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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용자간 다차원 상호 계분석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interaction among SNS users

이 경 민* 남 궁 ** 김 응 희*** 이 강 용**** 김 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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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온라인상에서 사용자간 계형성  커뮤니 이션을 지원하는 Social Network Service(SNS)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SNS

에서 형성되는 사용자 정보와 그들의 활동에 한 정보는 사용자에 한 특징 인 정보로서 추천과 같은 외부서비스에서 재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여겨진다. 기존의 사용자 기본 로 일 정보를 통한 분석이나, 친 도  유사도를 도출하기 
한 단편 인 분석 방법은 가공된 정보의 활용에 있어 한계 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SNS활동들로 부터 사용자 

간 상호 향을 도출하고 다차원 상호 계(Multi-dimension interaction)를 표  할 수 있는 통합 된 로 일 모델을 정의하고 
이를 도출하기 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표 인 SNS인 트 터(Twitter.com)부터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정
보의 재가공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가공된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존 방식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사용자간
의 새로운 계들에 해 설명한다. 가공된 정보는 특정 사용자의 통합 로 일로서 컨텐츠 아이템 추천과 같은 외부서비스
에서 활용가능 할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Social Network Service(SNS) has become a hot trend as a web service which helps users construct social relationships in the 

web and enables online communication. The information about user activities and behaviors obtained from the SNSs is 

expected to be an useful knowledge source for other services such as recommendation services. Most of previous researches 

on SNS rely on analyzing overall network topology and surveying the activities in a one-dimensional aspect. This paper propose 

a system for measuring multi-dimensional interaction through the activities in a SNS. The proposed system delivers an unified 

profile (consisting of profile and multi-dimension interaction) model from user-activities in Twitter.com. At the experimental section, 

some meaningful perspectives on a set of the unified profiles are described.

☞ keyword : Social Network Service(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Web(웹), Twitter(트 터), Social Network Analysis

(소셜 네트워크 분석)

1. 서  론

Social Network Service(SNS)는 사용자들이 온라

인에서 사회  계형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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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이다. SNS는 (1) 지정된 특정 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폐쇄  형태의 계 그리고 (2) 

모든 사용자와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개방 인 

계를 제공한다. 계 설정을 통해 사용자 간 사

회  계를 명시하고 유지/ 리 할 수 있다는 

으로 인해 SNS는 최근 으로부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1].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실세계(offline)에서 맺는 

사람들의 계 세기를 측정하는 친 도, 유사도 

등의 요소가 온라인상의 SNS에서도 용가능 하

다고 밝 졌다[2]. 한, SNS사용자들 사이에서 

작성 된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 계성향을 도

출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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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SNS로 부터 수집 된 사용자 로 일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간 친 도를 산정하거나 

[3,4], SNS 내에서 행하여지는 태그, 북마크, 친구, 

블로그 등, 사용자의 활동으로부터 사용자 간 유

사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5].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산출된 정보는 SNS

의 특징 인 정보인 (1) 사용자들의 계와 (2) 실

시간 배포 되는 단문 포스 (Posting), (3) 단문 포

스 을 이용한 사용자간 정보교류 행 에 한 

다각  분석 없이 주로 사용자의 로필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요소만 산정한다. 이로 인해 (1) 시

간, 계의 방향성에 한 개념을 내포하는 사용

자 계표 에 어려움이 있고, (2) 다양한 시각으

로 사용자간 계의 세기를 측정하는 ‘다차원 상

호 계[2]’는 분석하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추

천과 같은 외부 서비스에 분석 결과를 성공 으

로 용함에 있어 그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SNS 정보로 부터 사용자 간 상

호 향을 다차원 상호 계로 표  할 수 있는 통

합 된 로 일 모델과 구축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되는 모델은 사용자 간 향의 정도를 표

할 요소로 친 도, 계구조 유사도, 용어 유사도

를 산정/합산한 뒤, 해당 결과를 이용하여 ‘강한 

향을 가진 다른 사용자의 목록’을 작성한다. 

