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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a를 이용한 조직에서의 사회연결망 
시뮬레이터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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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s in Organizations Using 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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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proposes a new social network simulator, which can be used for the social network analysis (SNA). It is 
composed of three modules; initialization, network evolution, and output generation. For the network evolution module, we 
suggest a modified JGN (MJGN) based on JGN, the network evolution model developed by Jin, Girvan, and Newman.  
Arena, one of the most popular simulation tools, was used to model the agent based social network simulator. Lastly, 
some test results were presented to show the value of the proposed simulator when one performs SNA at the longitudin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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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많은 시스템이 (node 는 vertex)들과 이들을 연결하
는 연결선(link 는 edge)들로 구성되는 망(network 는 

graph)으로 표 될 수 있다. 흔히 언 되는 로 인터넷이

나 화망 같은 통신망, World-Wide Web(WWW) 같은 
정보망, 항공로나 도로와 같은 교통망, 배달 트럭이나 
액 운반차량의 이동과 같은 배송망, 먹이사슬이나 신진
사와 같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망 등이 있다[12]. 사람을 
으로 나타내고 사람들 사이의 계를 연결선으로 표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이란 이런 망들 에서 사

람들 사이의 계가 인 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다

양한 행 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진 계망을 

의미한다[1].
사회의 심 있는 부분을 사회연결망으로 표 하고 분석

해냄으로써 개인 측면에서 인맥, 활동력, 향력, 정보 획득 
능력이 사회연결망 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으며, 망 체 측면에서는 구속  자율성, 단결력, 당

이나 벌과 같은 하  네트워크이나 계층구조에서 다양

한 내용들을 악할 수 있다[http://fvortal.cimerr.net/bpedia/] 
이러한 분석을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이라고 부르며 다양한 과학 인 분석기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SNA의 표 인 기법으로 Neighbor 분석, 
Centrality 분석, Clique 분석, Structural Equivalence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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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는 다양한 분야에서 용되고 있으나, 사회연결망
은 시간 경과에 따라 진화하기 때문에 실질 인 SNA를 
해서는 횡단  연구(cross-sectional study)뿐만 아니라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y)가 필요하다[4]. 사회연결
망 진화와 련해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자료 수집이 비

교  용이한 학술 문지의 논문 공동 연구나 인터넷 기

반의 WWW 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구성되는 사회연결

망을 상으로 수리 모형이나 시뮬 이션 모형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 7].
그러나 실제 조직을 상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연구

를 수행하기 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계로 종단  연구가 미미한 실정으로 시뮬 이션이 매우 

유용한 연구 툴이 될 수 있다. 이건창 등[4]은 다  에이

트 모형 개발 툴인 NetLogo[14]를 이용하여 사회연결
망과 조직의 창의성에 한 시뮬 이션 연구를 수행하

는데, 조직 상 사회연결망에 해 시뮬 이션 모형을 

용하여 종단  연구를 수행한 의의는 있으나, 무작
로 망 링크 수가 증감하는 단순한 망 진화 모형을 용

한 계로 망 진화 모형 에서 보 인 수 에 머물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라미터와 좀 더 실
인 망 진화 모형을 용한 사회연결망 시뮬 이터를 제

안한다.
많은 WWW의 망 성장은 연결수 분포가 멱함수 분포

(power-law distribution), ∼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척도 없는 망(scale-free networks)으로 불린다
[3, 6, 11]. 이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유명한 것이 선호  

연결 모형(preferential attachment)이다. 이 모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멤
버와 이들이 연결이 지속 으로 추가되고 두 번째로 선

호  연결, 즉 연결수가 큰(high degree) 멤버에게 새로운 
연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연결수가 작은 경우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Jin et al.[12]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회연결

망들의 연결수 분포는 웹 망과 달리 멱함수 분포를 따르

지 않으며 선호  연결 모형은 사회연결망의 진화 모형

으로 합하지 않다. 일례로 김진홍 등[3]의 미투데이 친
구 맺기 연결망과 댓  연결망에 한 실증 연구 결과, 
연결수가 낮은 역에서는 선호  연결 모형이 비교  

