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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온라인 공동체의 역할은 '자유로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적 네트워크로서 정치, 경제, 문화는 물론이거니

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1].

과거의 온라인 공동체는 개개인의 사소한 문제나 소

문 등을 공유하는 비공식적이고, 소극적인 미디어였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박사과정

지만, 근자에 들어서는 개개인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신문과 방송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가 주목한 정치

적, 경제적 사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

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2, 3]. 이제 온라인 공동체는 단순히 의견 교환의 

장이 아닌 여론을 형성하여 가는 장으로 그 영향력

이 확대되었고, 나아가서 오프라인 상에서의 집단행

동을 촉발시키는 사회 미디어로 재탄생되었다[4]. 이

와 같은 시점에서 온라인 공동체의 영향력 뿐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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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a growth of online community with perspectives
of social network. Particularly this study tries to explore structural phenomenon built by
interactions between users in a certain of free board belonging to the online community, in
which focuses on one’s writing a comments responding on those of others. With using
SNA(Social Network Analysis), the social network data calculated from users’ interaction
shown as their comments were collected to draw out each individual’s centrality value
representing the structure of the online community and also we estimated duration time and
the number of each comments as a proxy variable representing growth of the online
community. And then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centrality value and
the duration time and the number of each comment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re-Periphery, Centralization and Reciprocit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duration time and the number of each comment, therefore those significant values
representing online structure will give an implication to manage, to promote the online
community, to forecast its evolution path and to build critic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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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온라인 공동체의 성장과 소멸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이나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입장에서 주요한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공동

체의 성장과 소멸에 대한 요인을 공동체 내의 참여

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한 구조적인 측면

에 주목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온라인 공동체내의 참여자들이 

남긴 댓글을 ‘사회네트워크 분석 (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둘째 댓

글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 공동체의 구조적인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공동체

의 지속적인 성장과 소멸을 예측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체의 구조적 요인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공동체의 생존과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공동체의 구조적 요인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 공동체에서 댓글의 의미

온라인 공동체는 가상의 공간에서 참여자들 간에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곳이다. 특히 그들간의 상호 

교류는 주로 게시판의 댓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온라인 공동체 내의 한 참여자의 의견에 대하여, 다

른 참여자의 반박이나 동조의 의견이 인터넷 게시판

에 댓글 (reply, comment)로 게시되는데, 우리는 그

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와 같은 댓글을 통해 관찰 할 

수 있다[5]. 또한 온라인 공동체는 오프라인 공동체

와 달리 일정한 공간에 소속된 참여자들의 존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 간의 상호 작용의 

존재로 구성되는 것이다[6]. 따라서 온라인 공동체의 

생존은 그들의 상호 작용이 기록된 댓글 구조를 통

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댓글의 양적인 변화

와 지속 기간이 온라인 공동체의 존재 여부와 생존

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2.2 사회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내의 참여자들 간

의 관계와 그 변화를 탐색하기 위하여 사회 네트워

크 분석 (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

고자 한다[7].

2.2.1 밀도(Density)

밀도(density)란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참여자

들 간의 상호교류의 정도에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네트워크 내에서 전체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관계

를 다른 참여자들과 맺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개념이

며[8], 하나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가를 표현하는 개념이기도 한다. 온라인 커뮤니

티가 완벽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내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정보와 지식

을 쉽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밀도는 네

트워크 내 가능한 모든 연결 수에 대한 실제 존재하

는 연결된 수의 비율이 된다(=네트워크 안의 존재하

는 연결 수 ÷ 네트워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연결 

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밀도는 

다음의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9].

밀도 



 : 네트워크 내의 실제 노드 간 연결 수

 : 네트워크 내의 노드의 수




: 네트워크 안의 가능한 전체 연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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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상호성(Reciprocity)

상호성(Reciprocity)은 밀도와 달리 노드간의 방향

성을 고려한 지표로, 온라인 공동체 내 노드 간 대칭

적 관계를 말한다. 즉 온라인 공동체의 구조가 얼마

나 양방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

표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정량화 하는 방법은 네트

워크 내에 관계가 존재하는 사용자 짝의 수에서 네

트워크 내 쌍방향 관계가 있는 사용자 짝의 수의 비

율로 측정할 수 있다[10].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상호성  



 : 쌍 방향 관계가 있는 사용자 짝의 수

 : 관계가 존재하는 사용자 짝의 수: 네트워크 안의

가능한 전체 연결의 수

2.3.3 핵심 주변성(Core-Periphery)

