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1.11.10.019

웹게시판에서 가상온도를 이용한 게시글의 인기 예측
Predicting the Popularity of Post Articles with Virtual Temperature in Web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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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블로그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어떤 은 사회 , 정치  이슈를 몰고 다니기도 하며  어떤 은 사용자의 심을 

끌지 못하고 지나가기도 한다. 이 작성된 기에 향후 얼마나 인기를 얻을지 측한다는 것은 의 자, 

블로거, 고회사 그리고 웹호스  모두에게 흥미로울 것이다. 인기를 측하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지만 부분의 연구들이 사용자간의 상호연 성에 기반하고 있고 정확한 값으로 표 하는데 높은 

에러율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로그에 이 작성된 기에 향후 의 인기를 측하기 해 조

회수를 사용하여 의 인기를 4타입(explosion, hot, warm, cold)의 가상 온도로 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  의 포화시 을 정의하고, 기 조회수와 포화시  조회수의 계를 통해 포화시  조회수를 측하

는 모델링 공식을 유도하 다. 측된 포화시  조회수를 이용하여 의 인기를 4타입의 가상 온도로 표

하 다. 기 찰기간에 따라 측 정확률이 결정되고 있다. 실험결과 30분 이후부터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가 30%이하로 낮아졌지만, explosive 타입의 경우 기 조회수로 측하기 

힘들었다. explosive를 제외한 hot, warm, cold 타입에서는 30분후부터 86%이상의 평균 측 정확률을 보

여주며, 70분후부터는 90%이상의 평균 측 정확률을 보여주고 있었다.

 ■ 중심어 :∣예측∣인기∣웹 블로그∣소셜 네트워크∣

Abstract

A Blog provides commentary, news, or content on a particular subject. The important part of 

many blogs is interactive format. Sometimes, there is a heated debate on a topic and any article 

becomes a political or sociological issue.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ethod to predict the 

popularity of an article in advance. First, we used hit count as a factor to predict the popularity 

of an article. We defined the saturation point and derived a model to predict the hit count of the 

saturation point by a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early hit count and hit count of the saturation 

point. Finally, we predicted the virtual  temperature of an article using 4 types(explosive, hot, 

warm, cold). We can predict the virtual temperature of Internet discussion articles using the hit 

count of the saturation point with more than 70% accuracy, exploiting only the first 30 minutes’ 

hit count. In the hot, warm, and cold categories, we can predict more than 86% accuracy from 

30 minutes' hit count and more than 90% accuracy from 70 minutes' hit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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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동기

웹 2.0 은 사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 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크 

등이다. 블로그는 뉴스, 의견, 토론, 화 등이 뒤섞인 

커뮤니 이션 도구이다[1][2]. 인터넷 공간에서 블로그

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

견을 수렴하는 여러 분야에 한 의견 토론장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여론 형성의 장이 되고 있다. 어떤 은 

사회 ․정치  이슈를 몰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은 사용자의 심을 끌지 못하기도 한다[3][4]. 

이 부터 콘텐츠의 인기를 측하기 한 여러 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다[5-7]. 의 인기를 측할 수 있다

는 것은 사용자의 흥미를 일으키는 주제, 워블로거 

선정을 통한 고마  활용, 는 잘못된 을 통한 

사회  논쟁 유발을 사 에 선별 리하는 등 자, 블

로거, 고회사, 웹호스  회사 등 모두에게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들이 사용자의 

계 분석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어 블로그

처럼 사용자의 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측이 어렵

고, 정확한 값으로 측하는데 높은 에러율을 발생하고 

있다[5]. 부분의 토론 블로그는 주 인 평가에 따라 

인기가 높은 을 분류하여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

록 제공하고 이런 분류는 사용자의 심을 더 유도하기

도 한다. 사용자는 인기가 낮은 보다 인기가 높은 

에 더 많은 심을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6]. 