잘 맞는데, 연결수가 큰 역에서는 연결수가 추가로 거
의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악되었다. 부분의 이용자

가 일정 기간 동안만 활동을 하고 이탈해서 추가 인 링

크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좀 더 일반 으로 Jin et al.[12]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먼 , 멤버 간의 사회  연결이 생성되고 삭

제되는 시간의 척도는 시간이나 일로 짧은 반면에 새로

운 멤버가 사회연결망에서 추가되거나 삭제되기 해서

는 이보다 더 긴 시간(보통 몇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멤
버의 추가나 삭제는 사회연결망의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는 아니다. 그리고 친구를 유지하기 해서는 시간
과 노력이 투여되기 때문에 비용이 수반되고, 이에 따라 
특정 멤버가 유지하는 친구의 수에는 정 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연결망들의 연결수 분포는 웹 망과 달

리 멱함수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
장 요한 이유는 사회연결망은 결집(clustering)을 보인
다는 이다. 한 사람의 두 친구가 서로 친구가 되는 것
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웹 망의 선호  연

결 모형은 약한 결집을 보이고 있으나, 조직의 사회연결
망에 한 진화 모형이 하려면 높은 결집계수(제 2.3
 참조)를 수용해야 한다. 본 연구의 사회연결망 시뮬
이터에는 Jin et al.[12]이 제안하고 있는 모형(이하 JGN) 
기반의 망 진화 모형(이하 MJGN)을 개발하여 용하기
로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회연결망 시뮬 이터는 에이

트 기반 모형화 기법을 사용한다. 이 기법은 복잡한 사
회나 자연 시스템을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개
체들을 간단한 행동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가상의 에이

트로 처리하여 에이 트들 간의 상호작용을 모형화 하는 

시뮬 이션 모델링의 한 형태로 조직 시스템 연구에 잘 

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에이 트 모형 개발을 

해 용 툴인 NetLogo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2, 4, 5, 
14]. 로 김신태 등[2]은 에이 트 모형 기반의 시뮬

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형자동차 시장의 제품확산 

패턴을 측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시뮬
이터는 범용 시뮬 이션 툴인 Arena를 이용하여 개발되
었다. 범용 툴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이 
용이한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뮬 이터는 기화 모듈, 망 진

화 모듈, 성능평가척도 계산  출력 모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타임래그(time-lag)별로 망 진화 모듈을 통해 시
뮬 이션이 수행되고 퍼포먼스 척도의 계산과 출력이 이

루어진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제 2장은 
시뮬 이터 설계와 개발에 해 다룬다. 제 3장에서는 간
단한 용 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결론
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한다.

2. 시뮬레이터 설계 및 개발

2.1 전체 구성

본 에서는 먼  시뮬 이션 모형의 개체를 정의하

고 모형화를 해 용한 개념에 해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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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입력 데이터와 시뮬 이션 산출물을 정의한다. 이
를 바탕으로 시뮬 이션 모형을 크게 기화, 망 진화, 그
리고 성능평가척도 계산  출력의 세 가지 모듈로 구분

하여 서술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뮬 이터의 체 구성도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시뮬 이션 모형은 리 쓰

이고 있는 범용 시뮬 이션 소 트웨어의 하나인 Rock-
well 사의 Arena[17]를 사용하 으며, 입출력은 Microsoft 
사의 엑셀 일로 처리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 다.

 

<그림 1> 시뮬레이터 전체 구성도

2.1 개체 정의 및 모형 개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뮬 이터는 에이 트 기반으

로 작동되므로 모형을 구성하는 핵심 개체는 에이 트이

다. 에이 트의 주요 특성치가 <표 1>(기호 정의는 <표 
3>을 참조하기 바람)에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각 이 
고유 정보를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명시 으로 개

