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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용자들의 참여, 개방, 공유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웹에서 찾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범람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우며, 찾
는다 해도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이 결여되기 쉬운 정보원에
서 특정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랭크 매트릭을 제안하고, 이러한 제
안에 기반을 두고 민간의학 정보에 대한 웹 사이트를 구현하였다. 제안하는 매트릭은 사용자 레벨에 기반
하여, 레벨에 따른 평가 가중치(weight)를 차등화하여 글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참
여자의 심리적 요소를 반영하여 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신뢰성이 결여되기 쉬운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1. 서  론

  최근 Web 2.0 시 의 도래와 함께 사용자들의 참여, 개방, 
공유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정
보는 정리되어 새로운 지식으로 발 한다. 그러나 정보의 범
람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게 하
는 단 이 있다.
  첫째, 인터넷에는 방 한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어 원하는 
정보들이 불필요한 데이터 속에 감추어져 꼭 찾고자 하는 정
보는 부족하거나 얻지 못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문 분
야에 한 정보검색의 경우는 더욱 그 다[1].
  둘째, 일반 사용자들이 제공한 정보는 그 신뢰도가 낮은 문
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검색한 결과가 과연 믿을 
만한 정보인지, 정보의 원천이 확실한 것인지에 해 신뢰성
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검색결과에 한 순서화 문제 이다. 키워드 기반에 
의한 질의만 지원하여 사용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다[2]. 한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상 에 보여주는 것
은 단연 요한 문제이지만, 재는 일반 인 선호도 주로 
결과가 산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들에 해서 국내․외 포털[3][10]이나 형 
웹 사이트들은 자체 인 랭크 알고리즘을 구축하여 검색 결과
를 보여 다. 그러나 수익성 주의 검색 결과 제시로 인해 
정직한 랭킹 체계 보다는, 상업성이 우선되는 랭킹 체계를 채
택하고 있어, 검색 순  왜곡이 발생한다. 이는 찾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히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문 콘텐츠를 다루는 웹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보의 평가방
법이 합리 이지 못하다. 정보원의 신뢰성에 한 단은 최
종 으로 사용자가 하는 것이지만, 으로 사용자의 단에
만 맡겨 둘 수는 없는 문제로 평가 방법과 평가 척도의 개발
이 필요한 실정이다[5].
  그러므로 Web 2.0의 정신을 도입하되, 신뢰도가 높은 유용
한 정보 환경 제공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기에서 언 한 문제
들에 을 맞추어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된 지식을 다루는 사이트를 기 으로 자체 으로 
고안한 하이 리드 랭크 매트릭(Hybrid-Rank Metrics)을 사
용하여 객 이고 합리 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이 
방법의 특징은 사용자의 참여, 개방, 공유 정신을 토 로 하
되, 검증되지 않고 신뢰성이 결여된 도메인 지식에 해, 신뢰
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각 사용자가 쓴 한 가지 에 해 
세 가지 방면으로 평가하고, 을 작성한 사용자가 수를 얻
어 사용자의 벨을 높임으로써 사용자가 좋은 을 통해 인
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반 하고, 다른 이의 을 평가할 때 
사용자의 벨에 따른 가 치(weight)를 용하는 랭크 매트
릭을 제시한다. 이는 의 평가와 단을 내린 사용자에 한 
신뢰도의 상호작용으로 더 효과 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본 시스템에서는 민간의학이라는 입증되지 않은 지식
을 다루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객 성과 신뢰성을 가진 웹 서
비스 시스템을 구 하 다. 다양한 게시 을 구성하여 세부
인 지식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명 의 당에는 
랭크 척도를 통해 신뢰성이 높다고 입증된 정보를 이동시키
고, 신뢰도가 낮아지면 다시 명 의 당에서 제외되도록 함
으로써 존하는 정보가 가장 신뢰도가 높을 수 있는  가치체
계를 확립한다. 이를 해서 신뢰성 입증이 가능한 다양한 기
법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생각, 습 , 습 등 신뢰도가 낮
은 지식에 한 신뢰도를 보완하기 해 멀티미디어 매체를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다
음과 같은 공헌을 제시한다.

• 신뢰성이 결여된 도메인 지식에 하여 높은 신뢰도를 유  
 지할 수 있는 하이 리드 랭크 매트릭을 제안한다.