의 인기를 표 하는 요소는 에 따라 조회수, 

댓 수, 추천수, 투표수 등 다양하다. 보통 화에서는 

객 수, 드라마에서는 시청자 수로 흥행을 결정하는 

것처럼 블로그에서 의 인기를 표 하는 가장 객

이고 정량 인 수로 표 되는 것이 조회수이다. 즉 사

용자로부터 높은 조회수를 받으면 인기 있는 이고 낮

은 조회수를 받으면 인기 없는 로 설명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로그의 특성을 분석하고 의 인기

를 별하는 요소  조회수를 사용하여 의 기에 향

후 의 인기를 측하기 해 먼 , 조회수 분석을 통

해 의 포화시 을 정의하 다. 둘째, 기 조회수를 

이용하여 포화시  조회수를 측하는 모델을 정의하

다. 셋째, 측모델을 통해 의 인기를 4가지 타입

(explosive, hot, warm, cold) 가상 온도로 표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기 측

에 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 온라인 블로

그의 특징을 비교·분석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의 

가상 온도를 측하는 방법과 실험결과를 기술하고, 마

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웹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크에 한 여러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3][5][12][13]. 지 까지 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해 연결망 분석, 사용자 행동 패턴 분석과 콘텐츠 인

기 측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특히 유명한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DIGG사이트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6][7][11]. DIGG사이트는 콘텐츠를 등록하고 공

유하는 사용자들이 참여하고 투표하는 방식의 소셜 뉴

스 웹사이트이다. 사용자가 특정 콘텐츠의 링크나 스토

리를 등록하면 “Upcoming"에 보이고, 회원들의 많은 

추천(Digg)를 받은 은 "Top News"로 승진되는 유명

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이다[17].

그림 1. DIGG사이트에서“Top News" 첫화면

Lerman은 DIGG사이트에서 사용자의 행동분석을 통

해 시간당 사용자수, 팬수, 페이지수, 스토리수 등 통계

값을 계산하고, 통계값과 기 투표수을 이용하여 스토

리 인기를 계산한 후 최종 투표수를 측하는 투표의 

다이나믹성을 나타내는 수학  모델을 제안하 다. 

한 콘텐츠의 추천, 필터링 그리고 평가에서 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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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소셜 정보 처리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7-10]. Jamali와 Rangwala는 DIGG사이트에서 댓  

정보를 이용하여 스토리 인기를 측하 다. 기 시간

동안의 댓 수와 정 인 댓 인지 부정 인 댓 인

지를 통해 Digg-score를 계산하고, 분류와 통계모델을 

이용하여 콘텐츠의 인기를 측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11]. Szabo와 Huberman는 DIGG와 YouTube사이트

에서 콘텐츠가 제출된 후 기 측정값(DIGG는 1시간후 

투표수, YouTube는 7일후 조회수)과 30일 이후 측정값

의 로그 변환을 통해 선형 계모델을 제안하고, 선형계

수값과 노이즈값을 계산하여 인기를 측하 다[6]. 

Lee, Moon 그리고 Salamatian은 dpreview.com과 

myspace.com사이트에서 콘텐츠의 정확한 인기를 측

하기 힘들기 때문에 콘텐츠가 인기가 있을 것인지 가능

성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 다. 생존기간, 댓 수, 

조회수 등과 같은 찰 가능한 객  요소를 이용하여 

험요소를 선택하고, Cox의 비례 험 회귀 모형을 이

용하여 생존기간과 댓 수 등을 측하 다[5]. 부분

의 연구들이 사용자의 계에 기반한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어 토론블로그처럼 사용자의 계가 명확

하지 않은 경우 용하기 어렵고, 의 인기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로 인해 정확한 값으로 측하는 데

는 어려움이 있어 기 높은 에러율을 발생하고 있다. 

III. 온라인 블로그의 특성 

본 장에서는 블로그의 특성을 분석하기 해 온라

인 정치 토론 사이트로 유명한 서 라이즈와 아고라

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출

된 을 조사하 다. [표 1]은 서 라이즈의 노짱토론

방과 아고라의 자유토론방의 2010년 자료를 비교  

분석한 표이다. 의 수는 아고라가 많았지만 의 평

균 조회수는 서 라이즈가 상 으로 높았다. 서

라이즈는 페이지당 110개의 을 보여주고 있고, 아

고라라는 20개의 을 보여주고 있다[18][19]. 서 라

이즈에서 의 평균 조회수는 1043.54이며 아고라에

서는 101.88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부분의 의 조

회수는 평균보다 매우 낮아 표  편차가 매우 높았다. 

