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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몇 년간 페이스북, 트 터 등의 로벌 소

셜 네트워킹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 수가 폭발

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한 새로운 소통 문

화가 사회, 정치, 경제 등 거의 모든 부문에 막

한 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신  소셜 미

디어들은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단순한 소셜 네

트워킹 서비스만이 아닌, 사람들의 연결 구조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생성, 유통, 공유,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역동  지식 생태계 구축을 가능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분

석에서 다루었던 사람들의 연결구조 분석을 넘

어, 그 구조를 통해 유통되는 방 한 정보를 의미

으로 해석하고 이를 인  네트워크와 통합 분

석함으로 지식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 악이 

가능한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술과 그 구

 사례에 해 설명하도록 한다.

최근의 성공  소셜 미디어 서비스들은 소셜 

네트워킹 기능을 기본으로, 친구들뿐 아니라 그

들 친구의 친구들에게까지 실시간으로 정보와 경

험 공유가 가능한 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수많은 

사람들과 동 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

게 되었고, 텍스트, 이미지, 동 상 등 다양한 유

형의 방 한 <빅> 데이터가 실시간 으로 스트

리  되고 있다. 유사한 에서 휴 화를 통

한 통화  문자 수발신 계는 거 한 네트워크

를 형성하며, 소셜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이를 통

해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흘러 다니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환경의 진화는 과학자들에게 새로

운 연구 과제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 방 한 사람

과 정보의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하고, 그 변화와 

동향을 감지하며, 특정 주제에 해 가 향력

이 크며, 가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가 

지식의 공 자이며, 가 수요자인지, 특히 다수

의 이질  지식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구인지를 악하기 한 네트워크 기반 빅 데이

터 분석 기술 확보가 요해진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한 통  연구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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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 집

되어 있었다. 통상의 근 방법은 네트워크의 

그래  구조를 규모 행렬로 구성하고, 고유벡

터(eigenvector), 고유값(eigenvalue) 계산을 포함

한 다양한 행렬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수학 으로 매우 강건

(robust)하고 정 한 결과를 제공하는 장 을 가

지지만, 최근의 소셜 미디어와 모바일 환경에 

한 분석에서는 극명한 세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

다. 첫째는 그 규모의 문제이다. 기존 분석은 

부분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수 이었지만, 재의 

소셜 미디어는 수억 명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 

이를 행렬로 표 해 연산하기 해서는 다양한 

기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메모리와 병

렬처리 등의 강력한 컴퓨  연산력을 필요로 한

다. 한마디로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구성과 그 내부에 흐르

는 정보의 유형이 매우 이질 이라는 이다. 즉, 

네트워크를 이루는 노드들(사람)이 다양한 주제

에 해 동시 으로 심을 가지며, 이질  유형

의 미디어를 생산, 유통, 소비할 뿐 아니라, 다른 

노드들과 다수의 이질 유형의 연결 구조를 가지

는 특성을 보인다. 기존 근 방법으로 이러한 이

질 인 동  네트워크의 분석을 하기는 매우 어

렵거나 거의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복잡성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조의 실시

간 변화와 유통 정보의 재생산, 변형  극도로 

짧아진 생명주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기존 기술로 처리하기 가장 어렵다고 단된다. 

행렬에 기반한 네트워크 표 과 연산은 그 네트

워크가 상당히 정 인 안정 (steady-state) 상태

에서만 유효하다. 특히 고유값 계산과 차원 축소

(dimension reduction) 기법들은 애드혹(ad-hoc)한 

실시간 네트워크, 특히 생명주기가 매우 짧고, 

측 불가능하게 동기화, 증폭되는 네트워크 세상

을 분석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해소하

고, 규모 소셜 미디어  동  소셜 네트워크에 

한 분석을 수행하기 한 방법으로 시맨틱 소

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복잡하고 이질 인 그래  

구조를 트리 (subject-predicate- object)로 구성된 

RDF 그래 로 표 , 이를 지식 베이스에 장하

고, 실시간으로 각 트리 을 갱신할 수 있는 기술

과, SPARQL을 사용해 지식베이스에 한 복잡

한 분석 질의, 그리고 연역 (deductive), 귀납

(inductive) 융합 추론(hybrid reasoning)을 수행하

는 단계, 통  소셜 네트워크 분석 모델을 용

하는 단계, 그리고 그 결과를 시각화 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경량 온톨로지 기

반의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으로 기계학습 

기반의 클러스터링을 융합 용한 분석 시스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한다.

