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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면서 사람들에게 인터넷은 제 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은 상2 .

호작용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관계는, .

를 통해 분석되고 시각화될 수 있다 는 복잡한 사회 관계망의Social Network Analysis . Social Network Analysis

구조적 요소들을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맥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인 싸이월드를 기반으로 하.

여 를 시각화한 바람개비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고안하였다 싸이월드 내에서의, Social Network ‘Blow Blow Your ’ .

관계의 유무를 나타내는 일촌 개념을 바탕으로 자아 라는 중심 어뎁터와 일촌들의 관계를 시각화하는데 주목‘ ’ ‘ ’

적을 두었다 친밀도 형성 요소를 근접성 유사성 친근성 호의성으로 나누고 이를 이용하여 에서. , , , Social Network

자아와 일촌간 친밀도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친밀도 점수 산정을 위해 싸이월드.

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속성에 따라 친밀도의 가중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를 그대. .

로 적용시켜 친밀도의 점수 기준표를 수립할 수 있었고 수집된 일촌들의 데이터를 수치화시켰다 이러한 친밀도의, .

개념을 적용한 를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일촌과의 친밀도를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온라인 오프라Social Network , ·

인상의 인맥을 비교해봄으로써 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Social Network .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As online community was revitalized, the internet became the second space for
people's everyday life. People enter into a connection with other on-line members and they
maintain and extend their relationships. Such relationships can be analyzed and visualized
with social network analysis. The method oftentimes envisions the structural elements of
complex social life. The study aims at visualizing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yworld users
and designs an application "Blow Blow Your Pinwheel", the main purpose of this application is
visualizing social relationships between ego and '1chons' which is a concept of friendship in
Cyworld. Designing such an application, the study focuses on closeness of relationships which
we think is composed of 1)proximity 2)similarity, 3)familiarity, and 4)reciprocity. The study
used these concepts in measuring the strength of relationship between ego and other
1chons(friends). Specifically, we devised survey questionnaires which asked users to evaluate
the improtance of the above factors of closeness, and implemented the result in calculating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and other by giving weights for each factor. These
measurements then were applied in visualizing the relationships in the application, we
designed. Through the application, we can compare on-line relationships with off-line
relationships and attempt for the new approach of Soci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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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뜻Social Network

하는 것으로 특정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간에 존재하는

연결선을 말한다 온라인 연구에 대한[1]. Social Network

관심이 날로 커지면서 를 기반으로 하는 웹Social Network

사이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사용자들에게 다른 사용자들과 관계를 맺고 관심사를 공유,

하고 서로소통할수있도록도와줌으로써 에, ‘Digital Life’

서의 중요한 인맥을 제공해준다 국내에서는 커뮤니케[2]. SK

이션즈에서 운영하는 싸이월드가 최대 규모의 인맥 기반 커

뮤니티 사이트이다 본 논문에서는 싸이월드 안에서의 자신.

을 중심으로 한 일촌들과의 연결망을 분석하고 점수화한 친

밀도를 적용하여 온라인 를 시각화한 어플리Social Network

케이션을 고안하였다 에 대한 시각화는 우. Social Network

리의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을 묘사하고 구성원사이의 상호,

작용 패턴과 연결망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싸이월드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는 기[3]. Social Network

본적인 을 기반으로 하되 효과적인 시Node-edge Layout ,

각화를 위해 차별화된 디자인적 요소와 인터렉티브한 요소

를 고려하였다 체계적인 설문조사의 결과로 수치화된 친밀.

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의 방향을 제시했으Social Network

며 추가적으로 시간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

따른 일촌과의 친밀도의 변화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

여 사용자들이 자신의 미니홈피와 연동하여 직접 일촌들을

분류하고 일촌과의 친밀함 정도를 파악하여 온라인상의 인,

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 , Social Network

서의 친밀도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둘째 온라인 커뮤니티. ,

안에서의 친밀도 요소를 분석하였다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근접성 유사성 친근성 호의성이라는 네 가지, , ,

요인으로 분류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

트인 싸이월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네 가지 요인에 맞게

그룹핑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보다 객관적인 친밀도 산정. ,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싸이월드 이용자 명을 대상으로100

설문조사를 하였고 친밀도 요소에 따른 가중치 차이를 파악,

할 수 있었다 또한 를 통해 성별에 따른 친밀도 속. , T-test

성별 우선순위의 차이를 파악하여 성별에 따른 두 가지의

친밀도 점수 기준안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일촌. ,

데이터와 가중치를 부여한 친밀도 속성 네가지의 합을 통해

얻어진 각각의 친밀도를 적용하여 어플리케이션 ‘Blow blow

바람개비 를 제작하였다your ’ .

