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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북마킹 시스템의 이용자 행  패턴에 한 연구

A Study About User Pattern of Social Bookmarking System  

조   * 최  연** 김 성 희***

Jo Hyeon Choeh Joon Yeon Kim Soung Hie

요    약

최근 들어 웹의 진화가 속하게 진 되면서 사용자가 직  참여하는 유형의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보 되었다. 사용자들
은 네트워크 공간상에서 여러 종류의 콘텐츠를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표 인 로 소셜 북마킹 사이
트를 들 수 있다.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웹 사이트를 북마킹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인의 북마킹 내역  태그 정보를 공유하며 
태그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를 업  태깅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이용되는 소셜 북마킹  업  태깅
에 한 실증 인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체 이용자 에서 아주 소수만이 북마킹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
하며, 소수의 사이트와 태그가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 이용되었다. 24%의 사용자가 총 80%에 해당하는 태깅을 수행하 으며, 

75%의 사이트와 81%의 태그가 3번 이하로 태깅되었다. 사용자에 따라서 북마킹 활동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가장 이른 시 에 
부여된 태그가 다수의 동의를 얻었다. 특정 사이트의 태그 구성 비율은 차 수렴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소셜 북마킹 시스템의 발 에 도움이 시사 을 제공한다고 기 한다. 

ABSTRACT

Recently, many user-participating web services have been used widely as the evolution of internet web technology has 

rapidly been developed. Users share various content and opinion on line using a site like ‘Social bookmarking.’ Users can share 

others’ bookmarking history and create tags while bookmarking web sites; we call it collaborative tagging. In this paper, we 

studied empirical analysis for widely used social bookmarking and collaborative tagging which the result shows minority of users 

is actively using the bookmarking and a few sites and tags are used by majority of the users. 24% users tagged 80%, 75% sites 

and 81% tags were tagged below than 3 times. Types of bookmarking activities were found different by users and early 

appointed tags get more frequency by majority. We also identified relative proportions of tags on certain sites are becoming 

convergence gradually. We expect the result of this paper will give opportunities to help further developing social bookmarking 

system. 

☞ keyword : social bookmarking, web 2.0, tagging, 태그, 소셜 북마킹

1. 서   론

오늘날 웹의 진화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

은 네트워크 공간에서 스스로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여 공유하고, 집단  업 활동을 극

으로 수행하고 있다[1]. 사진이나 그림, 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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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문서와 같은 콘텐츠를 공유할 때 상 콘텐츠

를 설명하기 해 이용자들은 꼬리표 형식으로 

태그를 붙이는 행 를 하게 된다. 이용자가 콘텐

츠에 부여하는 태그는 상을 설명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는 이후 콘텐츠를 분류하거나 검

색할 때 이용된다[2].

콘텐츠를 공유하는 여러 소셜 웹 사이트 에

서도 특히 소셜 북마킹 (social bookmarking) 사이

트에서 태깅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소셜 북

마킹은 사용자들이 북마킹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유용한 웹페이지나 좋은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

트를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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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셜 북마킹 시스템의 개체도

기존의 북마킹은 개인의 로컬 PC에다가 자신이 

즐겨 찾는 사이트 주소를 등록하여 이후 재차 

방문할 상황에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

능은 사용하는 컴퓨터가 바 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다는 단 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소셜 북마

킹 서비스는 사용자가 이용했던 웹 사이트 정보

를 로컬 컴퓨터에다 장하지 않고 북마킹 서버

에 장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

만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 다른 이용자

들의 북마크도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으로 주목 받고 있는 사이트가 어떤 것이

며, 어떤 종류의 주제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소셜 북마킹  태깅에 한 연구는 최근에 

걸쳐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와 연상단어를 활용한 증강 기억 시스템에 

한 연구[3]가 있었으며, 미국의 표 인 소셜 

북마킹 사이트인 del.ici.ous 자료를 상으로 사

회 인 심사를 탐색하는 방법론을 제안한 연

구[4]와 사용자들의 태그 유사도를 활용하여 클

러스터링을 수행한 연구[5]가 있었다. 효율 인 

태깅 시스템 구 을 한 일반 인 기 을 제시

한 연구도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

념을 함축하고 있으면서 다수의 동의를 얻는 태

그’일수록 품질이 좋다고 제안했다[6]. 태그가 

상에 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을 감안하여 

추천 품질의 향상을 해 업  필터링 방법론

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으며[7], 소셜 북마킹 시

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동기 요인  공헌

에 한 연구도 있었다[8]. 