2010년 서 라이즈 아고라

전체 글의 수 78,287 694,174

새로운 글의 수/일 214.48 1,901.85

조회수/글 1,043.54 101.88

최대 조회수 309,595 234,760

조회수 표준편차 4,203.10 1,314.91

저자수 21,790 33,343

게시글의 수/저자 3.59 20.82

표 1. 2010년 서프라이즈와 아고라의 특성

[그림 2]는 의 조회수에 따른 빈도수를 히스토그램

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a)에서처럼 서 라이즈에

서  조회수 1000을 넘는 의 개수는 18,055(23.06%)이

었다. [그림 2](b)에서처럼 아고라에서는 조회수 100을 

넘는 의 개수는 53,235(7.67%), 그리고 조회수 1000을 

넘는 의 개수는 7,579(1.09%)로 조사되었다. 조회수

가 50이하인 의 개수가 84.19%로 부분의 의 조

회수가 매우 낮았다. 서 라이즈와 아고라에서 많은 

이 사용자로부터 높은 조회수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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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글의조회수
에 따른 빈도수 히스토그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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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a)는 시간에 따른 의 작성율을 보여 다. 

서 라이즈와 아고라 모두 오  9시 이후 의 수가 증

가하고 있고 오후 6시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간은 오  9시부

터 오후 12시 사이 다. [그림 3](b)는 요일별 의 작성 

패턴을 보여주며, 서 라이즈와 아고라가 약간 달랐지

만 모두 수요일에서 요일사이 작성율이 높았고 주말

에는 모두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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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시간별 
또는 요일별 글의 개수를 통한 작성 비율 [16]

[그림 4]은 1페이지에서의 조회수의 평균 변화량을 

시간별로 표시하 다[16]. [그림 3](a)의 의 작성율에

서처럼 부분의 사용자들이 오  9시부터 오후 6시까

지 가장 활동 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  6시

에서 오  9시까지인 출근시간 가 가장 낮은 참여율

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 5]는 페이지에 따른 평균 조

회수 변화량을 보여주며, 페이지가 증가할 때마다 조회

수가 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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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1년 3월 15일~3월 18일 서프라이즈에 제출
된 310개 글들의 1페이지에서 조회수 평균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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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1년 3월 15일~3월 18일 서프라이즈에 제출
된 310개 글들의 페이지별 조회수 평균 변화량

IV. 인터넷 글의 인기도 예측 방법 

본 장에서는 먼  용어를 정의하고,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인기도 측 모형과 의 인기를 표 하기 한 

가상 온도에 해 설명한다.

1. 용어 정의
본 에서는 수식에 사용되는 기  용어들을 정의한

다. 먼  상 웹게시  W에서 는 체 의 집합 

  에서 i번째로 게시된 을 말한

다. 그리고 W에 게시된 체  를 찰하기 한 

찰시 들의 집합을    라고 할 때, 

    을 만족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체  

를 부터 까지 모두 ()번 찰하고, 찰간격

은 10분단 로 하 으며, 네트워크와 웹서버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었다.   의 번째 찰시

을 로 표시하며,   는  가 W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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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게시된 시 , 즉    가 된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의 조회수와 련된 용

어들을 정의하고 설명한다. 찰시  에서  의 조회수

를 로 표시하며, ≤  을 

만족한다. 그리고 W에 게시된 ∀의 에서의 

조회수 집합을       ∀∈
로 표시한다. 는 찰시  에서  의 조회

수 변화량을 나타내며, 식 (2)로 계산된다.

  (2)

본 논문에서는  가 W에서 활동이 정지된 시 을 

 로 정의하고, 24시간동안 조회수 평균 변화

량이 임의의 작은 값 보다 작은 시 으로 식 (3)으로 

표 한다. [그림 4]처럼 시간에 따른 사용자의 참여율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24시간동안의 조회수 평균 변화량

을 이용하 다. 는 24시간을 나타내는 144, 는 1/144

로 지정하 다.

