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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ocial Network는 웹 환경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뻗어 나가는 연결로서 사용자별 프로필을 탐색하고 새

로운 연결 및 정보의 소통을 지원한다. 이러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Social Network 환경 내 구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Feature)을 이용하여 사용자간 친밀도를 산정한다면 친구 및 동호회 추천 등 

Social Network 내부의 효율 향상 뿐만 아니라 웹 검색 등 다양한 사용자간의 공통 활동에도 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ocial Network 사용자간 친밀도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의 친밀도가 

없이 구성되어 있는 사용자간의 관계를 사용자의 속성(Feature)에 내재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제의 유사성

과 접근성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는 Social Network 성격의 규명과 사용자의 정보 요구에 대한 판

단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1. 서  론

현대 사회의 수많은 웹 정보는 다양한 관계로 서로 연결

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Social Network는 반대로 정보의 소비 주체인 사용자들의 

명시적인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또다른 웹의 형태이다.

그러나 Social Network상의 사용자간 연결은 연결 또는 

비연결이라는 논리가 존재할 뿐, 연결의 친밀도(Close- 

ness)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사용자는 친구 관계의 설정 또

는 동호회(Community)의 가입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용자와의 연결을 도모하지만 사용자간의  친밀도를 내재

적으로 가리킬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명시적 또는 내재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Social Network 사용자간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성향이 비슷한 사용자간의 공통적인 경

향을 이용하여 사용자간의 관계를 다양화함으로써 연결이 

가지는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Social Network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속성(feature)을 이용하여 얻어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주제별 친밀도의 측정을 위한 

Social Network 구성원 간의 속성 조합 방법을, 4장에서는 

이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Social Network는 하나 이상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의  

해 구성된 개인 또는 집단으로 구성된 노드로 이루어진 사

회적 구조체(Social structure)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를 정의하고 웹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대표적

인 Social Network Service에는 Friendster1), MySpac

e2), Orkut3), Cyworld4) 등이 있다. 이와 유사하지만 사용

자간의 관계보다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인 Social Annotation에는 LiveJournal, del.icio.us 

등이 있다.

사회학, 통신공학, 경제학 등에서 폭넓게 연구중인 SNA 

(Social Network Analysis)는  Social Network의 형태와 

특성을 알고리즘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인데, 정보과학 분야

에서는 기 구성된 Social Network의 현상을 연구하는 분

야가 다수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에는 Social 

Network 구성원간의 연결성(connectivity)의 증강을 위한 

구성원 또는 동호회 검색 효율의 증대 방법[1,2], 실제 사

회 현상과 Social Network 상의 현상의 비교 분석[3,4], 

그리고 구성의 효율성 및 보안 등 Social Network 자체에 

대한 연구[5,6] 등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1) www.friendster.com

2) www.myspace.com

3) www.orkut.com

4) www.cy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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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ocial Network는 구성시 구성원의 명확한 참여 

의사 표시에 의하여 구성되고, 구성원 각각의 활동 정도가 

서로 연관되어 연결성의 증강이 도모되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실제 사회에서와 유사한 형태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설정)로 구성되고 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근의 연구들은 Social Network의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그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ocial Network의 구성원간의 연결성이 

차이가 있음에 착상하고 이를 계량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3. 친밀도의 산정

3.1. 친밀도의 구성 요소

Social Network의 특징은 구성원간의 연결이 존재한다

는 것이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 현상을 투영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Social Network를 이용하게 되며, 이러한 목적을 간단하

게 한방향 또는 양방향의 정보 교환으로 정의할 수 있다. 

Borgatti 등[7]은 Social Network 구성원간의 정보 교

환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의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설문에 의한 실험 결과 특성에 대한 다음 3가지 가설이 각 

가설 자체와 그 조합의 경우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

었다.

- 가설 1 : ‘인지 (Knowing)’

   구성원 i가 구성원 j에게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정도는    

      구성원 i가 구성원 j의 전문 분야를 인지하는 정도와    

      긍정적인 관계(positive function)를 가진다.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지식과 기술에 대하여 이해하는  

      가?)

- 가설 2 : ‘가치 판단 (Value)’

   구성원 i가 구성원 j에게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정도는    

      구성원 i가 구성원 j가 가진 정보에 대한 긍정적인 가   

      치 판단의 정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피평가자는 평가자와 관련된 분야에서 중요한 전문가  

      인가?)