에서의 친밀도2. Social Network

에 관한 시각화가 그 동안 수 십 차례 이Social Network

루어졌지만 친밀도 가 적용된 의, (Closeness) Social Network

사례는 미비하다 즉 상의 사용자간 연결. , Social Network

은 연결 또는 비연결이라는 논리가 존재할 뿐 연결의 친밀,

도 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사용자는 친구 관계의(Closeness) .

설정 또는 동호회 의 가입 등과 같은 방법으로(Community)

다른 사용자와의 연결을 도모하지만 사용자간의 친밀도를

내재적으로 가리킬 뿐이다[4].

친밀도 의 이해2.1 (Closeness)

친밀도 란 그래프 이론 에서는(Closeness) (Graph Theory)

한 점과 다른 점 사이의 가장 가까운 경로 라고 정의하며‘ ’ ,

사회심리학 분야에서는 두 사람 사이(Social Psychology) ‘

의 개인적인 거리 라고 정의한다 또 친밀도를’ . ‘IOS :

이라 하여 자아에서의 다Inclusion of Other in Self Scale’

른 사람의 포함 정도로 나타내기도 한다[5].

위 그림과 같이 대인관계의 거리에서 무관련한 두 사람을

의 상태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단계1 ,

를 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연구에서는7 . Social Network

내에서의 친밀도 산정을 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인맥 커뮤니티 사이트인 싸이월드를 이용하였다 싸이월드에.

서는 친한 회원들끼리 일촌 관계를 맺는다 일촌 서비스는.

한 회원이 다른 회원과 쌍방의 동의하에 맺는 방향성 없는

관계이다 회원들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리(symmetrical) .

는 사진과 글 등에 대하여 일촌 관계를 맺은 회원들만이 접

근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촌 기능은 일촌.

상대방과의 친밀성을 표현하는 상징이자 개인적인 정보의

공개 수준을 설정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싸이.[6] ,

월드의 기반이 되는 것이 일촌이다Social Network .

친밀도 산정3.

소셜 네트워크는 형태에 따라 완전 연결망(complete

과 자아중심적 연결망 준network) (ego-centric network),

연결망 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quasi-network) .[8]

싸이월드에서의 소셜 네트워크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와

그림 1 다양한 대인관계의 거리. - The scale is scored from
1 (no overlap) to 7 (almost complete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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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일촌들의 관계로 이루어진 자아중심적 연결망 형태

이다 이런 연결망 형태에서 친밀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

촌들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즉 친밀한 정,

도를 파악하기 위해 싸이월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중 친밀

도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뽑아 낼 필요가 있었다 싸이월.

드는 공개형 커뮤니티가 아니기 때문에 쌍방향의 상호작용

으로 인한 친밀도가 아닌 일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친밀도로 한정시키기로 한다.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3.1

사람들 간의 친밀감을 유발시키는 몇몇 요인들은 자신이

나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

인사이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난다 이런 친밀감 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오프라인상에서의 상호작용을 기초로

근접성 유사성 친근성(proximity). (similarity), (familiarity),

호의성 으로 나누어 싸이월드에서 제공하는 서(reciprocity)

비스를 분석해 보았다.

친밀도평가요소 싸이월드서비스

근접성(proximity) 방문 일촌평 즐겨찾기, ,

유사성(similarity) 스크랩 동일클럽가입,

친근성(familiarity) 사진 공유다이어리,

호의성(reciprocity) 방명록 댓글 선물, ,

표 친밀도 평가 요소와 관련된 싸이월드 서비스 분석1.