체로 모형화 되지는 않지만  한 개체로 볼 수 있다. 
 개체의 특성치에는 에 소속되어 에이 트의 번호들

과 구성원 수가 있다.
일반 인 시뮬 이션에서 개체는 특성치를 가지고 모

형 로직을 따라 시스템 내부를 돌아다닌다. 그러나 본 논
문의 시뮬 이션 모형은 에이 트 개체 기반으로 작동되

지만, 시뮬 이션 모형 구  측면에서 보면 실질 으로 

모형을 돌아다니는 개체는 에이 트들이 아니고 시스템 

체를 제어하는 논리 인 ‘제어 개체’ 한 개이다. 즉, 제어 

개체가 ‘시뮬 이션 기화 모듈’을 구동하고 매 타임래
그마다 ‘망 진화  특성치 갱신 모듈’과 ‘성능평가척도 
계산  출력 모듈’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시뮬 이션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에이 트 개체들은 실제로 모형 내

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개념상으로만 존재하고, 개체들
의 정보 즉, 특성치들은 배열 형태(<표 2>의    참
조)로 모형화 된다.

<표 1> 에이전트 개체의 특성치

특성치 설명

근속년수   
†

과업
복잡성

과업 복잡성(task complexity)은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해 노력하는 정도를 나타

내는 지표이다[10]. 과업 복잡성은 과업 분석 가능성
(task analyzability)과 과업 다양성(task variety)으로 구분
하여 표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규화 하여 
0~1사이의 값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지식

지식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여기서는 Zoethout 
et al.[18]의 지식 증가 모형을 용하기로 한다. 

     

  , (1)

이질성

에이 트들의 근속년수 유사성을 반 한 식 (2)를 용하
여 이질성(heterogeneity) 는 다양성을 계산한다[5, 16].

   
∈
, (2)

여기서, 는 에이 트 i가 속한  k에 속해 있는 에
이 트들의 집합이고, 는 에이 트 i가 속한  k에
서 i가 동료 j에게 할당하는 상호작용비율로 본 연구

에서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다. 

여기서 분모는  k의 구성원 수이다. 는 에이 트 

i와 j사이의 근속년수 유사성 정도로 ‘1두 에이 트

의 근속년수 차이/두 에이 트의 근속년수 평균’이다.

개인성향
각 에이 트는 5가지의 ‘개인 성향(individual cultural 
characteristics)’ 특성치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각 ‘개인 
성향’ 특성치는 유무를 표 하는 1 는 0 값을 갖는다.

주) † 는 평균과 표 편차가 각각 μ와 σ인 정규분포이다.

본 연구의 시뮬 이터는    이외에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망 링크 표 ,  정보 장 등 다양

한 용도로 변수 배열을 이용하고 있다. 표에서 사용되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M 에이 트의 수

N 타임래그 수

K 의 수

P 에이 트의 최  특성치 개수

Q 의 최  특성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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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 배열

변수
배열명

설명

A(M, P) 각 에이 트의 근속년수, 소속  번호 등 에이 트와
련된 특성치들을 장한다. 

L(M, M)
에이 트 사이의 망 연결(링크)을 표 한다. 에이 트
i와 j사이에 링크가 설정되어 있으면(즉, 친구이면), 
   이고 그 지 않으면 0이다.

S(M, M) 에이 트 사이의 Strength(제 2.4  참조) 값을 보 한다.

F(M, M) 에이 트 사이의 조정계수(제 2.4  참조) 값을 보
한다.

T(K, Q) 각 에 소속되어 있는 에이 트 번호, 구성원 수 
등 과 련된 특성치들을 장한다.

배열을 사용하는 목 은 사회연결망 시뮬 이션 특성

상 수시로 시스템 내 체 에이 트 개체들의 특성치 

는 유사 특성치( 를 들어 망 연결 상황)를 검색하고 망
을 진화시키기 한 계산과 성능평가척도 계산을 수행해

야 하는데, 반복 계산이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로 하는 모형을 개발하지 않으면, 
에이 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수 으로 증가하는 계산

시간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메모리 필요량은 증가할 
수 있지만, 검색을 하지 않고 개체나 과 련된 정보를 
직  인덱싱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배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2.2 입력 데이터 정의

본 연구의 시뮬 이터에서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입력 데이터는 엑셀 일에 시나리오
별로 입력되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한 후, 간편하게 
시뮬 이션을 한번만 수행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3 산출물 정의

