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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스마트기기 에 른  네트워크 비스  폭 적  가로 라 상  계  동  프라 상

 실생 까지 향  미침에 라 라 상   네트워크 동에 한 심과  지 적 로 가하고 

다. 본 연 에 는 SNS 동에 향  미치는 를 상(object, 사용 (User), 향력 향(Influence direction),

향력 강도(Influence distance) 4가지 로 정 하고 SNS 사용  상 간 향  기적 점에  측정하는  

제안하 다. 기존 향력 측정 를 수, 친  수, 접촉 수 등 정  터  원 시간과 시간  차 ,

감도,   등 비정  터까지 하여 향력 향(Influence Directio)과 향력 강도(Influence

Strength or Distance)  측정 기  정  하 다. 또한, 향력 측정  한 data를 수집하고 하는 시스템과 

facebook 로 수집한 sample data를 용한 향력 측정 기  프로 스를 실험하고  가능  하 다.

주제어 :  네트워크 비스(SNS), 사  연결망 ,  네트워크 향력, 사 적 상 용, 사 적 정보 처리 

Abstract  The explosive growth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based on smart devices popularize these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online in accordance with the far larger impact of this on the real life offline, the 
interest and importance for the online activity is increasing. In this study, factors affecting the SNS activity are 
defined by object, user, influence direction, influence distance and proposed a method to measure organic terms 
in effect between the SNS users. Influence Direction and Influence Strength (or Distance) are elaborated by 
using the existing influence measurement element such as structured data - the number of friends, the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 of contacts - and the new influence measurement element such as unstructured 
data - gap between the former time and the latter time, preference and type of response behavior - that occur 
in social network service. In addition, the system for collecting and analysing data for measuring influence 
from social network service and the process model on the method for measuring influence is tested by using 
sample data on Facebook and explained the implementation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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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개인용 모바일기기의 화와 국 고속 무선인

터넷 인 라 확충으로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가

일상생활에 심 한 향을 주고 있어 이제는 이러한

SNS 서비스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요

한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1].

이윤희(2014), 이진 (2012)에 의하면 SNS는 페이스

북, 트 터, 인스타그램 등이 표 이며 사용량과 사용

자 수는 매년증가하고 있다. 이러한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PC,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개인의 생각과 의사를 공유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

해 인 계망이 형성되며 이것은 다시 인터넷 속성에

기반 한 재생산 커뮤니 이션 활동들로인하여 온라인상

의 개인 간 계망이 더 확 되어 오 라인 행동까

지 향을 미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2,3,4,29].

김윤화(2015), John Scott(2013)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

셜 네트워크(Online Social Network)에서 정보의 공유와

활동을 하나의 사회 상으로 보고 정보의 흐름

계 의미를 이해하고자 온라인 소셜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각 개체간의 계를 수치화하고시각화하려는 연구가

지속 으로 시도되고 있다[30,31].

하지만지 까지 연구는정 (static) 기반에서 반

인 개체 간 계의연결 강도를 측정하고개체 간친 도

에 기반 한 향력을 측정하여 구조화하는 심으로 진

행됨에 따라 개체 상호간 계를 서로에게 향을 미치

는 유기 인 계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개체 상호간 사회 상호작용

을 명확히 이해하기 해서는 특정 객체(이벤트)에 한

(Object-based) 이용자 상호간 유기 인 활동을 정형

Data뿐만 아니라 비정형(Unstructured) Data까지 분석

하여 향의 강도에 추가로 향의 방향(Direction)과 정

보의 흐름(Information Flow)을 악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발

생하는 특정 상별로 활동을 수집 분석하여, 시간 축

상에서 SNS 사용자 상호간의 향력을 방향(Direction)

과 강도(Strength)를 향을 미치는 향 요소와 측정하

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론적 경  문헌 연

2.1 론적 경

J. Clyde Mitchell(1974), 김용학(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계를 여러 개인들(node)이 서로 연결

(Link)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 를 그들의 사회

계구조와 련지어설명하는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이론을 제안하고 있다[5,32]. 오재섭(2011), 이원호(2013),

장선희(2009)에 의하면 사회 상호작용에 한 이해를

지향하는 사회연결망 근의 기본 가정은, 개인 간의 이

루어지는 계의 패턴이 개인의 행동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6,7,8,9].

