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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간의 기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헬스

어 산업은 주목을 받고 있다. 노령화에 따른 의료

산업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  수명의 증가로 

인해 은 층 역시 의료정보에 해 많은 심을 

가지게 되었다. 웹 2.0시 에 사람들은 건강에 

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기 해, 블로그, 키, 웹포

럼 등의 웹 기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 컴

퓨터 기술과 인터넷의 발 은 이러한 상을 가속

화시키고 있다. 최근 IT 기술이 의료 분야에서 

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두 산업이 융합되고 있다. 

규모의 의료정보를 효율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Health 2.0은 신 인 의료 IT 융합 기술 의 하

나이다[2]. 특히 웹 2.0기술을 이용한 웹포럼1)에서

는 특정 주제에 한 풍부한 정보와 이에 한 집

인 논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웹포럼은 문

지식을 구하고 문가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요한 채  에 하나이다[3].

Elkin[15]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반 이

상이 의료정보를 얻기 해 인터넷을 이용하며, 의

료정보를 조회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은 키피디

아와 웹포럼 등을 이용하여 질병의 정보, 증상  

처방에 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웹

포럼이나 의료정보사이트의 메시지보드는 문가

의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사용

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의사소통의 장으

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인은 문 인 의료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쉬운 언어로 설명된 

문 인 의료정보뿐만 아니라, 경험  지식을 얻

기 해서 웹포럼을 이용한다. 한 같은 질병을 앓

는 환자의 을 통해 해당 질병에 한 경험  지

식을 얻을 수도 있고 추가 인 질문을 통해 다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한 에이즈나 치매 등의 

불치병 혹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

1) 웹포럼은 토론을 열어서 직  제작물을 올리는 웹 

응용 로그램이다. 

과 유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로 받고 싶

어 한다. 이들은 의료 웹포럼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

황을 공유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로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의료정보 사이트는 

웹포럼, 디스커션 포럼, 헬 라인 등의 상호지원

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38]. 

상호지원 인 커뮤니 이션은 사용자간의 유 감

을 형성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들의 의료상황을 처리하는데 더 좋은 결과를 내도

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의료정보는 사람의 생명과 직 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 웹포럼은 다른 웹포럼에 

비해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일어난다. 이

러한 상호작용은 정보  지지 형태이거나 감성  

지지 형태를 가진다. 웹 2.0 기술 기반의 의료 웹포

럼은 환자, 의료진과 의료정보에 심이 많은 일반

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지원그룹[28]이 함께 지식

을 만들어 나가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컨

텐츠를 생성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지식을 확 하

여 장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되었다. 이 

의료 온라인 지원그룹은 웹포럼에 지식을 쌓는 주

체로서 도움을 얻기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37], 지역 , 시간  제약

없이 도움을  수 있다[14]. 한 감추고 싶은 질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

라 민감한 이슈에 문의할 수 있고, 온라인 지원 그

룹이 제공하는 정보를 보다 안 한 환경에서 얻을 

수 있다[8]. 이런 익명성은 온라인 지원그룹이 활

동하는 웹포럼에서는 환자들은 의료정보뿐만 아니

라 그들의 감정에 해서 자유롭게 표 할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웹

포럼 상의 사용자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회  

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  지지[10]

는 의료 온라인 지원그룹이 자신은 보살핌과 사랑

을 주고받는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다. 사회  지지의 주요 4가지 요소로는 정보, 감

성, 도구, 평가가 있는데 환자들에 있어서 실하

게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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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는 질병의 정보  지지를 통해 의료정보를 알

아내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감성  지지를 통해서 

환자가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다른 

온라인 지원그룹으로부터 로 받고, 질병이 치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29]. 이에 

따라 웹포럼 사용자의 은 주로 정보  지지의 

성격인 과 감성  지지의 성격인 로 나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특성을 이용하여 량의 

의료 웹포럼의 게시 을 정보  지지, 감성  지지 

유형으로 자동 으로 탐지하여 분류하는 방법론은 

제시하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의료정보의 정보

 지지와 감성  지지에 한 연구들과 본 연구

와 련된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정리했다. 제 3

장에서는 의료 웹포럼의 게시 의 들을 자동으

로 정보  지지 유형과 감성  지지 유형으로 탐

지하기 해서 텍스트 특성을 추출하여 의료정보

를 정보  지지  감성  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 다. 제 4장에서는 제시하는 

모델을 실제 의료 웹포럼에 용한 결과를 비교분

석하여 가장 나은 모델을 제시하 다. 