근접성3.1.1 (proximity)

사람들은 단순히 자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친밀함을 느

끼고 호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오프라인상에서는 공간.

적 거리가 줄어들수록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근접성의 증가는 상호 접촉을 용이하.

게 하여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싸이월드 서비스 중.

에서는 첫 번째로 미니홈피 방문 이 있다 누가 방문했는‘ ’ .

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의 방문객 수 전체 방문객, ,

수 페이머스 지수로 미니홈피 방문자 수를 측정할 수 있다, .

상호 접촉성을 증가시키는 두 번째 서비스는 일촌평 이‘ ’

다 미니홈피 메인 페이지 하단에 일촌인 회원에 한해서 하.

고 싶은 말을 한 줄로 적을 수 있다 이는 그 일촌의 미니홈.

피로의 바로가기가 연결되어 접촉성을 증가시킨다 세 번째.

서비스로는 즐겨찾기 이다 자신이 주로 방문하는 미니홈‘ ’ .

피나 관심 미니홈피를 즐겨찾기 메뉴에 추가시켜 번거로움

없이 그 일촌의 미니홈피 방문을 용이하게 한다.

유사성3.1.2 (similarity)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슷한 관심사와 유사한 성

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서로에게 더

끌리고 친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로 동일한 클.

럽에 가입하는 행위는 집단 내에서 같은 주제와 관심사를

공유한다고 해석되어 유사성 요인으로 친밀도에 영향을 미

친다 두 번째로 상대방 미니홈피의 게시물이나 사진을 스크.

랩을 하는 행위는 자신이 같은 게시물이나 사진에 비슷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므로 가치나 성격 면에서 유사성이 높다

고 볼 수 있다.

친근성3.1.3 (familiarity)

친근성이란 사이가 아주 가까운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친숙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싸이월드 서비스 내에서는 상대.

방이 포함된 사진이 사진첩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와 공유

다이어리를 함께 쓰는 경우가 이 영역에 포함될 것이다 개.

개인의 미니홈피에는 사진첩이라는 메뉴가 있어 미니홈피

주인이 직접 사진을 올릴 수 있다 일촌의 사진을 게시하거.

나 일촌과 자신이 같이 찍은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친근성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로 공유 다이어리 서비. ‘ ’

스는 자신과 같이 이야깃거리를 공유하고 싶은 일촌 또는,

일촌들과 함께 쓸 수 있어 친근성에 큰 기여를 한다 공유.

다이어리는 다른 일촌들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공유

다이어리의 유무에 따라 친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의성3.1.4 (reciprocity)

상대방에 대한 친밀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은 상대

방이 자신을 친밀하다고 믿는 정도이다 호의성 또는 호혜성.

의 원리는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거론되(Social psychology)

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원리로서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만큼 갚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원리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

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 그 호의를 상

대방에게 다시 베풀고 싶어 한다 이런 호의가 친밀감을 지.

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요인가 될 수 있으며 싸이월드 서비스,

내에서는 방명록 댓글 선물이 이에 해당된다 방명록은 싸, , .

이월드 내에서 라고 하며 어떤 한 개인의 미니홈피'Visitor'

에 방문했을 경우 안부를 묻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적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미니홈피의 주인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니홈피 방문 흔적이나 자신의 글로써 호의를 표현

할 때 일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두.

번째로 댓글은 또는 라고 하며 상대방'Comment' ‘Reply' ,

의 미니홈피에 방문하여 게시글이나 사진을 볼 경우 그와

관련된 하고 싶은 말을 적는 행위이다 댓글을 그 사람에 대.

한 적극적인 관심의 표명으로 역시 호의성에 포함된다 마지.

막으로 선물은 가장 대표적인 호의로써 싸이월드에서 제공,

하는 아이템 즉 음악이나 미니홈피 꾸미기 요소 등을 직접,

돈으로 구매하여 온라인상으로 건네는 것이다 댓글보다도.

더 적극적인 호의로 주로 생일 때 일촌들이 즐겨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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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기도 하다.

친밀도 산정 방법3.2

친밀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3.2.1

친밀도라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정보를 수치화시키기 위해

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수변환 체계가 필요했다 앞서 추.