그리고 사회 연결망 향에 한 이론은 Werner

Raubb & Weesie(1990), Gerald R. Salancik and Jeffrey

Pfeffer(1978), Gary S. Becker(1974)에 의하여 조직 측

면에서 사회 정보 처리 모델(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을 통해 이론화 되었다[10,11,12]. 이

모델에 따르면, 조직 작업에 한 태도와인식은 단지 개

인의 특성이나 작업의 성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으로 하게 련된 다른 사람, 즉 핵심 인개인(focal

actor)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13]. 한, Walther(1992)

에 의해 제안된 인터넷상에서 사회 정보 처리 이론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은 컴퓨터 기반

커뮤니 이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단하며, 이

러한 다른 사람의 인상에 기 하여 계를 발 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며 이러한 로세스를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고 설

명하고 있다[14,15,16].

[Fig. 1]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SIPT) 

이러한 이론에 기 하여 Fredrick Erlandsson(2014),

김윤화(2015), 설 수(2012), 서수석(2011)는 온라인상의

사회 트랜드를 하나의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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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에서 바라보고 화,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추천, 고, 마 등의 특정분야에서 온라인소셜 네트

워크 사용자 상호간 향에 기반하여비즈니스 시각으로

근하려는 연구를 진행하여 온라인 소설네트워크 서비

스(SNS)상에서 사용자 상호간 계가 온라인 활동에 어

떠한 향을 미치고 이러한 온라인상에서 향력이 오

라인상황으로 확 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17,30,18,19].

2.2 행 연

이승희(2012), 박호성(2010) 연구에서는 가장 향력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의 하나인 트 터를 통해

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향을 미치는 팔로워(follower)

수, 트윗(tweet)의 수, 리트윗(retweet) 수 등을 측정함으

로써 인 루엔셜 심의 향력을 측정하 다[20,21].

박지혜(2010), M. Cha(2010) 연구에서는 트 터에서

향력을 측정하는 요소로 트 터 사용자의 팔로워 수

(Indegree influence), 리트윗 횟수(Retweet influence) 그

리고멘션 수(Mention influence) 등 세 가지의 활동을이

용자의 향력 타입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 다[22,23].

그리고, 트 터에서 트윗이 리트윗 될 확률을 고려한

향력을 측정하는 연구로서 TunkRank의 연구가 있다

[33].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서 향력을 측정한다.

 
∈

║ ║
  

Influence(X)은 사용자 X가 작성한 트윗을 읽을 이용

자들의 수의 기 값이며, Followers(X)는 X를 팔로우하

는 사용자의 집합이며 Following(Y)는 Y가 팔로우 하는

사용자의 집합이다. Y가 X의 팔로워라면 1/∥

Following(Y)∥의 확률로 X가 작성한 트윗을 읽는다고

가정한다. Y가 X의 트윗을읽을 때 p의 확률로 리트윗을

한다. 이런 가정 아래 Influence(X)는 X가 쓴 트윗을 읽

게 되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게 된다.

한, 이의종(2013) 연구에서는 트 터의 리트윗, 팔로

워를 콘텐츠의 진입 차수로 가정하고 두 진입차수를 이

용한 콘텐츠 향력을 측정하는 기법을 연구하 다[24].

제안하는 콘텐츠 향력 측정 방법은 아래 수식과 같다.

  log  log

수식은 두 진입차수의 향력을 합으로 콘텐츠(cj)

향력을 측정하 으며 측정할 때콘텐츠의 리트윗(RTi)과

팔로워(Fi) 숫자에 1를 더해로그함수를 취하여 최소 0값

을 갖고 한 숫자의 편차가 무 커지지 않도록 했다.

Yun Liu(2011)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

에서 팔로워의 수(number of followers), 트윗의 수

(number of tweets) , 친구의 수(number of friends)를 이

용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사용자 향력을 측정하는 기

법을 모델링하 다[25].

