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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2.0의 극 인 도입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기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련된 콘텐츠를 하

게 추천하는 것은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들의 동향  이슈 추출 기법이 

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기 해서 지 까지의 연구에서는 콘텐츠에 포함된 키워드 매칭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사용자들 간의 연결 계와 키워드의 요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OAF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와 del.icio.us에서 제공하는 소셜 북마크 데이터를 기 로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보이며 이를 통한 사용자들 사이에서 요하게 부각되는 핫 이슈를 추출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핫 이슈 추출 방법을 활용하면 사용자들의 심 분야 동향 악

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맞춤형 마   콘텐츠 추천이 가능해 진다.

1. 서론

  최근 웹 2.0은 웹의 진화에 있어 요한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으며 많은 소셜 네트워크 기반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웹 2.0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1]. 웹 

2.0을 통한 인터넷의 변화는 콘텐츠의 측면에서 바

라볼 때 콘텐츠 생산 주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통 인 웹에서는 콘텐츠를 서비스 제공자가 생산했

던 반면 최근의 웹에서는 콘텐츠를 서비스 수요자가 

생산하고 있다[2]. 이에 따라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이 

생산하는 사용자가 더 요한 비 을 차지하게 되었

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서로 ‘친구’ 계를 맺어 상호

간에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커뮤니티를 키워나가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2]. 이런 웹의 변화에 따라서 

사용자들의 성향과 사용자들 사이에 이슈가 되는 주

제를 추출하는 것이 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3].

  연  콘텐츠를 추출하는 방법은 본 논문에서 제시

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는데 부

분의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3][4].

  ․태그는 사용자의 성향을 직 으로 묘사하지 

못함

  ․방 한 콘텐츠들에서 사용자들의 이슈가 되는 

태그를 요약할 수 없음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슈가 되는 심 키워드를 

구별할 수 없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사용자들의 성향을 

직 으로 묘사하기 하여 온톨로지 기반 사용자 

로 일 기술언어인 FOAF[5]를 사용한다. 그리고 

방 한 콘텐츠들에서 사용자들의 핫 이슈가 되는 

심 태그를 요약하기 하여 mybloglog[6]를 통해 콘

텐츠를 수집하고 del.icio.us[7]를 통해 추천 정보를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슈가되

는 심 키워드릴 추출하기 해 FOAF와 콘텐츠 

데이터를 상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소셜 네트워크

에서 이슈가 되는 키워드를 방 한 콘텐츠들에서 추

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사용자의 성

향을 반 한 연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

다.

2. 련 연구

  상업  웹 사이트들과 비 상업  커뮤니티를 포함

한 많은 사이트들에서 이슈를 추출하는 시스템은 해

당 사이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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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용자-키워드-태그 그래

다[8].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추천 방법이 제시되었다[9].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이슈가 되는 태그를 

추출하는데 있어서는 사용자 심(User-centric)과 

객체 심(Object-centric)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사

용자 심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사용자들의 

사용자들의 계를 분석하여 공통의 심 분야를 찾

아내는 것이며 객체 심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

은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특정 객체에 해당하

는 사용자들의 집단을 찾아내는 방법이다[3].

  사용자 심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에

는 표 으로 [10]과 [11]이 있다. [10]과 [11]에서

는 특정한 심 분야를 사용자들의 네트워크의 분석

을 통해 찾아내었다. 그러나 [10]과 [11]에서 사용한 

방법은 특정한 사이트에 국한되어 사용된다는 단

이 있으므로 다양한 사이트에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범용 으로 활용되기가 어렵다.

  객체 심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

구에는 [12]와 [13]이 있다. [12]와 [13]에서는 사용

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한 소셜 네트워크를 생성하

지만 콘텐츠에 한 요도와 정확성을 단하기에 

어렵다.

3. FOAF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연

콘텐츠 추천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OAF와 소셜 네트워크 분

석을 이용한 연  콘텐츠 추천방법은 크게 4개 단계

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 : FOAF를 이용한 콘텐츠의 수집

  ․2단계 : 소셜 네트워크의 생성

  ․3단계 : 소셜 네트워크 분석

  ․4단계 : 핫 이슈 추출  련 콘텐츠 추천

1단계 : FOAF를  이용한  콘텐츠의  수집

  많은 웹 2.0 기반 웹 사이트에서는 개방형 API 인

터페이스를 통해 FOAF를 제공하고 있다. FOAF는 

사용자의 심 분야를 포함한 웹 사이트  성별 등

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mybloglog

에서 제공하는 FOAF를 통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한

다. 그리고 소셜 북마크 사이트인 del.iciou.us를 통

해 콘텐츠 추천 태그 정보를 수집하며 

livejournal[14]을 통해 사용자들이 작성한 콘텐츠에 

한 정보를 수집한다. 