• 사용자의 요구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하  
 고, 사용자가 정의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탑재할 수 있는   
 웹서비스 시스템을 구 하고, 구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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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련 연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한다. 3장 본론에서는 시스템
의 개요와 구성에 해서 설명하고 4장에서 주요 기능에 한 
동작과 실제 구 한 것을 보이고 5장에서 소개된 기능에 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본 장에서는 문 인 지식을 공유하기 한 정보원
(Information Sources)들에 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과의 차이 을 보인다. 이를 해 카메라에 한 정보를 
다루는 DC인사이드[11], 노트북에 한 정보를 다루는 NB인
사이드[12], 웹에 산재된 민간의학 사이트, 특정 주제에 한 
지식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네이버지식IN[13]에 해 비교한다. 
DC인사이드[11]와 NB인사이드[12]는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
에 한 문 인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들이 스스로 디지
털기기 정보, 리뷰와 이미지를 제공하며 웹상에서 트 드와 
이슈를 만들어내고, 사용자들의 참여와 공유가 뛰어난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에 한 평가체계가 없으며, 그로인해 의 
신뢰도는 평가되지 않는 단 이 있다.
  한, 웹에 산재한 민간의학이나 민간요법 사이트는 주로 
운 자에 의해 주어진 정해진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업
인 매를 유도하기 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참여가 어렵거나 한정되어있고, 에 한 평가가 없어 게시
물에 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지식IN[13]은 특정 지식에 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
지만, 답변에 한 주 인 수 부여 방식으로 인해 의 
신뢰성에 한 기 이 없다는 것이 단 이다[4].
  그 밖의 선행 연구들은 신뢰성과 상 없는 랭크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5]. 한, 검색에 있어서 풀 텍스트 인덱스(Full 
Text Index)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정 도메인이 아닌 웹 상에
서 용하기 한 연구가 선행되었다[6].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심리  욕망에 기반한[7] 네이버 지
식IN과는 다른 방법으로, 에 한 신뢰도와 참여도를 높이
는 방법을 제안하 다. 그것은 사용자 피드백 방식에 기반한 
사용자 벨 변경기능과 사용자 벨에 따른 평가 가 치 부
여 기능이다. 이러한 방법은 사용자의 벨 향상 욕구와 향상
된 벨에 부합된 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자연스런 참여가 이루어지며, 양질의 게시물이 우 받을 수 
있다는 심리  요소로 인해 신뢰도 높은 게시 환경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이 상기 연구들과 다른 이라 할 수 있다.

3. 본론

  본 장에서는 먼  시스템 개요에 하여 설명한 뒤 시스템
의 구성을 설명하고, 시스템 내 랭킹 메커니즘과 검색 방법에 
해서 소개한다.

3.1 기능 개요

  본 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시스템의 개략  구조에 하여 
랭킹과 검색에 을 두고 체 인 시스템의 기능에 하여 
소개한다. 랭킹은 사용자의 벨과 의 가치를 심으로 
단하고, 검색은 스트링 매치와 풀 텍스트 검색을 융합하여 통
합 검색을 실시한다.

 

그림 1. 클라이언트-서버 간 랭킹과 검색 구조

  시스템의 구성을 세부 메뉴에 따라 다음에서 설명하도록 한
다. 사용자 리, 게시 , 사용자 랭킹, 추천  랭킹 매커니
즘, 검색의 순으로 설명한다.

3.2 사용자 리

  본 시스템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통해서 시스템 내의 기
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는 쓰기와 추천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회원가입을 한 사용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랭킹 수가 부여
된다. 랭킹 수의 항목에는 사용자의 신뢰도, 사용자 벨, 
사용자의 인기도가 있다. 기 값은 신뢰도 0, 인기도 0, 벨 
1이다. 사용자의 신뢰도는 자신이 작성한 의 수에 의해 
계산되는데 의 수가 사용자의 신뢰도에 어떻게 용되는
지는 3.5 에서 다루도록 한다. 사용자 벨은 경험  수치로 
1부터 6까지 있으며, 기 벨 1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의 
총 추천자수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 한 단계 높은 벨로 
갱신되고, 의 수가 떨어지면 사용자의 벨도 낮아질 수 
있다. 사용자의 인기도는 사용자가 작성한 의 조회수 합과 
같고, 본인이 작성한 을 읽는 경우에는 조회수를 카운트하
지 않는다.

