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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존의 소셜 검색은 사용자의 로 일의 최신성과 유사한 사용자의 심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검

색 결과가 사용자에게 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시간  속성과 다른 사용자의 심사를 고

려한 소셜 검색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에 따른 최근 심사, 사용자와 유사도가 높은 

사용자들의 심사를 고려한 소셜 검색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자의 최근 심사를 고려하

기 해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활동 정보를 분석한다. 다른 사용자들의 심사를 분석한 정보와 결합하여 

랭킹을 수행함으로써 검색 결과의 만족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성능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소셜 검색 기

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성능이 우수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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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isting social search has a problem that search results are not suitable for a user since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recency of the user profile and the interests of similar users. 

Therefore, studies on a social search considering a temporal attribute and the interests of other 

users are requir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social search scheme that takes into account the 

recent interests of a user by time and the interests of the most similar users. The proposed 

scheme analyzes the activity information of a social media user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recent interests of the user. And then the proposed scheme improves the satisfaction and 

accuracy of search results by combining the interests of similar users with the analyzed 

information and performing ranking, It is shown through performance evaluation that the 

proposed scheme outperforms the exist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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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태블릿PC, 스마트폰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등장

과 함께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발달하면서 이로 인해 

온라인으로 사용자들의 인맥을 리하고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들이 등장하게 되

었다[1][2]. 일반 인 통 매체는 일 다 계로 정보 

달이 목 이었지만, 소셜 미디어는 다 다 계로 

방향 계를 가지며 상호간의 다양한 정보 공유와 계

를 형성한다. 사용자들은 소셜 활동을 이용하여 사용자

들의 재 심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과 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소셜 검색에서 게시물 

생성, 북마크, 코멘트, 수평가 등의 피드백을 활용하

면 그 사용자들의 심사에 한 로 일(Profile)을 

얻어낼 수 있다[3][4]. 최근 많은 사람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인해 소셜 데이터가 증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성향을 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량

의 소셜 데이터들은 사용자의 심사를 단하여 개인

화된 소셜 검색을 제공하기에 합하다. 

일반 인 웹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들을 리스

트 최상 에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웹 검색 결

과의 부분은 사용자 개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실제 검색에 사용되는 질의어에 

해 웹 사용자들의 검색 의도를 무시한 채 내용 기반

의 문서검색에 한 질의 형태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웹 검색은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충분히 반

하지 못 한다는 단 으로 인해 사용자의 주요 심사에 

합한 검색 결과를 획득하기에 제한사항이 있다. 를 

들어 웹에서 ‘리버풀’을 검색하면, ‘축구  리버풀FC’와 

‘도시 리버풀’에 한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보편 으

로 ‘축구  리버풀FC’가 상 랭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표출되는 사이트의 수도 상 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웹에서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는 정

보제공을 하는 웹이 단어의 모호함, 의성을 고려하여 

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

이다. 즉, 부분의 사용자가 ‘축구  리버풀FC’로 표

된 사이트를 자주 클릭하는 경향 을 보이기 때문에 상

으로 많은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들은 통 인 방식의 웹 검색이 아닌 사용자 

개인의 성향과 심사를 고려한 소셜 검색의 요구가 증

가하고 있다. 기존의 웹 검색 방식은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최상 에 보여주지 못한다. 한 많은 웹 검색 

결과 에서 사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원하지 

않는 정보를 피하기 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가진 문서를 제공하며 그 결과를 상 에 치시키는 검

색 방법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소셜 검

색을 실 하기 해서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질의어에 

한 정확한 의미를 악하고 사용자의 성향  주요 

심사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야한

다. 따라서 소셜 검색을 해서는 질의어에 한 의미

를 알아야하고 사용자의 심사를 악할 필요성이 있

다.