한, 제안된 모델을 기반으로 트 터 사용자 정보

를 분석하고, 결과를 기술  해석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련연구의 동향  한계

을, 3장은 데이터 수집, 분석과 유사도, 친 도 등

을 산정/통합 하는 방법을 단계 으로 설명한다. 

4장에서는 해당 방법을 검증하기 해, 트 터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제안 된 방법으로 수

행한 실험과 그 결과를 설명한다. 5장은 이에 

한 결론  고찰을 기술한다.

2. 련연구 분석

2.1 온라인 사용자 간 상호 계 분석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실세계에서 통용되는 사람

들 간 계의 세기를 측정하는 요소가, SNS 같은 

가상 커뮤니티(Virtual Community)에도 반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 여기서 사람 간 계의 

세기는 연락 빈도, 친 도, 계에 한 극성, 

충고, 동료가 되고 싶은 욕구, 다양한 주제, 계 

기간, 의존성, 정서  강도, 신뢰성, 기분 좋은 사

교와 같이 11가지 지표로 측정이 가능하다[2]. 같

은 맥락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사용자 간 유사도는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엔트로피, 역사

용자 빈도, 기본 선호도 평가[6] 등의 방법론을 통

해 정량화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정보들은 추

천 서비스와 같은 외부서비스에 효과 으로 활용

될 수 있다.

2.2 트 터 사용자 성향분석

차미 의 연구에서는 트 터 사용자간 메시지, 

포스 , 계정보로 사용자들의 향력을 분석하

다[7]. 연구에 따르면 5천만 명의 사용자 정보와 

20억 개의 Following 계, 17억 개의 Tweet 등을 

분석한 결과, 많은 Follower의 수와의 Mention/ 

Retweet을 가진 것 연 성 없이 별개의 요소로 

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인다.

2.3 SNS 정보를 이용한 유사도, 친 도 산정

방법

SNS로 부터 사용자간 유사도, 친 도를 산정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사용자들의 로 일, 태그, 

북마크 등 사용자가 작성한 정보를 이용하 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사용자에 의해 작성된 정보

를 공유하는 행 가 사용자 간 유사도를 측정하

는데 요한 요소임을 밝 냈으며[5], SNS 안에서 

친 도에 향을 주는 연, 신뢰도 등의 12개의 

요소를 정의한 뒤 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상 계를 연구하 다[3]. 한, 친 도 측

정을 해 한 사용자를 심으로 형성된 사용자

들의 계를 분석하여 친 도를 정의하고 사용자 

간 계를 다양화 하 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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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합된 로 일 모델 작성 차

장정보 항  목 설  명

Profile

ScreenName 트 터 내 사용자 이름

Description
사용자가 설정한 자신에 한 

설명

Tweet
Tweet

사용자가 트 터에 작성한 

140내의 단문 포스

작성시간 Tweet 작성 시간

Mention
Sender 메시지 보낸 사용자

Receiver 메시지 받은 사용자 

Reweet
Retweetee Tweet이 참조된 사용자

Retweeter Tweet을 참조한 사용자

Following

Source
다른 사용자의 포스 을 

보도록 설정하는 것

Target
다른 사용자가 자신의 

포스 을 보록 설정되는 것

(표 1) 트 터 기본정보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에서는 SNS로 부터 사

용자에 의해 작성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하며, 친 도 혹은 유사 등 단일 값만

을 산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로필, 단

문포스 과 같은 트 터 기본정보를 이용하여 친

도, 용어유사도, 계구조 유사도를 산정 후 이

를 합산하고 다차원 인 사용자간 상호 계를 

분석하여 추천과 같은 외부서비스에서 가용한 형

태로 정보를 가공한다.

3. 방   법

본 장에서는 SNS 사용자 간 다차원 상호 계를 

표  할 수 있는 로 일 모델 구축 과정을 설명

하며,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1) 자료수집과 재 : 사용자들의 Tweet, Following 

정보, Profile 재 후, Tweet에서 Mention, 

Retweet, 명사를 추출.