- 가설 3 : ‘접근 (Access)’

   구성원 i가 구성원 j에게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정도는    

      구성원 i가 구성원 j가 가진 정보에 대한 접근 정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평가자가 자신에게 적절한 시기와 방법 대로 피평가   

      자의 지식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는 얼마인가? )

본 연구에서는 이 가설들을 구성원들의 속성의 상호 관

계를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3가지 가설은 구성원간 지

식과 기술로 대변되는 주제(Topic)의 유사성과 이 주제에 

맞는 정보의 존재, 그리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주 

요소로 하고 있는데, 주제의 유사성은 직관적으로 구성원

간의 기초적인 정보의 유사성이 대별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화(Personalization)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개인의 성향은 특정 주제에 대한 지향으로 나타난

다[8]고 알려지고 있음을 주지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존재는 구성원 간의 정보의 제공 또는 정보

의 공개 정도, 정보의 접근성은 구성원간의 연결의 존재 여

부에서 측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존재

와 접근성에 관한 구성원의 속성을 상호 친구관계 

(friendship)의 존재와 공통적인 동호회 가입 및 활동 여부

에서 찾고자 하였다.

3.2. 친밀도의 산정

그렇다면 구성원의 주제 지향성과 그 연결을 표현할 

Social Network 상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가 주요한 문제

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도 측정을 위해 Orkut의 일반 속

성을 이용하였다.

Orkut의 속성 요소인 프로필은 <그림 1>과 같은데, 대분

류로 일반, 친목, 연락처, 직업, 개인정보의 5개 분야로 분

류되어 있고, 이름과 성별, 국가를 기본 입력 요소로 하여 

이메일 주소를 통한 사용자 식별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정보는 모두 선택적으로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정보는 모두 일반 분야에서 집중 또는 요약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분야 (친목, 연락처, 

직업, 개인정보)는 일반 분야와 연관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함께 수정되면서 구체적인 정보 항목을 입력하도록 부가적

으로 구성되고 있다. 

  여기서 친밀도를 측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

들은 다음과 같다.5)

<그림 1> Orkut의 일반 사용자 속성

  - 성별 : 여, 남

  - 관계현황 ; 답변없음, 솔로, 기혼, 연애중6)

  - 생년* : 1920 ~ 1990년까지

  - 도시 : 직접 입력

5) 이름과 국가 요소는 동일 인물임을 구분하는 기능만

을 이용하 으며, *표시는 정보 공개 범 를 한정 (나

만 보기, 친구, 친구의 친구, 모두)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6) 개방 인 기혼과 개방 인 연애  항목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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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도(C) 주제의 유사성(S) 접근성(A)

요소
     

주제(Ti)
성별 관계 생년 도시 언어 고교 대학 회사

합계

(Sj)
관심
분야

친구
등록

동호
가입

합계

(Aj)

Arts X X 0 X 0 0 0 0 5 0 0 0 3

Business X X X 0 0 X 0 0 4 0 0 0 3

Computer X X 0 X 0 X X 0 3 0 0 0 3

Game X X 0 X 0 X X X 2 0 0 0 3

Health 0 X 0 0 X X X X 3 0 0 0 3

Home 0 0 0 0 0 X X 0 6 0 0 0 3

Kids & 
Teens 0 0 0 X 0 X X X 4 0 0 0 3

News X X 0 0 0 X X 0 4 0 0 0 3

Recreation 0 0 0 0 0 X X X 5 0 0 0 3

Reference 0 0 0 X X X X X 3 0 0 0 3

Regional X 0 0 0 0 X X 0 5 0 0 0 3

Science X X X 0 0 0 0 0 5 0 0 0 3

Shop 0 0 0 0 0 X X 0 6 0 0 0 3

Society 0 0 0 0 0 X X 0 6 0 0 0 3

Sports 0 X 0 0 0 X 0 X 5 0 0 0 3

World X X X 0 0 X X X 2 0 0 0 3

  - 내 언어 : 기본 1개 언어7), "다른 언어 추가" 탭을 이용  

                   하여 복수 선택 가능

  - 고등학교 : 직접 입력

  - 대학* : 직접 입력

  - 회사/조직* : 직접 입력

  - 관심분야 : 친구, 취미활동 파트너, 비즈니스 네트워크,  

                    데이트 (남, 여, 남/여) 중 복수선택 가능

 

  속성의 일부분이지만 사용자가 취한 행동의 결과로서 

일반 인 로필과는 다른 상호 계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비교 상간 상호 친구 등록 여부 : 등록, 비등록으  

    로 구분할 수 있다.