3.3 게시

  본 장에서는 일반 게시 과 특수 게시 의 기능에 해서 
설명한다.
  일반게시 은 민간치료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건강상식, 건
강요리가 있다. 기본 으로 쓰기와 읽기, 주요 키워드 등록, 
도메인 제한 검색과 추천기능이 가능하며 사용자 등 에 따른 
이용 제한이 없다. 주요 키워드 등록은 사용자가 을 쓸 때 
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다섯 개까지 등록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추천기능은 3.5 에서 다루도록 한다.
  특수게시 은 신뢰도가 높다고 단될 때 이 등록되는 게
시 이고, 문가 칼럼과 명 의 당이 있다.
  문가 칼럼은 벨이 6 이상의 신뢰도에 도달한 사용자만
이 을 작성할 수 있다. 벨이 높다는 것은 신뢰도가 높은, 
을 많이 작성하 고, 많은 사용자에게 평가받은 사용자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시스템 사용자는 문가 칼럼에 있는 
을 신뢰도 높은 이라고 단 할 수 있다. 
  명 의 당은 의 랭킹 수가 기 치 이상일 경우 일반게
시 의 이 자동으로 이동되므로 사용자가 명 의 당에 직
 을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명 의 당에 있는 도 

추천이 가능하며, 명 의 당에 등록된 도 수가 낮아지
면 원래의 게시 으로 내려올 수 있다. 명 의 당은 높은 
랭킹 수를 가진 을 등록한 게시 이므로 사용자는 높은 신
뢰도를 가진 을 따로 찾는 번거로움 없이 명 의 당의 
만 읽어도 신뢰도 높은 민간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는 명 의 당  목록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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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명 의 당  목록 

3.4 사용자 랭킹

  사용자 랭킹 리스트는 메인 화면의 왼쪽 아래에 치한다. 
사용자 랭킹 리스트는 신뢰도가 높은 사용자를 상  5명까지 
표시해 다. 벨은 신뢰도를 기 으로 하여 등 을 나  것
이며 인기도는 신뢰도와는 상 없는 의 조회수를 바탕으로 
한 수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기 으로 사용자를 정렬한다. 
로그인 한 상태에서는 사용자 자신의 랭킹 수가 표시되며, 
다른 사용자의 랭킹 수는 작성자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창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은 사용자 수 조회와 사용
자 랭킹 리스트에 한 이다.

       

그림 3. 사용자 수 조회와 사용자 랭킹 리스트

3.5 추천  랭킹 매커니즘

  본 시스템은 일반게시 과 명 의 당 게시 의 에 해  
추천하기 기능을 제공한다. 해당  작성자 외의 모든 사용자
가 추천 가능하며, 하나의 에 한번만 추천이 가능하므로 
복 피드백을 방지한다. 단, 동일 에 한 재추천 기능을 허
용한다.
  추천 기능은 실용성, 효과성, 의 신뢰성에 해 경험  범
(-10 ~10 )내의 수로 평가 가능하다. 한 가지 에 해 

세 가지 항목을 융합하여 평가하여 세 가지 측면으로 부여된 
수를 바탕으로 의 평균 수와 표 편차를 계산하여, 최종
으로 에 한 랭킹 수를 장한다. 게시   목록이나 
 읽기 창에서는 최종 랭킹 수만을 표시하며, 이 랭킹 수

를 클릭하면 팝업창에 해당 의 세부 수가 표시된다. 표시
되는 세부 수는 세 가지 항목의 평균 수와 의 체 평균
수, 표 편차, 추천인수, 최종 랭킹 수가 있다. 그림 4는  

추천과 추천된 의 세부 수를 보여주는 창이다. 

       

그림 4.  추천하기와 세부 수 표시

  랭킹 수 계산 방법의 특징은 표 편차를 용함으로써 같
은 평균 수를 가지는 이라도 높은 수를 지속 으로 추천
받은 이 더 높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한 추천인수 용으
로 더 많은 사용자에게 추천받은 이 더 높게 평가될 수 있
으며, 벨이 높은 사용자가 작성한 은 신뢰도가 더 높다고 
단하여 이를 평가에 용하 다. 벨이 높은 사용자가 작

성한 은 벨에 따른 가 치를 부여한다. 이는 벨이 신뢰
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6 검색

  본 시스템은 빠른 검색을 하여 풀 텍스트 인덱스[8]를 이
용한 텍스트 검색기능을 용하고, 한 단어 이상의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다  색인어 검색기능을 지원한다. 따라서 
규모 정보검색 분야에서 입증된 역인덱스[9]를 기반으로 하므
로 용량성과 확장성이 우수하며, 기존 검색엔진과 유사한 
한정된 도메인의 빠른 속도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 다.
  통합검색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작성자, 제목, 내용에 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검색결과는 일반게시  검색결과
와 문가칼럼 검색결과가 나뉘어서 나타나고, 랭킹 수가 높
은 이 상 에 나오도록 하 다. 