소셜 검색은 사용자의 심사를 바탕으로 원하는 정

보를 주로 검색 결과의 상 에 노출시키는 목 으로 

사용된다. 소셜 검색을 해서는 앞서 언 한 것처럼 

사용자들의 심사를 악해야한다. 심사를 악하

기 해선 사용자들의 활동 내역을 알아야하는데 이는 

소셜 미디어의 활동 내역으로 알 수 있다. 소셜 미디어

의 활동 내역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사용자

가 어떠한 카테고리에 심이 있는지 단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사용자가 심 있는 검색 결과를 상 에 

배치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들의 공통 심사를 이용한 

방법으로 사용자들에게 원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사용자의 최근 

심사와 유사한 사용자의 심사를 고려한 개인화 검

색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사용

자의 심 카테고리를 구축하며 심 카테고리를 고려

한 검색을 제공한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소셜 계를 

고려하여 사용자들의 로 일 정보와 유사도가 높은 

사용자, 특정 카테고리의 문가 그리고 친구로 연결된 

사용자들의 심사를 고려한 검색을 제공한다. 한 사

용자의 심사를 시간에 따른 가 치를 두어 가장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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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사를 고려하 다. 이러한 소셜 활동으로 얻은 

개인의 심사를 활용하여 심 카테고리의 일치 정도

에 따른 랭킹 검색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소셜 검색 기법과 다르게 사용자의 최근 심사

를 활용하여 심사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유사도가 높

은 사용자들의 심사를 고려하여 검색 결과의 만족도

와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제안하는 기법으로 도출된 검

색 결과의 만족도와 정확성의 향상을 확인하기 해 만

족도를 평가하는 nDCG(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와 정확성을 평가하는 정확도(precision)와 재

율(recall) 이용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련된 연

구를 소개하고 문제 을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제안하

는 기법의 특징과 과정에 해 기술한다. IV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마지

막으로 V장에서는 논문의 결론에 해 기술한다. 

Ⅱ. 관련연구

웹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는 기존에도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특히 검색 기록 분석을 이용하여 성향

정보를 악하고 이를 다시 검색 결과에 반 하여 개인

의 심 정보를 효율 으로 제공하는 방안들이 연구되

어 왔다. B. Carterette은 기존의 질의와 문서의 연 성

에만 의존한 검색 엔진의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 해 

사용자의 클릭 로그에 따른 문서의 만족도를 측정하

다. 웹 검색 결과의 클릭 로그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행 를 토 로 사용자의 성향을 모델링하고 

nDCG(normalizing Discounted Cumulative Gain)를 통

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논문을 제시했다[5]. 그

러나 사용자의 최근 심사를 고려하기 어렵고 클릭 로

그를 사용하여 심사를 모델링하기 때문에 심사 모

델링이 페이지 결과에 의존하게 되어 심 카테고리의 

특징을 확연하게 표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6]에

서는 기존의 정보를 얻던 방식보다 더 나은 사용자, 문

서, 답을 얻기 해 질의에 한 문가를 찾는 시스

템이 제안되었다. 사용자가 질의를 보내면 사용자의 소

셜 미디어를 분석해 사용자의 순 를 결정하여 질문들

을 달해주는 소셜 질의/답변 시스템을 제안되었다. 

하지만 사용자가 활동한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재 사

용자의 질의에 한 결과 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의 최근 심사를 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7]에서는 

많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선호하는 웹 

페이지를 공유하기 해 소셜 주석을 이용하여 웹 문서

의 성향을 악하고 그 웹페이지의 인기도를 측정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 사용자의 질의와 소셜 주석의 유사

도를 표 하여 검색결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질의와 소셜 주석의 유사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한 

검색을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 인 웹 페이지는 

문서의 카테고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안한 기법에 

용할 수 없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창기에는 소셜 웹 검색이 클릭 로그를 통해 연구되

었지만 최근 논문에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소셜 검

색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8]에서는 유사한 그룹의 사

용자들의 심사와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는 웹 검색 결

과를 제공하는 소넷랭크(SonetRank)가 제안되었다. 소

넷랭크는 사용자의 문서에 한 선호도, 질의와 련된 

소셜 그룹 사용자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들을 활용

한다. [9]에서는 사용자의 로 일을 작성할 때 기록해 

두었던 정 인 심사에 기반 하여 그에 해당하는 카테

고리를 구축하고 사용자의 선호도와 심사 키워드들

을 웹 검색 결과와 일치시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부분의 

사람들은 심사가 수시로 변경되며 그에 따른 검색의 

성향도 달라진다. 한 자신과 비슷한 다른 사람들의 

심사를 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검색 기법

들로 사용자들에게 한정된 검색내용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의 검색 기법은 만족성

