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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정치학, 언론학, 행정학 등의 사회과학 역은 물론이고 나아

가 자연과학 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도구의 소개에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즉 사회연결망분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목 에 맞는 자료의 수집과 함께 분석 도구를 

이용한 통계값 도출  시각화된 결과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체계 으로 설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무료 

분석도구인 R 로그램을 이용한 분석과정을 자료입력부터 해석에 이르기까지를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실증자료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DB'에서 제공하는 자료 , 식품 련 국내학술지의 

피인용자료이다.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사회연결망분석은 통계분석의 보완인 동시에 기존 연구방법을 체하는 새로

운 패러다임인 바, 본 고찰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Key Words : 빅데이터, 사회연결망분석, 하둡(Hadoop), R 로그램  

Abstract   Though the SNA (social network analysis ; SNA) has been used for various fields, esp. social 

science field, ig. politics, journalism, and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s well as natural science field, 

there are few studies about the introduction of analysis tools. In order to perform the SNA, collecting data 

which are fit for the purpose, statistical values deduction and visualized results made by analysis tool are 

necessary, but the studies, which explain them systematically, are not sufficient yet. So, in this study, we 

are intended to introduce the analytic process, from the data input to the  interpretation, with proven data. 

using the R program, which is free, in order to help researchers who have any plan to study using the 

SNA. The proven data in this study are quoted ones in the domestic scientific journals of food, which are 

those supplied citation index DB of Korean scientific journals. As a study methodology, the SNA is a new 

paradigm to substitute existing research methods as well as a complement of statistical analysis. Therefore,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vitalization of the S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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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람들의 행 를 이해하기 해 개별 인간의 속성 외

에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계들을 살펴보는 것이 한 

경우가 매우 많다. 한 한 사회의 문화 이나 거시 인 

http://dx.doi.org/10.15207/JKCS.2015.6.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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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도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계망(연결망)을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경우가 많다. 연결망 이론은 

계  인간 계에 입각하여 인간행 와 사회구조의 효

과를 설명하려는 시도이다[1]. 이러한 연결망  이의 분

석에 한 논의는 크게 사회과학 역에서의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문헌정보학 역에

서의 지식연결망분석(knowledge network analysis) 그

리고 보다 학제 인 역에서의 복잡계 연결망분석

(complexity network analysis)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되

어 왔다[2]. 그런데 최근 들어 페이스북, 싸이월드 그리고 

트 터와 같은 사회연결망사이트(SNS)가 심을 받으면

서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사회연결망에 한 심이 증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SNA 한 심의 상이 되고 

있다. 본디 사회연결망에서 social의 사회는 ‘사람들이 모

여 있다’라는 의미이며, network의 연결망은 ‘ 계망’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연결망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계망’을 의미한다[3]. 이러한 사회연결망분석의 목 은 

구조나 연결망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계성으로 체

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 의 행 를 

설명하는 것이다[4]. 최근 SNA를 이용하여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수행된 연구들  소셜미디어 측면

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트 터를 통해 본 권주자들의 

소통유형, 일본의 지역기반 소셜미디어 이용 동향에 

한 연구, SNS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커뮤니 이션 방

안에 한 연구 등이 있다[5]. 이 밖에도 성인들의 

 행태를 연구한 [6], 로  복권의 무작 성을 연구한 

[7], 온라인 토론의 참여환경과 토론집단의 크기를 연구

한 [8] 등이 모두 SNA를 활용한 연구에 해당한다. 이

듯 최근 들어 SNA를 이용한 연구가 정치학, 언론학, 행

정학 등의 사회과학 역은 물론이고 나아가 자연과학 

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도구의 소개에 한 연구는 [9]

와 [10] 등을 제외하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즉 SNA를 수

행하기 해서는 목 에 맞는 자료의 수집과 함께 분석 

도구를 이용한 통계값 도출  시각화된 결과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체계 으로 설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SNA를 이용

하여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무료 분석도구인 R 로그램을 이용한 분석과정을 자료

입력부터 해석에 이르기까지를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소

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연결망분석은 통계

분석 방법의 보완인 동시에 기존 연구방법을 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바, 계형 자료를 활용한 연결망분