  
∈




이 식에서사용자 ‘i’의 향력(UIi)은 ‘i’ 팔로워들(j)의

향력(UIj) 합을 팔로워들의 수(Nf)로 나 어 평균값으

로 계산하 다.

K. Hazel Kwon(2014), Aihua Wang (2011) 등에 의하

면 소셜 미디어 커뮤니 이션은 통 인 익명성 기반의

컴퓨터 기반 커뮤니 이션(CMC)과 다르게 익명성을 감

소시키고 온-오 라인(off-to-online) 사회 상호작용

을 나타내는 특성을 보인다[26,27].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상호간 사회 행동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

빈도, 소셜 메시지 빈도(Frequency of Social Messages,

FSM), 개인 네트워크노출도(Personal Network Exposure,

PNE) 등을 구성되며 아래 식으로 측정된다.

한, 김민경(2008) 연구에서는 스타벅스 각 매장을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나의 노드(Node)로 보고,

매장간의 거리를 매장간 계(Link)로 모델링하여 방문

자 수, 오 시 등을 감안하여 매장의 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분석하 다[28].

지 까지 연구는 SNS 이용자들의 행 를 정 (static)

에서 정형 인 data만을 이용하여 분석함에 따라

SNS 사용자간 향력을 상호 유기 인 에서 측정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 모든 상에 일 으로

용됨에 따라 상(object)에 한 개인별 성향을 반 하

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들의 향력을 분석하기 한 이용자 상호간

에 향을 미치는 동 기반의 새로운 인자를 제안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한, 상호간 향력을 정형 비정형

data를 이용하여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시뮬에이션을 통해 용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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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적 향   향력 측정 기

3.1 Dynamic Influence Factors

기존 향력 측정 연구는 사용자 상호간의 유기

계를 반 하지 못하고 한 사용자 개인의 성향을 충분

히 반 하지 못하는 향력 강도(Influence Strength)

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

용자의 활동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서 상(object),

사용자(User), 향력 방향(Influence Direction), 향력

강도(Influence Strength or Distance)를 정의하 다.

상(object)은 주제, 이벤트 등 사용자(User)가 심을 갖

는 특정한 객체이며, 이러한 특정 상(Object)에 하여

다른 사용자(User)와의 계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상에서 사용자(User) 상호간 향력에 미치는 요

소로서 향력 방향(Influence Direction)과 향력 강도

(Influence Strength or Distance)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를 이용하는 개체 상호간 향력을 측정하는 측정 요

소로서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Fig. 2] Dynamic Influence Factors(DIF) in Social 

Network 

먼 , 특정 상(Object) 기반에서 소셜 네트워크 사용

자(users)간 유기 향 인자(Influencial Factor)로서

향력 방향(Influence Direction)은 특정 상에 하여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 상호간 Influencer( 향을 미

치는 사람)과 Influencee( 향을 받는 사람)을 구별함으

로써 향의 방향을 설명한다.

향력 방향(Influence Direction) 측정 요소는 정형

Data뿐만 아니라 비정형 Data까지 포함하여 기존 측정

요소에 새로운 측정 요소를 추가하 다. 즉, 최 (선행)

행 (activity)와 연 된 후행 행 (activity)간 시간의 차

이를 설명하는 반응시간의 차이, 후행 행 (activity)의

반응속도, 후행 행 (activity)의 반응 형태(호감도) 그리

고 후행 행 (activity)의 횟수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Index Factor Manipulative definition Related studies

Influence

Direction

Number of

followers

Number of followers

for the same post

Yun et al. (2011),

Eui-jong Lee (2013),

Ho-Sung Park(2010),

Seong-Hee Lee(2012),

Ji Hye Park (2010),

Chaetal.(2010)

and TunkRank(2009)

Type of

response

behavior

Reaction type on posts

(Like (1)/ Comment

(5)/Share (10))

Eui-Jong Lee (2013),

Ji Hye Park (2010),

Cha et al. (2010)

Gap between

posting and

response time

Difference between

posting time and first

response time(Time)

(new factor)

Preference

Favorable reaction (+,

positive direction) or

Unfavorable reaction

(-, negative direction)

(new factor)

<Table 1> Measurement factors of influence direction

Index Factor Method Related studies

Influence

strength or

distance

Number of

direct contact

Number of

interactions
Kwon et al. 2014)

