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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발달로 사용자들 사이의 계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특히 정보의 양이 방 해지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증가함
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는 문가 추천 기법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심 분야, 인  계, 응답 품질을 고려한 문가 추천 기법을 제안한다. 사용자의 
심 분야는 사용자가 소셜 네트워크상의 활동을 분석해 최신의 사용자의 심 분야 지수를 단한다. 사용

자의 인  계는 소셜 네트워크상의 같은 심분야의 사용자만을 추출하여 인  계를 구축하여 인  
계 지수를 단한다. 사용자의 응답 품질은 사용자의 응답 속도와 응답 내용을 고려하여 응답 품질 지수

를 단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심 분야, 인  계, 응답 품질을 합하여 사용자의 문가 지수를 단
하고 사용자의 질의를 분석하여 질의와 문가 그룹을 매칭하여 문가를 추천한다. 다양한 성능평가를 통
해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성능이 우수함을 보인다.

■ 중심어 :∣소셜네트워크∣전문가 추천∣전문가 검색∣관심 분야∣인적 관계∣응답 품질∣
Abstract

Recentl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and smart phones, social network services that 
can create and share various information through relationships among users have been actively 
used. Especially as the amount of information becomes enormous and unreliable information 
increases, expert recommendation that can offer necessary information to users have been 
studied.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xpert recommendation scheme considering users' interests, 
human relations, and response quality. The users' interests are evaluated by analyzing their past 
activities in social network. The human relations are evaluated by extracting the users who have 
the same interesting fields. The response quality is evaluated by considering the user’s response 
speed and response contents. The proposed scheme determines the user's expert score by 
combining the users' interests, the human relations, and the response quality. Finally, we 
recommend proper experts by matching queries and expert groups. It is shown through various 
performance evaluations that the proposed scheme outperforms the existing schemes.

■ keyword :∣SNS∣Expert Recommendation∣Expert Search∣Interesting Field∣Human Relations∣Respons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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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용자들 사이에 인  계를 

통해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트 터, 페이스북, 인스

타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발하게 활용

되고 있다[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모두와 인  계를 형성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빠르게 정보를 공유, 수

집 할 수 있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타인과의 

의사소통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궁 한 내

용이 담긴 질문을 작성하고 다수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응답을 얻는 등 능동 으로 정보를 얻기 한 하나의 

매체로도 이용하고 있다[2]. 그러나 질문을 한 사용자의 

인  계의 한계로 인해 질문한 내용이 문가에게 도

달하여 고품질의 답변을 얻기 힘들다는 단 이 있다. 

다양하고 방 한 정보 때문에 사용자들은 악의 인 정

보, 신뢰할 수 없는 정보, 필요치 않는 정보에 쉽게 노출

이 되어 정보의 양에 비해 양질의 정보를 얻기 힘들다

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서 

사용자가 질문한 정보에 해 신뢰할 수 있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수 있는 문가를 추천하고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서

비스가 필요하다[3].

기존의 문가 추천 기법은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

의 직  입력한 로필을 기반으로 추천하는 기법과 사

용자들의 활동내역을 분석하여 추천하는 기법을 사용

하 다. 사용자들의 로필을 이용하는 기법은 질의의 

내용과 사용자들의 로필의 유사도를 별하여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진 사용자를 추천해주는 기법으로 비

용은 게 들지만 문가 정확도가 낮은 단 이 있다

[4-10]. 사용자들의 활동 내역을 분석하여 추천하는 기

법은 사용자가 남긴 과 댓  좋아요 친구 계 등의 

행 를 고려하여 사용자의 질의와 유사도를 별하여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진 사용자를 추천해주는 기법으

로 질의의 내용의 문가를 추천하지만 응답 품질을 보

장할 수는 없다[11-15]. 