2.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술 

소개

2.1 기술 구성 요소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특징은 인  네

트워크뿐 아니라, 정보 표 도 모두 RDF 기반의 

그래 로 표 한다는 것이다. RDF(S) 기반의 네

트워크 표 은, 다음과 같은 장 을 가진다.

- 표  기반의 의미 모호성 없는 정보 표 과 

상호 호환성 확보 가능

- 상호 이질  정보들을 단일한 표  체계로 

통합 표 , 연계 가능

- 그래  구조뿐 아니라 각 노드의 특성정보

(property)를 통합 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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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DF(S) 사용을 통한 사람과 정보 네트워크의
통합 표현 및 단순화

[1]

(그림 2)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개념적 
구성

[2]

- 단일 서버에서 규모 그래  표 , 장, 

리 가능(10억 트리  이상)

- 그래  구조에 한 강력한 질의와 복잡한 

데이터 연산 처리 가능(SPARQL)

- URI에 기반하므로 분산 그래  DB 구 과, 

분산 질의 처리에 유리

- 동  변경되는 그래  정보의 실시간 용과 

질의/연산이 가능

- 온톨로지(OWL)  규칙과 결합해 연역  논

리 추론이 가능

- 기계학습과 연동해 하이 리드 유형의 분석 

체계 구  가능

특히, RDF(S)를 사용함으로, (그림 1)과 같이 

사람의 연결구조와 정보 연결구조를 통합 표 하

고, 필요에 따라 부분 으로 분리 단순화 하는 것

이 용이해 지는데, 이는 소셜 미디어에 기반한 소

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매우 강력한 장 이 된다. 

한, FOAF, DC, SKOS와 같은 기존의 표  스

키마(온톨로지)를 재활용함으로, LOD상에 있는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 상 정보

를 확 ,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림 2)는 Guillaume과 Fabien이 제안한 stack 

구조의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분석 구성 요소를 

보이고 있다
[2]. 술한 바와 같이 RDF(S) 기반의 

데이터 표 과 OWL기반의 다양한 표  온톨로

지 용, SPARQL을 통한 네트워크 질의와 그 분

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실제 분석 시스템 구 을 해서는 이 외에 네

트워크 정보 수집 기술, 메타데이터 추출  변환 

기술, 시맨틱 네트워크 장  질의 기술, 네트

워크 특성 분석 기술, 시각화 기술들이 연계 통합 

되어야만 한다.

2.2 소셜 네트워크 정보 수집, 저장 기술

소셜  지식 네트워크를 생성, 분석하기 해

서는 분산된 원시 단  데이터를 효과 으로 수

집하고 상호 연결해야 한다. <표 1>과 같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한 원시 데이터는 다양한 경

로를 통해 획득 가능하다.

각 데이터 소스는 그 획득 방법과, 리 형태가 

매우 상이하다. 심지어는 하나의 데이터 유형에 

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용해야 할 때가 있다. 

를 들어 트 터의 경우, 트윗 콘텐트와 연 데

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며, 동시에 수집 커버리지

를 확 하기 해서는 거의 모든 방법을 동시에 

용해야 한다.

