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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블로그는 개인의 생각과 지식을 작성할 수 있는 웹 사이트이다 최근 의 유행으. UGC(User Generated Contents)

로 블로그 또한 그만의 문화가 빠르게 정착 발전되고 있다 글 작성의 간편함과 코멘트 나 트랙백, . (Comment)
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손쉽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것도 블로그 발전의 이유 중의 하나이다 블(Trackback) .

로그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검색 엔진도 블로그 검색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정보들을 다른 사용
자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블로그 상에서 점점 스팸 블로그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 .
한 스팸 블로그로 인해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페이지 처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검색 엔진 랭킹의 신뢰
성이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팸 블로그로 인해 불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고 사용자 간의 의사.
소통에 불신이 생길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팸 블로그를 탐지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주로 스팸 블로그가 가진 특성을 도출하여 스팸 블로그를 탐지하거나 많은 블로그들을 통계적 방법이나.
기계 학습 을 통해 정상 블로그와 스팸 블로그를 분류하는 방법들이 쓰이고 있다(SVM) .
본 논문은 스팸 블로그 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내용 유사도를 이용하여 스팸 블로그를 분류하였다 스팸 블로그.
포스트는 기계를 이용하여 다량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스팸 블로그에 있는 포스트들은 그것들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이 특성을 바탕으로 실험을 통해 정상 블로그와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
해외의 데이터 셋을 사용하지 않고 국내의 블로그 포스트들을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유사도 분석기를 통해 내용 유사도를 실험한 결과 정상 블로그와 스팸 블로그를 분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론2.

스팸 블로그의 포스트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원하는 페이지를 검색 엔진 결과의 상위에 랭크되게 하거나 사
용자들에게 불필요한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스패머들은 다량의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검색 엔진에게 많은 노출을 시킨다 짧은 시간에 많은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수작업 대신 기계.
를 이용하게 된다 그래서 스팸 블로그 포스트들 간의 내용은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림 은 실제 스팸. . [ 1]

그림[ 1] 하나의 스팸 블로그에서 내용이 유사한 포스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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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개의 스팸 블로그 포스트는 몇 개의 단어가 달라진 것을 제외하고 제목과. 3
본문의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스팸 블로그는 이와 같이 몇 개의 단어만 바뀐 포스트들을.
가지고 있다 정상 블로그 포스트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수작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포스트의 내용이 서로 다르.
다 따라서 하나의 블로그 내에 있는 포스트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정상 블로그와 스팸 블로그의 결과의 차이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포스트 전처리 방법과 포스트의 비교 범위 비교 방법을. ,
다양화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포스트 전처리는 비교 범위가 설정된 포스트에서 태그를 제거한 후. HTML, Script ,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가중치가 큰 상위 개의 명사를 추출하는 방법과 빈도가 높은 상위 개 명사를 추출20 20
하는 방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비교 범위는 블로그 페이지 전체를 대상으로 전처리를 실행하는 방법과 본문만을.
추출하여 전처리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포스트의 비교 방법은 각각의 포스트 쌍을 비.
교하는 방법과 전체 포스트를 한 번에 비교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제 앞의 실험 방법에서 나올 수 있는. 8
가지의 경우를 각각 실험한다 그리고 실험 결과 분석을 통해 어떤 방법이 스팸 블로그 유사도 특성을 효과적으로.
도출하는지 살펴본다.

실험 및 분석3.
실험을 위해 직접 구현한 유사도 분석기는 환경에서 실행되었다 그리고 사용된 데이JDK 1.6.0_03 Eclipse 3.3 .

터 셋은 전체 개의 블로그 개의 페이지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수작업을 통해 개 블로그 개 페이지61 , 1000 . 35 , 583
는 정상 블로그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개 블로그 개 페이지는 스팸 페이지로 확인되었다 실험 결과26 . 417 . 본문 추
출 가중치 단어 선택 포스트 쌍 비교 방법- - 을 거쳤을 때 정상 블로그와 스팸 블로그의 결과 값이 약 배로 가장2.7
큰 차이를 보여 이 방법이 스팸 블로그의 내용 유사도를 분석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결론4.
본 논문에서는 스팸 블로그 포스트의 유사적 특성을 이용하여 정상 블로그와 스팸 블로그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

시하였다 스팸 블로그 포스트는 기계를 통해 대량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정상 블로그 포스트에 비해 그 내용이 매.
우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실험 결과 본 논문이 제시한 유사적 특성은 스팸 블로그를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셋의 크기가 작아 실험 결과에 큰 신뢰성을 부여하기는 힘들었다 또한 다양. .
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스팸 블로그에 대해서는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블로그 포스트의 구조적 유사도를 이용하는 분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팸 블로그의 포스.
트 중에는 내용은 다르지만 포스트의 형태가 유사한 형태가 많이 존재한다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텍스트 등의. + , +
포스트 구조를 파악하여 포스트의 유사도를 판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 많은 데.
이터 셋에 대하여 실험 후 기계 학습 알고리즘과 같은 다른 분류 알고리즘과 비교 평가해보는 것 또한 추후(SVM) ,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그림[ 2] 포스트 쌍 비교 방법 결과 그림[ 3] 포스트 전체 비교 방법 결과

가중치 단어 빈도 단어
페이지 전체 범위 0.503 / 0.565 0.483 / 0.537
본문 범위 0.309 / 0.529 0.267 / 0.486

표[ 2] 포스트 전체 비교 방법 결과
정상 블로그 스팸 블로그( / )

가중치 단어 빈도 단어
페이지 전체 범위 4.601 / 8.067 4.161 / 6.704
본문 범위 2.714 / 7.386 3.778 / 7.016

표[ 1] 포스트 쌍 비교 방법 결과
정상 블로그 스팸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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