이 하되고 정보의 최신성이 반 되지 못하는 문제

과 다른 사용자들의 최근 성향을 반 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나 향력이 

큰 사람을 검색함으로써 신뢰할만한 사용자를 검색하

는데 유용하다. 한 공통 심사를 이용하면 자신과 

주변 사용자들의 심사를 고려하여 개인화된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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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는데 유용하다. 앞서 언 한 것처럼 많은 연구들

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 인 사용자의 심사 추출이 가

능해졌다. 한 이를 개선하기 한 연구들도 많이 진

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사용자의 행동

을 통해서만 심사를 추출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의 

심사를 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10]. 그리고 사

용자의 과거부터 재까지의 모든 심사를 고려하여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심사의 최신성을 반

하지 못한다.

부분의 사람들은 심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

경되며 그에 따른 검색의 성향도 달라진다.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 는 사

용자들의 심사와 성향을 악하고 이를 반 한 소셜 

검색들이 연구 되고 있다[11-13]. [11]에서는 소셜 북마

킹 서비스를 이용해 각 사용자의 최근 심사를 얻고 

답변자의 최근 심사를 반 해 질문에 가장 잘 답해 

 수 있는 잠재 답변자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최근 사

용자 심사를 고려한 소셜 검색 알고리즘이 제안되었

다. 이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최근 심사를 del.icio.us

에서 제공하는 북마킹 태그와 기존 토픽을 병합하여 얻

었다. 이는 사용자의 최근 심사가 어떠한 심사인지 

북마킹 태그와 웹사이트의 특성으로 사용자의 심사

를 간 으로 알 수밖에 없고 정확한 심사를 찾아낸

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최근 심사를 5일이라는 기

을 두어 비교  가장 최근 심사에만 집 하 고 시

간에 따른 가 치를 두지 않아 5일 의 심사와 오늘

의 심사에 해 비 을 두지 않았다.

[12]에서는 사용자들의 최근 심사를 시간에 따라 

분류한 로 일을 제안하 고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

크  특성을 고려한 개인화 검색이 제안되었다. 시간에 

따라 심 토픽이 변하는 로 일을 제안하 으나 비

교  과거와 가장 최근 시간 에 따른 시간 가 치가 

없으며 정확한 시간 기간을 두지 않았으며 소셜 미디어

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사용자의 성향과 심사를 

반 하지 않는다는 문제 이 있다.

[13]에서는 스카이라인을 활용한 암시 인 정보 수집 

기법을 통해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장소에 한 성향 정

보를 피드백 받아 검색에 반 하는 소셜 검색 기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치기반의 소셜 검색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심사 보단 방문정보, 방문 치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사용자의 최신 심사를 반 하기 해 사

용자의 소셜 미디어의 활동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심 

카테고리에 시간 가 치를 부여함으로써 심사의 최

신성을 고려하고 오래된 심사에 한 가 치를 낮추

었으며 유사한 사용자의 심 카테고리를 고려하고 이

를 반 하여 다양한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Ⅲ. 제안하는 소셜 검색 기법 

1. 전체적인 처리과정

기존 소셜 검색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 향력이 큰

사람 그리고 공통 심사를 이용한 검색 결과를 제공한

다. 하지만 사용자의 최근 심사와 유사한 사용자의 

심사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한 연구

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

자의 최근 심사를 이용하고 유사한 사용자의 심사

를 이용한 소셜 검색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소셜 

검색의 특징은 사용자들의 소셜 활동 정보에 해 텍스

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추출한 심사를 카테고리

화하고 사용자들의 로 일을 생성하여 질의에서 추

출한 심사의 카테고리와 비교해 검색을 수행한다. 그

리고 소셜 미디어 상에서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용자, 

특정 카테고리의 문가 그리고 친구로 연결된 사용자

들의 유사도를 고려하여 소셜 검색의 결과에 반 하

다. 한 사용자들의 심사들에 한 시간 인 가 치

를 부여하여 오래된 심사의 비 을 감소시켰다.