수집되는 데이터는 텍스트, 이미지 등의 비정

형 데이터와 정형 메타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해서는 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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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셜 네트워크 구성과 분석을 위한 다양한 원시 데이터 소스와 수집 방법

수집방법 휴대전화 이메일 논문특허 뉴스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패이스북 포스퀘어

Legacy DB ○ ○ ○ △ × × × × ×
Crawling × × △ ○ ○ △ △ △ △

Feeding(RSS) × × × ○ ○ △ × × ×
Push(Streaming) × × × △ × × △ × ×

Open API × × ○ △ △ × △ △ △
Agent Install △ △ × × × × △ △ ×
Col. Interval 1mins 1hrs 1mons 1hrs 6hrs 6hrs 1mins 20mins 1days

Min. Life-time 3mons 6mons 5yrs 5yrs 3yrs 2yrs 1yrs 1yrs 6mons

○: 합, △:부분 합, ×:부 합, Col. Interval:수집 간격, Min. Life-time:최소수명주기

결 구조만큼이나 정보의 연결 구조와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며, 이 두 구조를 통합 하는 

것은 더욱 요하다. 메타데이터는 두 상이한 구

조를 생성, 통합하는데 가장 요한 역할을 한다. 

사용자 이름, 계정명, 팔로워 등의 명시  메타데

이터 등은 원시 데이터 소스로부터 직  수집 가

능하나, 그 외 암묵  메타데이터는 텍스트마이

닝 등의 별도 분석을 통해 추출되어야 한다.

명시  혹은 암묵  메타데이터는 사람(혹은 

회사), 콘텐츠, 네트워크 등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 어 볼 수 있다. 가장 먼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인 구성요소인 사용자(사람 

혹은 조직)와 련하여 기본 인 로 일 정보, 

사용자의 특성, 행 , 사회  향력 등과 같은 

정보들을 추출함으로써 해당 개인에 한 분석이 

가능하다. 콘텐트와 련하여서는 콘텐트의 크기

와 같은 명시 인 데이터, 콘텐트의 내용을 분석

해서 악되는 암묵 인 데이터, 연결된 콘텐트

로부터 악될 수 있는 부가  데이터, 콘텐트가 

게시될 때 생성되는 정보 등을 추출, 연결함으로 

콘텐트 내용에 한 의미 인 분석이 가능해 진

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와 련하여서는 네트워

크의 크기, 성장 속도 등의 구조 인 특징을 설명

하는 데이터와 계 유형과 그 강도 등의 해석이 

가능한 계 련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집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련 비정형 

데이터(콘텐트)와 정형 메타데이터의 규모는 실

로 단히 방 할 뿐 아니라, 술한 바와 같이 

스트림 형태의 매우 동 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데이터 장을 해 본 논문에 

소개되는 여러 사례들은 RDF 기반의 용량 분

산 트리  스토어를 사용하 고, 분석 상 데이

터의 선정과 기  분석을 해 SPARQL이 사용

되었다.

(그림 3)은 트 터로부터 수집, 추출된 메타데

이터를 장, 리하기 한 온톨로지 스키마 사

례이다. 트 터의 사용자 계정에서 추출된 팔로

워와 팔로워 계를 명시하고, 각 사용자가 포스

한 트윗 메시지, 그 메시지가 유통된 경로와 

심 이슈에 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

히, 트윗 메시지에 한 감성 분석 정보를 포함하

여, 소셜 네트워크 상에 흐르는 메시지의 의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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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트위터의 소셜 네트워크 표현을 위한 온톨로지 스키아 예(솔트룩스, 2011)

2.3 의미 정보 추출 및 분석 기술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가장 요한 특

징은 인  연결 구조 분석을 넘어, 그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는 정보를 의미 으로 해석, 네트워크

의 특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네트워크에 유통되는 정보의 

부분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의 비정형 스트

림 데이터 성격을 가진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은 이러한 비정형 스트림 데이터 

처리에 필수 이다. 개체명 인식, 정보 분류와 군

집, 회귀분석까지 다양한 부문에 용될 수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로부터 수집된 용량 데이터

는 기계학습 기술을 용하기에 매우 합하다. 