출해낸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점수체계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싸이월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친밀도를 형성하는 가지 요소인. 4

근접성 유사성 친근성 호의성에 포함되는 싸이월드의, , , 10

가지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들이 느끼는 친밀도 정도를 측정

해 보았다 설문지는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을. 3 , 24

포함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 성별 연령을 포함하였다 두, , .

번째 부분은 싸이월드 사용여부를 비롯하여 싸이월드 사용

패턴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친밀도 산정.

에 직접적으로 쓰일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가중

치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방문횟수 일촌평 즐겨찾기 스10 ( , , ,

크랩 동일 클럽 가입 사진 공유 다이어리 방명록 댓글, , , , , ,

선물으로 구성되었고 리커트 타입의 점 척도로 측정되었) , 10

다 매우 친밀하지 않다 매우 친밀하다 총. (1 = , 10 = ). 10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싸이월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등의 유효하지 않은 명을 제외시킨 명의 설문5 95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수집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남자. (

명 여자 명59 , 36 )

친밀도요소 속성 속성별평균 요소별평균

근접성

방문횟수 6.16

6.53일촌평 7.16

즐겨찾기 6.26

유사성
스크랩 5.58

5.03
동일클럽가입 4.47

친근성
사진 7.32

7.82
공유다이어리 8.32

호의성

방명록 6.58

6.98댓글 7.37

선물 7.00

표 친밀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총 명2. ( 95 )

친밀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점 만점에 각각의 속, 10

성별 평균이 위와 같았다 친근성은 친밀도 형성을 위한 가.

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가장 높은 평균 점수

를 획득했고 근접성과 호의성을 두 번째 중요(7.82/10.00) ,

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유사성은 친밀도에 가장 기여도가 낮.

은 요소 로 평가되었다 즉 싸이월드 내에서(5.03/10.00) . ,

일촌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시하거나 공

유 다이어리를 함께 쓰는 일촌이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상대방의 게시물,

을 스크랩하는 행위와 동일 클럽 가입과 같은 비슷한 관심

사를 표명하는 행위는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

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표 를 정리한 그래프는. < 2>

다음과 같다.

싸이월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가지를 포함하는 친밀10

도 요소 네 가지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남녀별 가중치 평균을

분석해 보았다.

친밀도
요소

속성
속성별평균

요소별평균
남자 명(59 ) 여자 명(36 )

근접성

방문횟수 6.33 6.00

남 6.74
여 6.34

일촌평 7.44 6.67

즐겨찾기 8.67 6.90

유사성
스크랩 5.67 5.50 남 4.83

여 5.20동일클럽가입 4.00 4.90

친근성
사진 6.22 8.30 남 6.50

여 9.00공유다이어리 6.78 9.70

호의성

방명록 7.89 5.40

남 8.11
여 5.97

댓글 8.11 6.70

선물 8.33 5.80

표 성별에 따른 친밀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3.

그림 성별에 따른 친밀도 가중치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2.

그림 친밀도 속성별 평가에 따른 방사형 그래프와 친밀도 속성2.
별 가중치 차이를 나타내는 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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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별 통계 분석 결과 근접성과 유사성 면에서는 비슷했

지만 친근성과 호의성 면에서는 가중치 차이가 많이 났다.

두 집단의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분T-test

석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

친밀도요소
남자 여자

값t 값P
Mean (SD) Mean (SD)

근접성 6.74 (0.50) 6.34 (0.39) 2.000 .062

유사성 4.83 (0.71) 5.20 (0.75) -1.091 .291

친근성 6.50 (1.15) 9.00 (0.33) -6.311 .000

호의성 8.11 (0.78) 5.97 (1.12) 4.796 .000

표 대응표본 에 의한 성별에 따른 친밀도 요소 평가4. T-test

결과 네 가지의 친밀도 속성에 대해 두 집단 모분T-test ,

산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값과 유의확률에 따라 등분산을F

가정한 상태에서 검증결과를 해석하였다 표 에서 보듯. < 4>

이 등분산을 가정한 상태에서 근접성과 유사성은 성별 집

단 간 차이가 없지만 친근성 과(t=-6.311, p=0.000<0.05)

호의성 은 성별 집단 간에 차이가(t=4.796, p=0.000<0.05)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자는 호의성에 여자는.