  - 가입한 동호회의 공통 여부 : 28개로 분류

    가족/가정, 개인, 건강/웰빙/운동, 게임, 과학/역사,   

    국가/지역, 도시/동네, 동성애/양성애, 동창/모교,   

    크리에에션/스포츠, 로맨스/연애, 문화생활/지역사회,  

    비즈니스, 애완동물/동물, 여행, 술/연 , 음식/음료  

    /와인, 음악, 자동차, 정부/정치, 종교/신앙, 취미/공  

    , 컴퓨터/인터넷, 패션/뷰티, 학교/교육, 활동, 회사,  

    기타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친밀한 경우는 매우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제별 친밀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Orkut에서 제공하는 동호회의 분류를 중복을 허용하는 주

제의 형태로 정제하기 위하여 ODP(Open Directory 

Project)8)의 16개 주제를 이용하여 동호회의 분야별 중복

을 통한 주제 가중치의 중복을 꾀하였다.9)

   - Arts : 과학/역사, 문화생활/지역사회, 예술/연예, 음악

   - Business : 동창/모교, 비즈니스, 회사

   - Computers : 컴퓨터/인터넷

   - Games : 게임

   - Health : 건강/웰빙/운동, 음식/음료/와인

   - Home : 가족/가정, 애완동물/동물, 음식/음료/와인, 취

미/공예

   - Kids and Teens : 게임, 애완동물/동물, 음악

   - News : 건강/웰빙/운동, 과학/역사, 예술/연예, 음식/

음료/와인, 정부/정치

   - Recreation : 건강/웰빙/운동, 레크레이션/스포츠, 여

행, 취미/공예

   - Reference : 비즈니스, 여행, 학교/교육

   - Regional : 국가/지역, 도시/동네, 여행, 학교/교육

   - Science : 과학/역사

   - Shopping : 건강/웰빙/운동, 도시/동네, 애완동물/동

물, 음식/음료/와인, 자동차, 패션/뷰티

   - Society : 국가/지역, 도시/동네, 로맨스/연애, 문화생

7) 언어는 웹 라우져의 기본 언어를 자동 으로 선택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8) http://www.dmoz.org

9) 주제로서 성격이 불분명한 개인, 활동, 기타 분야와 

동성애/양성애 분야는 본 연구에서는 분류를 유보하 다.

활/지역사회, 종교/신앙

   - Sports : 건강/웰빙/운동

   - World : 국가/지역, 여행

  3.3 친밀도의 계산

  기본적인 친밀도는 두 사용자간의 관계를 주제별로 나누

어 고려하였는데, 이는<표 1>과 같다.  

 <표 1> 사용자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주제별 구분 

  0은 값을 부여하는(positive count) 항목이며, X는 값을 

부여하지 않는 항목이다. 0에 포함되는 것은 두 사용자간 

해당 항목의 요소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경우, 즉 생년의 인

접(같은 나이대에 포함되는 경우), 지역의 인접(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 부산과 경남 등의 지리적 인접

만 인정, 도간 경계는 불인정하고 제주도는 독립), 서로 친

구로 등록되어 있거나 해당 분야 동호회에 함께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제 Ti에 대한 j쌍의 사용자간 주제의 유사성(S)과 접근

성(A)의 평준화(normalize)된 합으로 계산한다. 이때 상수 

는 주제의 유사성과 접근성의 균형 조정 요소 (balancing 

factor)이다.

              = ⋅



  + (1-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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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4.1 친밀도의 산정 결과

  <그림 2>는 User A를 중심으로 형성된 Social Network

의 예이다.

