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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검색 서비스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쌍

방향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서비스이

다 일반 검색엔진으로 찾기 힘든 정보를 원할 때 이를.

질문으로 작성하면 다른 불특정다수의 사용자들로부터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실제로 오늘날 네이

버 야후 엠파스 등 여러 포탈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정, ,

착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 어느 사용자라도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답변을 작성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검색 문서의 품질을 해결하는 것

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검색 문.

서의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편이다.

지식검색 문서의 품질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문서의 추천 수나 조회 수 등 지식검색 서비스 제공자가

측정하는 비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문서의 품질을 확률

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검색 기법에,

적용하여 검색성능을 향상시켰다 추천 수 또는 클릭[1].

수 같은 비텍스트 정보는 비록 문서에 대한 간접적인 정

보라고 해도 문서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자질로 유용

하나 다음과 같은 자료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비텍스트 정보만 사용하여 문서의 품질을 평

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뒤늦게 작성된 답변은 아무리 내,

용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이전에 작성된 답변에 비해

비텍스트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품질을 공

평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지식검색 문서의

품질을 내용의 신뢰도 측면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이 방법은 높은 품질의 답변은 그 답변을 읽게 되는.

사용자로 하여금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하게 작성되었고 이에 비해 낮은 품질의,

답변은 사용자가 신뢰할 수 없게끔 내용 면에서 불성실

하고 불충분하게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서 내용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자질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신뢰도 자질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 비텍스트 정보를 다룬 연

구 에서 진행한 방법과 동일하게 확률 기반의 문서 품[1]

질 평가 모델에 제안하는 자질을 적용하고 네이버 지식

신뢰도 자질을 이용한 지식검색 문서의 품질 평가신뢰도 자질을 이용한 지식검색 문서의 품질 평가신뢰도 자질을 이용한 지식검색 문서의 품질 평가신뢰도 자질을 이용한 지식검색 문서의 품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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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사용자의 참여에 의해 정보가 생성되는 지식검색 서비스에서는 문서의 품질이 검

색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지식검색 문서의 품질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는 조.

회 수나 추천 수 등의 비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문서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검색 모형,

에 반영하여 검색 성능을 높이는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비텍스트 정보는 그 유용성이 실험.

을 통해 증명되었지만 새로 작성된 문서와 같은 경우 심각한 자료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텍스트 정보의 자료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문서 품질 평가 자질로서 문서 내용의 신뢰성을 반영하는 신뢰도 자질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자질은 문서의 내용으로부터 직접 추출되며 따라서 추천 수나 조회 수 등. ,

서비스 사용자의 참여나 이용을 필요로 하는 비텍스트 자질보다 자료 부족 문제에 견고하다

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안하는 신뢰도 자질은 문서 품질 평가에 유용하다고 알려진 비텍스.

트 자질과 유사하거나 향상된 성능을 실험에서 보였으며 추후 자질 추출 방법을 개선한다,

면 효과적인 품질 평가 자질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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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서비스에 실제로 존재하는 답변 문서를 대상으로

성능을 측정한다.

이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기존, . 2

연구에 대하여 논하고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

지식검색 문서의 품질 평가를 위한 신뢰도 자질에 대해

상세 기술한다 장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4

품질 평가를 위한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장에서는 실, 5

험 데이터 및 실험 결과에 관하여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연구에 대하여 언급한다.

기존 연구기존 연구기존 연구기존 연구2.2.2.2.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서의 품질 평가에 관한 연

구는 학생들이 작성한 논술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으

로 채점하는 논술 자동채점 에(Automated Essay Grading)

관한 연구와 관련이 있다 논술 자동채점 프로그램의 가.

장 대표적인 예로 를 들 수Program Essay Grade(PEG)[2]

있다 는 사람이 논술을 채점할 때와 같이 주어진. PEG ,

논술이 얼마나 잘 작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자질을 사용한,

다 예를 들어 논술에 쓰인 문체의 유창함은 쉽게 측정.

하기 힘들지만 논술의 길이를 이용하여 이를 추정할 수,

있다 의 접근방법은 단순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높은. PEG

성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서 사용된 자질. PEG

중에서는 논술의 길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되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웹페이지 또한 품질 평가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관련된 연구 중 상당한.

양이 웹페이지의 링크 즉 웹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또는 와. PageRank[3] HITS[4]

같은 링크 기반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주어.

진 한 웹페이지를 향한 링크의 개수가 그 웹페이지의 평

판 을 가리키는 척도라는 것에 기반을 둔다(popularity) .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자료 부족 문제를 안

고 있다 새로 생성된 웹페이지의 경우 검색결과의 상위.