기존 기법의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

는 사용자의 심 분야, 인  계, 응답 품질을 추출하

여 문가를 추천한다. 한 사용자가 질의한 내용을 

분석하여 단어의 계층  구조를 이용하여 문가 그룹

을 매칭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용자의 심 분

야는 사용자의 소셜 활동을 분석하여 최근 사용자가 

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하여 분석하고 사용자 심 

분야를 계산한다, 사용자의 인  계는 소셜 네트워크

상의 사용자들의 인  계를 이용하여 같은 분야의 사

용자들이 사용자와 계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 분석하

여 사용자의 향력을 계산한다. 사용자의 응답 품질은 

사용자가 응답한 것을 고려하여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

게 다른 사용자의 질의를 답해  수 있는지에 하여 

분석하여 사용자의 응답품질을 계산한다. 한 사용자 

질의를 단어의 계층  구조를 이용하여 질의의 내용뿐

만 아니라 하 어에 한 문가를 포함시켜 문가 추

천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인다.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

성을 보이기 해 기존 기법과의 다양한 성능평가를 수

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련 연구

와 기존 기법에 하여 소개하고 문제 을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특징과 과정을 상세히 기

술한다. IV장에서는 성능평가를 통해서 제안하는 기법

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V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

향에 해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1. 사용자 프로필을 이용한 전문가 추천 기법

Duchateau은 소셜 네트워크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 

주어진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사용자를 찾는 방법을 

제안하 다[3]. 사용자는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할 때 

로필을 작성하게 되고 한 사용자들 끼리 인  계를 

맺어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로필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질의에 맞는 사용자를 문가로 추천한다. 

문가 추천을 해 단순 매칭, 클러스터 매칭, 트리 매칭

으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단순 매칭 방법은 질의

와 사용자들의 로필을 단순 비교 하는 방법이다. 질

의를 단어로 구분하고 인  계를 맺은 사용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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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필을 수집하여 질의와 로필이 가장 일치하는 사용

자를 추천해 주는 방법이다. 클러스터 매칭 방법은 인

 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  비슷한 로필을 가진 

사용자를 클러스터로 구성하고 유사어와 동의어를 추

가하여 확장된 클러스터로 유지한다. 질의 한 유사어

와 동의어를 추가하여 질의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질의 

클러스터와 사용자 클러스터를 비교하여 가장 비슷한 

사용자를 문가로 추천한다. 트리 매칭 기법은 사용자

의 로필을 단어의 계층  계를 이용하여 트리로 구

축하고 질의 한 트리로 구축한다. 질의와 로필이 

일치되는 트리 구조가 많을수록 높은 유사도 수를 부

여하고 문가로 추천한다. 

소셜 네트워크상의 사용자들의 로필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검색 시간은 빠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의 심 분야나 문 분야가 바 게 

되는데 부분의 사용자는 로필을 갱신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로필을 갱신하지 않아 사용자의 최신 심 

분야를 추출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한 일부의 사

용자들은 로필을 허 로 작성하여 입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로필을 기반으로 문가 검색을 한

다면 이러한 허  정보를 입력한 사용자도 문가로 검

색 할 가능성이 있어 검색 결과의 신뢰성을 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자의 

로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소셜 활

동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최신의 심분야를 추출하여 

사용자의 로필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 을 해

결 하 고 한 사용자의 인  계를 이용하여 사용자

의 허  정보를 단할 수 있다.

2. 사용자 소셜 활동을 이용한 전문가 추천 기법

로필 기반의 문가 추천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상의 사용자의 활동을 고려

하여 문가를 추천하는 기법이 연구되었다[11-15]. I. 

B. Jeon[11]은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용자  문 

지식을 가진 사용자를 추천 해주는 기법을 제안 하

다. 소셜 네트워크 문가를 추천하기 해 각 사용자

의 최근 활동을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 동  로필을 

생성한다. 사용자의 질의가 요청되면 제안된 기법은 질

의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질의의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11]에서 제안된 기법은 

질의 클러스터를 사용자의 동  로필과 비교하여 가

장 유사한 사용자를 문가로 추천한다.

A. Bozzon[15]는 소셜 네트워크상의 사용자 활동 내

역과 사용자들의 인  계를 분석하여 문가를 추천

해주는 기법을 제안하 다. 소셜 네트워크상의 사용자 

활동 내역을 분석하기 해 사용자의 로필, 남긴  

등을 분석하여 질의와 유사성이 높은 사용자를 문가

로 추천한다. 사용자가 질의를 요청하면 서버는 질의를 

문가 후보셋과 매칭하기 해 비한다. 사용자와 인

 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들을 모두 문가 후보셋으

로 포함하고 인  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들의 로필

이나 남긴 을 분석하여 문 지식을 단한다. 문 

지식 수에 따라 순 를 부여하고 질의를 요청한 사용

자에게 문가를 추천하게 된다. 