2. 문헌 연구

2.1 의료정보의 정보  지지와 감성  지지

Weiss[36]와 Cobb[10]가 사회  지지의 주요 요

소를 정보  지지(Information support), 감성  지

지(Emotional support), 도구  지지(Instrument 

support)와 평가  지지(Appraisal support)로 소

개하 다[12]. 정보  지지는 충고나 안내 등의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며[1, 12, 13], 감성  지지는 신

뢰하면서 공감하는 등의 감성 인 표 을 의미하

며, 개인들이 심과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친

감, 착, 동정, 심, 배려 등을 포함한다. 감성

 지지는 기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 다른 사람

이 도와  것이라는 확신을 주며, 두려움이나 불

안감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도구  지지는 

을 포함한 물질 인 지원을 의미하며, 마지막

으로 평가  지지는 정  칭찬 등을 제공함으

로써 피드백을 하는 평가 로세스를 나타낸다. 

사회  지지가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향에 

한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이 사회  지지로부터 받

는 정신건강, 스트 스 처,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에 한 응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고 밝 왔으며, 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사회  

계에 의해 제공되는 많은 방 인 기능을 가진다

고 보고하 다[5, 12, 13]. Gottlieb et al.[17]는 사

회  작용은 상호  표 과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

들이 향을 통해 지원 행 로부터 나타나는 계

임을 밝혔다. 

이러한 사회  지지에 해서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임화  외[4]는 근로자를 

상으로 사회 심리  스트 스 련 요인과 사회  

지지 간의 련성을 살펴보았으며, 근로자의 스트

스를 이기 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동료나 상

사의 지지  지역사회에서 형성되는 사회  지지

가 증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 다. 

권 지 외[1]는 건강 련 정보습득 과정에서의 

정보원의 공신력과 이성/감성  메시지가 이용자

의 사회  지지(감성  지지와 정보  지지), 태도, 

건강행동[22]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온라인에

서의 건강정보에 한 효율 인 지식답변 운   

온라인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역할, 사회  지지와 

건강행동의도 형성 경로 등에 해 논의하 다. 

특히 건강과 련된 메시지는 정보 주의 이성  

지지와 감성  지지의 부분이 핵심 이라는 을 

고려하여 연구했다.

건강함을 유지하기 해 혹은 건강해지기 해

서 의료정보를 찾는 행 는 건강행동 에 하나이

며[1, 23] 이 의 연구들은 건강행동과 건강행동 의

도에 향을 주는 표 인 요인으로 사회  지지

를 뽑을 수 있으며 사회  지지와 건강행동 간의 

상 계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19, 20]. 특히 의

료정보를 제공받음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한 두

려움을 여서 건강해질 수 있으며, 질병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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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 슬픔을 함께 나 며 이를 극복할 수 있

다는 것을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9, 34]. 즉 

많은 연구에서 건강하기 해서 의료정보들을 찾

아보는 행 는 건강행동의도로 볼 수 있으며 사회

 지지 에서 감성  지지와 정보  지지가 

하게 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 의 사회  지지는 화상담 서비스나 

문가들이 제공하는 고객맞춤형 서비스의 형태 으

나, 2000년 에 어들면서 많은 웹사이트에서 질

병에 해 지원하는 커뮤니티들2)이 생겨 오 라인

에서 행해지던 사회  지지가 온라인에서도 가능

하게 되었다. 환자와 그의 가족들은 질병과 치료

에 한 지식과 경험을 웹에서 공유하면서 서로에

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통한 메

시지 교환은 다양한 메시지 유형으로 정보   감

성  지지를 얻는 과정에 향을 다[30]. 2005년 

이후의 사회  지지 커뮤니티들은 웹 2.0기술을 기

반으로 동  컨텐츠, 업 지식[6]을 구축하는 체계

를 구축하 고, 개인들이 정보, 경험, 의견들을 공

유하고 이들 간의 상호 작용들을 통해 풍부한 지식

들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 산업 분야 역시 

웹을 통한 정보교환이 더욱더 활성화 되고 있다. 