2) 요소 산정 : 

   - 친 도 : Mention과 Retweet을 이용하여 

빈도, 시간, 방향을 고려한 Mention 수와 

Retweet 수 산정 후 합산.

   - 심 유사도 : Tweet으로부터 추출 된 명

사를 이용하여 코사인 유사도 산정.

   - 계 구조 유사도 : Following 계로 계 

구조 유사도(Structural similarity) 산정.

3) 정규화  합산 : 산정된 요소들을 각 요소 

별 최 값으로 나 어 [0, 1]로 정규화 한 뒤, 

합산하여 산정.

4) 통합 로 일 제작 : 사용자별 계 세기를 

사용자의 로필에 업데이트.

3.1 자료 수집과 장

트 터가 제공하는 정보 , 사용자에게 리 

사용되는 (표 1)에 명시된 정보의 수집  장을 

통해 본 연구에 활용될 기 데이터(Seed Data)를 

구축한다. 이를 이용하여 친 도(Intimacy), 용어/

계구조 유사도(Term/Structural Similarity)를 산출

/ 장하며 세부 항목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 기반 용어 사용 유사도 분

석을 해 JAVA로 작성된 형태소 분석기 인

Korean Morpheme Analyzer V0.9.1 by therocks*를 

사용하며, 트 터 자료를 수집하기 해 JAV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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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명 설 명

source 행 를 하는 사용자

target 행 를 받는 사용자

Term Similarity 두 사용자간 용어 유사도

Structural Similarity 두 사용자간 계 구조 유사도

Intimacy 두 사용자간 친 도

Multi-dimensional 

interaction
두 사용자간 다차원 상호 계

(표 2) 산출된 장정보

분 류 기호 의  미

공통 x, y, z 사용자 x, y, z

친 도

ms( ) 사용자간 mention 수

rs( ) 사용자간 retweet 수

inti( ) 사용자간 친 도

n
사용자간 주고받은 mention, 

retweet 의 총 개수

sm 한 사용자가 보낸 mention 수

ed

마지막으로 Mentnio, Retweet이 일어난 

날부터 해당 Mention, Retweet이 일어

난 날 수

td mention, retweet을 주고받은 총 일 수

용어

유사도

n 두 사용자가 사용한 명사 개수

첨자i x, y 사용자의 i번째 명사 개수

계

유사도
ssim( ) 사용자간 Following 계구조 유사도

(표 3) 친 도, 유사도 수식 기호

작성된 twitter4j 2.1.7*을 활용하 다.

3.2 친 도, 유사도(용어, 계구조) 산정

본 에서는 트 터로 부터 수집된 정보를 가

공하여, 사용자간 친 도, 용어 사용유사도, 그리

고 계유사도를 도출하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표 3)은 이와 같은 정보를 도출하기 해 사용된 

 * Korean Morpheme Analyzer V0.9.1 by therocks : 

http://therocks.tistory.com/14

** Twitter4J : http://twitter4j.org

기호들을 설명한다.

친 도는 사용자간 주고받은 Mention, Retweet

을 통해 산정되며, Mention 수는 방향성을 고려

할 때 사용자 x의 입장에서 y 에게 보낸 메시지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x에서 y로의 Mention 수가 

커진다. 한, 시간을 고려 할 때 최근에 받은 

Mention 일수록 큰 값을 갖게 되며 (수식 1)과 같

이 산출 된다.

→ 


×









(수식 1) mention 수
  

Mention 수의 경우 주고받는 사용자 모두가 

Mention행 를 인지 할 수 있는데 비해, Retweet은 

Retweet 하는 사용자만 Retweet 행 를 인지하지 

때문에 Retweet 수를 산정할 때는 x라는 사용자

가 y라는 사용자의 을 n번 Retweet 해왔다면 

Retweet 개수와 시기만 Retweet 수에 반 되며 

(수식 2)와 같이 산정된다.

→ 






 


(수식 2) retweet 수

 수들을 합산하여 친 도를 산정하며, 이

를 수식으로 표 하면 (수식 3)과 같다.