제안하는 소셜 검색은 크게 사용자 로 일 생성, 

사용자 유사도 별, 랭킹 알고리즘으로 나 어져있다. 

사용자 로 일 생성은 사용자의 소셜 활동 정보와 소

셜 미디어에서 가져온 심사로 사용자 로 일을 생

성하고 심사에 한 시간 가 치를 부여하여 최근 

심사만을 고려한다. 사용자 유사도 별은 심 카테고

리가 유사한 사용자와 특정 카테고리의 문 지식을 가

진 사용자를 고려하여 별한다. 랭킹 알고리즘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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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웹 검색 결과에 사용자의 심사를 용시킨 

후 유사한 사용자의 심사를 용시킨 검색 결과를 보

여 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소셜 검색 기법의 처리 과

정을 보여 다. 사용자 로 일 생성과 사용자 유사도 

별의 과정은  처리로 수행 되고 랭킹 알고리즘은 

질의가 들어왔을 때 수행이 된다. 사용자 로 일 생

성은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기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심사를 추출한

다. 추출된 심 카테고리에 시간 가 치를 용하여 

사용자의 최신 심사를 고려한다. 사용자 유사도는 각

각의 사용자 로 일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심 

카테고리가 유사하고 특정 카테고리에 문성 있는 사

용자들을 단하여 심 카테고리 정보를 제공한다. 랭

킹 알고리즘은 앞서 얻은 사용자의 심 카테고리와 다

른 사용자의 심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를 재 

정렬한다.

그림 1. 제안하는 소셜 검색 기법의 처리 과정

2. 사용자 프로파일 생성

사용자 로 일은 사용자의 소셜 미디어 활동 내역

을 통해 얻은 심 키워드와 소셜 미디어의 페이지 분

류를 한 카테고리를 이용해 온톨로지화 하여 사용자

의 심사를 카테고리화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자 소셜 활동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사용자

의 심사를 찾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활동에서 얻은 

심사를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카테

고리를 이용한 사용자의 심사 추출은 사용자가 생성

하거나 공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사용자가 데이

터를 생성하거나 공유, 댓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사

용자의 심사를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는 사용자 로 일 생성 과정을 나타낸다. 

소셜 미디어로부터 사용자의 소셜 활동 데이터를 받아

온 후 TF-IDF를 이용하여 소셜 활동에서 많이 언 되

고 요한 키워드들을 추출하게 된다. TF는 단어빈도

로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많은 빈도로 등장하

는지를 나타내고 IDF는 역문서 빈도로 체 문서들에

서 특정 단어를 가지고 있는 문서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한다. 를 들어 사용자가 활동한 체 문서가 1000

개라고 가정하고 그  ‘리버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

서는 3개라고 가정한다. 그  한 문서에서 ‘리버풀’이

라는 단어가 3번 나왔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문서에 

한 TF는 3 IDF는 2.5215가 된다. 즉, TF-IDF는 7.5645

라는 값을 가지게 되며 수가 높을수록 요한 키워드

가 된다. 이 게 추출된 키워드들의 카테고리 분류는 

소셜 미디어에 존재하는 페이지 분류를 한 카테고리

를 사용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하 고[14] OWL[15]을 

이용하여 추출한 키워드들을 카테고리화 하 다. 이를 

이용해 작성된 카테고리는 사용자의 로 일이 되며 

사용자의 재 심사가 된다.

그림 2. 사용자 프로파일 생성 과정

식 (1)은 심 카테고리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기

술한 식이다. 심 카테고리안의 키워드의 빈도수가 높

다는 것과 가장 최근에 검색한 키워드는 키워드에 한 

심이 높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사용자의 심 카테

고리를 시간에 따른 가 치를 부여하 고 평균의 맹

을 최소화하기 해 키워드 빈도수에 지수를 취하 다. 

추출된 키워드를 카테고리화한 심사의 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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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키워드에 한빈도수와 시간에 따른 가 치로 표

을 하 다. 은 심사에 한 키워드 수, 




  는 시간에 따른 키워드의 가 치, 



는 키워드의 빈도수를 나타낸다.






