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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 까지 알려진 어떠한 서비스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정보를 생산하

고 공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생산된 방 한 양의 정보에 한 수집과 리를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두 

개의 분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기술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장 을 통합하기 

해 소셜 정보공유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 한다. 본 논문에서는 AskMyFriend를 통해 소셜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 을 보인다. 사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좀 더 효과 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유할 수 있으

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중심어 :∣소셜네트워크∣폭소노미∣소셜컨텐츠채널∣매쉬업∣웹2.0∣소셜QA시스템∣

Abstract

We classify SNS into two categories and describe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m. In order 

to combine the merits of each kind of SNS, we propose the social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r social network service using social content channel. It makes user share information faster 

and gather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In this paper, we present AskMyFriend. It opens a 

channel aggregating users’ interaction and recommends person who is most likely to know 

about topic of the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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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네트워킹지향(the 

networking oriented) SNS와 지식공유지향(the 

knowledge-sharing oriented) SNS 로 분류될 수 있다

[1]. 네트워킹지향 SNS는 Twitter, Facebook 그리고 

LinkedIn 같이 사용자간의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서비

스가 표 인 이며, 지식공유지향 SNS는 사용자간

의 정보나 지식의 공유를 강조하는 블로그 네트워크, 

Yahoo! Answers 같은 QA(question-answering)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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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들이 표 인 이다.

만약 사용자가 자신의 네트워크에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면 네트워킹지향 SNS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효과

이다. 그러나 실제 정보 수집과 공유 활동은 네트워

킹지향 SNS보다 기존의 검색엔진이나 지식공유지향 

SNS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은 네트

워킹 지향 SNS의 특성 때문에 생겨난다.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에 을 

두고, 주제별 문정보를 효과 으로 수집하는 시스템

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소셜 

컨텐츠 채 을 이용한 소셜 정보공유 시스템을 제안한

다. 소셜 컨텐츠 채 은 네트워킹지향 SNS상에서 효

과 인 정보 수집과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네트워

킹지향 SNS와 지식공유지향 SNS의 장 을 효과 으

로 통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 두 종

류의 소셜 네트워크를 설명하고, 장 과 단 을 논한

다. 그리고 3장에서 체 시스템에 한 분석을 하고, 

4장에서 이 시스템에 한 구 물인 AskMyFriend를 

보인다. AskMyFriend는 재 가장 향력 있는 네트

워킹지향 SNS 가운데 하나인 Twitter[8] API를 이용

한 매쉬업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시스템의 

필요성과 의미에 해 설명하고 마무리한다.

Ⅱ. 관련연구

1. 지식공유지향 SNS에서의 정보수집
지식공유지향 SNS은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해 만

들어졌다. 블로그나 QA시스템으로 표되는 지식공

유지향 SNS는 해당 SNS의 주제와 규모에 의해 사용

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질이 제한된다는 한

계 을 가지고 있다. 일반 으로 지식공유지향 SNS은 

특정한 주제의 지식을 수집하고 공유하기 해 폐쇄

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일단 수집된 정보는 단순한 웹 

검색에 비해 훨씬 믿을만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지식공유지향 SNS는 네트워크의 불특정 다수를 통해 

지식을 수집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해당 네트워크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한 사용자는 동일한 주제를 다

루고 있는 다른 네트워크에 가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행 는 사용자가 가입한 네트워크에 원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할 때 까지 지루

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다수  네트워크 가입

을 통한 개인정보 분산은 보안문제와 개인정보의 비일

성문제도 야기한다. 이것은 지식공유지향 SNS의 특

성인 지나치게 명확한 구성동기와 낮은 확장성에 의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3].

2. 네트워킹지향 SNS에서의 정보공유
이와 달리 Twitter, Facebook 으로 표되는 네트

워킹지향 SNS는 사용자간의 네트워킹과 커뮤니 이

션을 해 만들어졌다. 네트워킹지향 SNS에서는 네

트워크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통해 웹 

검색에 비해 좀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

다[5]. 네트워킹지향 SNS는 네트워크의 구성동기가 

취미, 심사 등으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

의 정보에 해서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의  한 매우 빠르다. 그러나 커뮤니 이션

을 주로 한 서비스의 특성상 정보와 개인 인 행

들이 뒤섞여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4]. 따라서 사용자

는 방 한 양의 컨텐츠들 사이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

기 해 상당한 노력을 쏟아야 한다. 한 정보의 유

용성과는 계없이 오래된 정보일수록 사용자가 근

하기 더욱 힘들어진다.