    




  (3)

 는  의  에서  

까지 조회수의 평균 변화량을 나타내며, 만약 

   이고    이라고 할 때, 

 는 식 (4)로 표 된다. 

  

 




 (4)

2. 실험 데이터
실험 데이터를 해 사용자 의견교환과 공유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 블로그들 에서 서 라이즈

(Seoprise)의 노짱토론방에서 매 10분 간격으로 데이터

를 수집하 다. 서 라이즈는 유명한 정치 포탈 블로그

로서 하루 평균 230개의 이 작성되며, 2010년 조회수

가 5000이 넘는 이 3000개 이상인 사용자 참여성이 

높은 블로그  하나이다[18]. 데이터를 분석하기 한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와 측을 평가하기 한 테

스트 데이터(test data)으로 구분하 다. 훈련 데이터는 

2011년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제출된 816개의 

을 추 하여 생성하 고, 테스트 데이터는 2011년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출된 1157개의 을 추 하여 

생성하 다. 

[그림 6]은 훈련 데이터에서 200개 의 처음 게시된 

시 인  부터 10분간격으로 추 한 조회수를 

표시한 그래 이다. 어떤 은 사용자로부터 인기가 높

아 조회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쪽으로 그래 가 

그려지고 있지만, 부분의 들은 낮은 조회수로 그래

가 아래쪽으로 그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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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개 글들의 관찰시간에 따른 조회수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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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1년 3월 15일~3월 20일 서프라이즈에 제출
된 200개 글들의 부터 10분간격으로 
관찰된 조회수를 표시한 그래프

3. 예상 포화시점의 예측
의 작성된 후 의 인기에 향을 주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 조회수, 댓 , 페이지, 작성시간, 요일, 자, 

제목 등. 화나 TV에서 인기를 표 하는 가장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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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객수 는 시청자수이다. 블로그에서 의 인

기를 반 하는 요소는 에 따라 사용자에 따라 다양

할 수 있지만 가장 객 이고 정량 인 값으로 표 되

는 것이 조회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 인기를 결정

하는 요소로 조회수를 사용한다. 

화의 경우 객수는 화가 개 된 직후부터 격

하게 증가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감소되

어 마침내 상 이 종 된다[14]. [그림 6]에서 의 조

회수도 화에서처럼 작성된 기에 격히 증가하다

가 어느 시 이 되면 서서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어느 시 부터는 거의 증가되지 않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화에서의 경우 객수가 격하게 증가하다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시 까지의 객수가 화의 흥행

을 거의 결정하는 것처럼 의 조회수도 기 격하게 

증가하다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시 까지의 조회수가 

체 조회수의 평균 88.45%를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시 을 “포화시 ”으로 정의하고, 

 의 포화시   는 어떤 시  에서의 조회

수가 일 때, 시  가 되기  24시간동안의 

조회수 평균 변화량이  보다 작은 시 들 

에서 가장 빠른 시 으로 정의하고, 식 (5)로 나타낸다. 

시간에 따른 사용자의 참여율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24

시간동안의 조회수 변화량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그

림 7]은 식 (5)에 의해 계산된 의 포화시 을 표시한 

그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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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프라이즈에 제출된 200개 글의 식 (5)에 의해 계
산된 포화시점(＊) 표시

의 작성된 후 측을 실행하는 기 시 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 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로 측

시 많은 오차를 발생시킬 것이고, 무 늦은 시 에서 

측시 효과는 매우 낮을 것이다. 측을 실행할 측정

시 ()을 구하기 해 MATLAB의 피어슨 상 계수 

함수를 이용하여 의 기 조회수 집합 와 포화시

 조회수 집합 의 상 계를 조사하 다. [표 2]

는 MATLAB에서 구해진 의 시간별 조회수 집합와 

포화시  조회수 집합의 상 계수 을 표시하 다.

[표 2]에서 30분이후 조회수와 포화시  조회수가 0.8 

이상의 강한 상 계를 가지고 있었다. 측정시 ()

을 30분이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측정시  조회수를 

이용하여 포화시  조회수를 측한다. 포화시  조회

수는 정지시  조회수와 0.9966이상의 아주 강한 상

계를 가지고 있어 포화시  조회수를 통해 의 인기

를 결정한다. 