앞에서 언급한 밀도와 상호성은 개별 노드간의 1

대1 혹은 1대 다(多)의 연결 나타내는 지표이다. 반

면에 핵심주변성(Core-Periphery)은 이러한 연결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 내 핵심(hub) 주변부에 존재

하는 하부 그룹(sub-group)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Cumming and Cross (2003)은 핵심주변성이 그룹 

커뮤니케이션 성과를 저해하고 있음을 발견했고[11],

Huang and Desancits(2005)는 핵심 주변성의 속성

은 지식기여 행위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12].

이와 같이 핵심 주변성의 효과는 연구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해당 네트워크 안

에서 중심-하위그룹은 상호 연결된 노드들로 구성되

어 있고, 주변부는 중심-하위그룹과 느슨하게 연결

된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다[9, 13]. 이를 수학적으로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nd

  if   or
 

여기서 는 2 개의 actor i와j 간에 연결의 여부

를 가리킨다.  는 특정 계층(핵심, 주변부)를 가리

키는데, actor i와 actor j 가 종속되어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가장 이상적인 핵심주변성 구조 내에

서  는 actor i와j간에 연결 여부(1 or 0)를 나타

낸다. 이와 같은 핵심주변성이 높을 때는 커뮤니케

이션이 활발한 하위그룹이 존재하고 그들간에 잘 조

합된 정보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2.4 연결정도 집중도 (Degree Centralization)

연결 집중도는 하나의 네트워크 전체가 중심에 

집중되는 정도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반대로 하나

의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

다. 예를 들어 소수의 사람에게 연결이 집중되면 그 

네트워크는 집중도(centralization)가 높은 네트워크

가 된다[9, 13]. 따라서 집중도를 통해서 온라인 공동

체 내의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고르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관

찰할 수 있다[7]. 연결정도 집중도는 전체 네트워크

의 집중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점들 간 연결 

정도에 의존하는데, 이를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과 같다.

 


  



 
   


  



 
   

 : 연결정도 집중도


 :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큰 중심성의 값

   : 네트워크 내에서 각 점의 중심성

 : 네트워크 내의 노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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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델의 설정 및 연구방법
3.1 연구 모델의 설정

온라인 공동체에서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

분석 방법론이 적용된 연구는 네트워크 내 ‘정보의 

교환’, ‘참여율’, ‘지식관리’, 및 온라인 동호회에서 

‘의사소통’ 에 주목하고 있다[5 ,7, 14, 15]. 이들 연구

에서는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 구조를 나타내

는 다양한 지표인 밀도(Density), 중심성(Centrality),

집중도(Centralization), 핵심-주변성

(Core-periphery), 집중도(Centralization), 포괄성

(Inclusiveness), 및 상호성(Reciprocity) 등이 적용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온라인 구조적 요인들

이 커뮤니티의 향후 성장성을 예측 할 수 있는지를 

실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정하고 각각의 인과 관계를 실증 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델

이를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밀도는 네트워크 지속시간 (1-1)과 댓글수

(1-2)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상호성은 네트워크 지속시간 (2-1)과 댓글

수(2-2)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핵심주변성은 네트워크 지속시간 (3-1)과 

댓글수(3-2)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연결집중도는 네트워크 지속시간 (4-1)과 

댓글수(4-2)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 방법
온라인 공동체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구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다. 이 변화는 참여자와 사람들 사이의 교류와 상호

작용이 그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행동을 탐색하고 추적하기 위해서 인

터넷 카페의 토론 게시판(http://cafe.naver.com/

tajinyo)의 댓글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 수

집 대상은 온라인 댓글이다. 그리고 댓글 사이의 연

결을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행렬(matrix)을 사

용하였다. 노드 사이의 관계가 있으면 ‘1’로, 관계가 

없으면 ‘0’ 나타내는 인접행렬(adjacency matrix)을 

아래 <그림 2> 과 같이 구성 하였다.