Ⅲ. 소셜 정보공유 시스템 분석

1. 전체 시스템 구조
우리는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소셜 정보공유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다음의 두 개의 역할로 분류할 

수 있다.

▪개설자(The Opener). 정보를 수집하기 해 채

을 개설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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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The Contributor). 개설자가 원하는 정보

를 가지고 채 에 정보를 공유하는 사용자.

체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조

먼  개설자는 얻고자 하는 정보에 한 내용을 시

스템에 알린다. 시스템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채

을 생성하고 개설자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채 이 

개설되었음을 알린다. 기여자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원하는 사용자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안에 존재한

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해당 정보를 채 에 포스 한다. 

개설자는 최종 으로 채 에 포스 된 정보들을 단

하여 평가하게 되고 모든 일련의 과정은 시스템에 의

해 수집  분석되어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추천

하는데 이용된다.

2. 소셜 컨텐츠 채널
[그림 2]는 소셜 컨텐츠 채 의 구조를 보인다.

그림 2. 소셜 컨텐츠 채널 구조

소셜 컨텐츠 채 의 주요 컴포 트는 다음과 같다.

▪Validator: 사용자의 메시지 안에 URI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URI가 유효한 것인지, 피싱 사이트나 

스팸사이트는 아닌지 여부를 단한다.

▪Aggregator: Validator에서 검사된 메시지가 어느 

채 에 소속된 메시지인지를 단해 해당 채 에 

묶어 다.

▪Logger: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추천하기 

해 즐겨찾기, 채  생성, 답변달기 등 사용자 인

터액션을 장하고 분석한다.

사용자가 컨텐츠를 포스 하면 Validator가 확인을 

한다. 확인된 컨텐츠는 Aggregator에게 넘겨지며  

Aggregator는 사용자의 정보와 채 , 그리고 컨텐츠 

내용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Logger는 데이

터베이스의 내용  사용자의 인터액션만을 분류한다. 

채 을 구성하는 필드는 [표 1]과 같다.

필드명 설 명

ID 채널 ID

Opener 채널 개설자(채널을 개설한 사용자)

Subject 채널주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

Deadline 채널 종료일자

Tags 채널에 대한 사용자 태그

표 1. 채널 필드구성

채  개설자는 채 을 처음 개설한 사용자로써 채

에 등록된 컨텐츠를 거부하거나 채 을 종료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다. 채 의 종료는 사용자가 직  채

을 닫거나 채  개설시 설정해두었던 종료일이 되면 

이루어진다. 종료된 채 은 다시 열 수 있으며 채 의 

소유권은 채 을 다시 연 사용자에게 주어진다. , 각 

채 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태그를 가진다. 

시스템에서는 각 컨텐츠를 Greedy한 태그매칭을 사

용해 채 에 묶어 다. 를 들어, [표 2]와 같은 채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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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ID 개설자 사용자 태그

C1 X Tag1
C2 X Tag1, Tag2
C3 X Tag1, Tag2
C4 Y Tag1, Tag2

표 2. 예제 채널 리스트

만약 기여자가 Tag1 태그만을 이용하여 사용자 X의 

채 리스트에 컨텐츠를 작성했다면 채  C1에만 컨텐

츠가 등록될 것이다. 그러나 Tag1, Tag2 두 개의 태그

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작성하면 C1채 이 아니라 C2, 

C3 채 에 컨텐츠가 배달된다. 만약 사용자가 C2 채

을 설명하는데 Tag1, Tag2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채 에 Tag3 태그를 추가해서 분류를 좀 더 구체화 시

킬 수 있다. 이 후 Tag1, Tag2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작성하면 해당 컨텐츠는 C3에만 등록되게 된다. 한 

태그 매칭은 각 사용자의 채 에 해서만 이루어지므

로 의 모든 경우에서 C4 채 에는 어떠한 컨텐츠도 

등록되지 않는다.

Ⅳ. AskMyFriend: 소셜 정보공유 시스템

이 장에서는 AskMyFriend에 해서 설명한다. 이 

서비스의 설명을 통해 소셜 정보공유 시스템을 사용자 

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다. AskMyFriend는 

소셜 컨텐츠 채 을 이용한 소셜 

QA(question-answering)시스템이다. 한 이 시스템

은 재 가장 유명한 네트워킹지향 SNS  하나인 

Twitter[8] API를 이용하여 구 되었다. 트 터는 다

른 네트워킹지향 SNS에 비해 사용자들간의 연결이 

하지 않고 네트워크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

다. 이러한 장 은 사용자를 추천받았을 때 해당 사용

자를 쉽게 개설자의 네트워크에 추가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트 터는 OAuth[9]를 통한 사용자 인증

을 지원한다. OAuth 로토콜을 이용한 인증은 비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AskMyFriend에서 직  리

할 필요가 없으므로 서비스의 보안성을 높여 다.