               1 2 3 4 5 6 7

   0.59 0.79 0.81 0.82 0.83 0.90 0.92

표 2. 초기 조회수 집합()과 포화시점 조회수 집합
()의 피어슨 상관계수 r값. 글이 게시된 후 30
분부터, 즉 부터 포화시점 조회수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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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기도 예측 모형
[그림 8]은 MATLAB에서 로그변환을 통해 기 조

회수 집합을 x축, 포화시  조회수 집합을 y축으로 표

시한 그래 이다. 기 조회수와 포화시  조회수의 로

그 변환 그래 를 통해 두 조회수가 서로 선형 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 조회수를 이

용하여 포화시  조회수를 측하는 선형 모델링 공식

을 유도하 다. [그림 8](a)는 30분 조회수와 포화시  

조회수의  계를 보여주고, (b)는 60분 조회수와 포화

시  조회수의 계를 보여주고 있고, (c)는 120분 조회

수와 포화시  조회수의 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d)는 300분 조회수와 포화시  조회수의 계를 보여

주고 있다. 기 조회수와 포화시  조회수의 로그변환 

값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형모델로 하게 모

여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기 조회수와 포화시  조회수가 로그변환후 

선형 계를 가진다는 것을 이용하여, 어떤   의 포

화시 의 측 조회수 는 이 제출된 후 

번째 찰시 에서의 조회수 를 

이용하여 측 가능하며, 식 (6)으로 나타낸다.  와 

는  MATLAB의 Curve Fitting 툴을 이용하여 구하

고, 은 [그림 7](a), (b), (c) 그리고 (d)에

서 록색 선으로 표시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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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60분 조회수()와 포화시점 조회수()의 로그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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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300분 조회수()와 포화시점 조회수() 로그변환

그림 8. 초기 조회수와 포화시점 조회수의 로그변환을 통한 
선형관계 표시. x축은 log10(초기 조회수), y축은 
log10(포화시점 조회수)를 나타내며, 초록색 선은 
식 (6)에 의해 예측된 글의 포화시점 조회수

기값을 이용하여 향후 의 인기를 정확한 값으로 

측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 높은 오차율을 발생하고 있

다[5]. 사용자는 의 정확한 조회수보다 의 인기가 

높은지 낮은지에 더 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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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 인기를 표 하는 방법으로 포화

시 의 측 조회수를 이용하여 4 타입 가상 온도로 표

한다. 물질의 뜨겁고 찬 정도를 나타내는 온도 타입을 

이용하여 폭발  인기를 뜻하는 explosive타입, 높은 수

의 인기를 뜻하는 hot타입, 보통 수 의 인기를 warm

타입, 매우 낮은 인기를 뜻하는 cold타입으로 구분하여 

표 하 다. 어떤  의 포화시 에서의 실제 가상 온

도를  라고 할 때, 는 의 번

째 찰시 에서 측한 를 식 (7)에 의해 

4가지 타입  하나로 표 한 측 가상 온도이다. 

= { explosive, hot, warm, cold }    (7)

explosive, 1500≤

hot,    500≤<1500

warm,  70≤<500

cold,       <70

[그림 9]는 의 실제 가상 온도와 측 가상 온도를 

비교한 시 그림이다. 검은색 실선은 시간에 따라 변화

되는 실제 조회수 변화 그래 를 나타내고, 빨간색 선

은 측된 조회수 변화 그래 를 나타낸다. 그리고 검은

색 실선 그래 에서 의 실제 포화시 의 가상온도를 

란색 으로 표시하 고, 빨간색 선 그래 에서 

측된 포화시 의 가상온도를 빨간색 으로 표시하 다. 

