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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 네트워크 연구는 단일노드와 링크에 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노드에 의한 종합 인 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  네트워크 외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여러 노드에 의한 향 분석에 을 두고 있다. 이를 하여 특정 조건을 만족

하는 복수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노드 용어를 정의한다. 그리고 그룹노드를 용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하

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특정 조건에 맞는 그룹노드를 구성하는 로그램을 유 자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결과를 제시하 다. 본 연구가 그룹노드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시발 이 되기를 바란다.

ABSTRACT

A research of Social Network is focused to the single node and link. But when we consider the complexity of Social Network, 

I think we need the analysis of integrated influence by multiple nodes that satisfied with specific condition. But, the study of this 

area don’t process apart from Sub-network concep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cus on the analysis of influence by multiple 

nodes. For it, I define a new term as Group Node, and it express multiple nodes that satisfied a specific condition. And I propose 

a method for reconstruction by using Group Node in Social Network. and I make a program that produce a Group Node satisfied 

with a special condition by using Genetic Algorithm, and show the result. I hope this result can be a start point of the Social 

Network analysis based on Group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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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그래  이론에 기 해서 수행

되어 왔으며, 주요 분석의 상은 개개의 노드와 링크

를 상으로 하고 있다. 분석의 분야는 Network, Tie 

Strength, Key Player, Cohesion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분야는 더 세분화되어 연구되고 있다[1].

Network은 방향성의 에서 Direct, unDirect로 

분리될 수 있고, Whole network과 Ego network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Tie Strength는 Homophily와 

Heterophily로 나 어서 Clique/Interlinked Group의 개

념으로 연구되고 있다. Key Player는 Degree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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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ity, Between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의 특성 외에 다양한 을 설

정하여 분석의 기 을 삼고 있다. Cohesion은 

Reciprocity, Density, Clustering Coefficient, Average 

and longest distance, Small World, Preferential 

attachment, Core-periphery structure로 나 어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1].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 은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단일노드와 링크를 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하지만, 최근 워블로거에서 악할 수 있듯이 특정 

성격을 공유하는 집단이 체 소셜 네트워크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는 워

블로거 개개인의 향에 을 맞추고 분석이 진행되

고 있지만, 앞으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워블로거

를 상으로 이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도 마 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요한 

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동일한 개념은 

커피 이나 편의 의 그룹 상권 분석에도 유용하게 

용될 수 있다. 

이런 에서 본 논문은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노

드의 그룹을 분석의 상으로 하는 경우에 필요한 노

드의 그룹 구성 기법과 선정된 노드의 그룹을 기반으

로 소셜 네트워크를 다시 구성하는 방법에 한 내용

을 제안한다. 특히, 노드의 그룹을 구성하는 부분은 유

자 알고리즘을 용하여 C++언어로 작성된 로그

램을 작성하여 결과를 제시하 으므로, 향후 필요에 따

라 조건을 변경하여 다양한 형태의 그룹 노드를 생성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련 연구

페이스북이나 트 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는 네트워

크의 연 성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 결정에 향

을 미치고, 실제 사회에서의 사건도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향을 미친다[2-3]. 소셜 미디어에서 

Word of Mouth(: WoM)라는 단어는 마 의 일반

인 개념이 되었다[4]. 최근에는 모바일 환경과 P2P 환

경에서 조차 소셜 네트워크 환경이 활발히 구성, 운

되어 컨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기반 환경으로 부각되고 있다[5-6].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재 소셜 네트워크에 

한 연구는 개개의 노드와 링크를 기반으로 정보의 

확산이라는 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소셜 네트

워크에서 정보 확산에 련된 모델에 한 연구를 정

리하고, 이것의 확장을 한 서  네트워크의 개념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그룹노드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

보 확산의 에서 소셜 네트워크 연구의 새로운 분

야를 제안 한다.

2.1 정보 확산 모델

소셜 네트워크에서 정보의 확산을 한 모델은 아래

의 3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7].