여기에 다양한 자연언어처리 기술과 시맨틱 웹 

기술이 결합되면서 보다 높은 수 의 의미 정보 

처리와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은 텍

스트 문서로부터 인명, 지명, 제품명, 이벤트 등 

다양한 개체의 이름을 추출하는 기술이다. 소셜 

네트워크에 유통되는 텍스트로부터 개체명을 추

출해 냄으로, 네트워크 체의 요 심 주제와 

각 구성원들의 심 사항, 문성 등을 정량 으

로 분석해 낼 수 있다. 통  개체명 인식은 규

칙기반 자연언어처리와 사 에 의존했으나, 최근

에는 부분 CRF, SVM과 같은 기계학습 기술이 

용되고 있다.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은 텍스트와 같

은 비정형 콘텐트를 분석해 콘텐트가 특정 주제

에 해 정 인지, 부정 인지 혹은 립 인

지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각 주제의 특

성, 를 들면 상품(스마트폰)의 특성(디자인)에 

한 세부 평 을 분석하는 기술에 한 연구 개

발이 매우 활발하다. 보다 포  연구 범 인 오

피니언 마이닝도 최근에는 감성 분석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감성 분석은 기본 으로 자동 

분류의 문제로 SVM과 같은 기계학습 기반 자동 

분류 기술에 자연언어처리를 통한 규칙이 보강된

다. 실용  감성 분석 성능을 확보하기 해서는 

축약어, 오탈자 등이 포함된 노이지 데이터에 

해 보다 강건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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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수집, 추출 가능한 메타데이터(트위터를 중심으로)

구분 종류 정보 구성 요소

사람
(People)

기본적인 프로파일 정보
(Demographical 
Information)

User ID, Screen/Display name, Real name of user, Location, Profile creation data, User 
description etc.

사용자의 특성
(User Style)

Author type(journalist, blogger, scientist…), Favorite tweets, Types of lists sub-
scribed, Style of writing, Num of followees, Author type of followees

사용자의 행위
(User Activity)

Age/freq. of profile, Frequency of posts, Adding freq. of followers, Timestamp of last 
status, Num of posts, Num of lists/groups created, Num of lists/groups subscribed

사회적 영향력
(Influence)

Num of followers, Num of mentions, Num of retweets/forwards, Num of replies, Num of 
lists/groups following, Num of people following back, Authority and hub scores

콘텐트
(Content)

명시적 내용
(Explicit content)

Length, data/time, location, User ID mentioned, General topic/event, Named entity in 
the post, URL mentioned in the post, Hash tags used

암묵적 내용
(Implicit content)

Relationships between entities, Preferences, Sentiment, perceptions, Intentions, 
Viewpoints, Trends and hot topics

부가, 간접 내용
(Indirect content)

Linked news, blogs(explicit content metadata, implicit content metadata, posting 
metadata), Linked images and videos

게시 정보
(Posting Information)

Published date and time, Posted location, Posting method(, app of smart-phone, 
web(twitter.com)), Permission, Receiver

네트워크
(Network)

구조 정보
(Structural Information)

Community size, Community growth rate, Size of strongly connected net, Size of weakly 
connected net, Average degree of separation, Clustering coefficient 

관계
(Relationship)

Type(name) of relationship, Relationship strength, User group similarities, Centrality 
and Closeness, Shortest paths

자동 분류(Automatic Classification)는 특정 데

이터 혹은 콘텐트를 사  정의된 범주에 자동 할

당하는 기술로, 규칙  휴리스틱 기반의 방법과 

기계학습 기반 근법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최

근에는 SVM기반의 기계학습 방법에 규칙을 

용하는 하이 리드 자동 분류 기술 개발이 상용

화 되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자동 분류 기술

을 용함으로, 네트워크 나이, 정치 성향, 심 

주제를 포함한 네트워크의 다양한 유형을 별하

는데 활용할 수 있다.

