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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용자들 간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의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해당 정보의 활용도
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조어를 비교분석하고 태그들의 성
격에 따른 확산 패턴을 발견하고 확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확산 현상을 시각화시켜 보여주었다.
키워드: 소셜 태깅 시스템, 신조어, 정보 확산

1. 서론
온라인 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용자들

간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의 확산이 증대되

고 있다. 정보 확산은 다양한 내외적 요인들에 의해 다

른 사용자들에게 인지 또는 습득됨으로서 해당 정보의

활용도가 점차 증가되는 현상이다. 특히, 소셜 태깅 시스

템(social tagging system)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다양한 온라인 사용

자들의 지식을 표현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미

디어이다. 태깅 시스템에 따라 새로운 정보 창출 및 확

산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 집단

이 손쉽게 해당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

다. 태그는 저자가 글의 검색을 위하여 감성, 정황, 글쓴

이의 의지 등을 나타내는 단어를 입력해 둔 일종의 키워

드들의 집합을 말한다. [그림 1]는 사용자 태깅의 전형

적인 예를 보여준다. 

[그림 1] 사용자 태깅 예[1]
  이러한 온라인 태깅 시스템은 여러 측면에서 정보 확

산에 영향 준다. 첫째로 소셜 태깅에 의한 공유 기능이

다. 동일한 태그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많은 자원을 동시

에 공유할 수 있다. 둘째로는 소셜 태깅의 자유로운 태

1) 교신저자

그 선택에 있다. 독창적이고 주목을 끌 수 있는 태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확산 하고자 하는 정보로 하여금

쉽게 다른 사용자들의 주목을 끌게 하여 정보 확산 효율

을 높일 수 있다[2]. 예들 들어, [그림 2]과 같이,

Del.icio.us에서는 태그로 search하면 태그의 활용빈도를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2] Del.icio.us에서의 활용빈도

   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 확산 현상이 온라인 태깅 시

스템 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

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

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1) 태그의 성격에 따른 정보 확산 패턴을 발견 및 정의

2) 정보 확산 현상을 이해를 위한 다양한 척도를 제안

본 논문에서는 플리커(http://flickr.com/)에서 다양한 신

조어들의 태그들을 샘플링 하였으며, 해당 태그들이 적

용된 시점(timestamp)을 조사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

서 온라인 소셜 미디어 상에의 정보 확산과 관련된 주요

가설들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실험 데

이터를 제시하고자하며, 마지막으로 4장에서 간단히 결

론을 내리고자 한다.

2. 가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소셜 태깅 시스템에서의 정보

확산 현상의 이해를 위하여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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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았다.
2.1 태그 확산 패턴

태그 확산 패턴은 특정 태그가 시스템 내에 생성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이해하기 위함

이다. 예를 들어, [그림 3]과 같이 “뮝미”는 생성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활용도가 증가함을 보이고, [그
림 4]의 “지못미”는 처음 생성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비슷하게 적용되는 태그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
림 5]에서와 같이 “인증샷” 태그는 처음 생성 되었을 때

많이 적용되다가 점차 정체성을 잃어가는 태그들도 있을

것이다.

[그림 3]  “뭥미” 확산 패턴

   [그림 4]  “지못미” 확산 패턴

[그림 5]  “인증샷” 확산 패턴

2.2 태그 간의 관계

또한, 온라인상의 태그들은 확산 패턴에 상호 작용을

주는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그림 6]과 같이, “얼짱”이라는 태그

가 생성되고 “몸짱” 태그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짱"은 얼굴과 짱이라는 두 단어의 줄임

말이다. "몸짱" 역시 몸과 짱을 붙여서 만들어진 단

어이다. 처음에 "얼짱"이라는 단어가 생성되었고 "
몸짱"이라는 단어가 생성됨으로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단어의 새로운 출현으로 다른 어떤 단어의 생

성을 예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림 6 “얼짱“ “몸짱“ 확산 패턴]

3. 실험
최근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다양한 신

조어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플리커 API를 이용하여 태그

들에 대해 샘플링 하였으며, 해당 태그들이 적용된 시점

을 조사하였다. [그림 7]은 플리커 API를 이용하여 “얼
짱” 태그를 검색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자”, “대만”, “여
고생”  등 연관 태그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해당 태그

들이 “얼짱” 태그와 확산하고자 하는 정보 측면에서 비

슷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 Flickr에서의 태그 검색

이는 태깅 시스템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정보를

여러 가지 형태의 태그 또는 연관 태그로 표현함으로써

정보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 시킬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 8] Flickr에서의 “얼짱” 확산 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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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는 “얼짱” 태그가 적용된 시점을 보여준다. 차트

에서 보면 2007년과 2009년에 현저하게 많이 적용되었

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시점에 집중적으로 사용자

들에 의해 확산되었음을 말해준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가설2.1에서 보여드렸던 세 가지 패턴 외에 50여개

태그들을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용도를 차트

로 그려보았다.“뭥미”와 비슷한 확산 패턴을 가진 태그들

로는 “헐”, “오크”, “대인배” 등으로 이런 패턴을 가진

태그들이 제일 많았고 “지못미”와 비슷한 확산 패턴을

가진 태그들로는 “킹왕짱”, “쩐다”, “안습”, “포스” 등이

있었으며 “인증샷”과 비슷한 확산 패턴을 가진 태그들로

는 “몸짱”, “열공” 등으로 제일 적었다.
새로운 정보의 발생과 정보의 확산 현상을 시각화함으

로 이해력을 향상하고 한 개 단어의 출현으로부터 앞으

로 새로운 정보의 발생을 가늠해보고 발전방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정보의 확산 현상을 분석해서 어떤 유

형의 정보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형식으로 확산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어떤 새

로운 정보가 발생할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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