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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구조의 시각적인 표현을 위해서 오랫동안 다차원척도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패스파인더 

네트워크와 같이 네트워크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다차원척도법에 대해서는 생성

된 2차원 지도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합치도 지표로 STRESS나 RSQ를 비롯한 여러 종류가 사용

되고 있는 반면, 네트워크 표현에 대해서는 마땅한 합치도 지표가 아직까지 제안되지 않았다. 이 글

에서는 개체 간의 연관성을 네트워크로 표현할 경우에, 생성된 네트워크 구조를 평가하기 위한 합치

도 지표로 NetRSQ를 제안하였다.

1. 서론

White와 Griffith(1981)가 저자동시인용분석 

기법을 제안하면서 다차원척도법으로 지적 구

조를 시각화한 이후에 한동안 다차원척도법이 

주된 시각화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다차

원척도법은 세부 구조의 표현력이 떨어지며 

대량의 개체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

다. 1980년대 말에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개발

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Schvaneveldt, 1990; 

이하 PFNet으로 표기)는 White(2003)가 저자

동시인용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도구로 사

용한 이후에 지적 구조를 시각화하는 도구로 

확산되었다. 이제는 계량서지적 분석 도구인 

SCI2나 KnowledgeMatrix에서 PFNet을 시각

화 기능으로 제공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그런데 다차원척도법의 경우에는 생성된 

MDS 지도가 입력된 데이터를 잘 반영한 정도

인 합치도(goodness of fit)를 측정한 수치로 

스트레스나 RSQ와 같은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PFNet과 같은 네트워크 표현에서는 

생성된 네트워크가 입력 데이터를 얼마나 잘 

반영하였는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더군

다나 군집기반 네트워크(이재윤, 2007; 이하 

CBNet으로 표기)와 같이 PFNet을 대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표현법이 제안된 상황에서는 

어느 방법에 의한 네트워크 지도가 주어진 데

이터를 더 잘 반영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단

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연관성 행렬을 입력데이터로 

하여 생성된 네트워크의 합치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NetRSQ를 제안하고 실제 데이터에 대

해 적용해보았다.

2. NetRSQ 제안

2.1 NetRSQ의 개념과 특성

다차원척도법 결과의 합치도를 측정할 때에

는 생성된 MDS 지도 상에 표현된 각 개체 사

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여 이를 입력 데

이터에 포함된 개체 사이의 연관성과 비교한

다. 따라서 생성된 네트워크의 합치도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표현된 개체 사이

의 관계값(거리)을 측정하는 방법을 먼저 정해

야 한다.

네트워크에 포함된 두 개체 사이의 거리는 

몇 단계를 거쳐 연결되는가를 의미하는 경로

거리(path distance)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가능한 연결 경로가 둘 이상일 때에는 

최단 경로거리로 거리를 나타낼 수 있다.

입력된 연관성 행렬의 연관성 값이 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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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례 1 <그림 2> 사례 2

A B C D E F
A 1.0 0.9 0.8 0.6 0.2 0.3 
B 0.9 1.0 0.6 0.4 0.1 0.0 
C 0.8 0.6 1.0 0.5 0.1 0.0 
D 0.6 0.4 0.5 1.0 0.1 0.0 
E 0.2 0.1 0.1 0.1 1.0 0.7 
F 0.3 0.0 0.0 0.0 0.7 1.0 

<표 2> 가상 연관성 행렬

개체1 개체2 연관성
최단 경로거리

사례 1 사례 2
A B 0.9 1 1
A C 0.8 1 1
E F 0.7 1 1
A D 0.6 1 1
B C 0.6 2 2
C D 0.5 2 2
B D 0.4 2 2
A F 0.3 2 1
A E 0.2 1 2
B E 0.1 2 3
C E 0.1 2 3
D E 0.1 2 3
C F 0 3 2
D F 0 3 2
B F 0 3 2

NetRSQ 0.686 0.458

<표 1> 개체 간 연관성과 최단 경로거리

네트워크에 표현된 개체 사이의 최단 경로거

리가 짧다면 잘 표현된 네트워크라고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입력된 연관성 값과 생성된 