  







  (1)  

기존에 제안된 사용자 로 일 기법들은 사용자의 

활동내역과 심분야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비실시

간 인 로 일 정보를 생성하여 소셜 검색을 수행한

다. 부분의 소셜 미디어에서는 사용자의 로 일을 

주기 으로 갱신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최근 심

사를 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래된 

심사의 비 을 감소시키고 최근 심사에 한 비

을 높이기 해 오래된 심사와 최근 심사에 하여 

시간에 따른 가 치를 부여하 다. 그리고 재 심사

에 한 로 일을 구축하기 해 최근 활동을 분석하

고 오래된 심사의 비 을 감소시키는 로 일을 제

안한다. 사용자의 심사를 악하는 것은 사용자의 특

성을 분석 하는 데에 있어서 요한 요소이다. 사용자

의 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카테고리화한 사용자의 특

성은 소셜 검색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요한 

사항이 된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용자들은 각각의 심

사에 해서 각기 다른 심 비 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카테고리화한 심사들에 사용자들

의 특성을 부여하고자 심사 가 치를 부여하 다.

3. 사용자 유사도 판별

개인화된 랭킹을 용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험이 

따른다. 평소에 A라는 문서를 선호하는 사용자라도 가

끔 B 문서에 해 심을 가질 때가 있을 것이다. 만약 

A라는 문서만 제공하면 오히려 사용자 만족도를 떨어

뜨리는 결과를 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심사를 악하는 것도 요하지만 사용자의 특성만을 

분석하여 개인화 검색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특성만을 

반 한 편 한 정보만이 검색 결과로 도출된다[10]. 

사용자의 지인, 심사가 비슷한 사용자, 특정 심사

의 문가 등 사용자와 연 이 되어있는 상을 고려하

여 검색하면 더 신뢰성이 있고 사용자가 원할만한 데이

터를 검색결과로 보여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유

사한 사용자를 별하기 해서 심 카테고리가 유사

한 사용자와 특정 카테고리의 문가 그리고 친구로 연

결된 사용자의 심사를 고려한다. 사용자와 유사한 성

향을 가진 사용자들, 심사에 한 활동이 많은 사용

자들 그리고 사용자와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자와 소셜 

계가 높은 사용자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검색 정보를 제공한다.

식 (2)는 사용자와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용자들에 

한 수를 구하는 식이다. 심 카테고리 수의 차

가 은 것은 심 카테고리에 한 심도가 비슷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용자의 심 카테고리 

수와 다른 사용자의 심 카테고리 수의 차를 구해 

그 차이 은 사용자들을 심 카테고리가 유사한 사용

자라고 정의하 다. 그리고 심이 일치하는 카테고리

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심 카테고리의 수로 나 었다. 

은 사용자의 심 카테고리 수, 는 사용자와 다른 사

용자와 일치하는 심 카테고리 수이다.

 







  



 





  (2)  

식 (3)은 사용자의 심 카테고리에 한 활동이 많

은 사용자들에 한 수를 구하는 식이다. 특정 문서

에 한 다른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문서를 작성

한 사용자의 문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해 사람들의 게시물 참여자 수에 

따른 추천, 공유, 코멘트를 고려하여 문성 있는 유서

를 식별하 다. 은 다른 사용자의 활동 페이지의 수 

은 페이지에 한 참여자의 수, 은 추천 수, 는 

공유 수, 는 코멘트 수이다.

 







  















(3)  

식 (4)는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자와 소셜 계가 높

은 사용자들의 수를 구하는 식이다. 자신과 가까운 

사용자는 자신에게 만족할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 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을 용하여 소셜 미

디어에서 사용자와 가까운 홉일수록 높은 가 치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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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 고 7홉이 넘어가면 가 치가 부여되지 않는다.

 


 
 






 (4)  

식 (5)는 앞에서 고려한 (2), (3), (4)번의 식에 각각 가

치를 두어 사용자 유사도를 고려하 다. 세 가지의 

수식을 고려한 사용자 유사도를 가지고 사용자 로

일에서 사용자와 유사한 사용자를 별하게 된다. 사용

자의 심사, 유사한 사용자의 심사, 친구로 연결된 

사용자 수식에 가 치를 히 부여하여 어떤 요소가 

사용자에 더 큰 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가

치 , , 의 합은 1로 표 된다.

