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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맥이란 정계, 재계, 학계 따 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유  계를 뜻한다. 인맥은 거미 과 같이 

서로 뒤엉켜 있고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효율 인 인맥 리를 하기 해선 많은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명함 리 어 리 이션은 모바일 카메라를 이용하여 명함정보를 디지털화 하

여 이용하고 있지만 모바일에 정리된 명함의 정보들을 시각화하는 기술은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함의 요인들  이름, 직 , 회사명, 회사주소, 화번호, 이메일 주소의 데이

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요소를 설계하고 사회연결망 이론을 용하여 소시오그램 형태로 나타

내어 효율 인 인맥 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명함 리 시스템 시각화 모형을 설계하 다.

  

Ⅰ. 서 론

  사회 인 성공 요인  요한 요인 하나는 인맥이다.

 리서치 조사 기 에  따르면 94%의 직장인들이 직장생

활을 효과 으로 하기 해선 인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맥이란 정계, 재계, 학계 따 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유

 계를 뜻한다. 인맥은 거미 과 같이 서로 뒤엉켜 있

고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효율 인 인맥 리를 

하기 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과 이 빈번한 직무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들은 인맥 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인맥 리를 

하기 한 요소  하나는 명함 리이다. 명함은 자신의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달하고 자신을 홍보하기 한 

목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개인의 인 정보가 압축되어 있는 이름, 직 , 회사명, 회

사주소, 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는 명함은 과

거에는 지갑이나 명함 보 함에 넣고 리 했지만 정보기

술의 발 으로 인해 명함정보가 디지털화 되고 있다.

 빅 데이터의 출 으로 시각화 기술이 이슈가 되고 있으

며 시각화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시각화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물을 최종 사용자에게 효

과 으로 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명확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사용 목 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진다.

 인맥을 리하기 해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명함

을 심으로 인간 네트워크를 엮어가는 것이 과학 인 방

법  하나이다. 이를 해 복잡하게 엉켜 있는 인간 네트

워크 정보를 명함의 정보를 통해 시각 으로 보여주어 효

율 인 인맥 리가 가능한 명함 리 시스템 시각화가 필

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효율 인 인맥 리를 해 명함 리 시

각화 설계를 한다.

Ⅱ. 련연구 

2.1 사회 계망

  사회 계망은 사회  실체간의 계와 이런 계들의 

총체에서 드러나는 구조  패턴을 분석하여 인간 행 와 

사회 구조의 효과를 알기 한 것이다[1].

 계망 연구에 있어서 요한 것은 합한 데이터를 추

출하는 것이다. 계망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속성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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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와 계 데이터가 있다. 속성 데이터는 일반 인 객체

의 속성, 의견등과 계가 있으며 계 데이터는 , 유

, 연결, 단체 속, 만남 등과 계가 있다. 즉 계는 

객체의 속성이나 특성이 아니라 객체가 속한 체계나 체제

의 특성이 되는 것이다. 계는 두 개인을 좀 더 큰 계

 체계나 체제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모바일 

커뮤니 이션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모바일 커뮤니

이션 데이터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를 나타내므로 

계 데이터라 할 수 있다[2].

 계망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 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래  이론을 이용하여 계망 연구의 기술  발 에 기

여한 소시오매트릭(Sociometric) 연구자들이고, 둘째가 인

간 계의 형태와 클리크(Clique) 형성을 연구했던 분야이

고, 셋째가 마을 사회의 공동체의 구조를 연구했던 국 

맨체스터 인류학자들이다. 이  사회 계망 연구 학자인 

미첼은 반즈의 비형식 으로 나타나는 계들의 역 개

념을 개인  서열이라는 개념으로 일반화 하 다. 개인  

서열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가진, 그리고 한 그 사람

들이 가진 연결 고리들로 이루어진 계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미첼은 이런 제행동의 유형들이 계망 연구의 한 역

이라고 여겼다. 미첼은 사회의 체 계망을 어떤 공동체 

혹은 조직의 한계 안에서 혹은 그를 넘어서 뻗어 나가는 

끊임없이 세 하게 되고, 네트워크화 되는 연 의 집합으

로 개념화 하 다.

 그는 체 망을 분석할 때에 부분  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두 가지의 추출방법을 제시하 다. 첫 째는 

개인을 주축으로 한 추출이다. 이는 모든 종류의 사회 계

들의 ‘자아 심’의 망을 일반화하기 한 것이다. 둘째는 

특정한 사회 행동의 측면에 련된 망의 ‘ 반 ’인 특성

을 추출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인 ‘자아 심’의 망 연구

에서는 개개인의 밝 지고, 그들의 직, 간 인 다른 사

람들과의 연결들이 조사된다[2][3]. 

2.2 소시오그램 

계망 구조를 표 하는 시각화에는 두가지 방법이 존재

한다. 첫째는 과 선에 기반을 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표 형태이다. 표에 표 되는 사회  요소와 사회  계는 

과 선에 기반을 둔 그래 의 형태를 갖는 소시오그램

(Sociogram)으로 표 이 가능하다. 과 선에 기반을 둔 

형태에서 은 부분 사회  요소(actor)를 표 하고, 선

은 그 요소간의 연결을 나타낸다. 표 형태에서는 사회 인 

요소와 연결을 숫자나 기호로서 표 한다. 사회 인 요소

를 각 행과 열에 배열하고 연결이 형성되었다면 1, 연결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0으로 표 한다. 이러한 계의 유무에 

한 표는 (그림 2.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형태로 나타

나고 이를 인  매트릭스(Adjecency Matrix)라고 한다. 