사용자의 활동을 기반으로 문가를 추천하는 기법

은 사용자의 최근 심 분야를 이용하여 문가를 추천

해 다. 그러나 이러한 문가 추천 기법은 사용자의 

인  계를 맺은 사용자의 수가 충분치 못하거나 사용

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심 분야의 경우에는 정확한 

문가를 추천 해  수 없다. 한 사용자의 인  계

가 모두 비슷한 분야의 사용자일 경우 사용자가 궁 해

하는 다양한 질의에 합한 사용자를 찾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자가 직  맺고 있는 인

 계뿐만 아니라 체 소셜 네트워크상의 모든 사용

자 의 같은 심 분야의 인 계만을 고려하기 때문

에 사용자의 인  계가 부족하거나 한 가지 심분야

의 인  계만 가지고 있더라도 정확한 문가를 추천

해  수 있다.

Ⅲ. 제안하는 전문가 추천 기법

1. 전문가 추천 시스템 구조

기존의 문가 추천 기법  사용자의 로필을 이용

하여 문가를 추천하는 기법은 사용자가 가입할 때 직

 작성한 로필을 기반으로 문가를 추천해주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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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검색시간과 비용은 게 들지만 정확도와 신뢰

도가 매우 낮은 문제 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의 활동

을 기반으로 문가를 추천하는 기법은 사용자의 응답 

품질이 낮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

존의 문가 추천 기법의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하여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소

셜 행 , 인  계, 응답 품질을 고려한 분야별 문가 

추천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1. 전문가 추천 시스템 구조

[그림 1]은 제안하는 문가 추천 시스템 구조를 나

타낸다. 문가를 추천하기 해 먼  소셜 네트워크에

서 사용자의 활동 내역을 수집한다. 사용자의 활동 내

역은 사용자가 남긴 , 댓 , 좋아요 수, 공유, 작성 시

간 등이다. 사용자의 활동 내역을 이용하여 문가 지

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첫 번째로 수집된 사용자의 

활동 내역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심분야 지수를 계산한다.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는 TF-IDF 기법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추출된 키워드 

별로 시간, 좋아요 수, 공유하기, 댓  등을 이용하여 각 

활동별 가 치를 통하여 사용자의 심분야 지수를 계

산한다. 두 번째로 사용자별 소셜 네트워크의 인  

계를 이용하여 인  계 지수를 계산한다. 인  계 

지수는 각 사용자의 심분야와 소셜 네트워크상의 인

 계를 분석하여 심분야별 인  계를 구축하고, 

PageRank 기법을 사용하여 인  계 지수를 계산한

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의 응답 속도와 응답 신뢰도를 

이용하여 응답 품질 지수를 계산한다. 응답 품질 지수

는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질문에 한 답변의 속도, 

질의한 사용자의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응답 품질 지수

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심분야 지수, 인  계 지

수, 응답 품질 지수를 이용하여 분야별 문가 수를 

계산한다. 사용자의 질의가 요청되면 사용자 질의를 분

석하여 질의 분야를 단한다. 질의 분야를 단어의 계

층  구조를 사용하여 매칭하고 사용자에게 문가 그

룹을 추천한다.

2. 사용자 관심 분야 지수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가입할 때 로

필을 작성한다. 하지만 부분의 사용자는 자신의 심

분야가 변화하더라도 기에 작성한 로필을 갱신하

지 않는다. 즉, 사용자의 소셜 행 를 분석하지 않는다

면 사용자의 변화하는 심분야나 문 분야를 정확히 

악할 수 없다.

사용자 심 분야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그림 2]

와 같다. 사용자 심 분야 지수는 사용자가 소셜 네트

워크상에 작성한 이나 공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 사용자가 작성한 이나 공유한 데이터는 사용자의 

심사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한다. 사용자의 소셜 네트

워크 활동 데이터를 수집한 후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단어를 추출하고 TF-IDF 기법을 이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한다. 한 사용자의 소셜 행 의 남긴 시간, 좋아

요 수, 코멘트 수, 공유 수를 이용하여 소셜 행  신뢰도

를 계산하여 TF-IDF 기법에 합하여 상용자 심분야 

지수를 계산한다.