에 나타나는 웹페이지에 비해 가리키는 링크가 상대적으

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링크 이외에.

웹페이지 내용으로부터 정보 대 잡음 비율

등을 계산하여 문서의 품(information-to-noise ratio)

질을 평가하는 방식 또한 제안되었다 그러나 아직[5,6] .

웹페이지 품질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기준은 설정되지 않

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문서 구축에 참여하는

지식검색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여러 국내 포탈의 대표

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지만 지식검색 서비스의 질,

적 향상을 위한 연구나 지식검색 문서의 평가에 대한 국

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관련 연구 중에서는.

지식검색 문서의 평가 기준을 제시한 연구 를 들 수[7]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식검색 문서를 구성.

하는 질문과 답변의 적합도 평가 기준과 답변의 신뢰도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또한 이러한 평가 기준에 근거하,

여 지식검색 문서의 실제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식검색 문서의 품질 평가를 위한 연구로는 서론에서

언급한 추천 수 또는 조회 수 등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수집하는 비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지식검색 문서의 품

질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 를 들 수 있다 이[1] .

방법의 경우 추천 수나 조회 수 등 지식검색 문서의 답

변과 관련된 총 가지의 비텍스트 정보를 활용하여 기13

계학습 기반의 확률적 품질 평가 분류기를 만들어 품질

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검색 모델에 반영하여 검색 성능,

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비텍스트 정보는 품질 평가에 충.

분한 양을 수집하는데 있어 시간을 요한다는 점이 단점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나중에 작.

성된 답변은 아무리 내용의 품질이 높다고 한들 이전에

작성된 답변에 비해 비텍스트 정보의 양이 부족할 수밖

에 없고 따라서 공평한 평가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

문서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는 의견 요약(Opinion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의견 요약Summarization) .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은 쇼핑몰 사용자들이 어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직접 작성한 리뷰로부터 제품

의 기능요소에 관한 의견을 요약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문서 품질을 고려하.

는 연구로는 리뷰의 품질을 기계학습으로 평가하여 낮은

품질의 리뷰를 판별 및 여과하고 이를 요약 기법에 반,

영하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 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8] .

서는 리뷰 문서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리뷰 내용에

사용된 단어의 총 개수 문장의 평균 길이 주관적 문장, ,

(subjective sentence)1의 비율 등을 자질로 사용하였

다.

지식검색 문서의 품질 평가를 위한 신뢰도 자질지식검색 문서의 품질 평가를 위한 신뢰도 자질지식검색 문서의 품질 평가를 위한 신뢰도 자질지식검색 문서의 품질 평가를 위한 신뢰도 자질3.3.3.3.

본 논문에서는 지식검색 문서의 품질 평가를 위해 신

뢰도 자질이라고 정의한 새로운 자질을 제안한다.

지식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어느 사용자도 웹 브

라우저만 있다면 다른 사용자가 올린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문서의 품질은 천차만별이다 문서.

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물론 주관적인 것이지

만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 사용자가 읽고,

충분히 신뢰할 만큼 성실하고 자세히 기술된 답변을 높

은 품질의 답변이라고 보고 이에 비해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성실하게 부실하게 작성한 답변을 낮은 품질의

답변이라고 본다.

문서의 내용이 얼마나 성실하고 꼼꼼하게 작성되었고

따라서 그 문서를 읽는 사용자로 하여금 내용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매우 어렵다 관점에 따라.

복잡하고 시간을 요하는 자연어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문

서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식검색 서비스가 웹에서 제공되는 서비

스라는 점에 착안하여 컴퓨터가 계산하기 쉬운 변수들을

자질로 사용한다 자질들 중 대부분은 어휘사전.

기반으로 측정하게 된다 즉 높은 품질의 답(lexicon) . ,

1 의견 감정 등을 기술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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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서 주로 출현하는 단어와 낮은 품질의 답변에서 자

주 출현하는 단어로 미리 사전을 구축하고 사전에 기록,

된 단어가 답변에 출현한 비율을 측정하여 자질로 활용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뢰도 자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연결어의 출현 비율연결어의 출현 비율연결어의 출현 비율연결어의 출현 비율 문장의 연결을 위해 사용되:

는 연결어가 주어진 답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

미한다 성실한 문서의 경우 근거를 논리 정연하. ,

게 설명하기 위해서 연결어를 빈번하게 사용할 것

이고 이는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의

해 자질로 선정되었다.