 이러한 표를 통하면 각각의 사회  요소들 간의 계를 

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 양의 데이터일 경우 

표 형태만으로도 연결 정도와패턴을 찾아낼 수 있지만 많

은 양의 데이터일 경우는 구조의 패턴을 찾기란 쉽지 않

은 일이다. 실제 그래 에서 요한 것은 들의 실제 

치가 아니라, 과 을 연결하는 선들의 패턴(Pattern)이

다. 표 형태에서 선들의 패턴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 으로 알기 힘들고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로그램을 

통한 분석은 일반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2]

(그림 2.1) 인  매트릭스

 따라서 네트워크 시각화는 과 선을 이용해 직 으로 

네트워크를 보여 으로써, 네트워크의 구조와 패턴을 이해

하기 쉽도록 하고 특히, 계망의 구조와 그에 속한 사람

들의 커뮤니 이션 형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다. 네트

워크의 시각화는 모 노의 소시오그램에 기 를 두고 있

다. 모 노는 그래  이론의 방법론을 차용하 는데 그래

 이론이란 그래 (Graph) G는 과 선으로 구성되는데, 

각 들은 정 (vertex) V로, 을 잇는 선을 모서리

(Edge) E로 표 하여 G= (V, E)가 된다는 것이다. 모 노

는 이러한 그래  이론을 이용하여 과 선을 이용하여 

사회  구성을 표시하 고 이것이 네트워크 시각화의 시

가 되었다.[2]

 모 노의 연결 패턴은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모 노 연결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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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명함 리 시각화

 인맥 네트워크 추출을 해 휴 화, 이메일, SNS 등에

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추출한 인맥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시각화 하는 기술 한 여러 학 연구소  기

업에서 진행 이다.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명함 리 시각화 설계는 인맥 네

트워크 정보를 지도와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인맥 정보를 직 이고 효율 으로 이해 가능하게 된다.

 데이터 정보를 지도를 이용한 사례는 (그림 2.3)과 같다.

데이터를 공간이라는 지도와 맵핑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더욱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하게 된다.

 지도는 사실에 근거를 둔 데이터들을 그림으로 표 하여 

달하려는 목 으로 도상학 이고, 기학 이고, 언어 인 

그리고 문어 인 규정에 의한 축 이다[4].

 지도와 효율 인 인맥 리를 해 명함의 데이터와의 맵

핑에 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2.3) 지도를 이용한 시각화 사례

정보의 데이터를 시각화 하면 기존의 데이터들과 달리 다

양한 해석이 가능한 정보가 된다. 

 지도와 효율 인 인맥 리를 해 명함의 데이터와의 

맵핑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Ⅲ.  명환 리 소시오그램 시각화 모형 설계

  명함 리 시스템 시각화 설계를 하기 해 (그림 3.1)과 

같이 시각화 요소를 설계하 다.

 노드 안에는 자신의 이름과 상 방의 이름이 표기되어 

노드를 보고 인맥들을 인지할 수 있다. 노드의 굵기는 명

함에 나타나 있는 직 에 한 표시로 굵기의 차이로 직

을 구별 할 수 있다. 노드와 상 방의 연결선 상  공간

에는 상 방의 회사가 표기되고 하단 공간에는 상 방의 

회사 주소가 표기 된다. 

(그림 3.1) 명함 리 시각화 요소 설계

 그리고 상 방 노드 상단 공간에는 상 방의 공간이 표

기되고 하단 공간에는 이메일 주소가 표기되게 된다.

 이 게 설계 된 시각화 요소는 (그림 3.2)의 과정을 거쳐 

명함 정보를 받게 된다.

 상 방으로 하여 명함을 얻게 되면 명함의 요인들 이름, 

직 , 회사명, 회사주소, 화번호, 이메일 주소을 분석한

다.

(그림 3.2) 명환 리 시각화 모형 설계

 분석 된 명함 요인들은 분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소시오

그램 요소와 매칭 된다.

 소시오그램 요소와 매칭된 명함 요소는 지도와 맵핑하게 

되어 (그림 3.3)과 같은 형태로 구  화면이 나오게 된다.

 명함 데이터와 지도와의 맵핑 과정을 통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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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구  화면 시

에서 인맥정보를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본인의 노드의 치는 재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의 치를 나타내고 상 방의 노드의 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맥들의 회사 치를 나타나게 

된다. 

 Ⅳ. 결 론

  인맥이란, 정계, 재계, 학계 따 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유  계를 뜻한다. 인맥은 거미 과 같이 서로 뒤엉켜 

있고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효율 인 인맥 리

를 하기 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맥을 리하기 해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명함

을 심으로 인간 네트워크를 엮어가는 것이 과학 인 방

법  하나이다. 이를 해 복잡하게 엉켜 있는 인간 네트

워크 정보를 명함의 정보를 통해 시각 으로 보여주어 효

율 인 인맥 리가 가능한 명함 리 시스템 시각화가 필

요하다.

 스마트폰 명함 리 어 리 이션은 모바일 카메라를 이

용하여 명함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이용하고 있지만 모바

일에 정리된 명함의 정보를 시각화하는 기술은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함의 요인들  이름, 직 , 회

사명, 회사주소, 화번호, 이메일 주소의 데이터를 이용하

여 데이터 시각화 요소를 설계하고 사회 연결망 이론을 

용하여 소시오그램 형태로 나타내어 효율 인 인맥 

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명함 리 시스템 시각화 모형을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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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3년도 지식 경제부의 SW 문인력양성사

업의 재원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고용계약형 SW석사

과정 지원사업(HB301-13-1003)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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