본 연구의 시뮬 이터가 제공하는 주요 산출물에는 과업

복잡성, 연결정도 심성 척도(degree connectivity), 구조  
공백(structural hole), 결집계수(clustering coefficient)가 있다. 
여기서는 지면 계상 연결정도 심성 척도(이하 심성)
와 결집계수에 해서만 의미와 산출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먼 , 에이 트 i의 심성은 에이 트들이 특정 심

에 치한 멤버에 연결된 것을 나타내는 척도로 식 (3)과 
같이 계산된다[4, 8].

 


∀≠


, (3)

여기서 N은 체 에이 트의 수이고, 는 아래 식 
(4)와 같이 정의된다.

   만일 와 가직접연결되어있으면 그렇지않으면 (4)

<표 3> 입력 데이터

입력 
데이터

설명 범위

N 타임래그 수 양의 정수

K  수
1~60사이
정수

M 에이 트 수
1~300사이 
정수

 기 망 링크 비율
0~1사이
실수

  근속년수 정규분포의 모수 양의 실수

  당 기 멤버 수 정규분포의 모수 양의 실수

 에이 트가 보유 가능한 친구의 최  수 양의 실수


(제 2.4.2  참조)에서 감소하는 정도를
제어하는 모수

양의 실수

 친분이 없는 두 에이 트가 만날 확률
0~1사이
실수

 의 증가율을 제어하는 모수 양의 실수

 
지식에 한 학습률, λ값(0~1사이의 실수) 
설정을 한 정규분포의 모수

양의 실수

 지식의 최 값
0~1사이
실수

MT 서로 만나지 않고 친구로 유지되는 최  기간 
(단  : 타임래그) 양의 정수

AC 두 에이 트 간의 과업복잡성 차이에 따른 
만날 확률을 조정하는 모수

0~1사이
실수

AT 두 에이 트 간의  차이에 따른 만날 
확률을 조정하는 모수

0~1사이
실수

결집계수는 멤버들끼리 연결되어서 함께 묶여 있는 

결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친구의 친구들 간에 얼마나 

서로 친구인가를 나타내는 계수라고 할 수 있다. 에이
트 i의 결집계수, 는 식 (5)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에이 트 i와 연결되어 있는 에이 트 

수이고, 는 재 명의 에이 트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 수를 나타낸다. 분모는 명의 이웃 사이에 연
결 가능한 모든 링크의 개수로  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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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뮬레이션 모형 구성 모듈

시뮬 이션 모형은 기화 모듈, 망 진화 모듈, 성능평
가척도 계산  출력 모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망 진화 모듈은 망 링크 갱신 서 모듈과 특성치 갱신 

서 모듈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지면 계상 처음 두 

모듈에 해서만 기술하기로 한다.

2.4.1 시뮬레이션 초기화 모듈

본 모듈은 시뮬 이션 기에 1회만 실행되는 차로 
모수 입력, 기 망 링크 설정, 에이 트의 특성치 설정, 
그리고  구성을 수행한다. 기화 모듈을 상세히 아래

의 기술하면 [Init_Module]과 같다.

[Init_Module]
1) 시뮬 이션 모수(<표 3> 참조)를 입력한다.
2) 에이 트의 특성치, ‘근속년수’, ‘지식’, ‘개인 성향’ 값을 

1차로 배정한다. 과업복잡성과 이질성 특성치는 모든 에
이 트의 이 결정된 이후에 계산할 수 있으므로 에이

트의  배정 이후에 2차로 배정한다.
3) 에이 트 사이의 기 망 링크를 설정한다. 본 연구에
서는 체 에이 트  에서 임의로 (<표 3> 참
조) 비율을 선택하여 기 링크를 설정한다.

4) 모든 에이 트가 에 배정될 때까지 아래의 차에 

따라 각 의 구성 멤버를 결정한다. 

①⌈⋅ ⌉값에 따라 기 멤버를 임의로 선
택한다. 단, 여기서⌈⌉는 a에 가장 가까운 양의 
정수이다.