석의 활성화에 본 연구가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R 로그램은 컴퓨

터공학, 통계학, 인공지능 등의 학제 간의 융합연구가 필

요한 빅데이터 분석에 요구되는 기본 인 로그램 의 

하나인 바,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는 빅데이터 련 융합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사회연결망분석 개요
사회연결망은 다수의 연결된 는 연결되지 않은 개

인( 는 기 )으로 구성된 사회  구조이다. 여기서 연결 

여부는 친구/친족 계, 공통 심, 융 거래, 친근감, 성 

계, 신뢰도 등 다양하게 정의된다. 사회연결망분석은 

다수의 (point)과 이들을 연결하는 선(line)으로 구성된 

망(network)에 한 사회과학 ・통계  분석이다[9]. 

사회연결망분석에서는 노드( ) 사이의 거리를 2차원 평

면으로 표 하고, 그들 사이의 계를 선으로 표 함으

로써 데이터만으로는 그 모습을 악하기 어려운 연결 

구조를 한 에 악할 수 있도록 도와 다[4]. 연결망분

석을 통하여 도출된 네트워크 구조 간의 차이를 비교함

에 있어 활용되는 지표에는, 개별  노드의 국소 (local) 

특성을 나타내는 연결선 수(degree)와 심성(centrality) 

그리고 네트워크의 역 (global) 특성을 나타내는 도

(density) 등이 있다. 연결선 수와 련하여, 연결정도는 

한 노드(node)가 맺고 있는 결 의 숫자로서 정의된다

[3]. 사람 간의 네트워크에서 친구가 많은 사람이나 혹은 

마당발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연결정도가 많은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고, 정보의 흐

름에서도 핵심 인 역할을 한다. 만일 이런 사람을 연결

망에서 제거한다면 연결망은 와해되다시피 할 정도로 연

결망 결속에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심성

은 각 노드가 심에 근 한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집

도(centralization)와는 다른 개념이다. 집 도는 네트

워크 체가 한가지의 심으로 집 된 정도를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심성은 각각의 노드가 네트워크 구조 내

에서 얼마나 심에 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

다[11]. 심성에는 근 심성(closeness)  , 개

심성(betweenness)  , 그래  심성(graph 

centrality)   그리고 고유벡터 심성(eigen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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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ity)   등이 있는데 각각 다음과 같다[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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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는 노드 에서 에 이르는 ‘거리’ 즉 비근

도이므로 는 노드 에서 에 이르는 근 도의 

개념이다.

                           

 
≠

≠≠



   ⋯  

단, 는 노드 에서 ≠로 가는 최단경로의 수이

고, 는 노드 에서 ≠≠로 가는 최단경로 가

운데 노드 ≠를 거치는 경로의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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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는 노드 에서 ≠로 가는 최단경로이다.

                           

  
 
∈



  

단, 는 노드 와 연결된 모든 노드들의 집합, 

는 고유벡터의 고유치, 은 모든 노드들의 집합이다.

한편, 도란  개의 노드에 하여 가능한 총 계 

수 에서 실제로 맺어진 계 수의 비율로 다음의 와 

같이 정의된다.  

           







                  

단, 는 노드 의 입선 수이다.

3. R 프로그램 소개
사회연결망분석을 한 R 로그램을 소개하기에 앞

서, [5]를 토 로 연결망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유・무료 

분석 도구를 정리해 보면 [Table 1]과 같다. Ucinet과 

Pajek은 무료 소 트웨어이기는 하지만 그래 데이터의 

표 에 한계가 있으며 도구에 한 사 지식이 많이 요

구되는 단 이 있다. 나아가 Ucinet의 경우 로그램 다

운로드 후 3개월 이후에는 다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한편 Netminer는 국내에서 개발된 분석 도구로 다

양한 통계분석도 가능하나 구입비용이 매우 높은 단 이 

있다.