그림 9. 실제 가상온도(파란색 점)과 예측 가상온도(빨간색 
점)의 예시. 검은 실선은 실제 조회수 변화 그래프
고, 빨간색 점선은 초기값을 이용하여 예측한 조회
수 변화 그래프를 표시하였다.

 a1의 실제 포화시 의 가상온도 

=explosive이다.  a1의 번째 찰시 에서 측한 

포화시  조회수 =1800 이라고 할 때, 

=explosive로서 실제 가상온도와 일치한

다.  a2의 경우 실제 포화시 의 가상온도 

=warm이다. 그러나  a2의 번째 찰시

에서 측한 포화시  조회수 =900 이

라고 하면, 측 가상온도 =hot으로 실제 

가상온도와 일치하지 않아 측이 실패한다. 만약 찰

시  가 길어질수록, ≅되

어 측 정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인기를 구분하는 기 은 훈련 데이터의 조회수 분석

을 통해 상  20%를 hot, 하  20%를 cold, 그리고 나

머지는 warm 타입으로 구분하고, 최상  5%를 

explosive 타입으로 구분하 다. 

5. 실험 및 결과
표 3. 4타입의 가상 온도로 표현한 시간에 따라 예측된 글의 

수. 42,69,690,356은 측정된 실제 글의 수
시간

(10분단 )
E H W C

실제값 42 69 690 356
t= 1 18 54 934 151
t= 2 6 49 861 241
t= 3 8 61 783 305
t= 4 7 63 786 301
t= 5 8 66 775 308
t= 6 10 62 771 314
t= 7 10 62 757 327
t= 8 11 64 744 338
t= 9 11 63 748 335
t=10 12 61 742 342
t=11 14 59 726 358
t=12 13 59 726 359

E : explosive, H : hot, W : warm, C : cold

[표 3]은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수치데이터 42, 

69, 690, 356은 4타입의 가상 온도로 표 한 실제 의 

개수이고, 나머지는 시간에 따라 측된 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다. hot, warm, cold 타입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실제 수과 측 수는 차 어들고 있으며 30분

부터 86%이상 맞추고 있다. 그러나 explosive타입에서 

실제 수와 측 수의 차이가 매우 컸다. explosive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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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들 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우리의 상보다 더 

많이 그리고 긴 시간동안 사용자의 인기를 끌고 있어 

기 조회수를 이용하여 포화시  조회수를 측하기

가 매우 힘들었다. hot타입은 훈련 데이터의 상  20%

까지로 구분하 지만 테스트집합에서는 체 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었고, cold타입은 훈련 데이터의 하

 20%까지의 조회수를 통해 구분하 지만 테스트집

합에서는 체 의 30%를 과하고 있었다. 즉 테스

트집합의 이 훈련 데이터의 보다 사용자의 심을 

끌지 못해 인기가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4타입의 가상 온도로 표현한 시간에 따라 예측된 글의 
수와 실제 글의 수의 절대 오차율(PE:Percentage 
Error) 결과

(단위:%)
시간

(10분단 )
E H W C

t= 1 57.14 21.74 35.36 57.58
t= 2 85.71 28.99 24.78 32.30
t= 3 80.95 11.59 13.48 14.33
t= 4 83.33 8.70 13.91 15.45
t= 5 80.95 4.35 12.32 13.48
t= 6 76.19 10.14 11.74 11.80
t= 7 76.19 10.14 9.71 7.87
t= 8 73.81 7.25 7.83 5.06
t= 9 73.81 8.70 8.41 5.90
t=10 71.43 11.59 7.54 3.93
t=11 66.67 14.49 5.22 0.56
t=12 69.05 14.49 5.22 0.84

E : explosive, H : hot, W : warm, C : cold

[표 4]는 4타입의 가상 온도로 표 된 측된 의 수

()와 실제 의 수()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차

율(: Percentage Error)을 보여주고 있다. 오차율 

 ∙로 계산된다.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는 10분과 20분에서는 43%

으로 높았지만, 30분 이후부터 30%이하로 떨어졌다. 

explosive타입은 기 조회수를 통해 측이 매우 힘들

어 오차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explosive를 제외한 

hot, warm, cold 타입에서의 오차율은 30분부터 모두 

15%이하로 낮아졌고, 70분후부터 10%이하로 낮아지고 

있어 90%이상의 측 정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에 

따라 조회수 변화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측 오차

율도 약간씩 변하고 있다. [표 5]는 제안한 측 방법을 

용한 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성된 후 60분 시 에

서 측한 의 포화시  가상온도 를 보여주고 있다. 

