

지 않는 경우에 중점을 둔 경우 재현율을 높이는게 중요한데,

그림-6에서 k=2이고 |Q|=300일 때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재현율의 관점에서는 쿼리 길이가 길수록 유리하다기

보다는 적정한 길이의 쿼리가 더 나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편, k=1일 때는 쿼리가 길어짐에 따라 재현율이 꾸준히 증가

하여, 많은 양의 레퍼런스, 쿼리 메세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음절단위 분석이 사용자 검증에 유리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5. |R|=1000, |Q|를 변화시킬 때 각 n-gram(k)에서 정밀

도(x : |Q|, y :precision)

표 3. 작성자가 동일한 case에서 시점별 오답 비율(%)

|R| = 500 |R| = 1000

|Q| Qt−2 Qt−1 Qt+1 Qt+2 Qt+3 Qt−2 Qt−1 Qt+1 Qt+2 Qt+3

50 16.35 19.50 18.87 24.53 20.75 17.69 13.85 23.85 22.31 22.31

100 20.66 11.57 19.83 17.36 30.58 20.18 15.79 14.91 21.93 27.19

200 20.56 16.82 22.43 14.02 26.17 19.83 15.70 19.01 27.27 18.18

300 23.89 15.93 15.04 23.01 22.12 17.59 13.89 12.96 26.85 28.70

400 25.81 13.98 12.90 20.43 26.88 19.28 16.87 12.05 25.30 26.51

500 16.28 18.60 15.12 20.93 29.07 18.92 18.92 18.92 18.92 24.32

Avr. 20.59 16.07 17.37 20.05 25.93 18.92 15.84 16.95 23.76 24.54

그림 6. |R|=1000, |Q|를 변화시킬 때 각 n-gram(k)에서 재현

율(x : |Q|, y :recall)

표-3은 |R|=500, 1000이고 |Q|를 변화시켰을 때 R,Q의 작

성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용자로 식별하지 못한

오답 케이스에 대해서, 시점별(|Qi|) 오답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레퍼런스 메세지가 이뤄진 시점을 t라고 했을

때, Qt−1은레퍼런스메세지가시작되기직전까지진행된메세

지를추출한것이고, Qt+1은레퍼런스메세지가끝난직후부터

시작된 메세지를 추출한 것이다. Qt−2, Qt+2, Qt+3은 마찬가

지로 레퍼런스 메세지 전후로 시간적 간격이 더 멀리 떨어진

시점에서 추출한 쿼리 메세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R| =

500, |Q| = 50, 이고 Qt−2 시점에서 오답 비중은 16.35%이고,

같은 조건에서 |R|=1000 일 때는 오답 비중이 17.69%이다.

전체적으로 레퍼런스 직전Qt−1과 직후Qt+1의 메세지는

R,Q조건과무관하게오답율이비교적낮다.이는레퍼런스메

세지에서다뤄진대화주제나감정이Qt−1, Qt+1에서도유지되

었을 확률이 높아 동일인을 검증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시

간적 거리로 봤을 때, Qt−1 > Qt+1 > Qt−2 >= Qt+2 > Qt+3

순서로 동일인을 확인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심되는 메세지가 주어진 경우, 해당 메세지 직전에 이뤄진

대화를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 길이는 (쿼리

가 충분할 경우) 쿼리 길이의 두 배 정도만 사용해도 본인임을

확인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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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R|=1000 일 때 |Q| 변화에 따른 정확도 비교

Model 50 100 200 300 400 500

Baseline 0.635 0.602 0.578 0.579 0.574 0.555

C.-mining term[2] 0.601 0.633 0.667 0.710 0.744 0.741

C.-mining style[2] 0.498 0.522 0.553 0.555 0.658 0.747

TGU,1 0.751 0.787 0.812 0.816 0.828 0.821

TGU,2 0.785 0.801 0.851 0.856 0.861 0.867

TGU,3 0.763 0.769 0.798 0.809 0.820 0.816

4.5 성능비교

표-4는 제안 모델과 baseline 모델 및 비교 모델 Chat-

mining[2]의 사용자 검증 정확도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R|=1000이고, |Q|를 변화시켰을 때, baseline 모델의 경우

|Q|=50일 때, 정확도가 63.5%였으나 점차 성능이 떨어져 55%

까지내려갔다. Baseline모델이 threshold value를 35%로설정

했던 것을 감안하면, 채팅 메세지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변화가

크고 다양해서, 단어 일치만으로는 사용자 검증이 어려움을 확

인할 수 있다. 사용된 단어를 바탕으로 분석한 Chat-mining

term 모델의 경우, |Q|=400이 될 때까지 정확도가 높아졌으

나, |Q|=500에서 더이상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는 baseline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Chat-mining style은 글의 내용과 무관하게 스타일에

관한 feature만분석했기때문에,데이터가충분하지않을때는

스타일에 관한 특성을 확보할 수 없어 정확도가 매우 낮았으나

|Q|가 커질수록 급격하게 성능이 개선되었다. 더 많은 양의 데

이터가 확보될 경우, 성능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그래프 모델(TGU,k)은 ngram(k)에서

k = 2일 때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Q|=50으로 짧을 때도

정확도가 78.5%로 비교적 높았으며, |Q|=500에서는 86.7%의

정확도로 사용자를 검증했고, 확보된 쿼리의 양이 많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선되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메신저 채팅 전이 그래프와 그 순회 경로인

랜덤워크를 이용해 메신저 채팅 사용자를 검증하는 모델을 제

안하였다. 사용자의 이전 대화 내역의 ngram을 이용해 채팅

대화 패턴을 그래프로 구축하고, 작성자를 알 수 없는 메세지

로 그래프를 순회함으로써 두 채팅 메세지의 관계를 효과적으

로 분석할 수 있었고, 이전 대화 길이가 1000, 분석할 메시지

길이가 500일 때 정확도 뿐만 아니라 정밀도, 재현율까지 안

정적으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 또한 그래프 순회 경로의

특성에 기반한 분석 방법으로서, 기존 연구들이 요구하는 도

메인 지식에 기반한 복잡한 feature 정의를 생략할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분석을위해필요로하는각사용자별로사전학습

데이터의 양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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