[ 정보 확산을 한 3가지 모델 ]

The Contagion Model : 이 모델은 정보나 트랜드의 

확산은 사람들 사이에서 병이 염되는 것과 같은 과

정을 거친다는 것을 가정한 모델이다.

The Social Influence Model : 이 모델은 정보나 트

랜드는 이웃한 노드의 일정 숫자 이상이 선택하지 않

는 한, 특정 노드에게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 

모델이다.

The Social Learning Model : 앞의 두 모델과는 달

리, 이 모델은 특정 노드는 이웃이나 먼  선택한 사람

들의 결과를 확인한 후에 정보나 트랜드의 선택을 결

정하는 것을 가정한 모델이다.

앞의 세 가지 모델은 정보의 확산을 하여 단일노

드가 어떻게 여하는 지에 한 연구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가 크고 복

잡해지고 있어서 이러한 단일노드 심의 연구 외에도 

다른 방향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2 정보 확산의 모델로서 서  네트워크의 개념 

도입

크고 복잡해진 소셜 네트워크의 효과 인 분석을 하

여 단일노드나 링크에 의한 향성과 정보 확산에 한 

분석 외에도 노드 사이의 연결성의 강약을 기 으로 서

 네트워크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8]. 

이것은 노드 사이의 연결성을 강함/약함으로 나 어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하여 소셜 네트워크에 

정보 확산의 분석 기법이 체를 상으로 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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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정한 특성을 가지는 서  네트워크로 분리되어 

용될 수 있으며, 구체 인 분석이 가능하다.

서  네트워크는 강한 결합을 가지는 것과 약한 결

합을 가지는 것의 연결로 분리할 수 있으며, 강한 결합

에 의해 선택된 정보는 약한 결합을 통하여 다른 서  

네트워크로 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8-9]. 

이러 논리를 기반으로 규모의 소셜 네트워크를 서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분석에 용하려는 것이 요 

개념이다.

2.3 정보 확산 으로 본 소셜 네트워크의 새로

운 분류

최근의 소셜 네트워크는 형화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정보 달체계

의 연구가 단일노드를 심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

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노드들의 모임을 심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그림 1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정보 확산에 한 기존

의 모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노드들의 모임인 그

룹노드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 확산에 한 모델을 

보완한 것이다.

그림 1. 소셜 네트워크에서 정보의 확산에 한 분류 

Fig. 1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diffusion in social 
network

그림 1에서 보완한 부분은 그룹노드에 련된 부분

이다. 기존의 분류에서 단일노드 기반의 정보확산에 

한 을 가지고 Contagion, Social Influence, Social 

Learning으로 분류한 것은 그 로 유지하고, 추가 으

로 그룹노드 기반으로 정보가 정보 확산에 한 

을 추가한 것이다. 

그룹노드 기반의 정보 확산은 기존 단일노드의 분석

을 해 사용하 던 기 을 용하기 어렵고, 구체 으

로 연구된 바가 없어서 특정 분류를 용하지는 않았

다. 하지만 기본 으로 그룹노드를 하나의 노드로 추상

화하고, 이것이 다른 노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기 은 기존 연구 에서 Degree Centrality, Between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를 사용하여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시된 특성 에서 가장 많이 활용

되는 Degree 부분을 기 으로 노드를 그룹화하는 기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른 요인에 한 그룹화는 

Degree 기 의 그룹화에서 사용했던 기법을 그 로 

용하면 될 것이다.

III. 본 론

이번 에서는 주어진 소셜 네트워크에서 Degree 

속성을 기 으로 주어진 특성을 만족하는 노드의 조합

을 추출하는 기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추출된 조합을 

기 으로 그룹노드를 만들고 이것을 이용하여 체를 

재구성하는 방법에 하여 제시한다. 