60분 시 에서 hot, warm, cold는 모두 측률이 85%이

상으로 높지만 explosive의 경우는 측이 힘들었다. 

표 5. 서프라이즈에서 글이 작성된후 60분시점에서 예측한 
글의 포화시점 가상온도 예. 결과 ○는 실제 온도와 예
측온도가 일치한 경우, ×는 실제온도와 예측온도가 
불일치한 경우.

번호 제목 자 날짜 
실제
온도


측
온도

결과

47469 나는... 배달... 2011/05/09 222 W 93 W ○
47467 민주... 컴온... 2011/05/09 261 W 228 H ×
47466 유빠... sim... 2011/05/09 125 W 71 W ○
47464 여긴... 지나... 2011/05/09 329 W 298 H ×
47463 난... 난보... 2011/05/09 905 H 668 E ×
47462 정당... 낚시... 2011/05/09 272 W 121 W ○
47461 주식... 증권... 2011/05/09 100 W 57 W ○
47460 수도... 펌생... 2011/05/09 215 W 165 W ○
47459 참여... 손오... 2011/05/09 138 W 66 W ○
47458 농협... 컴맹... 2011/05/09 586 H 416 H ○
47457 유시... sim... 2011/05/09 82 W 51 W ○
47456 부처... 행복... 2011/05/09 29 C 10 C ○
47455 유시... 김석... 2011/05/09 1674 E 576 E ○
47454 집권... 들불... 2011/05/09 86 W 52 W ○
47453 유시... 본질... 2011/05/09 161 W 80 W ○
47452 박지... fx... 2011/05/09 53 C 31 C ○
47451 반금... 라몰... 2011/05/09 195 W 95 W ○
47450 어린... mon... 2011/05/09 26 C 18 C ○
47449 손학... 야홍... 2011/05/09 124 W 70 W ○
47448 40년... 거다... 2011/05/09 4595 E 98 W ×

E : explosive, H : hot, W : warm, C : cold

V. 결 론 

토론블로그를 통해 사용자들은 자유로운 커뮤니 이

션 환경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떤 은 사회  는 정

치  이슈를 일으키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작

성된 기에 향후 의 인기를 측하기 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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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 사용자의 심이 충분히 반 된 시 인 

포화시 을 정의하고 측정하 다. 이 작성된 

기 사용자의 심으로 조회수가 격히 증가하다

가 포화시  이후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다. 포화

시  조회수는 최종시  조회수의 평균 88.45%를 

차지하여 포화시  조회수를 통해 의 인기를 결

정할 수 있다.

- 의 기 조회수와 향후 조회수의 계를 분석하

여 기 조회수와 포화시  조회수가 로그변환후 

선형 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다. 이를 통해 

기 조회수로 포화시  조회수를 측하는 모델링

공식을 유도하 다.

- 의 인기가 높고 낮음을 표 하는 방법으로 4타

입의 가상온도를 이용하여 폭발 인 수 의 인기

를 뜻하는 explosive타입, 높은 수 의 인기를 뜻

하는 hot타입, 보통 수 의 인기를 뜻하는 warm타

입, 매우 낮은 인기를 뜻하는 cold타입으로 구분하

여 의 인기를 표 하 다. 

실험 결과, 이 게시된후 30분부터 MAPE 에러율은 

30%이하로, 2시간이후부터 7%이하로 내려갔다. warm

과 cold 타입에서는 이 게시된 후 30분 이후에 86%이

상의 평균 정확률을 보 고 70분부터 90%이상의 높은 

정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hot과 explosive 타입은 

warm과 cold에 비해 측시간이 늦었으며 특히 폭발

인 인기를 가지는 explosive 타입의 은 기 높은 에

러율이 발생하여 기 단계에서는 측하기 힘들었다.

블로그에서 부분의 이 비슷한 변화 패턴을 보여

 때, 어떤 의 조회수는 기 낮은 증가량 는 높은 

증가량을 보이다가 향후  다른 그래 로 그려지기

도 하여 측이 매우 힘들었다. 향후 연구로 의 인기

에 향을 주는 요소들의 계와 측 정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알고리즘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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