부분의 연구들이 del.ici.ous 자료를 상으로 

수행되었던 반면, 국내 북마킹 서비스 자료를 분

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국내 북마킹 사이트 자료를 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소셜 북마킹과 업  태깅

소셜 북마킹 시스템은 사용자, 태그, 사이트 

이 게 세 개체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특정 웹 

사이트를 방문한 후 그 사이트를 북마킹 할 때, 

사이트에 한 설명을 해 태그를 부여하게 된

다. 보통은 하나의 웹 사이트를 북마킹 할 때 하

나 이상의 태그를 붙이기 때문에 일반 으로는 

북마킹이 되는 사이트의 숫자보다 태그 숫자가 

더 많은 양상을 보인다. 소셜 북마킹 시스템 상에

서 다수의 사용자는 태그 정보  북마킹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소셜 북마킹 시스템에

서의 태깅을 업  태깅(Collaborative tagging)이

라고 표 한다. 

특정 사이트에 사용자가 태그를 부여하여 북

마킹을 하면 이후의 사용자들도 자신들의 고유 

태그를 사용하여 북마크를 하게 되고, 이러한 태

그들이 되어 사회 인 에서의 태그 집

합이 형성된다. 기존의 키워드 주의 사이트 검

색에서는 단순히 사이트가 포함하고 있는 단어 

에서 가장 많이 쓰이며 표되는 단어를 기

으로 검색이 된 반면, 태그를 활용한 검색에서는 

네트워크 공간상에서 심을 모으고 있는 사이

트 들이 검색된다. 

태그는 단어의 특성상 다의어나 유의어 문제

를 지닌다. 를 들어, 과일의 한 종류인 ‘사과’

에 련한 사이트를 이용하고 싶은 사용자가 

‘apple'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과일 ‘사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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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RL 사용 빈도 분포 

(그림 3) 사용자 빈도 분포 

한 사이트 말고도, 자제품 기업인 ‘애 ’사

에 한 사이트도 검색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태그를 이용하면 더 많은 정보

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 이 있다[9].

3. 행  패턴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소셜 북마킹 시스템 이용자들

의 행  패턴을 실증 으로 분석하기 해 국내 

사이트인 M사의 로그 정보를 크롤링 방식을 수

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1,862명의 사용자가 29,631개의 유일한 태그를 

생산하여 49,634개의 웹 사이트에 총 163,597건

의 태깅을 수행하 다. 

우선 으로 웹 이용자들이 사회 으로 의사소

통을 수행하면서 활용하는 웹 사이트의 이용분

포  웹 간의 빈도분포는 멱함수를 따른다는 

연구가 있어왔다[10,11]. 

멱함수란 두 개의 스칼라 변수가 지수곱의 형

태로 계하는 함수를 의미한다. 

  

   (1)

일반 으로 log-log 스 일에서는 선형함수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12]. 

           (2)

본 연구의 상 서비스도 소셜 네트워크의 

형 인 분포를 띄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서 북

마킹 사용빈도를 기 으로 URL 사용 빈도, 사용

자 빈도, 태그 사용 빈도를 log-log 스 일 그래

로 나타내 보았다. 

(그림 2)에서는 북마킹 횟수에 따른 실제 URL

의 사용빈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두 축의 상 계가 거의 선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계는 네트워크 상의 

웹의 인기 분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13]. 

16,418개(약 33%)의 웹 사이트가 단 한 번의 태

그를 부여받았으며, 75% 정도가 3번 이하로 태

그 되었다. 가장 많이 태그된 사이트는 총 273회 

태깅되었다. 즉 부분의 웹 페이지들은 비교

으로 이용횟수가 은 반면, 특정 소수의 사이트

만이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에서는 사용자들의 이용빈도 분포를 

보여 다. 44%의 사용자들이 30번 이하의 북마

킹을 수행하 으며, 가장 활발하게 북마킹을 수

행한 사용자는 1,752번을 수행하 다. 