그림 2. 관심분야 지수 계산 방법

TF-IDF (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기법은 정보 검색과 텍스트 마이닝에서 이

용하는 가 치이다.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 군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요한

지를 나타내는 통계  수치로 사용된다. 특히 문서의 

핵심어를 추출하는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TF는 

단어 빈도로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자주 등장

하는 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IDF는 역문서 빈도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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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특정 단어를 가지고 있는 문서가 얼마나 되는

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TF-IDF는 TF와 IDF를 곱한 값

이다. 를 들어, 사용자가 활동한 문서가 100개라 하고 

그  “하둡”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가 8개라고 가

정한다. 그  하나의 문서에서 “하둡”이라는 단어가 5

번 나왔다고 가정하면 그 문서에 한 TF 값은 5이고 

IDF는 2.52573으로 TF-IDF 값은 12.6286 이다. 사용자 

심 분야를 추출하기 해 사용자 활동 내역에 해 

TF-IDF 방식으로 키워드를 추출한다. TF-IDF 값이 

높을수록 요한 키워드로 추출한다. 추출된 키워드가 

나타난 문서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 문서인지를 단

하게 된다. 문서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문서의 

최신성에 가 치를 주어 최신의  일수록 시간 가 치

를 주고, 문서의 좋아요 수, 댓  수, 공유 수를 고려하

여 문서의 신뢰도를 고려한다. 식 (1)은 사용자의 심 

분야 지수를 도출하는 방법을 기술한 식이다. 은 사

용자가 소셜 네트워크상에 남긴 문서이고, 는 사용

자가 소셜 네트워크상에 남긴 문서의 신뢰도이다.

  


  



     (1)

식 (2)은 사용자가 소셜 네트워크상에 남긴 문서의 

신뢰도에 한 가 치를 계산하는 식이다. 은 

 
  로 사용자가 남긴 문서의 

시간 가 치로 작성한지 오래된 문서일수록 낮은 가

치를 가지게 된다. 는 사용자가 남긴 문서의 좋

아요 평균값이고, 는 사용자가 남긴 문서 

평균값, 는 사용자가 남긴 문서의 공유 평균값

이다. 가 치    의 합은 1로 표 된다. 

  


 (2)

이 게 얻어진 키워드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상

 Top-n 키워드를 추출한다. 하지만 이 게 만들어진 

키워드 수만을 가지고 사용자 심분야 지수를 계산

한다면 키워드별로 문서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최신의 

키워드인 경우에는 매우 낮은 수가 문가가 될 경우

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소셜 네트워

크상의 같은 심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 그룹의 합

으로 사용자 심분야 지수를 나 어 계산한다.

3. 사용자 인적 관계 지수

문가 추천 기법에서 인  계의 연결 계를 고려

하는 것은 요하다. 문가는 다양한 분야의 인  네

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 보다 같은 분야의 많은 사

람들과 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사

용자의 소셜 네트워크상의 활동을 분석하여 사용자별 

심분야를 추출한 결과를 가지고 심분야 별로 인  

계를 재구축한다. PageRank 알고리즘은 검색엔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으로 웹페

이지의 링크 계를 통하여 웹페이지 당 수를 계산하

는 알고리즘이다. PageRank 알고리즘을 인  계에 

용하면 한 분야의 문가는 같은 분야의 많은 사용자

들과 인  계를 맺고 있어 PageRank 수가 높고, 

문성이 떨어지는 사용자는 같은 분야의 사용자들과 인

 계가 어 PageRank 수가 낮아진다. 본 논문에

서는 PageRank 알고리즘을 인  계에 용하여 사

용자의 인  계 지수를 단하는데 사용한다.

[그림 3]은 심분야별 인  계의 구축을 나타낸다. 

소셜 네트워크의 인  계가 A와 B라는 다양한 심

분야로 섞여 있다고 가정한다. A라는 심분야의 인  

계 수를 계산하기 해 B의 심분야는 배제하고 

심분야 A만을 이용하여 인  계를 재구축하고 

PageRank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인  계 지수를 계

산한다. 같은 방식을 통해 심분야 별 인  계 지수

를 계산한다.

그림 3. 관심분야 별 인적 관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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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은 제안하는 기법에서 심분야별 사용자 인  

계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의 값은 심

분야 의 사용자 의 키워드 수 값, C()는 사용자 

의 심분야   인 친구의 수, 은 심분야 을 가지

는 총 사용자 수이다. 은 덤핑 벡터로 0과 1사이의 수

로 본 논문에서는 0.85로 설정하 다.