친근성에 큰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접성 유사성 친근성 호의성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 , ,

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Pearson

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

근접성 유사성 친근성 호의성

근접성 1

유사성 -.268 1

친근성 -.405 .142 1

호의성 .504(*) .053 -.749(**) 1

표 대응표본 에 의한 성별에 따른 친밀도 요소 평가4. T-test
(*P<0.05, **p<0.01)

결론적으로 네 가지 요소 중 근접성과 호의성은 상당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근성과 호의성은 매우,

강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주 접촉하고 친근한 정도가 호의성에 직

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도 산정 방법3.2.2

친밀도는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에서 분류한 네

가지 요소들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친밀도 근접성 유사성 친근성 호의성친밀도 근접성 유사성 친근성 호의성친밀도 근접성 유사성 친근성 호의성친밀도 근접성 유사성 친근성 호의성= + + += + + += + + += + + + (1)

친밀도요소
남자 여자

평균 비율(%) 가중치 평균 비율(%) 가중치

근접성 6.74 25.74 0.36 6.34 23.92 0.24

유사성 4.83 18.45 0.18 5.20 19.62 0.20

친근성 6.50 24.83 0.25 9.00 33.95 0.34

호의성 8.11 30.98 0.31 5.97 22.49 0.22

친밀도 26.18 100 1 26.51 100 1

표 친밀도 산정 방법을 위한 남녀별 친밀도 요소들의 가중치5.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의 성별에 따른 가중치를 그대로

수용하여 친밀도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에 의해. T-test

성별에 따른 친밀도 속성별 평가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 친

밀도 산정 방법 역시 성별에 따라 두 개의 식을 마련하였다.

친밀도 자신이 남자일 경우친밀도 자신이 남자일 경우친밀도 자신이 남자일 경우친밀도 자신이 남자일 경우( )( )( )( )

방문횟수 일촌평 수 즐겨찾기 여부= ( + + ) × 0.36

스크랩 수 동일 클럽 가입 수+ ( + ) × 0.18

사진 갯수 공유 다이어리 여부+ ( + ) × 0.25

방명록 갯수 댓글 개수 선물 개수+ ( + + ) × 0.31 (2)

친밀도 자신이 여자일 경우친밀도 자신이 여자일 경우친밀도 자신이 여자일 경우친밀도 자신이 여자일 경우( )( )( )( )

방문횟수 일촌평 수 즐겨찾기 여부= ( + + ) × 0.24

스크랩 수 동일 클럽 가입 수+ ( + ) × 0.20

사진 갯수 공유 다이어리 여부+ ( + ) × 0.34

방명록 갯수 댓글 개수 선물 개수+ ( + + ) × 0.22 ( 3 )

친밀도 산정 방법을 시각화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자의 일

촌 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일촌들은 가나180 .

다순으로 임의 정렬하여 속성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방문.

횟수는 싸이월드의 사생활 보호 방침 상 공개되어 있지 않

아 시각화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마련할 때에는 이 속,

성은 제외하고 나머지 아홉 가지의 속성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

각 속성별로는 연구자가 싸이월드를 시작한 년을 기2005

점으로 년까지 연도별로 가산점을 주기 위해 년도2008 2008

의 친밀도 속성은 년도는 년도는0.5, 2007 0.3, 2006 0.2,

년도 이전은 을 각각 곱해주어 각 일촌에 대한 친밀2005 0.1

도 점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년도에 연구. , 2005

자에 대한 일촌 활동이 활발하였다가 최근에는 활발하지 못,

한 경우 친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가산점

제도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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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4. Social Network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친밀도 산정 방법을 바탕으로

싸이월드에서의 를 추출하여 시각화하여Social Network

바람개비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Blow Blow Your ’

다 바람개비에서 바람개비는 친구와의. 'Blow Blow Your '

교류 유대 그리고 순수함을 나타낸다 바람개비가 바람이, , .

