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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소셜 네트워크가 활발
해 지고 많은 사용자들이 활동하게 되었다. 소셜 네트워
크는 사용자가 자신의 성향이나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글로 표현 하거나 자신의 관심분야에 관련된 그룹, 페이
지에 가입을 한다. 가입한 그룹이나 페이지에서 사용자
간 정보 교환은 활발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은 사용자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또한 신뢰성이 높은 사용자와의 교류를 해
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1]. 사용자간 신뢰성 판별
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를 
판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신뢰도는 직접 신뢰도와 간접 신뢰도로 구별 된다. 직
접 신뢰도는 사용자간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간 상호 작용, 행위를 통해 신뢰도를 검출 한다[1, 
2]. 간접 신뢰도는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들 사이에 신뢰도이다. 사용자가 추천을 받
을 때 직·간접으로 연결된 사용자에게 추천을 받는다. 
신뢰도 높게 검출된 사용자에게 추천을 받는 것이 정확
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간 거리가 멀어지면
서 발생하는 신뢰도 손실 문제도 발생한다. 네트워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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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자간 거리가 멀티 홉 일 때 사용자 신뢰도는 
사용자간 연결 관계를 고려한다[3]. 그러나 사용자의 거
리로 간접 신뢰도를 검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용자
간 정보의 교환 시 중간 사용자의 관심분야, 성향에 의해 
정확한 정보가 교환되지 않아 사용자간 정확한 신뢰도가 
검출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연결 관계와 관심분
야를 고려한 간접 신뢰도 검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기법은 사용자의 행위를 통해 관심분야를 도출하고, 
도출된 분야를 통해 사용자간 기존 신뢰도를 보정한다. 
또한 사용자간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신뢰도를 검출한
다. 결과적으로 제안하는 기법은 연결 관계, 관심분야 모
두를 고려하기 때문에 정확한 간접신뢰도를 검출할 수 
있다. 

Ⅱ. 제안하는 간접 신뢰도 검출 기법

1. 제안하는 기법의 특징

  본 논문은 관심분야와 사용자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
여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간 간접 신뢰도를 검출한
다. 사용자의 관심분야와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자
간의 신뢰도를 검출 할 때 중간 사용자의 성향, 관심분야
에 따라 사용자의 신뢰도가 정확하게 검출되지 않는 부
분을 해결한다. 
  그림 1는 제안하는 전체 신뢰도 검출 과정을 나타낸
다.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환경은 각 사용자간 직접 신뢰
도가 계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관심분야는 사용자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행위를 분석하여 도출한다. 도출된 
관심분야는 사전에 계산되어 있던 신뢰도에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사용자간 관심분야가 같을 때 사용자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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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간 관심분야와 연결 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간접 신뢰도 검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

자의 행위를 분석하여 관심분야를 도출한다. 또한, 멀티 홉으로 연결된 사용자간 신뢰도가 거리에 따라 변동하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사용자간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간접 신뢰도를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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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정 한다. 그리고 보정된 신뢰도를 기반으로 사용자
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자간 신뢰도를 검출한다. 
사용자간 연결 홉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앞의 두 단계에서 검출된 신뢰도를 
통해 최종 간접 신뢰도를 검출한다.

 

▶▶ 그림 1. 신뢰도 검출 기법

2. 관심분야 도출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성향이나 관심분
야를 나태는 것은 자신이 성향이 비슷한 사용자가 있는 
그룹에 가입, 친구, 제 3자의 게시물에 대한 반응, 자신
의 게시물을 통해 관심분야, 성향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사용자의 행위를 통해 
관심분야를 도출한다. 사용자의 공유 수, 댓글의 성향, 
좋아요 수, 가입 페이지 성향을 분석하여 최종 사용자의 
관심분야를 도출한다. 