생명을 할 수 있는 질병들은 심하게 감성

으로 고통을 환자들에게 가하기하며, 치료과정에 

따른 우울증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7]. 따라서 

의료정보 웹사이트에 속하는 고객들은 물리 으

로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뿐만 아

니라 유사한 질병을 극복한 환자들의 포스 한 

이나 자신이 게시한 에 응원을 보내는 다른 이

들의 들을 보면서 질병에 한 강한 회복의 의

지를 가질 수도 있다.

의료 웹포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 서비스 

련 문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주로 이용함에 

따라 질병과 치료에 한 정보를 얻는 것은 정보

 지지 계로 볼 수 있으며, 질병을 극복한 사례

2) American Social Health Association, American 

Cancer Society,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들을 공유하는 것은 감성  지지 

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Mo and Coulson[28]는 

온라인 HIV/AIDS 그룹에 해서 사회  지지의 

유형별로 컨텐츠 분석을 하여 정보  지지와 감성

 지지를 제공하는 메시지들은 존 감 지지와 네

트워크 지지를 따른다는 것을 밝혔다. 즉 의료 웹

포럼의 주된 이용 목 은 도구  지지나 평가  

지지 보다는 질병을 치료하기 한 방법을 공유하

는 정보 인 지지와 질병을 극복하기 한 감정

인 지지를 받는 것이 주된 목 이라고 했다. 즉 건

강행동을 할 때는 사회  지지가 향을 주며, 사

람들이 질병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의 로를 받

거나, 치료나 회복을 해서 실질 인 정보를 얻

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 련 웹, 포럼, 게시  등의 다

양한 온라인 채  등의 정보들과 사회  지지와의 

계들을 살펴본 연구들은 수행되어 왔지만, 온라

인 상의 정보들을 감성  지지와 정보  지지로 

분류하는 방법론에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2.2 웹 기반의 텍스트 분석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인 들을 자연어 처리 

기술과 문서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찾아내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

들이 신제품, 화, 기업, 드라마, 연  등에 련

한 개인의 생각  련 정보들을 웹포럼이나 블

로그등에 게시하고 있고, 이들 에 한 의도를 

분석하기 해서 텍스트 정보 분석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웹블로그나 웹포럼으로부

터 상품평에 한 정보를 악하고[16], 블로그에

서 해당상품에 해 언 한 수  블로그간의 링

크구조와 매와의 련성[18] 등에 해 악하여 

텍스트 정보와 기업의 성과와의 연 성을 찾아내

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웹포럼의 

을 텍스트 특성을 분석하여 스팸 을 자동탐지하

는 모델도 제시되었다[3]. Koppel et al.[24]은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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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ponential gradient algorithm을 이용하여 허구와 

실화의 문서에서 성별을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해당 모델은 기능어와 POS(Part of Speech) 태그

를 조합한 특성 조합을 통해 허구 문서에 해서

는 79.5%의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실화 문서에서 

82.6%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자는 특성 선택을 

통해서 98%까지 정확도를 개선시켰다. Zhang[40]

외는 웹포럼 을 텍스트 특성 분석을 통해서 을 

게재한 사람의 성별을 최고 86%의 정확도로 분류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 다. 