Number of

followers

Number of

followers for

the post

(Number of

reactions)

Yun et al. (2011),

Eui-Jong Lee (2013),

Ho-sung Park (2010),

Seong-hee Lee (2012),

Ji Hye Park (2010),

Cha et al. (2010)

and TunkRank (2009)

Number of

friends

Number of

users

registered as

a friend

Yun et al. (2011)

Type of

response

behavior

Reaction

type on posts

(Like

(1)/Comment

(5)/Share

(10))

Eui-jong Lee (2013),

Ji Hye Park (2010),

Cha et al. (2010)

Response time

Initial

response

time

for posts

(new factor)

<Table 2> Measurement factors of influence strength

(or distance)

그리고 향력 강도(Influence Strength or Distance)

도 기존 정형 Data 심에서 비정형 Data를 포함하여 측

정 요소를 정교화 하 다. 즉, 특정 상에 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 상호간 친 도를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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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Follower 수, Friends의 수, 행 (Following) 형태,

행 (Following) 내용, 두 행 (Activities) 간의 반응 속

도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3.1 Dynamic Influence Factors

본 에서는 하나의 상(object)에 한 소셜 네트워

크 사용자들의 향력을 측정하는 심 요소로 시간 축

에서 Dynamic Influence Direction, Dynamic Influence

Strength(or Distance)의 측정 기법에 하여 설명한다.

3.1.1 Dynamic Influence Direction

시간축 상에서 하나의 상(object)에 한특정 사용

자로부터 최 행 (activity)가 발생하고 다른 사용자들

의 행 (activity)가 시간에 따라 연이어 나타나게 될 것

이다. 이러한 특정 상의 원인행 시간과 다른 사용자

들의 반응행 시간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식으로행 (activities) 간의시간간격을측정할수있다.

∆   

수식에서 TA는 사용자 A의 행 시간, TB는 사용자 B

의 행 시간, ΔT는 양 행 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낸다.

시간 축 상에서 측정된 ΔT>0면 TA는 향을 미치는 사

용자(Influencer)가 되고, ΔT<0면 TA는 향을 받는 사

용자(Influencee)가 된다. 만약 ΔT=0이라면 사용자들은

서로에게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시간 축 상에서 특정 상에 한 행

(activities)간의 시간 차이, 반응 형태, 호감도, 동일 상

에 한 반응횟수를 이용하여 아래 수식으로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의 향력의 방향을 측정할 수 있다.

→  
  




 


 

상기 수식에서, ID(A→B)는 사용자 A에서 사용자 B

로의 향력 방향에 한 방향성지수, TA는사용자 A의

원인행 시간, TB는 사용자 B의 반응행 시간, w는 해

당 호감도와 반응 형태에 따른 가 치, N은 해당 반응행

횟수를 나타낸다. 한, 반응 행 (TB)의 형태(i)가 m

번째 형태까지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반응 행 에 하

여 향력을 산출하여 합산함으로써 최종 인 향력의

방향성 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3.1.2 Dynamic Influence Strength(or Distance)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간 향력 방향이 확인되면, 특

정 상(주제)에 한 Influencer의 원인행 에 한

Influencee의 반응행 를 이용하여 아래 수식으로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 간의 향력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  
  



∆
 

상기 수식에서, IS(A→B)는 사용자 B에 한 사용자

A의 향력 강도, ΔT는 사용자 A의 원인행 와 사용자

B의반응행 간의 시간간격, R은 반응행 의유형, N은

해당 반응행 횟수를 나타낸다. 한, Influencee의반응

행 의 유형(i)가 m번째까지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반응

행 에 한강도지수를산출하여합산함으로써Influencee

에 한 Influencer의 향력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4. 동적 향력 측정 프로 스 링  

   Simulation

4.1 Data 수집과  한 시스템 계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사용자 간 향력 측정 시스템

을 구 하기 해, 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

의 social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셜 데이터를 수집하는

소셜 데이터 수집시스템,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상

(object), 사용자(User), 방향(Direction), 강도(Distance)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하는 데이터 분류 시스템, 수집한