 






 (5)  

식 (5)를 이용하여 사용자 유사도를 구해보도록 한다. 

[표 1]은 사용자들에 한 심 카테고리와 소셜 활동

을 나타내고 있다. 사용자 A를 기 으로 사용자 B와 C

의 사용자 유사도를 구해보도록 한다. 먼  사용자 유

사도는 심 카테고리 수 를 이용하여 

을 구할 

수 있다. 사용자 A와 B의 


수는 0.5 이 되고 사용

자 A와 C의 


수는 0.5 이 된다. 그다음 특정 카테

고리의 문가는 소셜 활동 정보를 이용하여 

를 구할 

수 있다. 수식 (3)을 이용하면 사용자 B와 C의 


수

는 각각 0.42, 0.7 이 된다. 그리고 사용자 A, B, C의 소

셜 계가 각각 1홉이고 가 치 , , 의 값을 각각 

0.45, 0.45, 0.1이라고 가정하면 사용자 A와 B 그리고 A

와 C의 유사도 수는 각각 0.514, 0.64 이 된다. 따라

서 사용자 A와 가장 유사한 사용자는 사용자 C가 된다.

사용자
심 카테고리

( 수)
키워드 소셜 활동

A
노래(0.5) 어쿠스틱 콜라보, 슈가볼 노래 (좋아요 : 50, 

댓글 : 50, 공유 : 
5, 참여자수 500)

스포츠 리그(0.5)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

B
스포츠 리그(0.5)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

스포츠 리그 (좋아
요 : 100, 댓글 : 
100, 공유 : 10, 참
여자수 500)

스포츠 팀(0.5) 리버풀, 바르셀로나

C
노래(0.5) 어쿠스윗, 랄라스윗 노래 (좋아요 : 80, 

댓글 : 60, 공유 : 
10, 참여자수 200)

뮤직 비디오(0.5) 러시안룰렛, cheer up

표 1. 사용자의 관심 카테고리와 소셜 활동

사용자의 심 키워드 외에 다른 사용자들의 심 키

워드들을 추천 받기 해 사용자와 유사한 사용자들의 

키워드들 고려하 다. 제안하는 기법에서 사용자의 

심사와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사용자들의 심

사를 악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심 있

어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다른 키워드를 포함한 검색결

과를 받아볼 수 있다. 앞서 3장에 언 한 것처럼 다른 

사용자의 심사를 받아보는 것은 요한 일이다. 하지

만 소셜 검색은 다른 사용자들의 심사들 보다 사용자

의 심사가 더욱 요하다. 사용자의 심사를 다른 

유사한 사용자의 심사 보다 비 이 더 높아야한다. 

그래서 랭킹 알고리즘의 랭킹은 사용자의 심사를 다

른 사용자의 심사 보다 높은 우선순 를 가지기로 한다.

4. 랭킹 알고리즘

검색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소

가 랭킹 알고리즘이다. 사용자들은 더 정확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길 원한다. 그래서 사용자의 심

사가 반 된 소셜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해 사용자의 

심사, 사용자와 유사한 사용자, 특정 카테고리의 문

가 그리고 친구로 연결된 사용자들의 심사를 종합하

여 순 를 결정한다. 

[그림 3]은 랭킹 알고리즘의 의사코드(pseudo code)

를 보여 다. 먼  사용자의 검색 질의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여 검색의 카테고리를 결정한다. 그리고 사용자 

질의에 한 웹 검색 결과를 받아온다. 그 후 카테고리

의 키워드들을 fractional-cascading 방식[16]으로 매칭

시키고 사용자의 심 키워드의 일치 수가 많을수록 상

랭크로 올린다. 그 후에 유사한 사용자의 심 키워

드를 fractional-cascading 방식으로 매칭시켜 다시 한 

번 랭킹을 결정하고 웹 검색 결과를 재 정렬한다. 랭킹 

알고리즘에서 사용자의 심 카테고리를 고려한 후에 

유사한 사용자의 심사를 용하 는데 이는 다른 사

용자들의 심 키워드에 한 제약이다. 랭킹 알고리즘

에서 키워드 매칭 시에 다른 사용자들의 심 키워드의 

경우 사용자의 심 키워드와 반드시 같이 동반되어 검

색 결과에 반 되어야한다. 그 이유는 사용자의 심사

를 다른 유사한 사용자의 심사 보다 비 이 더 높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2120