tool characteristic web-site
Ucinet

the most common use, supply 

various statistical analysis. free
www.analyctic.com

Pajek
useful in visualization of 

numerous analysis objects, free

vlado.fmf.uni-lj.si/pub/

networks/pajek

NetMiner

powerful support of korean 

language,feasible integrated 

analysis, not free

cyram.com

NodeXL

Easy access for beginners by 

combination with the common 

softwear excel, free

codeplex.com/NodeXL

[Table 1] Comparison of primary SNA analysis tools

R은 통계 데이터 수정과 분석에 사용되는 스크립트 

언어다. 이 언어는 AT&T에서 개발한 통계 언어인 S에

서 향을 받아 개발 으며, S와의 호환성 한 매우 높

다. ‘통계’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S라는 이름은, AT&T에

서 개발한 한 자로 된 유명한 로그래  언어인 C를 

떠올리게 한다. 이후 한 작은 회사에 인수된 S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추가되어 S-Plus라는 이름으로 바

었다. R은 무료이면서 많은 사람이 기여하고 있기 때

문에 S나 S-Plus보다 더 유명해졌다. R은 가끔 GNU S

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R의 오 소스라는 

특성에서 기인한다[13]. R은 CRAN(comprehensive R 

archive network) 웹사이트(http://cran.r-project.org) 혹

은 미러 사이트에서 컴퓨터의 운 체제에 맞는 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R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4].

R은 오  소스이며 완  무료이다. 사실상의 표 이

라 할 수 있으며 문 통계학 종사자나 연구자들이 다양

한 분야에서 R을 사용하고 있다. R커뮤니티 회원들은 R

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기 으로 패키지를 제

공한다. 이러한 R 로그램은 컴퓨터공학, 통계학, 인공

지능 등의 학제 간의 융합연구가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에 요구되는 기본 인 로그램 의 하나이다.

R은 SPSS나 SAS, Minitab과 같은 상용 통계 로그

램만큼 좋다.

R은 통계와 그래픽스에 련된 기능을 확장할 수 있

다. R은 고유한 언어 내장 로그램 기능과 더불어 수백 

가지의 내장 통계함수를 제공한다.

R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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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 JMF PNFS FEP JFST FSN JFN
FSB 105 13 20 3 53 54 3

JMF 11 89 3 0 1 6 0

PNFS 39 5 4 2 31 41 9

[Table 2] Cross-citation frequency 

FEP 5 2 6 51 43 51 21

JFST 27 6 1 10 146 94 23

FSN 50 10 15 21 312 580 80

JFN 3 1 3 4 46 86 91

이와 같은 장 들로 인하여 R은 통계분석 분야에서 

인지도를 높여 왔으며, 하둡(Hadoop) 환경 상에서 분산

처리를 지원하는 라이 러리 덕분에 구 , 페이스북, 아

마존 등의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기업에서 용량 데

이터 통계분석  데이터마이닝을 해 리 사용되고 

있다[15]. 이밖에도 R은 도우, 맥킨토시, 리 스 등의 

운 체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력방식을 갖는 것이 두드러진 장 이다. 이  가장 권

장되는 입력방식은 csv(comma seperated values) 포맷 

방식이다. csv 포맷은 콤마(,)로 변수를 분리하는 단순한 

포맷으로, 텍스트 에디터  범용 소 트웨어인 엑셀에

서 지원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석 데이터를 엑셀에 입

력한 후 csv 일로 장하면 R을 이용한 분석이 매우 

용이하게 된다. csv로 입력된 데이터는 R에서 read.csv( 

)라는 간단한 함수를 이용하여 불러들일 수 있다.

4. R을 이용한 사회연결망분석 예
4.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SNA를 하여 활용할 자료는 식품 련 

국내 학술지의 피용인 자료이다. 국내 학술지의 피인용 

등의 황 자료는 연구재단의 KCI 홈페이지 자료를 사용

하 는데, 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게재된 논문들의 

피인용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다음 식품 련 학술지들

의 연결망을 살펴보기 한 상호인용 빈도는, 한국연구

재단에서 구축하여 제공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DB 정보’로부터 도출된 별도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인용

기간 (citation window)이란 인용한 논문이 발표된 기간

을, 출 기간 (publication window)이란 인용된 논문이 

발표된 기간을 의미한다. 재 KCI 홈페이지에는 출 기

간이 2년부터 5년분까지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각 셀

은 세로 열 학술지의 2011년 논문이 가로 열 학술지 논문

을 인용한 횟수이며, 각선은 자기인용 빈도를 의미한

다. 한편 연결망분석을 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소

트웨어는 R ver. 3.10이다.