→ → →

(수식 3) 친 도 산정

용어 유사도 측정 방법은 사용자가 특정기간 

내에 남긴 모든 Tweet에서 명사를 추출하고 그 빈

도를 기록한 뒤, 용어와 빈도를 이용하여 사용자

별 용어 벡터를 구성한다. 두 사용자간 용어 사용 

유사도는 해당 두 벡터(x, y)의 Cosine 유사도로 

산정하며 이를 식으로 표 하면 (수식 4)와 같

다.[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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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구조 표

(그림 3) 통합 로 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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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4) 단어의 Cosine 유사도

계구조 유사도 측정은 사용자들의 Following 

계구조를 분석하여 산정한다. 

Following 계는 (그림 2)과 같이 표  가능하

며,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 별 Following 벡터 추출 

후, XOR 연산결과의 차수를 [0, 1]사이의 값을 갖

도록 (n-1)*2로 나 어 계구조의 비유사도를 도

출한다. 끝으로, ‘1 - 계구조 비유사도’를 통해 

계구조 유사도를 산출한다. 를 들어, 그림 2

에서 벡터 y, z를 표  하면   , 

 이 되며 (수식 5)와 같이 산정한다.

 

⊕


(수식 5) 계구조유사도

3.3 각 요소 정규화  합산

본 에서는 3.2에서 소개된 지표를 이용하여 

사용자 간의 다차원 상호 계 계산방식을 설명한

다. 먼 , 사용자별로 계산된 친 도, 용어 사용 

유사도, 계 구조 유사도를 각각 [0, 1]로 정규화 

한다.

정규화는 각 요소의 최 값으로 나 어 주었으

며 친 도는 연락 횟수에 따른 변동 값이 작아지

도록 자연로그를 취하 다.

정규화 된 3가지 값을 더하여 사용자별로 다차

원 상호 계의 세기를 표 하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수식 6)과 같다.

→ 
 →

 
 




(수식 6) 다차원 상호 계

이 후, 이와 같이 산정된 ‘다차원 상호 계’를 

추천 서비스와 같은 외부 서비스에 제공하기 

하여 통합 로 일을 구축한다. 구축방법은 사용

자 별로 다른 사용자와의 ‘다차원 상호 계’ 세기

를 표  하는 것이며, 통합된 로 일의 모습은 

(그림 3)과 같다.

4. 실험  실험결과

본 실험에서는 트 터 사용자  20  후반∼

40  서울 지역 남녀 17명을 무작 로 정하여 각 

사용자의 2단계 Following 계에 있는 사용자 정

보를 수집하 다. 해당 사용자  2010년 8월 1일

∼10월 31일(92일) 간 Tweet 개수 상  1000명을 

선정하 다. 외국어 사용자, 고성 사용자는 제

외 했으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용자의 

Tweet에서 Mention, Retweet을 추출하 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축된 실험 데이터는 1000명

의 Following 계 23870개, Mention 38238개, 

Retweet 10342개, Tweet 565541개를 포함한다.

4.1 트 터 기본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성향 

분석

Following(Following 받은 수) 상  5명의 직업

군은 방송인(oisso-이외수, keumkangkyung-김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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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ollowing 상  2%

(그림 5) 친 도 사용자 계도(t > 3.0)

뉴스(dogsul-독설닷컴), IT 종사자(chanjin, kimseongjoo) 

이었다. 많은 Following을 받았다는 것은 의 

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7], 이를 반 하

듯 상  2%에서 의 심을 받는 공인과 뉴스

를 합치면 체의 40%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한

다. 연령은 30∼40 가, 성별은 남성이 70%를 넘

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을 보인다. 한, 

‘사용자간 Following 계 그래 ’ 내에서 상  

2%의 계가 24%(5810개)를 차지하여 (그림 4)와 

같이 그래  앙에 치하여 높은 Centrality를 

보인다.