야하며 다른 사용자의 심 키워드가 사용자의 선호 키

워드가 아닌 경우 사용자에게 합하지 않은 정보를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고리즘 1. Fractional-cascading 방식의 랭킹 알고리즘

Counter [1. . . D] <- 0

For each Web search result R
  For each the user interest keyword K∈D  
    if (K matches R)
      counter[K] ++
    else
      break 

return ranked Web search result R´

For each ranked Web search result R´
  For each other user interest keyword K  ́ ∈D
    if (K  ́ matches R´)
      counter[K´] ++
    else
      break 

return ranked Web search result R´´

그림 3. 랭킹 알고리즘

Ⅳ.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사용자들의 심

사를 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의의 데이터로 1000개

의 사용자 로 일을 구축한다. 그리고 특정 사용자를 

선별해 사용자의 심사와 유사한 사용자의 심사를 

실제 웹 검색에 매칭시켜 결과를 재 정렬하여 검색 성

능과 만족도가 얼마나 반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실험 

환경은 Intel core i5-4460 CPU 3.20GHz, 8GB의 메모

리를 갖는 시스템에서 JAVA로 구 하 다. 본 연구에

서는 실제 웹 검색 결과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심사를 

용하여 재 정렬하고 검색의 정확도와 만족도를 평가

하는 실험을 하 다. 

[표 2]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법이 기존 검색 결

과보다 검색 결과를 얼마나 효율 으로 제공하는지를 

측정하기 해 상 에 제시된 결과들을 이용하여 새로

운 랭킹리스트를 생성했다. 왼쪽에 있는 결과는 검색 

엔진 구 의 검색 결과이며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제안

하는 소셜 검색의 검색 결과이다. 이 결과는 기존의 결

과 값보다 사용자의 개인 성향을 반 한 결과 값을 상

에 노출시켰다. 

질의( 리미어 리그)에 한 검색 결과

기존 웹 검색 기법 제안하는 기법

프리미어리그 - 위키백과, 우리 모
두의 백과사전

T.P.T.P - LIVERPOOL FC 
KOREAN FAN SITE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 나무위키
[2015/16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교체를 가장 잘 하는 감독 클롭...

축구: 프리미어리그 2015/2016 
실시간 -결과, 일정, 순위 ...

한국일보 : [듀어든] 손흥민, 왜 하
필 토트넘에 갔을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15-2016
_데이터_모든 경기일정 ...

11/12 잉글리쉬 프리미어리그 2R 
- 아스널 vs 리버풀 110820 ...

해외축구 EPL 경기 일정/결과 | 다
음스포츠 - Daum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웨스트브롬 
1-1 무승부…손흥민 후반 ...

프리미어 리그 순위 - Goal.com
스포츠·연예 : [프리미어리그] 손
흥민 ̀후보`...토트넘 VS 웨스트 ...

영국 서민은 왜 한달에 한번도 축구
경기를 볼 수 없나 : 유럽 ...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출전 토트
넘, 웨스트브롬과 무승부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 SBS 
Sports

손흥민 후반 교체투입  ́ 토트넘, 
WBA와 1-1... 우승 희망 멀어져

표 2. 특정 질의에 대한 검색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랭킹 알고리즘과 기존의 웹 검

색의 알고리즘을 비교하기 해 기존의 웹 검색 방식과 

제안하는 기법이 용된 검색 결과의 만족도를 평가하

는 nDCG(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와 

정확도의 성능척도인 정확도(precision)와 재 율

(recall) 이용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한다. 정확도와 

재 율은 정보검색에서 요한 성능 측정 기 으로 사

용하는 지표이다. 정확도는 정보 검색 분야에서 검색된 

문서들  련 있는 문서들의 비율이고 재 율은 정보 

검색 분야에서 련 있는 문서들  실제로 검색된 문

서들의 비율이다. 정확도는 수식(6)과 같이 체 검색 

결과에 해 질의와 련 있는 문서 개수를 나타내는 

비율이며, 재 율은 수식(7)과 같이 문서 개수를 기

으로 했을 때 문서 개수에서 련 있는 문서를 나타내

는 비율이다.