<그림 2> 인접행렬

이와 같은 인접 행렬(adjacency matrix)을 기초로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 구조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UCINet 4.0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추출된 

각 변수들의 값은 아래 표 3과 같다. 또한 추출한 사

회네트워크 지표와 온라인 공동체의 생존을 대표하

는 댓글수와 네트워크 지속시간 간의 인과관계를 살

http://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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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 위해 SPSS 17.0 이용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Density 0.062 0.002 0.045

Reciprocity 0.159 0.010 0.101

Core-Periphery 0.327 0.020 0.140

Degree Centralization 0.577 0.067 0.260

링크수 14.132 35.469 5.956

참여자수 18.895 92.962 9.642

생존시간 0.041 0.027 0.163

댓글수 0.485 0.042 0.204

<표 1> 네트워크 분석 값

Ⅳ. 실증 연구
4.1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델을 실증하기 위해 다중회

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2개의 회귀 모델을 설

정 하였으며, 모델 2 에서 링크수와 댓글 참여자수

를 추가하여 이 2개 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네트워크 지표가 댓글수와 네트워크의 지속시

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는 아

래 <표 2> 과 <표 3>와 같다.

종속변수 : 생존시간 ((R2=0.217)
b B T P

(상수) -.317 　 -1.666 .106

밀도 .803 .220 .784 .439

상호성 -.009 -.006 -.023 .982

핵심주변성 .620 .534 2.005* .054

연결집중도 -.057 -.090 -.324 .748

* p< 0.1 ** p< 0.05

<표 2> 네트워크 생존시간 예측

먼저 Core-periphery 는 네트워크의 지속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네트워

크 내에 하부 그룹이 존재 할수록 해당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구조를 

나타내는 여타의 다른 사회네트워크 지표는 네트워

크의 지속 시간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내의 지속시간은 네트워

크의 구조적인 영향 보다는 네트워크내의 존재하는 

개별 참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성이 더 큰 영

향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종속변수 : 생성된 댓글 수(R2=0.858)
b B T P

(상수) -.153 　 -1.509 .141

밀도 -.411 -.090 -.752 .458

상호성 .599 .296 2.766** .009

핵심 주변성 -.146 -.100 -.883 .384

연결 집중도 .205 .260 2.197** .036

* p< 0.1 ** p< 0.05

<표 3> 네트워크 내 댓글 예측

둘째, 네트워크 내에 생성된 댓글수에 영향을 주

는 사회네트워크 지표는, 상호성과 연결집중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네트워크 내 참여자들 간에 쌍

방향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빈번히 존재 할수록 해당 

네트워크내의 댓글수, 즉 정보의 양이 증가하는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내에 영향력이 

큰 소수의 참여자들이 존재할 때, 네트워크내의 댓

글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의 양적인 성장에 영향을 주

는 구조적 요인은 개별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성이 

존재 하는가, 혹은 리더십 있는 소수 참여자들이 존

재하는가에 달려 있다. 즉 소수의 영향력자의 출현

이 네트워크의 양적인 성장을 야기 시키지만, 그 네

트워크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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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Ⅴ.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이 기

록된 댓글을 통해 그들이 구축한 온라인 네트워크 

구조를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계량화 하였다.

그리고 그 구조가 온라인 네트워크의 생존 여부를 

대표하는 네트워크의 지속시간과 생성된 댓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색 하였다. 그 결과 하부 그

룹이 많은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생존을 가능케 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노드간의 쌍방향 커뮤

니케이션이 증가할수록(높은 상호성) 혹은 소수의 

집중된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날수록(높은 연결집중

도) 네트워크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구조가 네트워크

를 지속 시키는가 또한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 내는

가? 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네트워크 구조적인 요인을 나

타내는 사회네트워크 지수, Centralization, Core-

Periphery, Reciprocity 등과 같은 변수를 통해 네트

워크의 지속적인 성장과 진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

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네

트워크의 성장을 지속 하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의 

발견을 통해 거대 네트워크의 성장 조건과 그 안에

서의 정보 확산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온라인 공동체의 정보 확산 과정을 온라인 공

동체의 댓글 네트워크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성장 가

능 네트워크의 모습과 소멸 시점에 있는 네트워크를 

사회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는 정보 확산에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판단하

게 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정보 확산과 

그 저해 요인을 사회네트워크의 구조적인 요인을 통

해 탐색해 보는 것으로 이는 온라인을 활용하여 다

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기업 및 기관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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