데이터에서 행 주체, 횟수, 호감도 등을 분석하고 추출

해 내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각 데이터 유형에 한 가

치를 부여하는 가 치 설정 시스템, 상기 수집된 소셜

데이터로부터 획득되는 소셜 네트워크 활동 행 의 행

주체 정보 행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향

력 방향을 단하는 향력방향 단 시스템, 그리고

향력 강도를 측정하는 향력 강도 측정 시스템으로 구

성된다. 그리고 데이터를 일로 리하기 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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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삭제. 수정.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일시스템

과 데이터베이스 리시스템으로 RDBMS를 지원하는

MySQL 서버를 사용한다.

4.2 동적 향력 측정 기  프로 스 링

 Simulation

본 에서는 향력 측정 기법을 facebook로부터 추

출한 sample data를 분류하고, 이를 이용하여 향력 방

향(Influence Direction)와 향력 강도(Influence Strength

or Distance)를측정하는 로세스를모델링하여설명한다.

먼 수집한 data를 시간 축 상에서 상(object)를

심으로 사용자에 따라 행 (activity)를 아래와 같이 분류

한다.

User
Time

10:03 10:05 10:06 10:08 10:10 13:03 15:02 17:01 20:03

A Post

B Like

Com

ment

(+)

Com

ment

(+)

Share

C

A

Comm

ent

(+)

D
B

Like

B

Comm

ent

(+)

E
D

Like

<Table 3> User-Time Activity Matrix (on facebook)

이 게 시간 축에서 사용자의 활동을 표 한

User-Time Activity 행렬을 이용하여 최 원인행 시

간 비 반응행 시간의 gap을 계산하고, 반응 내용의

호감도를 분석하여 향력의 순방향(+) 는 역방향(-)

를 구분한다. 그리고 반응행 의 유형 반응횟수에

하여 가 치를 부여하여 향력 방향(Influence Direction)

의 계량 수치를 산출한다.

그리고 반응횟수, 반응행 의 유형, 선순 원인행

의 시간과 후순 반응행 의 시간의 gap을 측정하여

향력 강도(Influence Strength or Distance)의 계량 수

치를 산출한다. 이 게 측정된 향력 방향(Influence

Direction)과 향력 강도(Influence Strength or Distance)

는 아래와 같다.

User Direction

Influence Direction

(the lower figures,

the higher reliability)

Influence Strength

(the higher figures,

the higher strength)

A Post

B A → B 0.15 126.0

C A → C 2.08 24.0

D B → D 6.58 15.0

E D → E 8.33 1.2

<Table 4> Measurement results of Influence Direction

& Influence Strength

5. 결론  향후 연  향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분석함으로서

상(Object)에 한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간의 향력

을 측정하는 연구를 제안하 다. SNS 사용자의 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상(object), 사용자(User),

향력 방향(Influence Direction), 향력 강도(Influence

Strength) 4가지를 정의함으로써 SNS 개체의 성향에 기

반한 유기 인 Influence 측정 모델을 제안하 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간 Influence 측정을

한 측정요소를 반응횟수, 친구의 수, 횟수 등을 기존

정형(Structured) Data 심에서 반응시간의 차이, 호감

도, 반응의 유형 등 비정형(Unstructured) Data를 측정

요소로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SNS 사용자 간 정확한

Influence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특정 상(Object)에 한 성향을반 한 사용자

상호간 유기 인 향력 방향(Influence Direction) 측정

기법을 도입하고 기존 향력 강도(Influence Strength

or Distance) 측정 기법을 보완함으로써 온라인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 사용자 상호간 향력 측정이 기존보다

휠씬 정교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

고 분석이 가능한 세부 시스템을 설계하고 Facebook로

부터 수집한 sample data를 이용한 향력 측정 로세

스 모델링 실험을 통하여 구 가능성을 설명하 다.

이러한 하부 시스템과 기법(Method)을 기반으로 더

발 시켜 더 많은 데이터로 실험을 해야 한다.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Dynamic Social Influence Method를 여

러 상에 한 다차원 네트워크에서 용할 수 있도록

정교화 하는 내용은 향후 연구에서 계속 진행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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