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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과 급속한 성장은 정보의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는 유통 프레임의 변화를 가져
왔다. 소비자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기업은 소셜 네트워크를 홍보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분
석하여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방법을 제안한다. 리눅스 기반 서버에 MySQL 데이터베이스와 
PHP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상의 대표적인 기업 홍보 채널인 페이스북 팬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
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제안된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주제어 : 페이스북, 팬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광고, 마케팅, 홍보

Abstract  Appearance and rapid growth of the social network services (SNS) have led to changes in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information. Consumers can obtain various information quickly via the social network 
services and companies make use of a new advertising channel in them.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 of 
publicity activities through the social network service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ublic relations strategy 
by evaluating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activities is required. In this paper, a method for developing a 
low cost system to evaluate and analyze the results of public relations through the social networks is proposed. 
The proposed method was verified through building and running a demo system to collect and analyze data in 
the Facebook fan pages using MySQL database and PHP script on a Linux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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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신기술의 발 과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휴 용 

통신 기기의 보 으로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등장하고 속히 성장

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은 정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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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를 독  공 하고 사람들은 단지 소비만 하던 것

에서 벗어나 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형태로 

정보 유통 임의 변화를 이끌었다. 사람들은 쉽게 자

신의 정보를 소셜 네트워크상에 올리며, 이러한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빠르게 된다.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기존의 미디어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미

디어로써의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1].

경제  에서 보면, 기존 미디어를 통하여 일방

으로 제공되던 제품과 서비스 정보만을 얻던 소비자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기업 입장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를 통하여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달하고 매채

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랜드 가치를 높이

기 하여 소녈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홍보 략은 기업이 

메시지 구독을 원하는 소비자들과 계를 형성하고 형성

된 계를 통하여 능동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달하여 

효과를 높이며, 달된 메시지는 소비자의 자발  참여

와 공유를 통하여 다른 소비자들에게 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비용 비 높은 효과를 기 할 수 있어 

홍보에 높은 비용을 투자하기 힘든 소기업  자 업

에서도 홍보 미디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3].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활동은 사용자들의 참여

와 활발한 공유를 통하여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단순

히 메시지를 소셜 네트워크상에 달하는 것만으로 효과

를 얻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발

 공유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체계 이고 략 인 

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홍보 략을 수

립하고 용하기 한 활동이 요구된다[4]. 자본이 풍부

한 조직들은 비용을 투자하여 문 인 분석  략 수

립이 가능하지만 자 의 한계를 가지는 소기업  자

업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어렵게 되어 홍보 효과를 높

이기 힘들어 진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활

동의 결과를 정량화 하여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보다 

쉽고 효율 인 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 활동

을 분석하기 한 시스템 구  방법을 제안한다. 페이스

북은 기업과 소비자들의 교류를 하여 팬페이지(fan 

pages)라는 랫폼을 제공하고 있다[5]. 이는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홍보 활동의 기틀을 잡은 서비스

이며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이용하

여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페이스북은 련 공개 

API를 제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기 좋은 환경

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팬페이지의 련 데이터들

을 수집하여 장하고, 활동 결과의 정량  지표들을 추

출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 하여 

은 비용으로 홍보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략 수립

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련 연구를 소개하고, 3

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구  방법  기술을 세부

으로 설명한다. 4장에서는 고찰과 결론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로 끝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페이스북 팬페이지 분석 시스템 설계를 한  기  자

료를 수집하기 하여 기존 페이스북 고 마 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Taylor 등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메시지를 통하

여 사용자 반응을 높이기 하여 즐거움과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6]. 두진희 등은 페이스

북 고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

는 연구를 진행하 다[7]. 이수범 등은 페이스북 팬페이

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메시지 략을 분석하 다[4]. 이

은선 등은 마  수단으로서의 페이스북 팬페이지 이용

행태 분석을 통하여 성공 인 SNS운 을 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 다[8]. 최재원 등은 팬페이지의 지속  이

용에 향을 미치는 요소에 한 분석을 통하여 팬페이

지의 운   리 략을 제시하 다[9]. 정 림 등은 페

이스북 팬페이지의 게시물에 한 사용자의 반응에 향

을 주는 세 가지 요인에 하여 분석하 다[10]. 유병국 

등은 트 터 검색 네트워크 분석 활용을 통하여 마  

략 수립에 하여 연구하 다[11]. Cvijikj 등은 페이스

북 API를 이용하여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여러 요소들

이 사용자 반응에 끼치는 향에 하여 분석하 다[12]. 