자동 군집(Automatic Clustering)은 정보 개체

의 유사도에 기반해 개체들을 사  정의되지 않

은 그룹으로 묶어주는 기술이다. 자동 군집은 네

트워크에 유통되는 비정형 데이터를 주제별로 그

룹핑함으로, 의미  연  주제 분석과, 이와 련

된 연  인물들의 부분 네트워크를 추출, 재구성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소셜 네트워크의 트랜드 분석과 이슈 센싱은 

최근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  하나이다. 네트

워크 내에 심 주제를 변별하고, 시간에 따른 그 

변화 패턴을 분석, 가장 크게 회자되는 이슈를 감

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극 으로는 이를 통

해 미래를 측하는 것을 포함한다. 트랜드 분석

과 이슈 센싱은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 이슈를 생

성하고,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핵심 인물들을 발

견하고, 그들이 네트워크에 어떤 향을 주고 있

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시맨틱 어노테이션 기술은 비정형 데이터와 의

미 메타데이터를 통합하는 연결 기술이다. 조직 

내부의 지식 베이스 혹은 Linking Open Data 

(LOD)와 FreeBase와 같은 개방된 지식 베이스를 

문서 내의 정보 개체 혹은 개체명에 연결함으

로, 네트워크 분석을 의미 수 에서 가능하게 

된다. 특히, 트 터와 같이 개방된 소셜 네트워

크에 해서는 요 인물에 한 상세 정보와 

심 주제에 한 특성 정보(property)를 LOD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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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 알고리즘(Wikipedia Category 분석)

Network Analysis models

Neighbor Cohesion Equivalence Centrality

Degree Component Structural(Profile) Degree

Ego Network Bi-Component Structural(CONCOR) Coreness

Structural Hole Clique Regular(REGGE) Closeness

Homophily n-Clique Regular(CarRE) Node Betweeness

Assortativity n-Clan Role(Triad) Link Betweeness

Subgraph k-Plex Role(Local) Flow Betweeness

Dyad Census k-Core SimRank R.W. Betweeness

Traid Census Lambda Set Position Information

Triad Combination Community(Newman) Blockmodel(Convent.) Load

Connection Community(Modularity) brokerage Eigenvector

Shortest Path Community(Eigenvector) Preperties Status

Dependency Cohesive Block Network Power

Node Connectivity s-Clique Group Effects

Link Connectivity Models TwoMode PageRank

Min. Cutset Dyadic Interaction Degree HITS

Max. Flow ERGM(P*) Eigenvector Centrality Community

influence Blockmodel(generalized) Collaborative Filtering 　

Accessibility Influence Network(effect) Max. Matching 　

　 Influence Network(Sequence) 　 　

은 FreeBase를 통해 확보하고,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4 의미기반 네트워크 구조 분석 기술

이미 네트워크 분석을 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개발, 검증되어있다. <표 3>에 그래  유형의 데

이터 구조에 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정리하

다.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이러한 수

학 , 통계  분석 알고리즘을 그 로 사용 가능

하다. 시맨틱 분석과 기존 분석의 차이 은 그래

 구조를 “시맨틱 네트워크”로 구성, 분석한다

는 이다. 시맨틱 네트워크는 개념과 개념간의 

의미  연결 구조로 네트워크를 표 하는 것이

다. 물론 RDF 그래 는 시맨틱 네트워크의 한 종

류라 할 수 있다. 시맨틱 네트워크는 각 개념에 

특성값을 부여할 수 있는 임 로직과 논리  

제약 부여가 가능한 온톨로지로 확 할 수 있다.