최근에는 의료정보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

라 의료 웹포럼상의 메시지들을 분석하는 연구들

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Mo and Coulson[28]은 질

병에 한 블로그를 자동 으로 텍스트 분석을 통

해 분류함으로써 사람들이 암에 한 요구하는 정

보는 무엇이고, 서로 간에 어떻게 련 정보를 공

유하며 도움을 받는지에 해 살펴보았다. Hwang 

[21]은 비만과 련한 온라인 포럼, 설문 등의 분

석을 통해 사회  지지에 해서 분석을 수행하

다. 이와 같이 최근 웹 기반의 미디어의 텍스트 분

석은 의료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텍스트 분석의 정확성에 해 언 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 웹포럼의 들을 사회  지

지 에서 정보  지지와 감성  지지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텍스트 분석 모델을 개발하 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의료 웹포럼에서 의 특성을 자

동 구분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의 

체 인 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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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데이터 수집

부분의 웹포럼은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데이터 랫폼을 외부에 공개하

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웹포럼으로부터 자동화

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웹포럼상의 을 자동

으로 수집하기 해서 웹 크롤러(Crawler)를 이용

한다. 웹 페이지는 각각의 페이지가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웹 크롤러는 웹의 그래  

구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구 된다. 

웹 크롤러를 이용해 수집된 데이터는 html 형태인

데, 이 html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필드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싱(parsing)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 텍스트  특성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 번

호   내용의 두 개의 필드를 싱 과정을 거

쳐 도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3.2 변수 추출

본 연구는 의 텍스트 특성을 이용해 게시 을 

정보  지지와 감성  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를 해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분류 특

성을 이용하여 텍스트 변수를 도출한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하는 의 텍스트 변수는 구조 (syntac-

tic), 의미 (semantic), 어휘 (lexical) 특성이다. 기

존의 텍스트 분석에 련한 연구에서는 의미  특

성 즉, 단어나 단어의 조합을 주로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문장의 구조  특성  어휘

 특성을 추가하여 다양한 에서의 텍스트 특

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구축하도록 한다.

구조  특성이란 단어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구

나 , 문장의 구조와 기능을 측정하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특성을 구조  특성으

로 사용한다. 문장 구두 (punctuation)은 문장의 

끝에 붙는 부호로 마침표, 쉼표, 의문표, 따옴표 종

류에 따라 을 분류하는 변수이다. 제외어를 포

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도 사용한다. 제외

어란 치사, 계 명사 등 의미가 확연히 구분

되지 않아 텍스트 분석에서 제외하는 단어를 말한

다. 해당 변수는 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포함하

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어근(stemming)은 형태는 다

르지만 같은 어근을 갖는 단어가 문장 내 나타나는 

빈도를 측정하는 변수이다. 의 길이(line length) 

한 의 깊이와 상세함을 나타내는 평가 기 이

다. 의미  특성이란 뜻이 서로 다른 단어를 나타

낸다. 의미  특성은 보통 몇 개 길이의 단어 조합

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unigram과 bigram

을 사용한다. Unigram은 하나의 단어를, bigram은 

두 개의 연속된 단어의 조합을 의미한다. 들 들

어, 감성은 unigram, 감성  지지는 bigram이다. 어

휘  특성이란 문법 으로 의미를 가지는 최소 형

태 즉, 형태소의 결합 형태를 의미한다. 를 들어 

“지원한다”는 “지원”과 “한다”의 형태소의 결합이

다. 즉, 문법 으로 의미를 가지는 두 개의 단어, “지

원”이라는 명사와 “한다”라는 동사의 결합으로 이

루어진 것이다. 어휘  특성은 형태소의 결합, 즉 

Part of speech(POS)로 측정한다. POS는 bigram

과 유사하나 문법 으로 구분되는 단어의 조합이라

는 에서 다르다. 이는 의 구문론  특성을 나

타낸다. 구문론  구분은 보통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등이다. 따라서 POS는 동사+부사, 형용사+

명사, 명사+명사 등의 조합인지를 나타내는 특성

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럼 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별로 구조 , 의미 , 어휘  특성을 변수로 추출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Java로 텍스트 특

성 추출 도구를 구 하 다. 의 텍스트  특성

을 도출하면 많은 변수가 생성되는데, 별로 구

축된 변수 set은 특성별로 해당 에서 발생한 빈

도로 변수를 형성한다. 즉 를 들어 구조  변수

인 “～”, “?”가  1번에서 몇 번 발생했는지, 의미

 변수인 “웹사이트”, “병원”등이 해당 에서 몇 

번 발생했는지, 어휘  특성인 “명사+명사”, “동사

+부사” 등의 특성이 몇 번 발생했는지를 변수로 한다.