불어야 돌아가듯 친구사이의 관계에서도 서로간의 교류와

유대가 있어야 친밀함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시각화 요소4.1

4.1.1 Layout

레이아웃은 자신의 미니홈피에서 연동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중심에 오고 일촌들과 자신의 관계를 나

타내는 자아중심적 연결망 형태로 시각화하였다. Social

시각화에서 가장 기본적 레이아웃인 점 과Network (node)

선 을 이용하여 점은 일촌들 선은 자신과 일촌들의 관(line) ,

계를 나타내었다.

4.1.2 Node & Line

바람개비 모양을 띄고 있는 각 노드들은 현재 나의 일촌

들을 의미하고 실제 일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의 값을

그대로 반영한다 친밀도 점수에 따라 노드의 크기를 달리하.

였다.

노드는 다양한 보여주기 방식을 위해 임의로 시기 성별, ,

알파벳순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그에 따라 각 노드의 색,

을 달리하였다 또한 노드에 적용된 투명도는 노드들이. 20%

겹칠 때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선은 자신과 일촌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선의 길이는 친밀도의 속성별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즉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선의 길이가 짧을수록. ,

자아에 더욱 친밀한 것이다.

인터렉션4.1.3 (Interaction)

바람개비의 회전은 사용자에게 주목하도록 유도한다 보.

여주는 화면에서 클릭을 해야 한다거나 친밀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 주목할 만한 것일 때 바람개비는 회전하게 된다.

개인정보창4.1.4

노드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노드에 관한 개인정보창이

팝업된다 일촌의 이름과 사진 속성별 친밀도 점수를 막대. ,

그래프로 보여준다 속성별 필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개.

인정보창에서는 속성별 친밀도 점수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

주고 속성별 필터를 적용했을 경우의 개인 정보창에서는 연,

도별 친밀도 점수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준다.

메뉴4.2

그룹4.2.1 (Group)

그룹은 만난 시기 알파벳 성별(period), (alphabetical),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만난 시기는 초등학교 중(gender) . ' ,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외 로 구분되며 알파, , , , ' ,

벳순은 일촌 이름의 시작하는 알파벳에 따라 분류되며 성별,

은 남 여 로 구분된다 세 가지 그룹의 선택에 따라 각 노‘ , ’ .

드들은 집합을 달리하게 되며 노드의 색으로도 구분이 가능

하다 그룹 필터가 적용되어도 친밀도를 나타내는 노드의 크.

기는 변하지 않으므로 그룹별 친밀도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인모드에서는 여러 개의 그룹이 섞여 그룹별 친.

밀도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그룹모드에서는 그 그룹의 규모

와 친밀도 기여 정도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속성4.2.2 (Item)

속성은 친밀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근접성 유사성‘ , ,

친근성 호의성 으로 나누어진다 속성별 친밀도 차이를 쉽게’ .

그림 친밀도 점수에 따른 노드 바람개비 의 크기3. ( )

그림 개인모드와 그룹모드의 예5.

그림 속성별 필터 적용에 따른 개인정보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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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속성별 필터 적용이 가능하다.

필터 선택에 따라 연결된 선의 길이가 변하게 되며 이를 통,

해 속성별 친밀도 비교와 친밀도 총합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이들 속성 중 근접성의 경우에는 즐겨찾기 일촌평. ‘ , ’

두 가지의 세부 항목이 있으며 유사성의 경우에는 동일 클, ‘

럽 가입 스크랩 이라는 세부 항목을 갖는다 또한 친근성의, ’ .

경우에는 사진 공유다이어리 호의성의경우에는 방명록‘ , ’, ‘ ,

댓글 선물 이라는 세부 항목을 가진다 세부항목 역시 선택, ’ .

가능하며 속성별 친밀도 값을 가지고 있다 즉 친밀도 총합.

을 나타내는 노드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속성별 친밀도

점수가 높으면 선의 길이가 짧아져 더욱 중심으로 위치하게

된다 총 친밀도 값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의 친밀도 값을 보.

여줌으로써 항목별 친밀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싸이월드

서비스의 이용을 골고루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모드4.2.3 (Mode)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사용자가 여러 각도로 소

셜 네트워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폭넓은 선택사항을 제공하

였다.

