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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블로그 이용자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블로그 공간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로그 공간의 보우타이 구조 분석을 통해 블로그 공간의 내부 

구조의 특성을 파악한다. 더 나아가, 웹 공간과의 비교를 통해 블로그 공간만의 고유의 특성을 

도출한다. 

 

1. 서론 

블로그는 사용자가 자신의 글을 온라인상에 저장할 수 

있는 개인 홈페이지의 일종이다. 블로거는 블로그의 

이용자를 의미한다. 포스트는 블로거가 작성하여 블로그에 

저장한 글을 의미한다. 블로거는 다른 블로거가 작성한 

포스트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들로는 스크랩, 트랙백, 덧글이 존재한다[1]. 
본 논문에서는 블로거들과 포스트들, 그리고 작성된 

포스트에 대한 행동들로 구성된 공간을 블로그 

공간(blogosphere)이라 한다[2]. 

최근, 블로그 공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블로그 

공간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였다. 그 동안 웹 

공간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진 반면, 블로그 공간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블로그 공간에 

적합한 응용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는 블로그 공간의 

내부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로그 공간의 보우타이 구조(bow-tie 

structure)[3]에 대해 분석한다. 더 나아가, 웹 공간과의 

특성 비교를 통해 블로그 공간만의 고유의 특성을 

도출한다. 

2. 보우타이 구조 (Bow-tie Structure) 

참고 문헌 [3]에서는 웹 공간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타내는 모델로 보우타이 구조(bow-tie structure)를 

제안하였다. 참고 문헌 [3]에 따르면 웹 공간의 보우타이 

구조는 SCC가 전체 노드의 약 28%를 차지하고, IN, OUT, 

Tendrils가 각각 전체 노드의 약 21%를 차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블로그 서비스에서 

2006년 4월부터 수개월간 수집하여 익명으로 처리한 

블로그 공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보우타이 구조를 

구성하였다. 그림 1은 블로그 공간과 웹 공간의 보우타이 

 구조 각 컴포넌트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 결과, 웹 

공간의 보우타이 구조는 IN, SCC, OUT의 비율이 서로 

비슷한 반면, 블로그 공간의 보우타이 구조는 IN이 OUT에 

비해 약 5.5배가 크게 나타났다.  

블로그 공간에서 보우타이의 각 컴포넌트의 성향은 

다음과 같이 사료된다. OUT에 속하는 블로거들의 대부분은 

다른 블로거의 포스트에 행동을 취하기보다 직접 포스트를 

작성하는 경향을 가지며, IN에 속하는 블로거들의 

대부분은 포스트를 작성하기보다는 다른 블로거들이 

작성한 포스트에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갖는다. SCC에 

속하는 블로거들은 자신이 포스트를 작성하기도 하며, 

다른 블로거들이 작성한 포스트에 행동을 취하기도 하는 

경향을 갖는다. 블로그 공간은 웹에 비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아놓기 위한 목적을 갖는 블로거들의 비중이 

높으므로, 기본적으로 다른 블로거의 포스트에 행동을 

취하는 블로거들이 많으며, 이로 인해 IN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블로그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스크랩 기능 또한 IN의 비중이 커지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4]. 

 

(그림 1) 웹 공간[3]과 블로그 공간의 보우타이 구조. 

보우타이 구조 각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블로거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마케팅 등의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특정 컴포넌트에 속한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개인화된 전략을 적용하면 전체 블로그 공간의 블로거들에 

동일한 비즈니스 전략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컴포넌트 별 degree 분포 

각 컴포넌트에 속한 블로거들의 행동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컴포넌트의 degree 분포를 측정한다. 그림 2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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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의 degree 분포를 나타낸다.  

IN의 블로거들은 주로 다른 블로거의 포스트를 

스크랩하고, OUT의 블로거들은 다른 블로거들로부터 

스크랩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CC의 

블로거들은 스크랩을 하는 것과 받는 것이 비슷한 

비율임을 알 수 있다.  

 

(a) IN.                      (b) OUT 

 

(c) SCC 

(그림 2) IN, OUT, SCC의 degree 분포. 

4. IN, OUT 의 내부 구조 

참고 문헌 [5]에서는 IN, OUT의 내부에 보우타이 

구조가 재귀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보우타이 

구조의 각 컴포넌트 내부에 보우타이 구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SCC, WCC가 존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로그 공간의 IN, OUT 내부의 SCC의 

크기, WCC 개수와 크기를 측정하고, 이를 웹 공간과 

비교하였다. 표 1은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블로그 공간도 웹 공간과 마찬가지로 IN, 

OUT 내부에서 보우타이 구조가 존재하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SCC, WCC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 IN, OUT의 내부 구조  

   Web [5] Blog  

IN  

nodes in IN  14,400,000 11% 962,019 56.80% 

max SCC  5,876   2   

number of WCCs  3,680,000 
 

40,163 
 

max WCC  197,500 1.30% 766 0.08% 

OUT 

nodes in OUT  53,300,000 39% 176,073 10.39% 

max SCC  9,349   7   

number of WCCs  25,400,000 
 

5,764 
 

max WCC  14,940,000 28.01% 5,955 3.38% 

 

반면, 웹 공간과 블로그 공간 간의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블로그 공간이 웹 공간에 비해 전체에서 IN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IN 내부에서 가장 

큰 WCC(max WCC)가 매우 작고, OUT 또한 내부에서 가장 큰 

WCC의 크기가 웹 공간에 비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블로그 공간은 웹 공간에 비해 IN과 OUT 내부 구성원 간의 

활발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5. SCC의 내부 구조 

SCC의 노드 중 IN, OUT과 특정 관계를 갖고 있는 

노드를 통해 SCC의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참고 

문헌 [5]에서는 entry points, exit points, bridges, 

connectors, petals의 다섯 가지 노드를 통해 SCC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였다. Entry points는 IN의 노드 중 한 개 

이상의 노드들로부터 링크를 받은 노드를 뜻한다. Exit 

points는 OUT의 노드들 중 한 개 이상의 노드를 링크한 

노드를 뜻한다. Bridges는 entry points와 exit points의 

역할을 모두 하는 노드를 뜻한다. Connectors는 SCC의 

노드 중 받은 링크와 한 링크가 각각 한 개인 노드를 

뜻한다. Connectors 중 링크를 한 노드와 링크를 받은 

상대 노드가 같은 노드인 경우를 petals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로그 공간의 SCC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웹 공간과 비교하였다. 표 2는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2> SCC의 내부 구조 

   Web [5]  Blog  

SCC 

nodes in SCC  44,700,000 33% 427,101 24.07% 

entry points  2,600,000 5.87% 285,671 66.89% 

exit points  29,600,000 72.03% 292,050 68.38% 

bridges  2,000,000 4.58% 204,127 47.79% 

connectors  2,960,000 6.63% 14,213 3.33% 

petals  1,400,000 3.14% 940 0.22% 

 

표 2로부터 블로그 공간의 entry points, exit points, 

bridges의 비율이 웹 공간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CC의 대부분의 노드들이 IN, OUT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검색, 블로그 포탈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SCC과 IN, OUT의 연결성이 높아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블로그 공간의 보우타이의 각 컴포넌트 

내부의 특성 분석을 통해 블로그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이를 웹 공간의 특성과 비교하여  

두 공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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