FSB :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JMF : journal of medicinal food

PNFS : preventive nutrition and food science

FEP : food engineering progress

JFST : Korea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FS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JFN :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4.2 자료입력 

R을 이용하여 사회연결망분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Table 2]의 자료를 R 로그램에 불러들

여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Table 2의 계형 자료를 

한 폴더에 엑셀의 csv 일로 장한 후,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R편집기에 입력하는 식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의 하나는 R 콘솔의 작업 디 토리를 반드시 분

석용 csv 일이 장된 폴더로 변경시켜주어야 한다. 만

약 그 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일메뉴의 ‘작

업 디 토리변경’에서 가능하다. 한편 아래 명령어에서 

'header=T'는 분석용 csv 일 작성 시 첫번째 행에 변

수명이 입력된 경우에 사용한다.

a<-read.csv("R용.csv", header=T)

이 상태에서 R편집기에 a를 입력하고 로그램을 실

행시키면 R 콘솔 창에 입력데이터가 나타난다.

한편, 열 변수뿐만 아니라 행 변수에 해서도 동일한 

변수명이 부여되도록 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

를 입력한다.

rownames(a)<-colnames(a)

[Fig. 1]은 상기 두 개의 명령어를 입력 한 후 실행한 

결과이다. 입력된 자료가 <Table 2>와 같은바 자료가 잘 

입력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 Verification of inpu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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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료 분석 

R을 이용하여 SNA를 수행하기 해서는 ‘sna’라는 

용 패키지를 설치하여야만 한다. 이는 [Fig 1]의 RGui화

면에서 패키지툴 메뉴를 선택한 후 ‘패키지 설치하기’를 

선택하여 필요한 패키지를 리스트에서 ‘sna’를 선택하면 

된다. 'sna' 패키지가 설치되고 나면 근 심성과 개

심성 등의 네트워크 특성값들을 구해야 하는데, 이는 

‘closeness'와 'betweenness'와 같은 명령어로 구할 수 

있다. [Fig. 2]는 'matrix'라는 함수를 이용한 데이터 입

력의  다른 방법과 함께 심성을 구하기 한 R 명령

어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심성 결과이다. 여기서 

matrix b는 각선이 ‘0’으로 채워진 matrix a의  다른 

형태이다.

[Fig. 2] Result of centrality

FSN(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의 개 심성이 가장 큰 가운데, 이 

은 근 심성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심성의 

결과만 놓고 볼 때 FSN은 식품 련 학술지 에서 심

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술지 

2011년 기  향력 지수를 나타낸 [Table3]에서도 확인 

가능한바, FSN의 향력 지수(impact factor: IF)와 즉시

성 지수(immediacy index: I)가 다른 학술지에 비하여 높

게 나타났다. SC(%)는 자기인용비율로 PNFS 

(preventive nutrition and food science)가 13.79%로 가

장 낮다. [Table 3]에 있는 각종 향력 지수들에 한 자

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으며[16],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

페이지(http://www.kci.go.kr)에서도 확인가능하다. 