조정열은 페이스북 팬페이지의 커뮤니 이션 효과와 진

정성지각과 상호작용성에 따른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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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분석하 다[13].

기  조사를 통하여 팬페이지 홍보 효과를 높이기 

한 략 수립에 필요한 평가  분석 방법과 이을 하여 

필요한 데이터, 지표  정량화 방법들을 결정하고 설계

에 반 하 다.

시스템 개발을 한 선행 연구로 페이스북과 더불어 

표  SNS 서비스인 트 터(Twitter)의 트윗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한 시스템을 개발하 다[14]. 선행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도입 없이 리

스 서버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소셜 네

트워크상의 비정형, 용량 데이터를 효율 으로 분석하

기 한 시스템 개발  구축 방법을 제안하 고, 본 연

구에서도 비용의 효율  시스템 구축 방법을 통하여 

소 업체나 소규모 단체, 학술 연구용 등으로 제안된 시

스템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 다.

3. 페이스북 팬페이지 분석 시스템

3.1 데이터 수집

페이스북은 외부 연동을 한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팬페이지 분석을 한 데이터를 얻기 하

여 Graph API를 이용하 다. Graph API는 페이스북의 

소셜 그래  상의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한 기능을 제

공한다[15]. Graph API는 데이터 입출력을 한 다양한 

최상  노드들을 제공하는데, 페이지(page) 노드와 포스

트(post) 노드를 이용하여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은 등록된 팬페이지에 한 데이

터 수집 로그램을 작성하고 리 스(linux)의 크론

(cron) 데몬(daemon)을 이용하여 수집 로그램을 하루 

1회 정해진 시간에 실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구

하 다. 데이터 수집은 사용자들의 활동이 은 새벽 시

간 를 선택하 다. 수집된 정보는 분석 과정을 거쳐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장하 다. [Fig. 1]은 제안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개요를 보여 다.

Crawling
process

Page
list

Cron
daemon

MySQL DBMySQL DB

Scheduled
call

query

results

Facebook

[Fig. 1] Structure diagram of data crawling process

데이터 수집 과정은 우선 등록된 팬페이지의 페이지 

노드로부터 정보를 얻어온다. 페이지 노드에서는 해당 

페이지의 종합  평가를 한 체 팬 수(likes)와 활성도

(talking about count) 값을 가져와 장하고 리한다. 

다음 과정은 해당 페이지에 등록된 게시물(post)의 정보

를 얻어온다. 페이지의 체 게시물에 한 정보를 지속

으로 리하고 업데이트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게시물

의 평균  노출 주기를 고려하여 최근 30일 이내와 최근 

50건의 조건  은 쪽을 만족하는 게시물 정보를 얻어

와 처리하 다. 게시물 노드에서는 게시물 ‘유형(type)’, 

‘범주(category)’, ‘좋아요(like) 개수’, ‘공유(share) 횟수’ 

등을 얻어오고 해당 게시물에 댓 (comment)이 존재할 

경우 댓  노드에서 ‘댓  수’, ‘댓 의 좋아요 수’ 등의 정

보를 가져와 등록하고 리한다. 마지막으로 페이지의 

체 게시물 련 정보들을 요약하여 기록한다. [Fig. 2]

는 데이터 수집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Crawling page data

Extracting page 
information

page_info

Crawling post data

Extracting post
information

post_list

Has comment?

Crawling comments

Extractiing comment
information

Summarizing post
information

post_info

Y

N

store

store

store

store

[Fig. 2] Flow chart of data crawling process



홍보 효과 증진을 위한 페이스북 팬페이지 분석 시스템 개발

13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Dec; 13(12): 135-142

추출된 정보를 장하기 한 테이블의 구조는 [Fig. 