받은 Mention은 보낸 Mention에 한 답장일 수 

있으므로[7], 사용자간 주고받은 체 Mention  

받은 Mention의 비율이 높은 사용자를 추출 하

다. 받은 Mention비율 상  5명은 IT종사자(hmpyo), 

학생(metrosexua1), 방송인(moviejhp-박 훈, doc0102- 

김창렬, kolleen22-박칼린)으로 학생인 metrosexua1

을 제외하면 주로 방송인과 IT 종사자 다. Mention 

상  2% 분석 결과, 방송업 부터 의료, 연구원, 기

타(주부) 까지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며, 주 연령

는 30∼40 가 성별은 남성이 각각 체의 약 

65%의 비 을 차지했다.

Retweet이 많이 된 상  5명의 사용자는 학교

수(hiconcep), 뉴스(dogsul-독설닷컴, wikitree- 키

트리, estima7), IT 종사자(taeuk) 다. 상  2%의 

직업군은 IT종사자부터 종교인, 군인까지 다양하

게 나타난다. 

뉴스, CEO, 교수의 비율이 높은 것을 통해 사

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의 Tweet 으로부

터 Retweet 한다는 경향을  알 수 있다[7]. 연령

는 30∼40 , 성별은 남성이 70%를 차지하며 상

에 치한다.

트 터의 기본 정보인 Following 계, Mention, 

Retweet으로 사용자 분석결과 공통 으로 가장 큰 

활동량을 보인 사용자의 직업은 방송인, IT종사자

이었으며 각 요소별 상  2%를 비교한 결과 모든 

요소에서 상 에 나타난 사용자는 2명(dogsul-뉴

스, kimjuha-방송인)이었다. Retweet이 많이 된 사

용자와 Follower를 많이 가진 사용자는 9명으로 

50%에 가까운 사용자가 일치하며 높은 계성을 

보여주었으나, Mention 정보와 다른 두 가지 지표

에서는 3명만 겹치며 체 으로 서로 은 계

성을 보여 주었다.

4.2 친 도, 계구조 유사도, 용어 유사도 분석

본 에서는 실험 데이터로 부터 친 도, 계

구조 유사도, 용어 유사도를 산정하여 사용자간 

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4.2.1 친 도 실험

친 도 상  33명의 친 도 계 58개를 (그림 

6)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33명이 9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며 2명으로 

이루어진 그룹 8개와 17명으로 이루어진 그룹 1

개로 나타난다.

(그림 6)에서, 2명으로 이루어진 8개 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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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계구조 유사도 (t>0.93)

(그림 8) 용어 유사도(t>0.78)
‘zone4u’와 ‘barry_lee'로 이루어진 그룹만 30 /남

성/IT 종사자로 비슷한 성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

난다. 17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는 ‘kimseongjoo'

가 7명과 친 한 계를 가지며 `afterDIGITAL', 

‘mcseoung', ‘taeuk', ‘Hanbaek', `simon0126'처럼 비

슷한 직업을 사용자인 경우도 있으나 외가 많고 

반 인 성향을 표 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4.2.2 계구조 유사도 실험

계 구조 유사도는 Following 계를 통해 산

출된 Closeness Centrality가 높은 100명의 사용자

들에 한 요소를 분석하 다. 해당 사용자 100명

은 실제 트 터 상에서도 Following수 249∼

99825(평균 7073.91명), Follower수 255∼96383 

(10062.67명)으로 비교  많은 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들 이었다. 해당 사용자  계구조 유사

도를 기 으로 0.93 이상의 값을 가진 상  31명

간 115개의 계를 표 하면 (그림 6)과 같다. 31

명이 2 개의 그룹으로 나 어지며 2명으로 이루

어진 그룹이 1개, 29명으로 이루 어진 그룹이 1개

로 나타난다.  

(그림 7)에서, 2명으로 된 그룹의 `cityhntr'과 

`ppappi'는 모두 IT 종사자 으며, 29명으로 구성

된 그룹에서는 'MijeongLee' 라는 사용자가 19명

의 가장 많은 사용자와 비슷한 계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사용자와 계구조 유사

성이 높은 상  5명과 비슷한 직업군임을 보여주

었다.