향력지수 : 특정 기간 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평균횟수로 동일분야 

의 상  요성을 비교․평가하는데 활용       

 학술지에수록된논문의수
학술지의논문이인용된총횟수

자기인용 비율(%) : 2년간 총 인용된 횟수에 한 학

술지의 자체논문이 2년간 인용된 횟수의 비율로, 자기인

용 횟수에 의한 체 피인용 횟수가 과장되는 상을 통

제하는 수단으로 활용

즉시성지수 : 의 논문이 인용에 걸리는 시간 는 

에 수록된 논문이 당해 연도에 인용되는 빈도를 측

정한 것으로, 얼마만큼 빨리 인용되는지를 나타내는데 

활용

Kor-Factor : 학문  의사소통 기능으로서의 생산성

과 한 계를 맺는 논문 수  게재논문의 질  일

성을 함께 반 한 복합지표로 피인용 횟수가 은 학술

지에 합한 한국형 향력 지수


피인용 횟수자기 피인용 횟수의 표준편차
피인용 횟수자기 피인용 횟수의 평균

총 논문수
심성지수 : 단순히 피인용 횟수에만 의존하는 IF와

는 달리 주어진 학술지를 인용하는 학술지들의 종수와 

명성도에 기 한 것으로, 톰슨로이터의 WoS와 엘스비어

의 Scopus에서 개발된 지수로 IF를 확장한 보다 강화된 

학술지 평가 잣 임                     

           학술지 의 논문수
학술지 의

IF KF I SC(%)
FSB 0.22 650.33 0.06 27.27

JMF 0.16 706.83 0.05 35.05

PNFS 0.22 747.66 0.03 13.79

FEB 0.55 564.50 0.12 32.53

JFST 0.75 475.50 0.18 15.42

FNS 0.80 420.00 0.31 32.75

JFN 0.84 474.00 0.18 18.13

[Table 3] Citation indexes

4.4 관계망 그래프 그리기

사회연결망분석의 가장 큰 장  의 하나는 노드들

의 계를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다. 이를 해

서는 계망 그래 를 그려야 하는데, R에서 계망 그

래 를 그리는 함수는 'gplot'이다. 'gplot' 함수를 이용

하여 계망을 그리는 명령어는 아래와 같으며, Figure 3

은 이의 결과이다. [Table 3]의 심성 지표에서와 같이 

역시 FSN이 심 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PNFS는 자

기인용이 다른 학술지에 비하여 격히 작음을 시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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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래 로그램에서 'edge'는 

연결선 련 명령어이고, 'vertex'는 노드 련 명령어이

다. 컨  vetrex.col="red"는 노드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처리하라는 의미이다.

library(sna)

gplot(b, displaylabels=T, boxed.labels=F,

vetrex.col="red", vertex.cex=sqrt(diag(a))/10,      

vertex.sides=20, 

edge.col="blue", edge.lwd=b/3, arrowhead.cex=1)

[Fig. 3] Graph of network 

5. 결론
오늘날 빅데이터가 시 의 화두가 되면서 통계 련 

학자들을 심으로 이루어졌던 데이터분석이 특정 사업

역에서 벗어나 ‘데이터 처리 - 활용주기’의 일부로 인

식되고 있다. 데이터 처리와 활용 랫폼 한 데이터 분

석에 이 맞춰지면서 하둡(Hadoop)이라는 오  소스 

빅데이터 랫폼이 각 받고 있다. R은 하둡과 기존 분

석도구 간 결합에 한 심과 함께 떠오르는 통계분석 

언어이다[13]. R은 무료이며 최소 2,000개 이상의 다양한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도우뿐만 아니라 리 스 

시스템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나아가 계산  시각화를 

한 언어  개발환경을 제공하며, R 언어와 개발환경

을 통해 기본 인 통계 기법부터 모델링, 최신 데이터마

이닝 기법까지 구 이 가능하다. 그래  등으로 시각화

할 수 있으며, JAVA나 C, Python 등의 다른 로그래  

언어와 연결도 용이하다[15]. 그러나 엑셀과 같은 스

드시트 로그램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반에 배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도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로그램 언어이다. 한편 최근 

들어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 트 터 그리고 마이페이스

와 같은 유명 웹사이트와 함께 최신 10  트랜드의 하나

가 되었다[17].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사회연결망사이트

(SNS)가 심을 받으면서 사회연결망에 한 심이 증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연결망분석 한 심의 

상이 되고 있다. 정치학  언론학을 심으로 행정학, 

통계학, 지리학, 학 등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사회

연결망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연결망분석 

한 문 소 트웨어 활용법을 배우기가 쉽지 않은 실정

이다. 나아가 한국어지원이 잘되는 NetMiner와 같은 일

부 소 트웨어는 구입가격이 매우 비싸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한 해결의 일환으로, 무료 분석

도구인 R 로그램을 이용한 분석과정을 자료입력부터 

해석에 이르기까지를 식품 련 학술지의 상호인용빈도 

자료를 이용하여 소개하 다. 그러나 연결망분석에 

을 맞추다 보니 R 로그래   다양한 문법에 한 보

다 세부 인 설명은 하지 못한 바, 이는 분명 본 연구의 

한계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연

결망분석은 통계분석 방법의 보완인 동시에 기존 연구방

법을 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바, R 로그램을 활

용한 본 고찰 연구는 연결망분석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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