3.1 그룹노드의 식별

그룹노드의 식별을 한 기 은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loseness 외에도 다양한 기 이 존재한

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으로 사용되는 Degree를 기

으로 그룹노드를 식별하는 방법에 하여 실제 구성 

사례를 제시한다.

 

그림 2. 그룹노드를 식별하는 과정 

Fig. 2 Procedure of identification of group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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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제시된 방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분석할 소셜 네트워크를 선정한다 : 그림 2의 Social 

Network Example 부분 참조

선정된 소셜 네트워크를 노드번호와 Link 숫자로 

정리한다. : 그림2의 Social Network Express using 

Link number 부분 참조

유 자 알고리즘에 의해 만들어진 0,1 숫자의 조합

을 각 노드에 응하고, 각 조합별로 Link의 개수를 

계산한다. 이때, 사 에 정해진 그룹노드의 합격 조건

이 Degree가 20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계산된 Link의 

숫자가 20 이상이 되는 노드의 조합만을 화면에 출력

하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

한 개념을 용할 수 있다. : 그림2의 Each Group 

Node that generated by Genetic algorithm

Link의 숫자를 계산하는 공식을 보여 다. 제공된 

공식은 소셜 네트워크의 노드가 20개라고 가정한 것이

다. 그 이상인 경우에는 변수의 값을 조정하면 된다. : 

그림2의 Calculate Fitness number for each Group 

Node 

그림 2에서 제시된 그룹노드의 식별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유 자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다양한 노드의 조합을 상으로 링크의 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것이 주어진 조건에 맞는 지를 검사해서, 조

건에 맞으면 이 조합을 조건에 맞는 그룹노드라고 

단할 수 있으므로, 노드에 한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

는 것이다. 

제안된 방법은 유 자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 의 해를 찾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단계별로 검색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환

경을 포함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분석에 유용하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변수의 조작만으로 다양한 경

우의 수를 생성해서 검사해 볼 수 있는 장 이 있고, 

Degree외에 다른 기 에 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제시된 방법에 근거하여 제작한 로그

램의 처리과정과 모듈의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그리고 

제작된 로그램의 수행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작된 로그램은 

기 환경의 설정 후에 기 조합을 생성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교차와 돌연변이 기법을 용하여 새로운 조

합을 지속 으로 생성하게 된다.

그림 3. 로그램의 모듈 구성과 처리과정

Fig. 3 Module and processing of program

[모듈의 역할] 

main : 로그램의 진행 역할

initPool : 풀의 기를 구성하는 모듈로서 rndn() 함

수 사용

intersect : select(), crossing(), calcFit(), copypool()

로 이루어진 함수로서 Pool에 있는 데이터를 교차시키

는 역할을 수행(=CrossOver)

mutation : Pool에 있는 데이터에 한 돌연변이를 

생성하는 역할 수행(=Mutation)

printResult : 결과가 조건에 맞으면 출력하는 역할 

수행

그림 4는 로그램의 수행 기에 수행에 설정된 변

수의 정보를 보여주고, 이후에 Genetic 알고리즘에 의

해서 임의의 난수를 한번에 30개 생성하고, 이것을 교

차와 돌연변이 기법을 용하여 진화하여 20세 에 걸

쳐 지속 으로 새로운 조합을 생성한다.

이때 생성된 난수는 각각의 노드에 응한 이후에, 

그림 2의 Fitness Number공식에 의거해서 Fitness 

number를 계산한다. 계산된 결과가 사 에 설정된 80보

다 아래이면, 무시하고, 80 이상이면 화면에 보여 다.

실제 수행 결과에서, 설정된 환경과 유 자 알고리

즘에 의해 세 가 진화하면서 생성된 조합 에서 조

건에 맞는 조합의 값들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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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어진 결과에서는 총 8개의 노드 조합이 주어진 

조건에 맞아서 선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로그램 수행 결과(Degree기 )

Fig. 4  Result of program running based on degree

이미 기존 소셜 네트워크 분석 로그램에서( : 

NodeXL, Pajak..) 각 노드별 링크의 수를 데이터로 제

공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활용하여 기존 소셜 네트워크

에서 특정 링크 수 이상을 가지는 노드의 조합을 뽑아

낼 수 있다.  