      
 

 (3)

4. 사용자 응답 품질 지수

소셜 네트워크 문가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가 문

가로 추천 받은 사용자에게 질의를 할 수 있고 문가

는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가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질의에 맞는 지식이 많은 문가

를 추천해주더라도 문가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사

용자는 질의에 한 문가의 답변을 얻을 수 없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분야별 문

가의 응답 품질을 고려하여 질의한 사용자에게 신속하

고 정확한 답변을  수 있는 문가를 추천한다.

식 (4)은 제안하는 기법에서의 응답 품질 지수를 나

타낸다. 은 사용자의 응답 양이고, 은 사용자의 

답변 , 은 사용자의 답변과 심분야의 유사

도, 은 사용자의 답변의 좋아요 평균값, 은 

사용자의 평균 응답시간이다. 가 치  의 합은 1로 

표 된다.




  



  (4)

5. 전문가 지수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심분야 지수, 인  계 

지수, 응답 품질 지수를 종합하여 문가 지수를 도출

한다. 식 (5)은 응답 품질과 인  계를 고려한 분야별 

문가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는 심분

야 지수이고, 는 인  계지수, 은 응답 

품질 지수 이다. 가 치   의 합은 1로 표 된다.

   (5)

식 (5)를 이용하여 계산된 문가 지수를 이용하여 

상  N명의 사용자를 심분야, 인  계, 응답 품질

을 고려한 분야별 문가 그룹으로 구성한다. 구성된 

문가 그룹을 단어의 계층  계인 워드넷을 이용하

여 상 어와 하 어의 구조로 장한다.

6. 사용자 질의와 전문가 그룹 매칭

기존의 문가 추천 기법들은 사용자가 요청한 검색 

질의와 단순히 매칭 하여 결과를 매칭 된 결과만의 

문가만 추천해주는 방식 이 다. 하지만 단순히 질의와 

문가만을 매칭 할 경우 포함되는 질의에 한 하 어

에 한 문가는 추천 결과에 포함되지 않아 문가 

추천에 한 정확도가 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질의에 

한 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단어의 계층  계를 구

축하여 하 어에 포함되어 있는 문가들도 포함하여 

사용자 질의에 정확도를 증가시킨다. 사용자 질의와 

문가 그룹의 매칭은 먼  사용자 질의와 매칭 된 문

가 그룹을 선택한다. 매칭 된 문가 그룹의 하 어 

문가 그룹을 단하여 매칭 된 문가 그룹 결과에 포

함시켜 최종 문가 그룹을 도출한다. 를 들어, [그림 

4]와 같이 사용자 질의가 문가 그룹B에 매칭 되었을 

때 문가로 추천되는 그룹은 문가 그룹 B와 문가 

그룹 B의 하 어 문가 그룹인 C, D, E 그룹을 선택한

다. 문가 그룹 C, D, E 에 포함되어있는 문가를 모

두 추천 결과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상 어에서 분기한 

개수인 

 만큼의 문가 그룹 C, D, E의 상  문가

만을 포함 한다.

그림 4. 사용자 질의와 전문가 그룹 매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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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능평가

제안하는 문가 추천 기법과 기존의 기법의 성능 비

교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사용자의 활동 정보를 분석하여 문가를 추천하는 

[11]의 기법과 성능 비교를 수행한다. [11]은 각 사용자

의 최근 활동을 수집하고 분석 한 다음 동  로필을 

생성한 뒤 질의가 요청되면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질의 

클러스터를 생성한 뒤 확장된 질의와 사용자 동  로

필을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사용자를 문가로 추천하

는 방법이다. Intel Core i5 4440 @ 3.10GHz, 8.00GB 

Dual-Channel DDR3, Windows 7 Ultimate K 64-bit 

환경에서 추천된 결과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해 재

율, 정확률, F-Score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문가 추천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하 다. 실험 데이터로는 실제 데

이터 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의 양이 기 때문에 임

의의 사용자 데이터를 정규분포로 생성하 다. 실험데

이터는 [표 1]과 같다. 사용자의 수는 1000명, 사용자 인

 계 수는 0명에서 200명까지, 사용자가 남긴 문서 

수는 0에서부터 100개, 문서에서 추출된 키워드의 수는 

3개, 문서의 신뢰성 수는 0부터 1 까지, 키워드의 종

류는 100개, 응답 품질은 0부터 1 까지, 각 사용자는 

정규분포를 만족하도록 임의로 생성하 다.