3]과 같다.

[Fig. 3] Structure of major tables

fb_page_list 테이블은 분석하고자 하는 팬페이지 기

본 정보를 장하는 테이블이다. 기업이나 조직에서 직

 운 하는 페이지뿐 아니라 유사 업종이나 경쟁 계

에 있는 페이지, 기타 참조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팬페이

지를 등록할 수 있다. 이 테이블에 등록된 페이지들에 

하여 정보 수집  분석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fp_page_info 테이블은 데이터 수집 주기인 24시간 간

격으로 각 페이지의 팬 숫자와 활성도 값을 기록하여 그 

변화 이력을 리한다. 추가로 페이지의 게시물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페이지의 상호작용(interaction) 

지수, 참여율(engagement rate)을 구하여 기록한다. 상호

작용과 참여율은 아래 수식과 같이 정의하 다.

fb_post_list 테이블은 페이지에 등록된 게시물의 기본 

정보  내용을 장한다. 이  게시물의 유형 정보는 

photo, video, status, link, question, offer, swf, music, 

note, event  하나의 값을 가지며 추후 유형에 따른 

 효과들을 분석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좋아요’ 개수와 

‘공유’ 횟수, 댓 의 수와 댓 의 ‘좋아요’ 개수는 사용자 

반응에 따라 변경되는 값들로 매 수집 주기 마다 새로운 

값을 구하여 업데이트 한다. 한 앞의 4개 값을 페이지 

팬의 수로 나 어 정규화(normalization) 한 값을 장하

여 다른 페이지의 게시물과 비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fb_post_info 테이블은 매 수집 주기 마다 페이지 체

의 게시물의 수와 ‘좋아요’ 개수, ‘공유’ 횟수, ‘댓 ’ 개수, 

댓 의 ‘좋아요’ 개수를 구하여 장하여 그 변화 이력을 

리할 수 있도록 하 다.

3.2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을 기반으로 구 하

여 호환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 다. 데이터 시각화 등이 

포함된 UI 구 의 편의를 하여 Bootstrap 임워크

(framework)를 이용하 다. Bootstrap은 반응형  모바

일 웹 인터페이스 구 을 하여 많이 사용되는 HTML, 

CSS, Javascript 기반 임워크로 이러한 임워크

를 사용하면 시각  인터페이스 구 을 한 노력을 

일 수 있다[16]. 시스템의 사용자 메뉴는 [Fig. 4]와 같이 

분석 정보를 보여주기 한 6가지 메뉴와 심 팬페이지 

등록을 한 메뉴를 합하여 7가지로 구성하 다.

[Fig. 4] Main menu of user program

[What’s New] 메뉴는 심 페이지로 등록된 페이지

들의 최근 정보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메뉴이다. 최근3일

/1주일/1달을 선택하여 좋아요, 공유, 댓 이 가장 많은 

게시물과 활성도, 팬수의 증가, 상호작용, 참여율이 가장 

높은 페이지 정보를 요약하여 보이도록 하 다. 결과는 

[Fig. 5]와 같이 표시되며 왼쪽에는 지표의  값을 기

으로 선정된 결과를 보여주고, 왼쪽은 지표의 값을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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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로 나  정규화된 값을 기 으로 선정된 결과를 보

여주도록 하 다.

[Fig. 5] Page view of What’s New menu

[Dashboard] 메뉴는 특정 페이지 하나를 선택하여 

[Fig. 6]과 같이 해당 페이지의 팬의 수, 활성도, 상호작

용, 참여율과 게시물의 수, 게시물의 좋아요, 공유, 댓 , 

댓 의 좋아요 등의 재 지표 값과 증분을 요약하여 확

인하고 링크를 통하여 각 항목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Fig. 6] Sample view of Dashboard menu