 

그림 5. 통합검색결과

  한 메인화면 왼쪽 하단에는 의 작성자가 입력한 키워드 
 가장 많이 등록된 상  20개의 키워드가 노출되며, 키워드

를 선택하면 해당 키워드를 등록한 들이 검색된다. 그림 6
은 주요 키워드 검색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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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요 키워드 검색 결과

4. 시스템 구   분석 

  본 장에서는 시스템 개발환경, 서버구 , 수체계, 융합검
색, 지식체계 그룹핑  메뉴구성, 멀티미디어 참여 장에 
해 설명하고, 실제 시스템 실행 화면을 통해 시스템의 반
인 구 과 각 기능에 해 설명한다.

4.1 개발 환경 

  본 시스템의 서버는 Microsoft Windows 기반에 RAM 
512MB인 PC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웹 서버로 구성된다. 웹 
서버는 Apache Tomcat 5.5, 데이터베이스는 MS-SQL 2000을 
사용하 다. PC 라우  클라이언트를 한 웹 페이지는 
JSP, Java script, Java, html을 이용하여 구 하 다. 

4.2 데이터베이스 구성

  본 장에서는 서버에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 해 설명한
다. 서버는 크게 입력부와 질의부, 사용자 리부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부는 웹 상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 그것을 싱
하고, 싱된 입력을 바탕으로 검색 상을 선정하여 질의를 
수행하는 과정이 질의부이다. 다음에서 입력부, 질의부, 사용
자 리부에 해 순서 로 설명한다.
  입력부는 일반 게시 에 한 정보를 담고 있는 GBOARD 
테이블, 문가칼럼에 한 정보를 담고 있는 EBOARD 테이
블, 리 에 한 정보를 담고 있는 REPLY 테이블이 있다. 
  로그인한 사용자가 일반 게시 에 을 입력하면 GBOARD
테이블의 TITLE 애트리뷰트에 의 제목, AUTHOR 애트리
뷰트에 작성자의 아이디, CONTENT 애트리뷰트에 의 내용
이 장된다. GBOARD테이블의 BNAME과 CNUM 애트리뷰
트에는 인덱스를 설치하 다.
KEYWORD 테이블의 KW1~KW5 애트리뷰트에 입력부에서 
싱된 결과를 유지하는 키워드들이 장되고, 

MULTI_DATA 애트리뷰트에 참고자료의 패스가 장된다. 
  벨이 6 이상인 사용자가 문가 칼럼에 을 입력하면 
EBOARD테이블의 TITLE 애트리뷰트에 의 제목, 
AUTHOR 애트리뷰트에 작성자의 아이디, CONTENT 애트리
뷰트에 의 내용, MULTI_DATA 애트리뷰트에 참고자료의 
패스가 장된다. EBOARD테이블의 CNUM 애트리뷰트에는 
인덱스를 설치하 다.
  작성된 에 해 리 을 입력하면, REPLY 테이블에 
REPLYER 애트리뷰트에 리 을 작성한 사용자의 아이디에 
자동으로 장되고, REP 애트리뷰트에 사용자가 입력한 리  
내용이 장된다.
  입력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그림7과 같고, 이 있는 
속성(애트리뷰트)는 키 속성이다.

GBOARD (BNAME, CNUM, TITLE, AUTHOR, CONTENT, 
WRTDAY, FILEE, RCNT, STD, AVGPNT, CNT, RSCORE, 
MULTI_DATA)

EBOARD (CNUM, TITLE, AUTHOR, CONTENT, WRTDAY, 
MULTI_DATA, RCNT)

REPLY (BNAME, CNUM, REPLYER, REP, WRTDAY, RNUM)

그림 7. 입력부 데이터베이스

  질의부는 에 한 수 정보를 담고 있는 POINT 테이블, 
주요 키워드에 한 정보를 담고 있는 KEYWORD, 
KW_CNT 테이블이 존재한다. 로그인한 사용자가 에 해 
수를 입력하면 POINT 테이블의 PP 애트리뷰트에 실용성 
수, EP 애트리뷰트에 효과성 수, RP 애트리뷰트에 신뢰도 
수가 추천인의 벨 애트리뷰트  LV와 함께 장된다. 