한 24%의 사용자가 총 80%에 해당하는 태

깅을 수행하 으며, 144명의 사용자는 단 한번의 

북마킹을 수행하 다. 그래  확인 할 수 있는 

롱테일이 의미하듯이 부분의 이용자들은 소셜 

북마킹 사이트를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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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극단 인 두 사용자 (Mak*****, Dee*****)의 

태그 사용률 

(그림 4) 태그 사용 빈도 분포

극소수의 특정 사용자들만이 매우 활발하게 이

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에서는 태그의 사용 빈도를 보여 다. 

가로축은 북마킹 횟수를 뜻하고, 세로축은 그에 

응하는 태그 숫자를 의미한다. 역시나 그래

의 선형성으로 보아 멱함수를 따른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들에게 선택되는 태그의 

분포가 굉장히 불균등한 양상으로 특정 인기 태

그에 집 화 되어있는 것을 뜻한다. 가장 많이 

채택된 태그의 경우 총 6,787번 태깅 되었으며, 

18,118개의 태그는 오로지 한번만 사용되었고, 

23,933(81%)개의 태그가 3번 이하로 선택되었다. 

3.1 사용자 별 태그 생산 성장률

소셜 북마킹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행  속성

에 따라서 꾸 히 북마킹을 수행하고 태깅을 생

산하는 경우도 있으며, 서비스에 한번 가입을 하

고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

라서 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태깅을 활동 으로 

생산하고 유용한 사이트를 꾸 히 업데이트 시

켜주는 사용자들에게 더욱 양질의 정보를 기

하게 될 것이다. 이 듯 사용자들에 따라 다른 

활동성 정도를 알아보기 해서 특정 사용자들

의 북마킹 행  비 태깅 생산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그림 5)에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두 

사용자의 태깅 생산 행  빈도가 정리되었다. 

Mak****** 사용자의 경우 한 번의 북마킹 때 

마다 평균 략 10.8 개의 태그를 사용한 반면, 

Dee**** 사용자의 경우 2.8개의 태그를 사용하

다. 

3.2 태그 별 성장률

소셜 북마킹 웹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본인의 여러 심사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사

이트와 태그를 각각 북마킹 하고 사용한다. 일반

으로 사용자들이 고유의 특정 심사를 일

으로 유지하는지 아니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 심사가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해서 태

그별 북마킹 횟수에 따른 사용 성장률을 분석해

보았다. 

(그림 6)의 경우 Mak*****라는 사용자의 세 

가지 태그 사용빈도가 표 되었다. Tag1의 경우 

Tag2, 3에 비해서 처음 사용되었던 시 이 후속

시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북

마킹 서비스를 사용하는 간에 새로운 심사

를 발견했거나 기존에 심을 가져왔던 사이트

들을 표 할 수 있는 신규 태그를 발견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7)의 경우 Dee**** 사용자의 세 가지 

태그 사용빈도가 포함되었다. 세 개의 태그가 처



소셜 북마킹 시스템의 이용자 행  패턴에 한 연구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2권5호) 33

(그림 6) Mak***** 사용자의 세 가지 태그 사용률

(그림 7) Dee***** 사용자의 세 가지 태그 사용률

(그림 8) 태그된 시 과 채택 빈도의 계 

음 사용된 시 은 동일한 시 이지만 Tag 1이 

Tag 2,3에 비해서 훨씬 더 가 르게 증가하고 있

다. 이는 사용자의 여러 심사 들 에서도 

심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자들의 여러 선호 태그 에서도 다른 태

그 보다 더 활발하게 사용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심사를 추천해주는 것이 더 우선 이어야 함

을 시사한다. 

3.3 태그된 시 과 채택 빈도

사용자들이 사물을 설명하는 문구인 태그를 

상에 붙일 때는 기본 으로 상을 보고 가장 

빠르게 연상이 되는 문구를 떠올린다. 언어를 인

지함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연상이 되면서 다수

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 을 ‘기본 수  

(Basic level)’ 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본 수

은 언어의 상 , 하 와 같은 체계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지각에 따라 

결정된다[14]. 