② 에 배정되지 않은 에이 트 i와 각 의 심
(소속 멤버들의 특성치별 평균) 사이의 유클리디언 
거리를 계산한다. 에이 트 i와  j의 유클리디언 
거리,  계산식은 식 (6)과 같다. 여기서 와 ′

는 각각 에이 트 i의 k번째 특성치와  j의 k번째 
가상의 특성치이다.

 ∀ 
′  (6)

③ 유클리디언 거리가 가장 작은 에 에이 트 i를 
배정한다.

④  멤버가 추가된 의 심 을 재계산한다.

5) 에이 트의 ‘과업복잡성’, ‘이질성’ 특성치를 2차로 배정
한다.

기화 모듈, [Init_Module]에 한 Arena 로차트 모

듈이 <그림 2>이다. 그런데, 그림에서 [Init_Module]의 자
세한 로직을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로직의 부분이 반
복 계산으로 구성된 계로 모델링을 효율 으로 하기 

해 VBA 코드화 되었기 때문이다. 를 들어 에이 트 

사이의 기 망 링크를 설정하는 차 3)은 윗부분 로
차트의 두 번째 VBA 블록으로 모형화 된다. 

<그림 2> 초기화 모듈에 대한 Arena 플로차트 모듈

2.4.2 망 진화 모듈

망 진화 모듈은 에이 트 사이의 망 링크를 갱신하는 

서 모듈과 에이 트의 특성치를 갱신하는 서 모듈로 구

성된다. 여기서는 자에 해서 기술하기로 한다. 본 논
문의 시뮬 이터는 망 링크 갱신을 한 모형으로 Jin et 
al.[12]이 제안한 JGN 모형 기반의 망 진화 모형, MJGN을 
용하므로, 먼  JGN에 해 알아보기로 하자.
두 에이 트가 만나게 되면, 망 링크가 형성된다. Jin 

et al.[12]에 따르면, 이번 타임래그에 에이 트 i와 j가 
만날 확률, 는 아래의 세 항목에 기 하여 식 (7)과 
같이 유도된다.

∙서로 아는 사람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그

지 않은 경우보다 크다.
∙사람들이 만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분이 
감소되거나 사라진다.

∙한 사람이 친분을 유지하는 친구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7)

식 (7)에서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는 작은 
z값에 해서는 크고 략 으로 상수이지만,  부근에서는 
격하게 감소하는 특성을 갖는 함수이다.

  

 




 (8)

여기서, 는 에이 트 i가 이미 가지고 있는 친구의 
수이고, 는 에이 트 i가 가질 수 있는 친구의 최 수

이다. 그리고 는 한 에이 트의 친구수가 에 도달한 

이후에 감소하는 정도를 제어하는 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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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래의 식 (9)로 정의되는 함수로 두 에이
트 i와 j가 서로 동시에 아는(상호 공유하는) 친구를 
명 보유하고 있을 때, 둘이 만날 가능성을 나타낸다.

  
 (9)

여기서, 는 알지 못하는 두 에이 트가 만날 확률이

고, 는   함수가 증가하는 속도를 제어하는 모수
이다. 참고로 는  × 를 모든 k에 해 더
하면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일단 망 링크가 형성되면, 일정기간 서로 만나지 않더

라도 링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실 이다. 이를 설명
하는 개념이 strength이다[12]. strength의 역치, MT보다 
만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즉, 타임래그의 수가 많아
지면), 링크가 끊어지는 것으로 모델링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MJGN에는 JGN에 다음 두 항

목을 추가로 용한다. 먼  업무 복잡성이 유사한 두 에

이 트가 만날 확률이 그 지 않은 경우보다 높을 것이

라는 이다. 그리고 같은 에 있는 에이 트들 사이의 

만날 확률이 다른 의 에이 트 사이의 확률보다 높을 

것이라는 이다. MJGN에 의 두 개념을 에이 트 i와 
j가 특정 타임래그 동안 만날 확률, 에 반 하여 실성

을 높 다. 즉, 조정계수    만큼 를 보정한다.  