제공하는 로그램은 링크의 숫자 외에도 필요한 다

른 것을 변수로 설정하기만 하면 유 자 알고리즘에 

의하여 다수의 가능한 조합을 생성하고, 생성된 조합이 

가지는 값이 원하는 값이나 조건과 일치하는 지를 검

사하여 결과를 출력한다.

실무에서 Degree Centrality, Between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개발한 로그램의 변수의 

설정만을 변경하여 바로 실행할 수 있다. 

3.2 그룹노드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재구성

소셜 네트워크에 한 분석은 노드와 링크를 기반으

로 하는 것이 일반 인 방법이다. 하지만, 복잡한 네트

워크 환경에서 여러 노드에 의한 종합 인 향을 분

석하고자 하는 요구는  많아지고 있고, 특정 조건

을 만족하는 노드의 그룹을 식별하고, 이들을 단 로 

하여 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수 있다

면, 마 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그룹노드를 식별하

는 기법과 용 가능한 로그램을 제작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이번에는 식별된 그룹노드를 추상화하여 

체 소셜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기법에 하여 제안하

고자 한다. 

그림 5. 소셜 네트워크의 재구성 기법

Fig. 5  Re-construction technique of social network
 

그림 5에 제시된 기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이 되는 소셜 네트워크를 선정한다.

선정된 소셜 네트워크에서 설정된 기 에 의거하여 

그룹노드를 선정한다. (3-1 참조).

선정된 그룹노드를 하나의 노드로 추상화하여 표시

한다. 그룹노드는 일반 노드와 구별하기 하여 두 개

의 선으로 표시한다.

그룹노드에 연결된 노드는 기존과 동일하게 표시한다.

그룹노드와 연결된 노드의 링크가 1개 이상인 경우

에는 소셜 네트워크의 링크 상에 숫자로 표시한다.

그림 5에서 제시된 재구성 기법은 주어진 목 에 맞

추어 선정된 그룹노드를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한 기존 분석 기법을 용하여 분석할 수 

있고, 분석의 결과는 그룹노드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드들의 조합이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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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이번에 제안한 방법은 단일노드 심으로 수행되던 

분석에 특정 조건에 맞는 노드의 조합을 심으로 분

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룹노드를 뽑아내기 

하여 사용한 유 자 기반의 알고리즘은 다양한 환경

 향이 가지는 상태를 최 한 반 할 수 있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향후, 이 동일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링크 외에 다른 속성에 해서도 용할 수 있도록 확

장할 정이다.

주어진 소셜 네트워크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노

드의 조합을 뽑아낼 수 있다면, 이들에 한 정보를 기

반으로 하나의 단 로 간주한 후에, 체에 미치는 

향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근 방식은 복잡하고 다양

한 분석에 새로운 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 마 에서 워블로거는 이제 무 많이 존

재한다. 상품의 홍보를 하여 그들을 이용하기로 한다

면, 어떤 특징을 갖는 것이 필요한지를 어떻게 단할 

수 있는가? 향력만을 고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들 간의 상쇄 효과는 어떻게 악할 수 있

는가? 

이외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 한 분석에

서 개개인의 사용자에 한 분석도 요하지만, 특정 

조건을 공유하는 사용자 그룹을 기본 단 로 하여 재

구성된 소셜 네트워크는 자세하고 실 인 결과를 제

공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논문의 내용은 이런 분야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

향후, 본 논문의 의도와 연구가 지속된다면, 주어진 

소셜 네트워크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그룹에 근거하는 

향성이나 성 등을 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러한 은 단일노드 심의 분석이 가지는 한계의 극

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룹노드를 상으로 하지만 별도의 분

석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 인 네트워크

나 통계 이론을 그 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 본 연

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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