POINT테이블에 존재하는 해당 에 한 수를 불러들여 
랭크 수식을 용하고, 이에 따라 도출된 수는 GBOARD 
에 장된다. 해당  작성자에 한 수 역시 POINT테이블
에 존재하는  수를 불러들여 랭크 수식을 용한 뒤 
MEMBER테이블에 장된다. 질의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그림 8과 같다.

POINT (BNAME, CNUM, ID, PP, EP, RP, LV)
KEYWORD (BNAME, CNUM, KW1, KW2, KW3, KW4, KW5)
KW_CNT (KEY, CNT)

그림 8. 질의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리부는 사용자 리를 한 MEMBER 테이블이 
존재한다. ID 애트리뷰트에 사용자 아이디, PASSWD 애트리
뷰트에 비 번호, NAME 애트리뷰트에 사용자 이름, SSN1과 
SSN2에 주민번호, MAIL 애트리뷰트에 메일주소가 장된다. 
사용자 리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그림 9와 같다.

MEMBER (ID, PASSWD, NAME, SSN1, SSN2, MAIL, RELIANCE, 
POPULAR, LV)

그림 9. 사용자 리부 데이터베이스

  GBOARD와 EBOARD의 TITLE과 AUTHOR, CONTENT 
애트리뷰트에는 풀 텍스트 인덱스를 설치하 다 풀 텍스트 인
덱스는 1분마다 체 채우기를 시행한다. 

4.3 주요 기능 

  본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입력, 수정  삭제,  평
가, 검색, 명 의 당 등이 있다. 
로그인한 사용자가 입력한 에서 제목은 GBOARD 테이블의 
TITLE 애트리뷰트, 의 내용은 CONTENT 애트리뷰트에 
장되고, 사용자의 아이디는 자동으로 AUTHOR 애트리뷰트에 
장되고, 키워드는 KW1~KW5 애트리뷰트에 장되며, 

MULTI_DATA 애트리뷰트에 멀티미디어 자료의 패스가 장
된다. 본 데이터베이스 구성에서는 에 한 주요 키워드를 
5개까지 유지하며, 이는 확장 가능하다.
  로그인한 벨 6이상 사용자가 문가칼럼에 을 입력할 
경우 EBOARD TITLE 애트리뷰트, 의 내용은 CONTENT 
애트리뷰트에 장되고, 사용자의 아이디는 자동으로 
AUTHOR 애트리뷰트에 장되며, MULTI_DATA 애트리뷰
트에 멀티미디어 자료의 패스가 장된다.
   수정과 삭제는 자신이 작성한 에 해서만 가능하다. 
 수정과 삭제는 해당 번호를 나타내는 GBOARD테이블의 

CNUM, BNAME 을 찾아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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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는 로그인한 사용자가 해당 에 한 실용성, 효과
성, 신뢰성 수를 입력하면, POINT 테이블의 PP, RP, EP 애
트리뷰트에 실용성, 효과성, 신뢰성 수가 각각 장된다.
  검색은 메인화면에서 제공되는 통합검색과 메인화면, 각 게
시  내에서 제공되는 제목, 내용, 제목+내용, 작성자 검색이 
있다. 검색에 한 내용은 4.3.2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명 의 당은 수가 높은 이 자동 으로 옮겨지는 게시
으로서 일반 게시   에서 추천인수 100 이상, 의 최

종 수가 10.00  이상인 들이 이동되며, 수가 낮아진 
은 다시 일반 게시 으로 옮겨진다. 추천인 수는 GBOARD 
테이블에 있는 CNT 애트리뷰트, 의 최종 수는 GBOARD 
테이블에 있는 RSCORE 애트리뷰트가 나타낸다.