4.2.3 용어 사용 유사도 실험

용어 사용 유사도를 기 으로 서로 0.78 이상의 

값을 가진 상  31명간 91개의 계를 나타내면 

(그림 7)과 같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이  

‘afterDIGITAL' 이라는 사용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와 비슷한 용어 유사도를 보여 다. 

상  5명과 비교해 볼 경우 `afterDIGITAL'는 IT 

칼럼리스트, 교수, IT종사자, 변호사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용자와 높은 용어 유사도를 보여

주었다.

4.3 다차원 상호 계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차원 상호 계를 기 으

로 2.1 이상의 값을 가진 상  30명간 41개의 

계를 표 하면 (그림 8)과 같이 6개의 그룹이 나

타나며, 2명인 그룹 5개, 20명으로 이루어진 그룹 

1개로 나눠진다.

2명으로 이루어진 그룹들을 살펴보면 각각 

‘estima7’은 ‘shinsoojung’에게 ‘kimjongrae’는 ‘iyay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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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다차원 상호 계도(t>2.1) 

(그림 12) 방향성 다차원 상호 계(t>2.1)

에게 ‘barry_lee’는 ‘zone4u’에게 ‘Solarplant’는 ‘1moon1’

에게 그리고 ‘projecty’는 ‘HRG’에게 향을 주는 

사용자로 나타났다. ‘estima7’, ‘shinsoojung’, 

‘barry_lee’, ‘zone4u’는 IT업에 종사하며 ‘kimjongrae’, 

‘iyayaya’는 마  분야, ‘Solarplant’, ‘1moon1’은 

같은 기업의 CEO와 직원으로 나타났다. 한 

‘projecty’와 ‘HRG’는 IT 칼럼리스트와 UX개발자

로 비슷한 분야의 직업을 가졌으며 ‘Microsoft’사

와 연 된 사용자들로 로필상 비슷한 들이 

발견되었다.

20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는 'taeuk'이라는 

사용자가 가장 많은 사용자와 높은 향력을 보

이며, 해당 사용자는 IT 업계 연구소장으로 본인

의 다른 계정인 ‘_TaeUk'과 타 IT 연구소장을 포

함한 6명의 IT 련업종 종사자와 1명의 종교인

(Hanbaek)에게 향을 주며, 의료 IT, 의사(교수) 

종사자 인 2명의 사용자에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방향성을 고려하여 서로 향을 2.1 이상 주고

받는 사용자들을 분석한 결과 (그림 9)처럼 나타나

며, 6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Hanbaek'을 제외

한 부가 IT 종사자이며 `ryumiblue', 'pellseer'는 

각각 마  련 종사자와 학생으로 나타났다.

5. 결론  고찰

트 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 인 정보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IT종

사자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아직 트 터가 

서비스의 특성상 IT종사자들 심으로 사용자가 

확장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Retweet

과 Following 받는 수가 상  20명인 사용자가 

50% 겹치는 결과를 나타내 차미  교수의 연구결

과[7]와 상이하 으며 이는 무작  1,000명에 

한 데이터만 분석한 결과로서, 모집단의 성격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체로 30∼40  남자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룹

을 특징지을 요소로 성별, 연령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직업과의 연 성을 찾으려고 시도

하 지만 사용자의 직업군에서 비슷한 성향을 보

여주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트 터를 사용할 

때 사회  이유보다는 개인 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많아 용어나 계구조에서 직업  특성이 드

러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SNS 상에서 기본 으로 얻을 수 있는 

(표 1)과 같은 정보나 친 도, 계구조, 용어 사

용 유사도  한 가지 값으로는 나타나지 않던 같

은 직업군 같은 사용자간 계가 다차원 인 분

석으로 좀 더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이

게 산출 된 사용자간 향 계는 사용자의 

로필에 장되어 해당 사용자의 정보 부재 시 보

조 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추천과 

같은 외부서비스에서 정보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

를 일부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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