시맨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거 한 로벌 네트워크로부터 의미  연

성이 있는 서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수학  

분석 모델을 용, 해석해 갈 수 있는 특성을 가

진다. RDF에 기반한 시맨틱 네트워크로부터 의

미 조건을 통해 서  네트워크를 추출하기 해 

SPARQL을 사용한다[2]. 를 들어, degree centrality

와 closeness centrality를, SPARQL을 통해 <표 

4>와 같이 표 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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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PARQL을 통한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구조 분석 예
[2]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select ?y count(?x) as ?degree where{

{?x $path ?y

filter(match($path, star(param[type])))

filter(pathLength($path) <= param[length]) }

UNION

{?y $path ?x

filter(match($path, star(param[type])))

filter(pathLength($path) <= param[length]) }

} group by ?y 

select ?y ?to pathLength($path) as ?length

sum(?length) as ?centrality where {

?y $path ?to

filter(match($path, star(param[type]), ‘s’))
} group by ?y

2.5 시각화 기술

분석된 소셜 네트워크에 한 이해와 활용을 

해서는 사용자와 상화작용 가능한 강력한 시각

화 기술을 필요로 한다. 최근의 flex  HTML5 

기술 발달은 웹 상에서 소셜 네트워크와 그 분석 

결과를 표 하고, 다양한 조건으로 분석 결과를 

해석, 네비게이션 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가능하

게 한다. 시각화 구  는 3장 응용 시스템 구  

사례를 통해 소개하기로 한다.

3. 응용 시스템 구현 사례

3.1 지식 네트워크 분석 공공 서비스

부산 역시와 부산인 자원개발원은 “창조  

지식 도시 부산 만들기”라는 원 한 비  달성을 

해, 부산 연고를 가진 문가와 지식인에 한 

DB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지식 네트워크 분

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BKNetwork.org

를 구 , 민간 상의 서비스를 시작하 다. 

BKNetwork 서비스의 핵심 목표는 문가들이 

상호 력함으로, 지식 생태계를 활성화 시킬 뿐 

아니라, 일반인이 문가를 빠르게 발견하고 자

신의 문제를 극 으로 해결함으로 반  사회 

비용을 감하고자 하는데 있다.

BKNetwork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인물  

네트워크 정보 표 과 분석에 시맨틱 기술이 포

으로 용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인물 정보

와 그 연결 구조는 OWL 온톨로지와 RDF를 통

해 표 , 장되며, SPARQL을 통해 질의될 수 

있다. 한, 방 한 논문, 특허, 보고서  뉴스 

기사들에 해 기계학습 기반의 워드 클러스터링

을 수행함으로, 사용자 입력 키워드와 련된 연

 주제들을 자동 도출하고, 이를 RDF 기반의 소

셜 네트워크와 통합하는 방식을 통해 문가를 

자동 추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 되었다.

문가의 문성 지수와, 신뢰도, 향력 등을 

분석하기 해서, 각 인물과 특정 주제에 한 주

제 상 성 분석과 주제 심성(centrality) 분석, 

업무 긴 성(closeness)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

합하 다. (그림 4)는 BKNetwork 서비스 포털과 

주제별 지식 네트워크 검색  분석 결과 화면을 

보이고 있다.

(그림 5)는 특정 주제(항만물류)에 한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분석 결과 화면이다. 왼쪽의 방사

형 그래 는 사용자 심 주제에 해 기계학습

의 클러스터링 기술을 통해 연  주제를 자동 추

출하고, 각 주제별 심성  긴 성 분석을 수

행, 표  문가를 추천한 결과를 보인다. 사진

의 크기는 정량화된 문가 지수를 시각화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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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KNetwork 포털과 지식 네트워크 검색 및 분석 결과 화면

(그림 5) 전문가 추천 시각화와 긴밀도 분석을 통한 공통인물 분석

이다. (그림 5)의 오른쪽 그림은 두 인물간의 공

통인물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공통인물의 경

우도, 직  혹은 간 연결 구조를 포함하여 상호 

긴 도가 높은 사람의 랭킹을 계산하고, 추천, 

시각화 한다. 한 RDF 기반의 지식 베이스는 

업무, 조직, 연구, 인물(학력) 등의 이질  네트

워크를 통합 혹은 개별 분리해서 실시간 분석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BKNetwork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 으로도 가장 표 인 시맨틱 소

셜 네트워크 분석 기반의 실용 서비스 사례로 

꼽히고 있다.