▶▶ 그림 2. 관심분야 도출 

3. 관심분야를 고려한 신뢰도 보정

  사용자간 관심분야가 같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원하는 
정보가 손실되지 않고 전달 될 수 있어 사용자간 신뢰도
를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림 3은 분야를 고려한 소셜 네트워크 환경을 나타낸
다. A가 C의 간접 신뢰도를 계산하고 싶을 경우, C와 이
웃한 B, E, F 등과 같은 사용자의 신뢰도 값이 활용된다. 
이 단계에서는 최대 관심분야를 고려한다. A사용자 기준
으로 A의 최대 관심분야는 영화이므로, 제안하는 기법은 
A의 최대 관심분야인 영화를 다른 사용자의 최대 관심분
야와 비교한다. 사용자간 관심분야가 같다면 C와 직접적
으로 연결된 사용자 중에 관심분야가 같은 사용자의 신
뢰도를 보정한다. 

▶▶ 그림 3. 분야를 고려한 소셜 네트워크 

4. 연결 관계를 고려한 신뢰도 검출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보정 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신뢰도를 검출한다. 그림 4는 관계를 
고려한 소셜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이 단계는 소셜 네트
워크상의 연결 관계를 고려한다. 소셜 네트워크상의 연
결 관계는 사용자가 설정한 최대 홉수를 넘지 않는 연결 
관계만을 고려한다. 또한 최소 홉은 2홉이고, 기준 사용
자에서 타겟 사용자까지 최소 경로가 2가지 이상일 때 
고려한다. 경로가 1가지 일 때는 기준 사용자와의 신뢰

도를 통해 판별한다. 그림 4에서 최대 홉수가 2홉일 경
우,  A에서 C의 경로는  A-E-C, A-B-C, A-I-C 3가지 경로
로 나타난다. 3절에서 보정된 E-C, B-C, I-C의 신뢰도와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각각의 경로를 통해 A
에서 C까지의 신뢰도를 검출한다. A와 2홉 이상 떨어져 
있는 사용자 F, D, H사용자는 3절에서 보정된 신뢰도를 
그래도 유지한다.

▶▶ 그림 4. 관계를 고려한 소셜 네트워크 

  식(1)은 연결 관계를 고려한 신뢰도를 검출하는 식이
다. 예를 들어 A-E의 신뢰도와 E-C와의 신뢰도를 통해 
최종  를 검출 한다. A-E의 관계가 강한 신뢰인지 
판별하기 위해 A사용자와 직접 연결된 모든 사용자의 평
균을 계산한다. 평균을 계산한 후 A-E신뢰도와 차를 통
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용자인지 계산한다. 그 다음 
E-C의 신뢰도인 관심분야를 고려한 보정된 신뢰도와 합
하여  를 검출한다. 는 사용자가 결정한 가중치
이다. 는 사용자의 이웃들의 평균 신뢰도이고, 는 
i와 j의 신뢰도를 뜻한다. j는 사용자간 경로에서 중간 사
용자를 나타낸다. 는 C의 이웃 중 j와 연결된 사용
자의 분야를 고려한 보정 된 신뢰도를 뜻한다.   는 
연결을 고려한 신뢰도를 의미한다. 

           (1)

5. 최종 간접 신뢰도 검출 

  앞에서 구해진 각각의 신뢰도 값을 통해 최종 신뢰도
를 검출한다. 식 (3)은 각 단계에서 구해진 신뢰도를 통
해 최종적인 A와 C의 최종 신뢰도  값을 검출한다. 
는 A에서 C의 연결 관계를 j의 통해 고려한 신뢰도
이고, 는 C의 이웃 중 A와 연결이 없는 사용자의 
분야를 고려하여 보정된 신뢰도이다. 최종적으로 각 단
계에서 검출된 신뢰도는 최종 계산 되어 간접 신뢰도가 
검출된다. 

 


 




 




                 (2)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연결 관계와 관심분야를 고려
한 간접신뢰도 검출 기법을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
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평
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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