4.3.1 수체계

  본 시스템의 수체계는 한 가지 정보에 해 세 가지 방면
으로 평가함으로써 신뢰성 향상에 기여한다. 구 은 로그인 
한 사용자가 해당 에서 ‘ 추천’버튼을 르면 실용성, 효과
성, 신뢰성 수를 입력하게 된다. 입력된 수를 기반으로 
POINT 테이블의 애트리뷰트 PP, EP, RP 수를 사용자 벨 
애트리뷰트 LV와 곱하여 사용자 벨에 따른 가 치를 다. 
이것은 벨이 n인 사용자가 10 을 주면 10 을 n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이며, 벨이 높은 사용자일수록 의 수에 
큰 향력을 가진다. 이 수를 기반으로 실용성, 효과성, 신
뢰성 수 각각의 평균을 구한다음 표  편차를 구하여 최종 
수인 Ranking Score(rscore)를 계산한다. 시스템에 사용된 

랭킹 수식은 그림 10과 같다. 
  에 수가 부여됨에 따라 해당 을 작성한 사용자의 
벨에도 향을 다. 추천된 의 작성자 벨은 작성자가 등
록한 모든 에 해당하는 수를 POINT 테이블에서 불러들
여 의 랭킹 매트릭을 용한 뒤, 추천인수와 랭크 수를 바
탕으로 갱신하게 된다. 수는 식이 아니라 추천 받을 때
마다 새로 계산하게 되므로 사용자의 벨은 언제든지 올라가
거나 내려갈 수 있다.
  수체계는 검색과도 연 성을 가진다. 검색은 4.3.2장에서 
설명한다.

X=
∑
n

i=1
(x 1+x 2+x 3)∙rLV∙n

3 ∑
n

i=1
rLV∙n



 
  



∙


  



 
  

  
 ∙∙



 ∙   ∙  
 



 ∙ ∙  ∙ 

x 1
, x 2

, x 3
 : recommender input score

rLV  : recommender level

X  : average score of content
mLV  : content author level

그림 10 랭킹 수식

4.3.2 융합검색 

  본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에 맞는 다양한 검색 방법을 
제안하고, 모든 검색에 한 결과가 의 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되는 랭킹 기반 정보추출을 용한다. 검색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작성자가  작성시 입력했던 키워드에 한 검색 방
법이 있다. 메인화면에서 보여지는 ‘주요키워드’란에서 심있
는 키워드를 클릭하거나  읽기 화면에서 보여지는 해당 
의 ‘키워드’를 클릭하면 같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을 검
색한다. 구 은 MS-SQL의 LIKE 연산자를 이용한 exact 
match를 하며, 게시  테이블의  번호와 키워드 테이블의 
 번호가 일치해야 하므로 GBOARD와 KEYWORD 테이블

을 조인시킨다. 키워드 검색방법의 쿼리는 그림 11과 같다.

SELECT 일반게시판 글
FROM 일반게시판, 키워드 테이블
WHERE 게시판 글번호=키워드 글번호
AND 저장된키워드=입력된키워드
ORDER BY 글의 최종점수 내림차순

 그림 11. 키워드 검색 쿼리

  둘째, 작성자의 아이디에 한 검색 방법이 있다. 작성자 애
트리뷰트 AUTHOR에 텍스트 인덱싱 후 풀 텍스트 검색을 사
용하면 완 히 일치하는 아이디만 검색되므로 사용자의 편의
를 해 LIKE 연산자를 이용한 검색을 하여 부분 으로 일치
하더라도 검색 결과를 출력하도록 했다. 작성자 검색방법의 
쿼리는 그림 12와 같다.

SELECT 일반게시판 or 전문가칼럼 글
FROM 일반게시판 or 전문가칼럼
WHERE 작정자 LIKE ‘검색어’
ORDER BY 글의 최종점수 내림차순

그림 12. 작성자 검색 쿼리 

  셋째,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 방법이 있다. 사용자가 검
색 범 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범  내에서 검색하는데, 체 
게시  는 세분화된 게시  내에서 각 범 에 따른 검색이 
가능하다. 이 검색 방법은 제목 애트리뷰트 TITLE과 내용 애
트리뷰트 CONTENT에 해서 인덱싱 후 MS_SQL의 
CONTAINS 연산자를 이용하여 풀 텍스트 검색을 실시하고, 
유니크한 데이터 추출을 해 SELECT 에서 DISTINCT 
약어를 사용한다. 풀 텍스트 검색은 띄어쓰기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string타입의 검색어를 블
랭크 심으로 단어를 추출하여 쿼리의 where 에 넣는다. 이 
검색 방법의 쿼리는 그림 13과 같다.