2단계 : 소셜  네트워크의  생성

  소셜 네트워크를 생성하기 하여 2단계에서는 세 

개의 집합을 활용한다. 첫 번째 집합은 사용자 아이

디 집합이며 두 번째 집합은 각 사용자들의 특징 집

합이다. 그리고 마지막 집합은 태그 집합이다. 여기

서 사용하는 세 개의 집합은 1단계에서 수집한 사용

자 정보와 태그  콘텐츠 정보를 재구성하여 만들

어진다. 이 세 개의 집합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사용자 아이디 집합 A = {a1, ... , an}

  사용자 심 키워드 집합 C = {c1, ... , cp}

  태그 집합 T = {t1, ... , tq}

  의 세 집합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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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용자- 요 키워드 그래

 , 이 게 두 개의 행렬을 만든다.   행렬은 사

용자 가 태그 를 사용했을 때 1을 기입하고 아닐 

경우 0을 기입한 2차원 테이블이다. 그리고   행

렬은 사용자 심 키워드와 사용자가 매칭될 때 1을 

기입하고 그 지 않을 경우 0을 기입한 2차원 테이

블이다. 이 게 만들어진 와   행렬을 다시 

와 ×로 이루어진 2차원 테이블로 변형하면 사용

자와 사용자 심 키워드나 태그가 존재할 때 1이 

기입되고 그게 아닐 경우 0이 기입된 행렬이 된다. 

이 행렬에서 원소의 값이 1인 행과 열은 각각 그래

에서 꼭지 이 되며 두 꼭지 은 연결을 갖게 된

다. 그리고 원소의 값이 0일 경우 두 꼭지 은 서로 

연결을 갖지 않는다.

3단계 : 소셜  네트워크  분석

  본 논문에서 사용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심성(Measure of degree centrality)이다. 심성은 

그래 에서 특정 꼭지 에 해 진입/진출 차수의 

개수를 수치화하여 요도가 높은 꼭지 을 분석하

는 방법이다[15]. 그래 에서 어떤 꼭지  가 있고 

꼭지 들의 총 개수가 개 일 때, 꼭지  의 심

성 은  을 와 연결된 노드의 개수로 나

 값이며 다음 식 1과 같이 정의 된다. 3단계에서는 

심성을 각 꼭지 에 하여 계산하고 그 결과를 

출력한다.

 (식 1)

4단계 : 핫  이슈  추출   련 콘텐츠  추천

  핫 이슈 추출  련 콘텐츠 추천 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분석한 심성 값을 이용하여 각 키워드

들의 요도를 반 한다. 만약 어떤 사용자에게 합

한 콘텐츠를 추천하고자 한다면 사용자가 속한 네트

워크에서 가장 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가진 콘텐츠

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선택

할 때 불필요한 연산을 이기 하여 본 논문에서

는 상  40%의 높은 값을 가진 꼭지 과 노드만으

로 그래 를 재 생성한다. 그리고 재 생성된 그래

에서 사용자에게 추천할 연  태그와 콘텐츠를 추출

한다.

4. 구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구 하기 하여 우리

는 UCINET[16]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 도구를 

활용하 다. UCINET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행렬

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용하기 하여 

(그림 1)와 같이 10명의 사용자와 34개의 태그, 72개

의 사용자 심 키워드를 가진 그래 를 생성하 다. 

그리고 (그림 1)에서 보인 그래 를 상으로 심성

을 계산하고 상  40%에 해당하는 꼭지 과 노드로 

그래 를 재구성 하면 (그림 2)과 같은 그래 가 생

성된다. (그림 2)에서 valerovilan이라는 사용자는 

'music' 태그를 사용하 으며 다른 6명의 사용자는 

모두 ‘business'태그를 사용하 고 그 외에 

'painting', 'jazz', 'writing' 등과 함께 ‘music'태그를 

사용하 음을 보인다. 이 때 valerovilan 사용자는 자

신이 속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business'태그가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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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추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사용자들이 극 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

는 최근의 웹의 경향으로 인하여 사용자들의 활동정

도와 콘텐츠의 추천 빈도는 콘텐츠의 질을 결정하는

데 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콘텐츠의 추천 횟수와 사용된 태그의 개수만으

로 핫 이슈를 추출하는 통 인 방식과는 달리 사

용자의 네트워크와 태그 사용 빈도를 활용한 추천 

방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FOAF와 소셜 네트워

크 분석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웹 사이트에서 

형성된 소셜 네트워크의 핫 이슈 추출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소셜 네트워크에 속한 사용자에게 련이 

있는 태그와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방법이 사용자의 성향뿐만 아니라 추천된 주제의 특

징도 고려하기 때문에 사용자 에게 성향에 맞는 주

제를 추천해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이용함으

로써 기존의 방법 보다 향상된 효율성을 기 할 수  

있다.

  향후 우리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보다 범

용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 할 정이며 추출한 핫 이슈의 정확도에 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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