가장 빠르게 연상된 개념이 실제 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해보았다. (그림 8)은 각 URL 별로 

태그가 붙여진 시 과 사용빈도와의 계를 나

타낸다. 그래  별로 부여된 시 이 빠를수록 

Median Rank가 나아짐, 즉 채택 빈도가 높아짐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basic level'에 기인한다고도 해

석할 수 있지만 태그 부여 시 기존의 선행 사용

자들이 사용하 던 태그들을 자동 추천해주는 

소셜 북마킹 서비스의 고유한 인터페이스에 의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가장 먼  부여된 태

그일수록 후발 사용자들에게 추천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소

셜 북마킹 사이트가 이러한 자동 추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특정 사이트를 가장 잘 표

해주는 태그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사용

자들이 선택했다는 기 에 더불어 추가 으로 

얼마나 빠른 시 에 부여 는지에 한 잣 가 

함께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3.4 경과시간에 따른 북마킹 트 드  

북마킹 사이트 이용 트 드가 노출 후 경과 

시 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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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경과 시간 비 북마크 변화 (Nir****) 

(그림 10) 경과시간 비 북마크 변화 (ihe****)

(그림 11) 경과시간 비 태그 비율 (Nir****) 

(그림 12) 경과시간 비 태그 비율 (ihe****) 

해 특정 사이트들의 패턴을 찰해 보았다. (그

림 9)에서 보는 것처럼 Nir**** 사이트의 경우 

최  북마킹이 된 이후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 북마킹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즉, 북마킹 추세는 처음 북마킹 

된 직후의 시 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반면, (그림 10)에서는  다른 유형의 사이트

를 보여 다.  

부분의 사이트들이 최  북마킹 시  직후

에 가장 높은 북마킹 빈도를 보이지만, ihe**** 

사이트의 경우 최  북마킹이 된 시 을 기 으

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북마킹 

빈도가 재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사용

자들에 의해서 특정 사이트가 새롭게 재발견되

는 경우를 암시한다.

3.5 경과시간에 태그 구성 비율

소셜 북마킹 서비스는 다수의 사용자가 각자 

지각능력에 기반하여 태그를 생산하는 체계이다. 

일반 으로 특정 상을 설명할 때, 사람들의 연

상단어가 매우 범 하므로 특정 사이트에 붙

여지는 태그의  비율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를 실증 으로 알아보기 

하여 경과 시간에 따른 각 태그들의 상  빈

도를 분석해 보았다.

상 으로 경과시간에 따른 북마킹 트 드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던 두 사이트(Nir****, 

ihe****)의 분석 결과 경과시간이 특정 시 을 

지나면서  태그의 구성 비율이 수렴함을 확

인 할 수 있다. 

이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이다. 다수의 사용

자가 사이트를 설명하는데 선택하는 태그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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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군  동의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인지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군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사회 인 동의가 실

되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웹 2.0 시 의 인터넷 이용자

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과 업 으로 콘텐

츠를 리하는 패턴을 알아보기 해 국내 북마

킹 사이트의 실제데이터를 상으로 실증 인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 북마킹 사이트에 가입을 한 이용자 

에서 실제 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는 이용자

는 매우 었으며, 소수의 사이트만이 북마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이용자 에서 24%

의 사용자가 총 80%에 해당하는 태깅을 수행하

으며, 75%의 사이트가 3번 이하로 태깅되었고, 

81%의 태그가 3번 이하로 태깅되었다. 이는 북

마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사회 인 심사

가 개별  사용자의 심사를 고루 반 하지 않

음을 시사한다. 사용자에 따라서 태그를 생산하

는 활동도 다양하게 분포함을 확인하 고, 심

사 역시 시 에 따라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태그가 부여된 시 과 실제로 군 에 의해 

동의를 얻는 정도의 계에서는 사이트에 일  

부여된 태그 일수록 집단 으로도 호응을 얻게 

된다는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분의 사이트들이 북마킹 사이트에서 한번 

이용된 직후에 가장 많이 이용된 반면, 일부 사

이트 들은 최  북마킹 시  이후 어느 시간이 

경과된 후 다시 북마크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는 사회 으로 특정 이슈가 재조명 되는 경우로 

여겨진다. 사이트에 부여되는 태그의 비율을 분

석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태그의 상 비율이 

발산하지 않고 특정 비율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업  태깅은 사회

인 에서 태깅 상에 한 실질  정보를 

반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 로 여러 이용자들 

에서도 활발하고 군 의 단에 정확하게 태

그를 부여하는 사용자를 선별하고 이를 다른 이

들에게 추천해주거나, 유사한 성격의 사이트를 

북마크한 사용자를 그룹화하여 정보를 공유해 

다면 소셜 북마킹 사이트와 같은 정보 공유 

시스템이 지속 으로 원활히 이용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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