서비스는 개설자가 채 을 개설하면서 시작된다. 채

은 자체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질문을 하거나 특정 

양식의 트 터 메시지를 작성하여 개설할 수 있다. [그

림 3]은 자체 페이지를 통해 채 을 개설하는 모습을 

보여 다.

그림 3. AskMyFriend 서비스 채널 등록 화면

개설자가 채 을 개설하면 서비스는 채 이 개설되

었음을 알리게 된다. 이 때, 질문내용을 개설자의 네트

워크로 알리는 것은 매우 요하다. 가능하면 많은 사

람에게 알릴수록 더 빨리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개설

자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얻은 답변의 정확도가 높아지

기 때문이다. [그림 4]는 AskMyFriend를 통해 개설자

의 트 터 네트워크에 채 개설 상황을 알려주는 모습

이다.

그림 4. 트위터에서 사용자 네트워크를 통한 채널 생성 
메시지 전파

채 이 열리고 나면 기여자들은 채  설명 는 태

그를 검색하거나, 특정 태그를 포함하는 채 을 RSS

를 통해 구독하고 있다가 자신이 답해  수 있는 질

문을 발견하면 해당 채 에 답변을 남긴다. [그림 5]는 

채 목록을 보여주는 서비스 화면이다. 기여자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 Vol. 10 No. 836

AskMyFriend의 답변 페이지를 통해 답변을 하거나 

특정 양식의 트 터 메시지를 작성하여 답변 할 수 있

다.

그림 5. AskMyFriend에서 생성된 채널 확인

기여자가 채 에 답변을 올리면 채  개설자는 해당 

답변에 한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는 답변이 채 의 

질문에 하다고 단하면 트 터의 Favorite기능

을 이용하여 즐겨찾기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 진다. 답

변평가는 AskMyFriend의 채  확인 메뉴에서 원하는 

답변을 즐겨찾기하거나 트 터에서 해당 답변을 직  

즐겨찾기할 수 있다.

채 종료는 개설자가 직  닫거나, 채  생성시 개

설자가 설정한 만료기간이 지나면 닫히게 된다. 채

종료시 채  내에 즐겨찾기된 답변이 하나 이상 존재

한다면 채 은 '해결' 상태로 설정된다. 그러나 채 에 

즐겨찾기 된 답변이 하나도 없다면 해당 채 은 ‘미해

결' 상태로 설정된다. ’미해결‘ 상태인 채 은 다른 사

용자에 의해 다시 열릴 수 있으며 채 에 한 종료, 

답변 삭제의 권한은 가장 최근에 채 을 연 사용자에

게 임된다.

AskMyFriend는 이러한 질문, 답변, 즐겨찾기와 같

은 사용자의 인터액션을 기록해둔다. 이러한 인터액션

은 개설자의 질문을 답할 수 있을만한 사용자를 추

천하거나, 해당 질문과 련된 이미 해결된 채 을 추

천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6]은 AskMyFriend에서 채

 개설시의 사용자 추천 화면을 보여 다.

그림 6. AskMyFriend에서 채널 생성시 사용자 추천

AskMyFriend에서는 시스템의 단순화를 해, 질문

에 답할 수 있을 만한 사용자만을 추천한다. 한 사

용자 추천에는 소셜 네트워크의 다양한 요소  사용

자 심만을 이용한다. 좀 더 정교한 추천을 해서는 

사용자 심 뿐만 아니라 친 성, 연 성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해서는 채 , 태그, 메시

지 등을 추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6][7].

Ⅴ. 결론

네트워킹지향 SNS는 지식공유지향 SNS보다 컨텐

츠를 생성하고 공유하는데 더 효과 이다. 그러나 네

트워킹지향 SNS는 정보의 수집이 용이하지 못하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용자를 찾기 한 쉽

지 않다. 정보의 수집과 수집된 정보의 리는 지식공

유지향 SNS가 더 효과 이다.

우리는 소셜 컨텐츠 채 을 이용한 소셜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네트워킹지향 SNS의 장 인 정보공유, 

정보생산능력과 지식공유지향 SNS의 장 인 정보수

집능력을 효과 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 한, 우리는 

AskMyFriend라는 소셜 정보공유 시스템를 구 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에서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었

다. 특히, AskMyFriend는 사용자들의 인터액션을 바

탕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를 추

천한다. 이는 네트워킹지향 SNS의 유연한 네트워크 

확장성을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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