3.2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분석

우리의 삶 자체가 모바일 환경으로 진화된다고 

얘기될 정도로, 휴 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와 

서비스들은 우리 삶의 방식을 크게 변화시켜 놓

았다. 최근에는 카카오톡과 같이 모바일 단말을 

통해 친구들과 채  할 수 있는 메신  서비스가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근본 으로, 화라

는 도구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메

시지를 주고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

우 자연스러운 발 이라 생각된다. 우리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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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온톨로지 모델

(그림 6) 모바일 통화 시 발생하는 CDR의 예
[6]

하지 못하지만, 유선 화 혹은 휴 화를 통해 

매 통화  문자를 주고 받을 때마다 CDR(Call 

Detail Record)이라는 것이 하나씩 발생을 한다. 

(그림 6)은 CDR 스키마의 한 를 보인다
[6]. 

CDR은 발신자, 수신자의 정보뿐 아니라 정확한 

통화 시간과 함께, 사용자의 치 정보를 략

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별 CDR을 수

집, 통합 분석함으로 우리는 거 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 사용자 간의 연결 강

도, 연결 패턴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각 사용자의 통화 기록인 CDR은 사생활 정보

를 담고 있으므로, 철 한 익명화(anonymizing) 

과정을 거쳐, 사용자 이름, 화번호 등의 개인정

보를 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개

인 정보는 사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본 사례에서는 100만명 이

상의 인물 통화 기록을 분석해 거 한 모바일 소

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에 한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목 은 서비스 개인화와 마 에의 활용

이다.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는 치정보와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분석

이 가능하다. 를 들어, 사용자의 거주지와 직장

이 치한 지역을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온톨로

지  규칙 기반 추론을 통해 가족 계  친구

계를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에 한 통

계  마이닝을 통해 불명확한 사용자의 나이, 성

별 등을 매우 높은 수 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7)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에 한 시맨

틱 분석을 수행하기 해 개발된 온톨로지 모델

과 거시 데이터 매핑 를 보인다. 수집된 C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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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추론 규칙

과 과  정보, 가입자 정보 등은 모두 온톨로지 

기반의 RDF 트리 로 변환되어 거 한 시맨틱 

네트워크를 생성하게 된다. 개발된 온톨로지는 

총 50개의 클래스와 73개의 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월 10억 개 이상의 트리 이 새로 생성 

된다. 본 사례에서는 이 게 생성된 지식베이

스에 해 다양한 통계 , 논리  추론을 용함

으로, 익명화된 사용자의 가족 계, 직장 계, 

친구 계 등을 추출, 맞춤형 서비스 구 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해 강력

한 논리 규칙과 통계  마이닝 기법이 하이 리

드 형태로 결합, 용될 수 있는데, (그림 8)은 통

화 기록 분석 기반의 가족 계 추론을 해 개발

된 58개 추론 규칙  일부를 보이고 있다.

3.3 이메일 기반 사내 지식 네트워크 

분석

이메일은 여 히 기업 내에서 가장 요한 의

사소통 도구이다. 이메일을 통해 사람들은 상호 

작용하고, 이를 통해 방 한 정보가 달, 장, 

재유통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국내외

으로 이메일을 포함해 조직 내의 모든 자 문서

를 앙 집 화 하고, 이를 분석함으로 사업을 최

화 하거나, 험에 응하기 한 매우 요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 으로 eDiscovery 시

스템으로 불리는 이 체계에서 가장 요한 기술 

 하나가 바로 사내 지식 네트워크 분석이다. 