텍스트 특성 추출 단계를 거치고 나면 특성 선

택(feature selection) 과정을 거친다. 의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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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을 도출하면 많은 변수가 생성되는데, 이 

 일부는 노이즈이거나 다른 변수와 복되거나 

는 필요 없는 변수이다. 한 이 게 많은 변수

를 이용하여 분류기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면 분류 

모델이 과잉 학습되어 측력을 하될 수 있다

[27]. 이와 같은 이유로 데이터의 차원을 이고 

필요한 변수만을 추출하고자 특성 선택 과정을 거

치는 것이 필요하다. 

3.3 학습 모델 구축

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시키기 

해서는 의 클래스(class)를 사 에 분류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학습 데이터는 체 데이터  

일부를 샘 링하여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다. 학습 

데이터는 의 클래스가 사 에 분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해서 평가자가 의 특성을 평가

하도록 한다. 평가자의 주 에 의해 발생하는 편

차를 최소화하고, 평가자에 의한 평가의 객 성을 

부여하고자 2명 이상의 평가자에 의해 평가가 이

루어지게 한다. 여러 평가자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난다면, 평가자에 의해 이루어진 평가가 객

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자에 의

한 분류 결과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해 일치도를 

측정한다[11].

학습 데이터가 구축되고 나면, 의 특성을 분

류하는 자동화된 모델을 구축하기 하여, 분류기

(classifier)를 학습시킨다. 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모델은 이진 분류 학습으로 구 된다. 의 클래

스를 정보  지지와 감성  지지 로 분류하고, 이 

클래스를 구분하는 규칙을 의 특성을 통해 도출

하는 것이다.

최 의 학습 모델을 찾기 해서, 다양한 분류

기를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마이닝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루는 텍스트 마이닝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SVM(Support Vector Machine)[35] 

에 한 종류인 SMO(Sequential Minimal Opti-

mization)를 기본 모델로 하고, 동작 방식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분류기를 테스트한다. 일반 으로 

SVM은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계산량이 많은 

단 을 지니며 이를 개선하기 한 방법으로 SMO 

방식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 본 연구에서는 테스트 분류기로 나이 -베이

시안(Naïve Bayesian)[26],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32]를 이용하 다. 나이 -베이시안은 변수

간 독립성을 가정한 확률 모형인데, 많은 연구에서 

복잡한 시스템에서의 우월한 성능이 입증되었다. 

해당 방법의 장 은 은 수의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이다. 의사결정나무는 엔트로피를 감

소시키는 방향으로 변수의 나무구조(tree)를 구성

하는 알고리즘이다. 의 두 모델과는 달리 모든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 감소량을 

기 으로 트리를 구성하는 변수가 선택되는 특성

을 가진다.

많은 변수를 사용할 경우 분류 모델은 학습 데이

터에만 최 화되어 학습 데이터에서는 좋은 성능

을 보이지만,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성능은 조하

게 나타나는 상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해 10-fold cross-validation 방식을 도입한다[33]. 

10-fold cross-validation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10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하나의 그룹을 테스트 

데이터로 나머지는 학습 데이터로 활용된다. 10개

의 그룹을 분류할 때 데이터를 무작 로 그룹에 할

당하고, 그룹의 크기는 서로 균등할 수 있도록 한

다. 테스트 데이터 셋을 변경해가면서, 이러한 학

습 과정을 10번 반복하여, 분류기가 특정 데이터

에만 합하게 학습되는 상을 방지한다. 