[Page] 메뉴는 페이지의 상태를 분석하기 한 메뉴로 

[Fig. 7]과 같이 선택한 페이지의 평가 지표인 팬의 수, 

활성도, 상호작용, 참여율 값의 변화를 1주일/1달/3달 주

기로 그래 를 통하여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하 으며, 추가로 유사 분야(category)의 페이지들이 

심 페이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각 지표에 하여 해

당 분야 페이지들의 순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Fig. 7] Sample view of Page menu

[Fig. 8] Sample view of Post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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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메뉴는 페이지의 게시물 정보를 분석하기 한 

메뉴이다. [Fig. 8]의 왼쪽 그래 는 선택한 페이지의 게

시물 수의 변화를 보여주게 하 으며 오른쪽 이 그래

는 게시물의 종류에 따른 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아래쪽에는 유사 분야 페이지들의 게시물 황을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구 하 다.

[Activity] 메뉴는 페이지와 팬들의 상호작용을 분석

하기 한 메뉴로 [Fig. 9]와 같이 선택한 페이지의 게시

물에 한 팬들의 좋아요, 공유, 댓 , 댓 의 좋아요 값

의 변화를 1주/1달/3달 간격으로 그래 로 확인할 수 있

도록 하 으며, 한 각 지표 값을 유사 분야 페이지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페이지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9] Sample view of Activity menu

[Comparison] 메뉴는 두 개의 팬페이지를 선택하면 

두 페이지의 모든 지표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지표의 비교는 [Fig. 10]과 같이 왼쪽에는 총량의 

변화를 오른쪽에는 일별 증감의 변화를 표시하여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경쟁 계

에 있는 페이지나 모델로 삼고 있는 페이지와의 비교를 

통하여 페이지 운  성과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Fig. 10] Sample view of Comparison menu

3.3 시스템 운영 평가

제안된 시스템의 운  평가를 하여 리 스 기반의  

서버 호스  서비스와 기본 제공되는 MySQL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팬페이지 분석 시스템을 구축

하 다. 페이스북 그래  API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분석 로그램, 그리고 웹 기반 사용자 로그램의 구

을 한 서버 쪽 로그램은 PHP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시스템의 운   부하 테스트와 향후 연구를 한 팬

페이지 데이터 수집을 하여 약 1000개의 팬페이지를 

심페이지로 등록하여 재까지 1년 이상을 운 하

다. 운  기간 동안 각 페이지들의 지표 값들과 그 변화 

이력 데이터가 분석되어 장되었으며, 팬페이지에 등록

된 약 55만건의 게시물이 수집되고 그 분석 데이터가 

장되었다. 테스트 시스템에서는 등록된 심 페이지의 

수가 많기 때문에 수집 로세스를 3개로 나 어 실행하

으며 매일 체 페이지에 한 수집  분석에 약 6시

간 정도가 소요되었지만, 체 인 시스템  데이터베

이스의 운 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실

제 기업  조직에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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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심 페이지의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상되며, 페이

지 수가 많아지더라도 히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면 

운 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4. 고찰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 활동을 분석하기 한 시스템 구  방법을 제

안하 다. 소셜 네트워크가 가지는 여러 장 들을 활용

하기 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들

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그 효과를 계량화 하여 분석하

기는 쉽지 않다. 특히 직  운  인 페이지의 분석뿐 

아니라 여러 심 페이지들에 한 종합  분석  비교

가 필요하다면 제안된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웹 서버와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

여 근성  호환성이 높으며 은 비용으로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페이스북 공개 API를 이용하는 간단한 

웹 로그래  기술만이 요구되기 때문에 은 노력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활

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제안된 시스템에서 페이지 분석을 해 수집할 데이

터들의 선택과 분석  정량화를 하여 사용한 방법들

은 기존 페이스북 마  련 연구들을 기 로 하 지

만, 실제 다양한 분야와 경우에 하여 장기간 많은 데이

터를 기반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그동안 

수집  분석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각 요소들의 신뢰

성을 검증하고 추가 으로 게시물의 유형별 효과 분석, 

사용자 참여 유형에 따른 효과 분석, 각 지표의 정량화 

방법  통합 평가 지수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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