 
 

 ∩ 
(6)  

 
 

 ∩ 
(7)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최근 관심사를 고려한 소셜 검색 기법 121

검색 결과에 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정보검색에서 만족도 측정으로 사용되는 nDCG(normalizing 

Discounted Cumulative Gain)@k를 활용한다. nDCG는 

기존의 정확도, 재 율 기반의 검색엔진 평가 방법으로

는 순 에 따른 차별 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단에 따

라 나온 방법이며 사용자들이 원하는 문서를 상 에 올

려 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평가 방식이다. 수식 (8)

은 검색 결과의 문서 각각에 한 만족도 수를 상

에 노출된 순으로 가 치를 두어 검색 결과에 한 만

족도를 나타낸다. 수식 (9)에서 IDCG는 사용자의 검색 

만족도의 이상 인 수다. nDCG 수는 DCG와 IDCG

의 비율을 통해 구할 수 있다.




  


  





 
(8)  

         




  (9)  

정확도와 재 율은 [그림 4]와 [그림 5]로 나타낼 수 

있다. 각 그림은 검색결과의 20단 의  값과 분할 

값을 가지고 있다. 기 을 상  40개로 가정하 을 때 

정확도는 기존보다 177% 향상이 되었고 상  20개의 

재 율은 163%가량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

도의 경우  구간에서 기존 검색 엔진보다 제안하는 

기법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 율의 경우 상

 40개 구간에서 기존 검색 엔진보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안하는 알고리

즘이 사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상 로 노출 시킨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정확도

그림 5. 재현율

[그림 6]은 ‘ 리미어 리그’라는 질의의 결과 100개에 

한 네 가지 경우의 nDCG 수를 나타낸 수치다. [그

림 6]을 통해 기존의 웹 검색 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한 검색결과가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용자의 심사, 유사한사용자의 심

사, 친구로 연결된 사용자의 가 치인 , , 의 비 을 

다르게 두어 성능평가를 실시하 다. case1의 경우 

=0.33, =0.33, =0.33, case2의 경우=0.4, =0.4, =0.2, 

case3의 경우=0.45, =0.45, =0.1의 가 치를 두었다. 

이 결과를 통해 심 카테고리가 비슷한 사용자와 심 

카테고리에 한 활동이 많은 사용자의 비 이 소셜 

계가 높은 사용자들 보다 검색결과에 더 큰 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nDCG@100 점수

Ⅴ. 결 론 

본 논문에 제시한 방법은 사용자의 최근 성향을 반

하는 검색결과를 효과 으로 상 에 배치시키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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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특정 질의로 검색한 웹 검색 결과를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로 재정렬시켜 사용자에 맞는 검색 결

과를 향상시켰다. 제안하는 소셜 검색은 웹 검색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활용도가 상되며 사용자의 

최근 성향을 반 하여 오래된 심 카테고리를 반 하

지 않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성능 평가 결과 상  40

개의 검색 결과는 기존보다 정확도가 177% 향상 되었

고 상  20개의 검색 결과의 재 율은 163% 향상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확도의 경우  구간에서 기존

보다 제안하는 기법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재 율의 경우 사용자의 성향의 반 된 검색 결과가 상

 40개의 검색 결과에 많이 분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검색 결과에 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기

존보다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보 으며 사용자의 

심사, 유사한 사용자의 심사, 친구로 연결된 사용자

의 가 치인  ,  , 의 비 에 따른 만족도가 사용자

의 심사와 유사한 사용자의 심사 비 이 소셜 계

가 높은 사용자들 보다 검색결과에 더 큰 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로 실험 결과의 양 인 

면과 질 인 면을 발 시켜 다양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한, 추후에는 사용자들의 질의에 한 검색결과 

만족도를 피드백을 추가하여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더

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며 검색결과에 

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해야할 

것인지는 추후에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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