학습에 의해 구축한 분류모델의 성능을 평가하

기 해 분류 모델에서 사용되는 평가 척도로는, 

정확도를 사용한다. 각 클래스의 수가 비슷한 경

우에는 정확도 값으로 학습모델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확도는 평가자에 의해 분류된 을 

학습 모델로 일치되게 분류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식은 아래와 같다.

정확도 전체글의수
제대로분류된글의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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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 웹포럼에의 용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의료 웹포럼 의 

하나인 HealthBoards3)내 소게시 인 Alzheimer’s 

Disease and Dementia 게시 의 데이터에 용한

다. 해당 게시 에서 2000년도 12월 29일부터 2007

년도 5월 6일까지 작성된 150개의 원 과 답  638

개를 포함하여 총 799개의 을 추출하 다. 치매는 

뇌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인지 기능이 하되는 질

병이다. 이 질병은 노인 인구에서 발생 확률이 높

으며, 재까지는 불치질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질

병 발생 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에게 

정신  물질 으로 큰 장을 주기 때문에 환자 가

족들의 정신 인 충격도 심각하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  환자의 가족들은 치매에 한 경험 인 

지식을 얻고, 한 감성 인 공감  로를 얻기 

해 해당 포럼을 이용한다.

웹포럼 의 사회  지지의 자동화된 분류 모델 

구축을 해서 두 명의 평가자를 통해 을 코딩하

게 하 다. 본 연구는 텍스트를 분류하는 연구[22, 

39]에서 사용된 코딩 과정을 따랐다. 코딩은 자료 

처리를 자동화하기 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품목

별로 상번호 는 문자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질  데이터(qualitative data)에 label을 부여

하기 해 사용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일

반 인 코딩 기법은 사 에 분류에 한 로토타

입을 구성하고, 두 명 이상의 평가자를 교육한 후 

코딩이 이루어지게 하며,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

기 해 평가자간의 일치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포럼 을 추출하여 감성  지지

와 정보  지지로 분류한 로토타입을 만들었다. 

코딩 과정은 평가자가 해당 웹포럼에 한 배경지

식을 습득한 후, 감성  지지  정보  지지의 의

미를 악하게 한 후 실시하 다. 사  테스트를 

거쳐 평가자의  분류의 성능을 확신한 후에 평

가를 진행하 다. 평가의 객 성을 평가하고자 두 

3) http://www.healthboards.com/.

평가자의 평가 결과의 일치도를 Cohen Kappa[11] 

지수로 측정하 다.

<표 1> 평가자 일치도

데이터 수 확률

일치도 
(agreement)

550 68.84% p(agreement)

오류(error) 249 31.16% p(error)

이때 p(agrement)는 평가자의 일치도를 의미하

고 p(error)는 우연 으로 평가가 일치할 확률을 

의미한다. Cohen Kappa 지수는 다음의 식 (2)에 의

해 계산된다.




(2)

두 평가자에 의한 결과는 68.84%로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용해 Cohen Kappa 값을 

구하 고, 그 값은 54.7%로 나타났다. 이 값의 수

은 간정도의 일치도를 보이는 수 이다. 

Landis and Koch[25]의 연구에 따르면 Kappa 

값이 0이면 평가자간의 일치 수 이 0이며, 0.20 

이하일 경우에는 일치 수 이 조  있는 수 이고, 

0.40 이하인 경우에는 fair 수 이고 0.41～0.60은 

한 수 , 0.61～0.80은 상당한 수 이고, 0.81 

～1은 거의 완벽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학습 데이터 생성은 두 평가자가 감성  지지 

로 일치하게 평가한 만을 감성  지지 로 

분류하 고, 기타 은 정보  지지 로 분류하

다. 여러 실험 조합에 해 테스트 한 결과 와 

같은 조합에 해 학습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결과 으로 학습 데이터는 799개의 로 구

성되었으며, 이  282개의 감성  지지 로 517

는 정보  지지 로 나타났다.