 

     <그림 2> User A를 중심으로 한 Social Network

   직접 연결된 User A와 User B, C, D, E 간은 친구로 등

록된 이웃 노드(node)이다. User의 속성은 <표 2> 와 같

다.10)

구분 User A User B User C User D User E User F

성별 남 여 남 여 남 남

계 기혼 기혼 미혼 미혼 기혼 기혼

생년 1975 1975 1975 1978 1974 1973

도시 부산 부산 서울 부산 서울 경기

언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고교 부산고 동래여고 학성고 이사벨 부산고 경기고

학 국방 동아 국방 부산 연세 연세

회사 국방 병원 국방 학원 기업 학생

심분야 친구 취미 친구 데이트 비즈니스 친구

친구등록 ○ ○ ○ ○ ○ ×

동호가입 × × ○ ○ × ×

 <표 2> User 속성

  주제 Arts (T1)에 대한 User A와 User B간 (j=1)의 친밀

도는 <공식 1>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때 k=0.5

로 하였다.

 = 0.5× 
        


 + (1-0.5)×

    


 

           = 0.37

  

  주제 Arts에 대해 사용자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3

가지 요소(성별, 관계, 도시)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

제 Arts에  대해 구성원 User A와 User B간의 친밀도는 

10) 정보 공개 여부는 ‘모두’로 가정하 는데, 이를 제한

하는 경우 이웃 노드 User간의 친 도는 더욱 향상될 것

으로 보인다.

0.37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주제(i)별 User A와의 친밀도는 <표 3>과 

같다.

구 분 User B User C User D User E User F

Arts 0.37 0.63 0.37 0.47 0.37

Business 0.42 0.71 0.42 0.30 0.42

Computer 0.50 0.83 0.50 0.50 0.50

Game 0.67 0.83 0.67 0.67 0.67

Health 0.50 0.66 0.50 0.50 0.50

Home 0.50 0.67 0.66 0.42 0.50

Kids 0.55 0.69 0.42 0.67 0.67

News 0.55 0.69 0.55 0.42 0.42

Recreation 0.57 0.63 0.47 0.57 0.57

Reference 0.50 0.66 0.34 0.67 0.67

Regional 0.57 0.63 0.47 0.47 0.47

Science 0.63 0.73 0.57 0.57 0.37

Shopping 0.50 0.66 0.42 0.50 0.50

Society 0.56 0.67 0.45 0.56 0.56

Sports 0.56 0.67 0.42 0.50 0.50

World 0.67 0.58 0.67 0.42 0.42

종합(C) 8.62 10.94 7.90 8.21 8.11

                 <표 3> User간 친밀도 측정

 User A와 User B는 World 및 Game 주제에서 가장 높은 

친밀도를 보였으며,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User A와 User 

C 간에는 Computer, Game, Science 주제에서 높은 친밀

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구성원간의 전체적인 친밀도는 

User A와 User C가 가장 높은 친밀도를 나타내었으며, 

User A의 이웃 노드가 아닌 User F 또한 친밀도가 8.11 

로 User D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이용한 Social 

Network를 재구성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 주제 Arts 에 대한 Social Network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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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종합 친밀도에 따른 Social Network 재구성

 

4.2  토의

   - Game 주제에서 모든 사용자간 친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Social Network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용자가 Game 분야에도 관심이 있음을 나타낸다. 즉 사

용자의 속성을 이용하여 사용자 특성 분포 등 Social 

Network 자체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웹 검색 등 공통적인 

웹상의 활동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 실제 부부간인 User A와 B는 직장 동료간인 User A

와 C 보다 낮은 종합 친밀도를 보였다. 그러나 여행에 관심

이 많은 [A, B] User와 학문적 연구에 관심이 많은 [A, C] 

User의 주제별 유사도에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친밀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주제의 유사성은 속성을 이

용하여 파악하기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제의 지향

에 따라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한 동호회 추천 등의 방

법에 활용할 수 있다.

   - User A와 이웃 노드가 아닌 User F의 경우에도 친밀

도를 산정할 수 있었다. 이는 친밀도를 이용하여 사용자간

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추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11)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Social 

Network를 이용하여 사용자간의 친밀도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재까지는 친구 또는 비친구로 나뉜 사용자간의 

관계를 다양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Social 

Network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명시적 요소인 속성을 

이용하여 내재적 요소인 친밀도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 

하였다. 실험 결과 친밀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의 존재와 같은 질적 요소의 결합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서 사용자가 가진 내재적 속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제별 영향 요소에 대

11) 동호회 가입 여부는 두 User가 속한 동호회  공통

된 것이 존재하면 값을 부여하도록 처리하 으나, 동호

회의 주제별 분류와 주제의 유사성과의 연계는 더욱 정

확한 근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 분석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친밀도

의 신뢰성 향상과 웹 검색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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