네트워크에서의 개체 사이의 최단 경로거리 

사이의 상관성을 산출하여 네트워크의 합치도

로 활용하기로 한다. 이는 다차원척도법의 합

치도 지수로 사용되는 RSQ와 유사한 접근법

이다. 다만 특정 네트워크에서 모든 개체 사

이의 경로거리는 정규분포에 가까운 반면 개

체 사이의 연관성은 멱함수분포나 로그정규분

포에 가깝기 때문에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

하지 않고 순위 상관계수인 스피어맨 상관계

수를 사용하여 상관성을 측정한다. 또한 다차

원척도법을 평가하는 RSQ와 마찬가지로 상관

계수를 제곱한 값으로 네트워크의 합치도를 

평가하며 이를 NetRSQ라고 부르기로 한다. 

RSQ의 개념에 따라 해석해보면, NetRSQ는 

생성된 네트워크에서의 경로거리 순위의 분산

이 입력된 연관성 값 순위의 분산을 반영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NetRSQ는 상관계수

의 제곱이므로 RSQ와 마찬가지로 0에서 1 사

이의 값을 가진다.

2.2 가상 사례에 대한 NetRSQ 측정 

가상으로 A부터 F까지 6개의 개체 사이의 

연관성이 <표 1>과 같을 때, 이 개체들 사이

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표현하면 <그림 1>의 

사례 1이나 <그림 2>의 사례 2와 같은 방법

이 가능하다. 사례 2는 실제로 <표 1>의 연관

성 데이터에 대해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알

고리즘을 적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례 1과 

사례 2는 표현된 5개의 링크 중에서 1개만 

다르고 나머지 4개의 링크는 동일하다.

개체 간 연관성과 두 사례 네트워크에서의 

최단 경로거리를 비교한 <표 2>를 보면, 6개 

개체 사이에 존재하는 15개의 연관성 중에서 

상위 7개 연관성까지는 두 사례 네트워크가 

같은 경로거리가 되도록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8번째와 9번째 연관성인 

A-F와 A-E의 최단 경로거리 순위가 두 네트

워크에서 바뀐 이후에 남은 6개의 연관성의 

순위가 다르게 측정되었다. 상대적으로 연관

성이 더 높은 B-E, C-E, D-E와 연관성이 더 

낮은 C-F, D-F, B-F를 비교해보면, 사례 1

에서는 연관성 순위와 최단 경로거리의 순위

가 일치하지만, 사례 2에서는 순위가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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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특성 NetRSQ 측정 결과 (괄호 안은 순위)

분야 분석단위 규모 관계 유형 자료 출처 PFNet CBNet-WAVE CBNet-COMP CBNet-WARD

CW1 인지과학 단어 85 단어동시출현 이재윤, 정주희(2006) 0.0384 (4) 0.0822 (2) 0.0726 (3) 0.0886 (1)

CW2 의학 디스크립터 110 단어동시출현 이재윤, 김희정(2011) 0.4841 (3) 0.4713 (4) 0.5160 (1) 0.4875 (2)

CW3 디지털도서관 디스크립터 120 단어동시출현 Lee, Kim, Kim(2010) 0.2755 (2) 0.2212 (4) 0.3315 (1) 0.2344 (3)

AC1 정보학 저자 39 저자동시인용 White & Griffith(1981) 0.3582 (2) 0.2651 (3) 0.1523 (4) 0.4144 (1)

AC2 정보학 저자 50 저자동시인용 이은숙, 정영미(2002) 0.3187 (1) 0.3144 (2) 0.1787 (3) 0.1149 (4)

JC1 약학 저널 116 저널동시인용 조선례, 이재윤(2012) 0.4155 (1) 0.3525 (3) 0.2781 (4) 0.3818 (2)

CL1 커뮤니케이션 웹사이트 36 동시링크 이성숙(2005) 0.2143 (2) 0.2344 (1) 0.1286 (4) 0.1555 (3)

PF1 인권분야 장서 분류범주 63 프로파일링 Kim, Lee, Park(2009) 0.1066 (2) 0.1166 (1) 0.0704 (4) 0.0915 (3)