� 추정어의 출현 비율추정어의 출현 비율추정어의 출현 비율추정어의 출현 비율 추정의 느낌이 강한 문장에:

서 주로 사용되는 어휘가 주어진 답변에서 차지하

는 비율을 의미한다 추정어가 많이 사용되었을 경.

우 뚜렷한 확신 없이 글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

다고 이는 곧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는 가정 하에 자

질로 사용되었다.

� 개인의견 단어의 출현 비율개인의견 단어의 출현 비율개인의견 단어의 출현 비율개인의견 단어의 출현 비율 개인적 의견이 강한:

문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단어가 주어진 답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개인의견 단어가 빈번.

하게 사용될수록 문서가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

인 의견의 표현을 주로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는 가정에 의해 자질로

선정되었다.

� 광고성 단어의 출현 비율광고성 단어의 출현 비율광고성 단어의 출현 비율광고성 단어의 출현 비율 광고 메일이나 문자메:

시지 등에 주로 쓰이는 단어가 주어진 답변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광고성 어휘가 빈번하게.

사용되면 질문에 관련된 답변이라 할지라도 불성실

한 답변 또는 질문에 적합하지 않은 답변일 가능성

이 크기에 신뢰도를 저하시킨다고 가정한다.

� 가치판단어의 출현 비율가치판단어의 출현 비율가치판단어의 출현 비율가치판단어의 출현 비율 특정 객체에 대한 가치:

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치판단어가 주어진

답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성실하게 자신.

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자주 사용될 것이

고 따라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질로 사용하였다.

� 이모티콘의 출현 비율이모티콘의 출현 비율이모티콘의 출현 비율이모티콘의 출현 비율 주로 감정을 나타내는 이:

모티콘이 주어진 답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

다 이모티콘이 빈번하게 나타난 답변일수록 가독.

성을 저하시키고 이어 답변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되었다.

� 웹사이트 주소 출현 여부웹사이트 주소 출현 여부웹사이트 주소 출현 여부웹사이트 주소 출현 여부 참조한 웹사이트의 주:

소가 답변 내에 출현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주.

소가 있을 경우 객관적으로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답변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신뢰도가 향상될 것,

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어 사용하였다.

� 답변의 길이답변의 길이답변의 길이답변의 길이 답변이 무조건 길다고 하여 성실하:

다는 보장은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답변의,

길이가 길수록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최대한 자

세하게 기술한 답변이라고 가정한다.2

연결어나 추정어 등의 사전은 높은 품질의 답변에서

주로 나오는 단어 목록과 낮은 품질의 답변에서 가장 빈

번하게 출현하는 단어 목록에서 적당한 단어를 학생 두

명이 직접 사전을 구축하였다 사전에 기록될 단어를 뽑.

을 때에는 두 명의 동의하에서만 뽑았다 그리고 이모티.

콘의 경우 광고성 문자메시지에 주로 출연하는 어구 위,

주로 사전을 구축하였다 각 어휘사전 기반 자질의 예는.

표 에 나타나 있다< 1> .

자질 예제

연결어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러나, ,

추정어 글쎄요 아마도 잘 모르겠네요, ,

개인의견 단어 제 생각엔 제가 듣기로는,

광고성 단어 성인 무료 대출, ,

가치판단어 빠른 매우 우수 저렴 더욱, , , ,

이모티콘 ^_^, . , -_-ㅠ ㅠ

표< 1 사전기반 자질의 예제>

품질 평가 모델품질 평가 모델품질 평가 모델품질 평가 모델4.4.4.4.

본 연구에서는 비텍스트 정보를 다룬 연구 에서 사[1]

용한 것과 동일한 분류 기반의 확률적 문서 품질 평가

모델을 구현하고 이에 신뢰도 자질을 적용하여 자질의,

유용성을 보이고자 한다 이 모델은 최대 엔트로피.

모델 에 기반을 둔다(maximum entropy) [9] .3

주어진 답변을 문서 라고 하고 이 라는 문서에 매

길 수 있는 품질 등급을   라고 하

자 본 품질 평가 모델의 목적은 조건부 확률.

   즉 주어진 문서가 높은 품질의 문서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최대 엔트로피 모델을 이용하면.

는 최대 엔트로피 모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위 수식에서 는 번째 자질이고, 는 번째 자질

의 가중치4이며, 는 모든 가능한 에 대하여 을

더했을 때의 값이 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규화 인수이1

다.