의 텍스트 변수를 추출한 결과 총 2,235개의 

변수가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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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텍스트 특성으로 구성된 변수

번호
구조  변수 의미  변수 어휘  변수

　 ? !
의 

길이
…

web
site

new_
drug

sad …
명사
+

명사

동사
+

부사
“ ”

#1 4 5 2 　 1 2 0 　 5 2 　

#2 1 0 3 　 0 0 3 　 1 3 　

…

특성 선택 후에는 변수가 440개로 어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의 편의성을 해 가장 간단한 특

성 선택 방법을 선택하 다. 발생 빈도가 낮은 특

성을 학습에서 제외하는 특성 선택 방법을 이용해 

학습에 사용된 변수 수를 감소시켰다. 학습 모델은 

제 3장에서 언 한 SVM, 의사결정나무, 나이 -베

이시안을 선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알고리

즘은 WEKA4) 소 트웨어에서 구 된 모듈을 사

용하 다. 

<표 3> 학습 모델의 정확도 비교

Feature Set SVM
나이 -
베이시안

의사결정
나무

모든 특성(의미
+구조 +어휘 )

학습안됨 70.09% 65.46%

FS+모든 특성(의미
+구조 +어휘 )

76.22% 70.59% 66.58%

FS+의미  74.84% 73.46% 64.70%

FS+의미 +구조  76.22% 73.22% 63.70%

FS+의미 +어휘 74.47% 70.21% 66.08%

FS+구조 +어휘 67.83% 68.59% 66.02%

주) FS：feature selection(특성 선택).

<표 3>는 학습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이

다. 세 개의 학습 모델 에 SVM의 성능이 76.22%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텍스트 마이닝 연구

에서 성능이 입증된 SVM이 본 연구에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확률 기반의 모델인 베이

시안 모델은 SVM 모델보다 약간 성능이 떨어지

4) WEKA：http://www.cs.waikato.ac.nz/～ml/weka.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나무의 정확도 값

은 최  66.58%로, 앞의 두 모델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결정나무 모

델은 선택된 변수  일부만을 이용해 분류 모델

을 생성하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이용하는 앞선 

두 모델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각 그룹별 특성의 요도를 악하기 해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 집합인 의미  특성을 기 로 

하고, 다른 특성을 더했을 때 정확도가 얼마나 상

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의 감성  지지 성격과 

정보  지지 성격을 부분 에 사용된 단어 즉, 

n-gram에 의해 분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본 변

수 집합으로 의미  특성을 사용하 다. 가장 좋

은 성능을 보인 SVM을 이용한 학습에서 의미  

특성만으로는 74.84%의 정확도가 나왔고, 여기에 

구조  특성을 더한 경우 정확도가 76.22%로 상승, 

어휘  특성을 추가한 경우 정확도가 74.47%로 오

히려 감소하 다. SVM과 의사결정나무에서는 의

미 , 구조 , 어휘  특성을 모두 사용하여 특성 

추출 후 학습시킬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보 다. 

하지만 나이 -베이시안의 경우에는 모든 특성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의미  특성만을 사용한 경우

에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 결과에서 의료 웹포럼 상의 의 특성을 분류

할 때는 의미  특성과 구조  특성만으로도 충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성추출의 효과를 비교하기 해 모든 특성을 

사용한 경우를 기 으로 특성 선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모든 학습 모델에

서 특성 추출 과정을 거친 경우에 학습 정확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실험 결과에서 보

듯이 의 구조  특성과 어휘  특성으로 학습한 

결과는 의미  특성만으로 학습한 결과보다 모든 

분류기에서 그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의 특성 분류에서 가장 요한 변수는 의

미  특성임을 의미한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 던 SVM의 결과에서 

의 특성을 구분하는데 요하게 사용되는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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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감성  지지 을 분류하는 요 변수

변수 요도 특성 분류

my 0.8723 의미 , unigram

great 0.7398 의미 , unigram

deal 0.6787 의미 , unigram

betty 0.5796 의미 , unigram

TILDE(～) 0.5715 구조 , 문장기호

jerk 0.5185 의미 , unigram

awhile 0.5086 의미 , unigram

compute 0.4956 의미 , unigram

pray 0.4827 의미 , unigram

time 0.4727 의미 , unigram

hear 0.4704 의미 , unigram

rene
( 랑스어로 reborn)