첫 번째로 개인모드는 을 활용하여 자신Circular Layout

이 중심에 오고 일촌들이 큰 원의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 레

이아웃이다 그룹은 색으로만 표시해주었다 두 번째로 그룹. .

모드는 앞서 임의로 분류한 만난시기 알파벳순 성별에 따, ,

라 무리가 지어지면서 의 형태를 활용하였다Group Layout .

그룹 내에서의 친밀도 비교가 훨씬 용이하다 세 번째로 타.

임라인 모드는 년 이전부터 년 현재까지 시간의2005 2008

흐름에 따른 속성별 친밀도를 시각화한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일촌과의 처음 일촌을 맺은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그 달의

친밀도 합의 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일Timeline .

촌과의 시간이 진행함에 따라 어떤 관계를 지속해 왔는지도

비교 가능하다.

보여주기 방식4.3

4.3.1 Personal View

는 개인모드 그룹모드 타임라인 모드로Personal View , ,

구성되어 있고 바람개비 어플리케이션, ‘Blow Blow Your ’

의 값이다 개인 미니홈피에서 연동되므로 개인 중Default . ,

심의 인맥 네트워크 맵이 기본이 된다.

4.3.2 Linkage View

는 자신의 일촌들 중 사용자가 직접 알아Linkage View ,

보고 싶은 일촌들을 선택하여 자신 중심의 인맥 네트워크,

맵이 아닌 다른 일촌들의 관계까지도 확장하여 볼 수 있다.

이 에서 가장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공통일촌 자신View (

과 선택된 일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일촌 인데 이 공통) ,

일촌이 공유하고 있는 다른 일촌들과 나 사이에 친밀도 비

교가 가능하다 싸이월드는 공개형 커뮤니티가 아니므로 스. ,

노우볼링 기법을 통해 연구자의 일촌 데이터 외에 연구자의,

일촌들 중 명의 일촌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일촌 데이터3

를 받아 친밀도 점수를 활용하였다.

그림 9.Linkage View

그림 와 같이 자신 외에 명의 일촌들을 추가적으로< 9> 3

선택했을 경우 총 일촌들이 친밀도 점수 기준에 의해 나열,

되고 공통일촌은 선명하게 표시되어 보여 진다, .

그림 속성별 필터적용 전 후 친근성 필터6. · ( )

그림 메뉴바 안의 모드 선택 부분7.

그림 타임라인모드의 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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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공통일촌 클릭 시. Linkage View ( )

그림 과 같이 선명하게 표시된 공통일촌을 클릭 시< 10>

그 공통일촌을 공유하고 있는 일촌들 사이의 친밀도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친밀도 값은 본론에 제시한 수식에 의해 얻.

어진 값이다.

결론5.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싸이월드 내

에서의 사용자들 간의 친밀도를 산정하는 방법의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친밀도 산정 방법을 바탕으로 직접.

연구자의 싸이월드 데이터에 적용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첫 째로 오프라인 상호작용 형태를 기. ,

초로 하여 싸이월드 안에서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근접성 유사성 친근성 호의성으로 분류하였다 그 다음으, , , .

로 이 분류 조건에 적합하게 싸이월드 환경에서의 방문횟,

수 일촌평 즐겨찾기 동일 클럽 가입 스크랩 공유 다이어, , , , ,

리 사진 방명록 댓글 선물 등 총 가지 서비스를 추출, , , , 10

하여 싸이월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친밀도 가중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검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친밀도, t-

요소의 가중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근접성과 호의성. ,

친근성과 호의성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

다 온라인 인맥도 오프라인 인맥의 연결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호작용 패턴이 일어난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밀도를 수치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연구자의 일촌 명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 분, 180 ,

석하여 자아 중심 관계망을 친밀도를 적용해 시각화하였다.

싸이월드의 특성상 다른 일촌들의 관계 데이터를 얻어낼 수

가 없어서 중심이 아닌 일촌간의 관계망을 분석하는데ego

한계점을 느꼈다 향후에는 어느 한 집단을 한정시키고 스. ,

노우 볼링 기법을 통해 일촌들의 관계망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중심으로 싸이월드 내에서의 를 시각화social network

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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