2 길이 자질은 기존의 논술 자동채점 연구 및 비텍스트 정[2]

보를 이용한 지식검색 문서의 품질 평가 연구 등에서 유용[1]

한 자질임이 입증되었다.
3 본 연구에서는 의 최대 엔트로피 모델링 툴킷Zhang Le

(http://homepages.inf.ed.ac.uk/s0450736/maxent_toolkit.htm

을 사용하여 품질 평가 모델을 구현하였다l) .
4 가중치를 구할 때에는 기법Limited-Memory Variable Metric

을 사용한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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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엔트로피 기반 모델은 다양한 정보를 자질로 결

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면서 조건부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 본 품질평가 모델이 출력하는 확률은 추후 언어모.

형 기반 검색모델(language model) 5에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비텍스트 정보 문서의 내용 정보 평판, ,

시간 정보 등으로 확률을 추정하고 이를(popularity), ,

언어모형 기반 검색모델에 적용하여 검색성능을 향상시

킨 관련 연구들이 존재한다[1,6,12,13].

실험실험실험실험5.5.5.5.

실험 데이터5.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데이터 집합은 지식검색 문

서의 평가 기준을 제시한 기존 연구 에서 구축된 것으[7]

로서 비텍스트 정보를 이용한 연구 에서 사용한 것과, [1]

도 동일한 집합이다 본 데이터 집합은 네이버 지식검색.

서비스6에서 수집된 문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서는,

사용자가 올린 질문과 이에 대해 타사용자가 작성한 답

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답변에 대하여 신뢰도가 점 척도 높음 보통 낮3 ( , ,

음 를 기준으로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에 의해 평가되었)

다 질문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답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지식검색 문서에 포함된 질문에 따라 지식,

형 질문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범주 과 생활형( )

질문 생활 상식이나 신변잡기적인 내용을 묻는 범주 으( )

로 구분한 후 질문 유형에 따라 신뢰도 평가 항목이 차

별화되어 적용되었다 구체적인 답변의 신뢰도 평가 기.

준은 표 와 같으며 이 기준의 평가 항목 중 하나 이< 2> ,

상을 만족시키면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및 표 는 실험 데이터에 실제 존재하는 답< 3> < 4>

변 중 신뢰도가 높음 또는 낮음으로 책정된 예를 하나씩

5 언어모형 기반 검색모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11]
6 http://kin.naver.com/

첨부한 것이다.

질문 제목 바스티안같은 게임좀가르쳐주세욤

질문 본문

바스티안이 잼있었느데 유료라 하지 못하

고있 욤 바스티안같은 그런 게임좀 소...ㄴ

개 시켜주세욤..^^

답변 제목 바스티안같은 게임좀가르쳐주세욤re:

답변 본문

바스티안을 하지 못하시구 계시는 이유가

유료 때문이라면 바스티안을 다시 시' '

작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바스티안^^?

은 년 월 일 무료화 되었답니다2004 4 8

홈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섭이 바

티아 가 아니시라면 바티아로 섭 이전

신청을 하셔야 할겁니다 이하 생략^^ ( )

신뢰도가

높은 이유

객관적으로 확실한 근거 날짜 제시 질( ),

문에 대한 핵심 답변

표< 3 신뢰도가 높음으로 매겨진 답변의 예>

질문 제목 조선일보랑 중앙일보중에서

질문 본문
조선일보랑 중앙일보중에 어떤거 보는게

날까요 이하 생략? ( )

답변 제목
둘다 괜찬은데요 저는 조선일보를 본답..

니다.

답변 본문

혹자들은 뭐 매국노의 신문이니 어쩌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타일이 가장 맘

에 들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신.

문이라 가장 대중적이랍니다... .

신뢰도가

낮은 이유
근거가 없는 개인의견

표< 4 신뢰도가 낮음으로 매겨진 답변의 예>

실험을 위해 개의 답변을 학습 집합으로 개의889 , 1700

답변을 테스트 집합으로 사용하였다 학습 집합과 테스.

트 집합의 구성은 표 에 나타나 있다< 5> .

신뢰도 지식형 생활형

높음

�공신력 있는 정확한 출처

�객관적으로 확실한 근거 이론적 학문적인 예시( ,

등)

�논리적 설명

�자료 첨가 표 그림 사진( , , )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

�논리적인 개인의견

�속담 격언 생활지식 등 학문적 근거는 없지만, ,

상식적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

보통 �답변을 하였으나 근거부족
�정확한 출처가 나오지는 않고 답변의 의견에 의존

하나 어느 정도 논리적임

낮음

�비방 욕설 음란한 글, ,

�명예훼손성 글

�추측성 답변

�근거가 없는 개인의견

�질문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답변

표< 2 답변의 신뢰도 평가 기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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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상 중 하

학습 599 (67%) 212 (24%) 78 (9%)

테스트 1099 (65%) 393 (23%) 208 (12%)

표< 5 실험 데이터의 구성>

평가 척도5.2.