사내 지식 네트워크 분석은 기업 내부의 지식 

생산과 유통, 소비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특정 주제에 있어서 요 인물이 구인지, 문제 

해결을 해 연락해야 할 사람은 구이며, 상이

한 두 주제를 연계할 개자는 가될 수 있는지

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에서 이메일을 수집하기는 기술 으

로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방 한 

이메일을 상당 기간 동안 장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구조로 실시간 변환, 분석 용 하는 것

은 매우 쉽지 않다. 특히, 네트워크 구조가 수시

로 갱신되고, PPT 첨부 일과 같이 트 터와 비

교하기 힘든, 단한 규모의 정보가 유통되기 때

문에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 텍스트 마이닝 등, 분

산 병렬처리 기술의 확보가 상당히 요하다.

(그림 9)는 솔트룩스에서 개발 공 하고 있는 

기업용 이메일 지식 네트워크 분석 솔루션인 “

지” 화면  일부이다. 이 시스템은 기업 이메일 

시스템과 연동되어, 수발신 이메일과 함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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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이메일 기반 기업 지식 네트워크 분석 사례(쌈지, 솔트룩스)

(그림 10) 소셜 네트워크 상의 감성분석을 통한 지역 정보 추천 서비스(보따리)

일을 수집하고, 메타데이터의 추출과 트리  

변환, 통합 지식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 이메일

의 본문과 첨부 일에 해 텍스트 마이닝과 시

맨틱 어노테이션을 수행함으로, 각 주제별 문

가뿐 아니라 상이한 주제에 한 연결자를 발견

하고, 인물별 지식 활동 로 일을 정량 으로 

분석, 도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 

내 지식 네트워크 분석 기술은 라이버시 등 

요한 도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을 최 화 

하고, 험에 응하기 한 필수 기술로 자리매

김해 갈 것이다.

3.4 위치기반 소셜 미디어 분석 모바일 

서비스

마지막 사례는 치기반 소셜 미디어 분석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정보추천 하는 서비스인 

“BOTTARI”이다. 보따리는 트 터, 블로그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수집하고, 

스토랑 등의 지역기반 심 주제를 도출, 이에 

한 소셜 평 을 분석한다. 평 을 분석하는 과정

에 사용자 평가뿐 아니라, 해당 인물의 네트워크 

상에서의 신뢰도와 향력을 동시에 고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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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다.

이 시스템은 온톨로지 추론과 기계학습 기반의 

귀납  추론을 통합하 으며, 규모 소셜 스트

림에 응하기 해, 스트림 리즈닝 기법이 용

되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안드로이드 랫

폼에서 작동되는 보따리 앱은 AR(Augmented 

Reality)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

로, 최종 사용자 서비스에 해서도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술이 유용함을 증명했다. 보따

리 앱은 2011년 ISWC(International Semantic 

Web Conference)의 Semantic Web Challenge에서 

우승을 하 으며, 보다 상세한 정보는 참고문헌 7

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4. 결 론

지난 몇 년간 경제와 정치 등 거의 모든 부문

에서 모바일과 소셜 미디어의 향력은 날로 커

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선거를 통해 증명된 소셜 

미디어의 향력은 큰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포함해 다양한 정

보 소스로부터 네트워크 원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인  구조뿐 아니라, 그 안에 유통되는 

정보를 의미 으로 통합 분석함으로, 세상이 어

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통찰하고, 험을 리하

며, 사업을 최 화 할 수 있다는 기술  비 과 

그 구  사례를 제시하 다. 특히, 다양한 의미 

기반 분석 방법들은 네트워크에 숨겨진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들은 용량 

처리와 동 , 이질  통합 네트워크에 한 분석

에 여러 한계가 있었다.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분

석 방법은 기존 방법들의 장 을 수용하면서, 이

러한 기술  한계를 효과 으로 극복할 수 있도

록 한다. 최근 세계 으로 가장 연구가 활발한 분

야  하나인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술이 

향후 더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확  용되며, 빠

르게 상용화 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는 모바일 랫폼 기반 계획  학습 인

지 모델 임워크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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