PF2 정보학 디스크립터 85 프로파일링 김판준, 이재윤(2007) 0.3758 (1) 0.3620 (2) 0.3012 (3) 0.2848 (4)

PF3 전체 학문 학문분야 140 프로파일링 이재윤(2008) 0.2390 (3) 0.3468 (2) 0.3607 (1) 0.1400 (4)

<표 3> 자료집합의 특성과 NetRSQ 측정 결과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입력 데이터인 연관

성의 순위와 생성된 네트워크에서의 최단 경

로거리의 순위 사이의 순위 상관계수를 제곱

한 값인 NetRSQ를 산출해보면 사례 1이 

0.686, 사례 2가 0.458로 나타난다. 입력된 

연관성과 최단 경로거리의 순위가 더 일치하

는 사례 1이 NetRSQ도 사례 2보다 더 높게 

나타나므로 NetRSQ가 네트워크의 합치도를 

올바르게 측정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3. 실제 데이터에 대한 NetRSQ 측정

3.1 10가지 자료집합의 네트워크 표현 평가

여러 선행 연구에서 분석된 10가지 실제 계

량서지적 데이터에 대해서 패스파인더 네트워

크 1종과 군집기반 네트워크 3종을 포함한 네 

종류의 네트워크 표현을 생성한 다음, 40개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NetRSQ로 합치도를 측정

해보았다. 10가지 데이터에는 단어동시출현, 

저자동시인용, 저널동시인용, 웹사이트 동시링

크, 프로파일링 등의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대상 데이터 10종의 특성과 4가지 네트

워크 표현의 NetRSQ 측정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의 NetRSQ 측정 결과에서 각 데이

터에 대한 네트워크 표현 기법 4종의 순위를 

산출해보면 10가지 데이터에서 PFNet과 

CBNet-COMP는 세 차례씩, CBNet-WAVE

와 CBNet-WARD는 두 차례씩 1위로 나타나

서 특정한 방법이 항상 우월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는 <표 4>와 같이 10

개 집단에 대해서 PFNet이 가장 좋게 나타났

으며 CBNet-WAVE가 근소한 차이로 2위로 

나타났다. CBNet-WARD와 CBNet-COMP는 

평균값이 거의 같으며 다른 두 기법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합치도를 보였다. 표준편차를 살

펴보면 CBNet-WAVE가 PFNet에 비해서 더 

안정적으로 합치도가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표현법 평균 표준편차 1위 건수

PFNet 0.2826 (1) 0.1379 3

CBNet-WAVE 0.2767 (2) 0.1182 2

CBNet-COMP 0.2390 (4) 0.1433 3

CBNet-WARD 0.2393 (3) 0.1459 2

<표 4> 10개 자료에 대한 NetRSQ 종합

3.2 링크 추가가 NetRSQ에 미치는 효과

실험 데이터 중 하나인 PF3은 학문분야 

140개의 연관성 데이터로서, 이재윤(2008)의 

연구에서는 PFNet으로 표현할 경우에 자연과

학 분야가 네트워크의 양 극단으로 양분되는 

반면에 CBNet-WAVE가 더 자연스러운 구조

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PFNet에서는 연

결되어 있으면서 CBnet-WAVE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분야 사이에 링크를 하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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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더 타당한 구조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NetRSQ를 측정

해보면, PFNet은 0.2390, CBNet-WAVE는 

0.3468, 링크를 하나 추가한 CBNet-WAVE는 

0.4104로서 네트워크 구조를 정성적으로 살

펴보고 평가한 경우와 일치하는 결론이 도출

되었다.

4. 결론

지적 구조 분석과 같이 개체 사이의 연관성

을 네트워크로 표현할 경우에 생성된 네트워크

의 합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NetRSQ

를 제안하였다. 가상의 사례와 실제 자료에 적

용해본 결과 NetRSQ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품

질을 평가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네트워크 형태로 연관성을 시각화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시도하여 더 

좋은 NetRSQ를 보이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지도를 연구 결과로 

제시할 때에는 항상 NetRSQ를 함께 보고하여 

네트워크가 입력 데이터를 어느 정도로 반영

한 결과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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