본 연구에서는 품질 평가 모델이 출력하는 조건부 확

률 즉 답변이 좋은 신뢰도가 높은 문서일 확률로 순위, ( )

가 매겨진 답변 목록을 대상으로 일반화된 재현율과 정

확률 로 모델의(generalized recall and precision)[14]

성능을 측정한다 일반화된 재현율과 정확률은 다등급.

문서에 대해 랭킹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multi-grade)

정보검색 시스템 평가 척도로 높은 등급의 문서가 상대,

적으로 낮은 등급의 문서보다 상위에 출현할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성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일반화된.

재현율 과 정확률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여기에서 는 문서 의 점수, 은 집합

  …에서 검색된 문서 집합 본 연구에서는(

전체 답변 그리고), 은 검색된 문서 집합의 크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답변의 개수 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

답변은 점 척도로 신뢰도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전통적3

인 재현율과 정확률보다는 일반화된 재현율과 정확률이

본 실험 환경에 더 적합한 평가 척도라 할 수 있다.

실험 결과 및 분석5.3.

앞서 기존 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최근의 지,

식검색 문서 품질 평가 방법은 비텍스트 정보를 이용한

방법 이다 본 실험 환경의 실험 데이터와 품질 평가[1] .

모델은 모두 에서 구축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비텍[1]

스트 자질과 제안하는 신뢰도 자질 간의 성능 비교가 가

능하다 신뢰도 자질과 비텍스트 자질. 7의 성능 비교 실

험 결과는 그림 및 표 과 같다 그림 에서< 1> < 6> . (< 1>

는 신뢰도 자질을 은‘Text-Confidence' , 'Non-textual'

비텍스트 자질을 의미한다.)

7 비텍스트 자질로 사용한 정보는 답변 길이 조회수 답변수, , ,

사용자 추천수 사용자 비추천수 출력회수 스크랩회수 답변, , , ,

자 채택률 질문자 부여 평점 답변자 내공 답변자 전문가 지, , ,

수 관리자 추천 여부 및 스폰서 답변 여부 등 가지로 에, 13 [1]

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그림< 1> - 그래프로 측정한 성능

자질 평균  (%)
신뢰도 91.77

비텍스트 90.72

표< 6 평균> 로 측정한 성능

위 실험 결과에서 지식검색 문서 품질 평가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뢰도 자질이 비텍스트 자질에

비해 성능을 개선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개선의 폭,

은 약 정도에 그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하지1% .

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신뢰도 자질의 추출이 수작업으

로 구축된 소량의 어휘사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한계

점을 감안해볼 때 그 유용성이 이미 입증된 비텍스트,

자질과 동등하거나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신뢰

도 자질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신뢰.

도 자질 추출을 위하여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문서 품질 평가에서 보다 높은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

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실험.

데이터의 부족으로 실험 결과의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

는 점이다 신뢰도 자질을 추출하기 위해 수작업에 의한.

어휘사전에 의존한다는 점 또한 이 연구의 한계이다 이.

는 실험 데이터의 크기가 늘어나거나 또는 새로운 도메

인의 실험 데이터의 문서 품질 평가가 요구될 때 추가적

인 어휘사전 구축 작업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러한 한계는 제안하는 방법의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되

며 추후 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결론결론결론6.6.6.6.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참여에 의해 작성된 지식검색

문서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자질로서 신뢰도 자질을

제안하였다 또한 네이버 지식검색 서비스에서 수집한.

실제 문서들을 대상으로 하여 확률 기반의 문서 품질 평

가 모델에 제안한 자질을 적용하였고 실험 결과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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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자질이 지식검색 문서의 품질 평가에 있어 유용

함을 입증하였다 기존 비텍스트 자질의 성능을 신뢰도.

자질이 크게 개선하지는 못하였지만 작은 어휘사전에,

기반을 두어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신뢰도 자질을 추

출하여 사용하였음을 감안할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성능,

향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뢰도 자질은 지식 검색,

분야 문서에 종속적인 특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지식검색 서비스에서의 문서 품질 평가뿐만 아니,

라 블로그 제품 리뷰 등 다른 종류의 사용자 제작 문서,

의 품질 평가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연구.

로써 신뢰도 자질 및 비텍스트 자질에 기반한 품질 평,

가 모델의 결과를 실제 검색 모델에 반영하여 일반적인

사용자 제작 문서의 검색 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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