SELECT 일반게시판 or 전문가칼럼 글
FROM 일반게시판 or 전문가칼럼
WHERE CONTAINS(제목 or 내용, ‘검색어’)
ORDER BY 글의 최종점수 내림차순

그림 13. 한정 도메인 검색 쿼리

  넷째, 모든 게시 의 제목, 내용, 작성자에 해서 검색하는 
통합검색 방법이다.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제목, 내용 
는 작성자에 포함되어 있는 을 모두 결과로 출력하므로 사
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할 수 있게 한다. 이 검색 방법은 
제목, 내용에 해서는 CONTAINS 연산자를 이용한 풀 텍스
트 검색을 용하고, 유니크한 데이터 추출을 해 SELECT 
에서 DISTINCT 약어를 사용한다. 작성자에 해서는 

LIKE 연산자를 이용한 스트링 매치 방법을 용한다. 이 검
색 방법의 쿼리는 그림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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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일반게시판, 전문가칼럼 글
FROM 일반게시판, 전문가칼럼, 키워드테이블
WHERE CONTAINS(제목, ‘검색어’)
AND CONTAINS(내용, ‘검색어’)
AND 작성자 LIKE ‘검색어’
ORDER BY 글의 최종점수 내림차순

그림 14. 통합검색 쿼리

4.3.3 지식체계 그룹핑  메뉴구성 

  본 시스템에서는 도메인 지식과 련된 다양한 카테고리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세분화, 문화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메뉴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벨 심 지식 체계 구성 (Level-wise categorization). 

 Level 1  검증된 그룹  명예의 전당, 전문가 칼럼
 Level 2  한방요법 그룹  민간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Level 3  건강상식 그룹  건강상식, 건강요리, 기타정보

  Level 3 그룹은 일상생활에서 건강 유지를 해 알아두면 
좋은 기본 인 정보들이고, Level 2 그룹은 질병을 치료하기 
한 정보들이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들이 

을 작성할 수 있다. Level 1 그룹은 명 의 당과 사용자 
벨이 6 이상인 사용자들이 을 쓸 수 있는 문가 칼럼으로 
구성된다. 명 의 당은 Level 2그룹과 Level 3 그룹의  
에서 추천인 수가 100 이상이고, 의 수가 10.00 이상인 
이 자동으로 이동되고 의 수가 낮아지면 다시 원래 벨
의 게시 으로 자동이동 한다. 
4.3.4 멀티미디어 참여 장 

  멀티미디어 참여 장은 사용자가 을 작성할 때 그림, 동
상, 웹사이트, 텍스트,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

료를 에 첨부 가능 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와 신뢰성을 
증가시켰다. 사용자가  입력시 첨부 일 란에 멀티미디어 
자료의 패스를 입력하면 GBOARD와 EBOARD 테이블에 있
는 애트리뷰트 MULTI_DATA에 멀티미디어 자료의 패스를 
장하고, 사용자가 을 읽을 때 첨부 일에 보여지는 패스

를 따라가면 자료를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 다.
  민간의학과 같이 생각, 습 , 습에 기반한 정보들은 신뢰
도가 하락한다. 따라서 정보의 신뢰성 입증이 가능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서 신뢰성이 결여된 정보에 한 보완
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5.  시스템 분석

  본 장에서는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한 성능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쓰기,  수정과 삭제는  번호를 나타내는 GBOARD와 
EBOARD 테이블의 CNUM 애트리뷰트를 인덱스에서 찾아서 
수행되므로 O(log n)의 성능을 가진다. 검색은 제목, 내용 애
트리뷰트는 풀 텍스트 인덱스를 이용하므로 O(log n)의 성능
을 나타내고, 데이터 양이 많아져도 속도가 빠르다는 장 을 
가진다. 작성자 애트리뷰트에 한 검색은 LIKE 연산자를 사
용하므로 O(n)의 성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일반 으로 풀 텍
스트 인덱스를 사용하므로 평균 O(log n)의 검색 시간을 나타
낸다.
  모든 인덱스의 구축시간은 기화 시간에 산입되어 동  검
색시간에 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이 결여된 정보에 해서 신뢰성과 편
리성, 효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 다. 먼
, 새로운 수체계를 제안하고, 융합된 정보검색 방법을 

용하 으며, 다양한 메뉴그룹으로 신뢰성 향상에 을 맞추
었다. 
  제안된 방법은 사용자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각 게시물에 
한 수를 차등부여 하 고, 스트링 매치와 풀 텍스트 검색 
방법을 융합한 새로운 검색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본 논문의 구  부분을 통하여 소개하고, 분
석 하 으며, 데이터양이 많아지는 경우에도 효율 임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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