0.4656 의미 , unigram

cry 0.4514 의미 , unigram

feel 0.4508 의미 , unigram

today 0.4438 의미 , unigram

okay 0.4342 의미 , unigram

test 0.433 의미 , unigram

gizmo_gizmo
(장치에 한 은어)

0.4328 의미 , unigram

least 0.4314 의미 , unigram

respond 0.4303 의미 , unigram

살펴보고자 의 특성별로 상  20개의 특성을 나

열하 다. <표 4>은 감성  지지 을 분류하는데 

요하게 사용되는 상  단어를 나타내는데 의문

부호(Question_mark)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미  

특성이 요하게 나타났다. 

<표 4> 정보  지지 을 분류하는 요 변수

변수 요도 특성 분류

website 0.6894 의미 , unigram

statin(약 이름) 0.4333 의미 , unigram

special 0.4548 의미 , unigram

QUESTION_MARK(?) 0.4723 구조 , 문장부호

progress 0.4361 의미 , unigram

physic 0.4694 의미 , unigram

patient 0.6246 의미 , unigram

new_drug 0.4618 의미 , bigram

memory 0.4482 의미 , unigram

link 0.6578 의미 , unigram

knew 0.5963 의미 , unigram

input 0.658 의미 , unigram

info 0.4537 의미 , unigram

haldol(약 이름) 0.4661 의미 , unigram

Grandpa 0.4432 의미 , unigram

drug 0.4227 의미 , unigram

diagnosis 0.4217 의미 , unigram

check 0.4073 의미 , unigram

Hello 0.4485 의미 , unigram

40 0.4575 구조 , 단어 수

<표 5>는 정보  지지 을 분류하는데 요하

게 사용되는 상  단어들을 나타내며 부분이 의

미  특성이 요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5. 결론  향후 연구방안 

최근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정

보에 한 심 역시 높아졌다. 따라서 웹포럼 은 

문가들이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이 그 정

보를 조회하고, 상호간의 질병에 한 경험 공유하

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보  측면뿐만 아니라 

감정  측면으로 지원하는 채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 한 양의 의료 웹포럼상의 

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텍스트의 구조 , 의미 , 어휘

 특성을 도출하여 을 정보  지지 유형과 감성

 지지 유형으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모델을 제시

하 고,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 다. 의사결

정나무, 나이 -베이시안 모델에 비해 SVM과 의

미  특성과 구조  특성을 이용할 때, 의료 웹포럼

의 게시 을 감성  지지 유형과 정보  지지 유형

으로 분류한 정확도가 7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본 연구를 통해 의료 웹포럼 을 정보  지지 

유형과 감성  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더 나

은 모델을 도출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모델을 이용하면 의료 웹포럼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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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보  지지, 감성  지지 측면의 정보를 자동으

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의료 웹포럼을 이용하는 환

자, 환자 가족, 의료진들에게 맞춤화된 정보  지

원과 감성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량의 웹포럼 을 자

동으로 분류함에 따라 효율 인 웹 운 을 가능하

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학습모델의 정확도는 76.22%

로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모델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새로운 텍스트 특성을 찾아서 학습모

델을 만들거나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면 학

습모델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의

료 웹포럼 사용자들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수

화하여 텍스트 특성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연구를 기 로 웹포럼 사용자들을 정

보  지지를 우선시하는 사람과 감성  지지를 우

선시하는 사용자로 분류하여 감성 커뮤니티와 지

식 커뮤니티를 비교 분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시

계열 으로 의료 웹포럼 내의 감성 커뮤니티와 지

식 커뮤니티의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의 최 로 형

성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강한 네트워

크를 형성하는 원인들을 악하여 성공 인 의료 

웹포럼의 성공 요인들을 도출하는 것도 의미 있는 

향후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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