라미터 값

사용자의 수 1000

인적 관계 수 0 ~ 200

사용자 문서의 수 0 ~ 100

키워드의 수 3

문서의 신뢰성 점수 0 ~ 1

키워드의 종류 100

응답 품질 점수 0 ~ 1

표 1. 성능 평가 파라미터

문가 추천 기법의 성능 비교를 해 재 율(recall), 

정 도(precision), F-score을 사용하 다. 재 율, 정

도, F-score를 평가하기 한 데이터는 심분야지수, 

인  계 지수, 응답 품질 지수 세 가지의 방법으로 

문가를 랭킹한 후, 세 가지 랭킹결과에 모두 속한 문

가를 문가 집합으로 사용한다. 기존 기법으로는 사용

한 문가 추천 기법은 사용자의 활동만을 고려한 기법

을 사용하 다.

그림 5. 전문가 추천 수 변화에 따른 재현율

[그림 5]는 문가 추천 수 변화에 따른 재 율을 나

타낸다. 재 율은 문가로 분류된 항목들  실제 

문가로 추천된 항목의 비율이다. 문가 추천 수는 60

명에서 80명까지 10명 단 로 변화시키며 측정하 다. 

성능 평가 결과 기존기법에 비해 제안하는 기법이 우수

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하 다. 기존기법에 비해 

평균 10.6%정도 높은 재 율을 보 다. 그 이유는 기존

기법은 사용자 인  계와 응답 품질을 고려하지 않았

다. 한 사용자 질의에 한 계층  계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가 지수가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6. 전문가 추천 수 변화에 따른 정밀도

[그림 6]는 문가 추천 수 변화에 따른 정 도를 나

타낸다. 정 도는 문가로 추천된 결과들  문가로 

분류된 결과물의 비율이다. 문가 추천 수는 60명에서 

80명까지 10명 단 로 변화시키며 측정하 다. 성능 평

가 결과 기존기법에 비해 제안하는 기법이 우수한 성능

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하 다. 기존기법에 비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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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정도 높은 정 도를 보 다. 기존 기법은 사용자 

인  계와 응답 품질을 고려하지 않았다. 한 사용

자 질의에 한 계층  계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가 지수가 낮게 평가되었다.

그림 7. 전문가 추천 수 변화에 따른 F-score

[그림 7]는 문가 추천 수 변화에 따른 F-score를 나

타낸다. F-score는 재 율과 정 도 두 가지 지수를 통

계 으로 종합하여 계산한다. 문가 추천 수는 60명에

서 80명까지 10명 단 로 변화시키며 측정하 다. 성능 

평가 결과 기존기법에 비해 제안하는 기법이 우수한 성

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기존기법에 비해 평균 

8.3%정도 높은 F-score를 보 다. 그 이유는 기존기법

은 사용자 인  계와 응답 품질을 고려하지 않았다. 

한 사용자 질의에 한 계층  계를 포함하지 않았

기 때문에 문가 지수가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문가 추천 기법은 사용자의 문서만을 고려

해 추천하기 때문에 정확한 문가를 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제안하는 문가 추천 기법은 사용자의 심 분

야, 인  계, 응답 품질을 고려하여 문가를 추천하

기 때문에 재 율, 정 도, F-score 모두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의 

심분야, 인  계, 응답 품질을 고려하여 문가를 추

천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사용자의 심분야 지수는 

사용자 활동을 분석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신뢰도를 

계산하여 도출하 고 인  계 지수는 사용자의 인  

계를 이용하여 인  계 지수를 도출하 다. 응답 

품질 지수는 사용자가 얼마나 응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했는지를 단하여 도출하 다. 심분야 지수, 인  

계 지수, 응답 품질 지수를 합하여 문가 지수를 도출

하고 단어의 계층  계를 이용하여 사용자 검색 질의

가 요청되었을 때 문가 그룹과 매칭하여 결과를 도출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기존의 기법에 비해 재 율은 

10.6%만큼 향상 되었고 정 도는 7.3% 만큼 F-score는 

8.3%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기법을 

통해 상품이나 새로운 연구에 한 문가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하다. 본 논

문에서는 정규분포를 이용한 임의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평가를 진행하 다. 실험에 진행된 데이

터의 신뢰도를 증명하기 하여 실험 데이터에 한 추

가 성능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한 다양한 기법

과 비교하여 실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TF-IDF 방식으로는 실제로 사용자가 작성한 의 의

도한 내용을 악하기에는 부족하기에 사용자의 최근 

활동 내용 분석에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

법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단어를 찾아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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