는 식 (10)과 같이 복잡성 조정계수 와  조정계수 


를 곱하여 계산된다.

   
⋅

 (10)

먼  복잡성 조정계수에 해 알아보기로 한다. 와 
를 각각 에이 트 i와 j의 과업복잡성이라고 할 때, 만일 

 ≤ 이면 
   , 만일  ≤  ≤ 이

면 
  , 그리고 만일    이면   

이다. 이제  조정계수를 구해보자. 에이 트 i와 j의  
번호를 각각 와 라고 할 때, 만일  이면  

 , 그 지 않으면,   이다.
재 타임래그를 n이라고 할 때, MJGN의 구체 인 

작동 차는 아래와 같다.

[MJGN ]
1) 모든 에이 트   에 해  를 구한다.
2) 두 에이 트 i와 j의 모든 조합에 해 다음 차를 

용한다.
① 에이 트   에 해 를 구한다.
② 만일   ≤ 이면,  가 이번 n번째 
타임래그에 만났으므로 다음을 수행한다. 만일 그

지 않으면, ③으로 간다.

∙  

∙만일    이면,    , 그리고  
 로 한다. 즉,   에 해 링크를 설정한다.

∙①로 간다.

③  가 이번 타임래그에 만나지 않았으므로 다음을 

수행한다.

∙    

∙만일    이고    이면,    과 
   으로 한다. 즉,  에 해 링크를 삭
제한다.

∙①로 간다.

3. 실행 사례

이제 MJGN 기반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두 가지 평

가척도 심성과 결집계수를 심으로 실행 사례를 알아

보기로 한다.
먼  <그림 3>은 에이 트 65명, 5개 으로 구성되는 

사회연결망에 하여 N,  , ,  , MT의 값을 각각 60, 
2, 0.05, 0.05, 8로 설정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는 경우, 
타임래그가 39일 때의 애니메이션 화면의 일부이다. <그
림 3>의 좌측에서 5개 각 에 소속되어 있는 에이 트

의 수와 에이 트의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간 

부분에서 성능평가 척도인 결집계수, 구조  공백, 심

성, 과업복잡성에 한 체 평균과 별 평균의 추이를 
표 하는 동  그래 를 볼 수 있다.

<그림 3> 실행 애니메이션 화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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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 변화에 따른 중심성 시계열 그래프

<그림 5> M 변화에 따른 결집계수 시계열 그래프

<그림 6>   변화에 따른 중심성 시계열 그래프

<그림 7>  변화에 따른 중심성에 대한 이동평균

참고로 Arena 버  13.50을 용하고 평범한 PC(Windows 
7 운 체계, CPU 속도 2.1 GHz, 주메모리 3.0GB)를 사용
하여 타임래그를 60으로 설정하고 시뮬 이션을 수행하는 

경우, 에이 트 수가 60명, 120명, 그리고 180명으로 증가
됨에 따라 실행 소요시간은 각각 55 , 302 , 그리고 442 
로 악되었다. 에이 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뮬 이

션 실행 소요 시간은 지수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조직의 구성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의 향을 악하기 

해 에이 트 수, M을 40명에서 220명까지 변경시켜 가
면서 시뮬 이션을 실시하여 <그림 4>와 <그림 5>를 얻
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인원의 조직이 성장하
면서 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심성과 결집계수가 격

히 감소한다. 이는 흔히 조직 태동 기에는 모든 구성원
을 알고 서로 사이가 좋아서 분 기가 좋았는데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옛날 같지 않고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

는 상을 정량 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연결망이 활성화 되어 친분이 없는 두 

에이 트가 만날 확률, 즉 가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상을 알아보기 하여  값을 0.02~0.42로 변경시켜 가

면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참여
하는 운동, 술, 여행 등의 비공식 여가활동을 간  지

원함으로써  값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시뮬 이션 결과,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가 증가함에 따라 가 커
지므로 임의의 두 에이 트가 더 자주 만나게 되고, 이에 
따라 심성이 향상되는 정 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의 시계열 자료 그래 를 이동평균

으로 변환하면(<그림 7> 참조), 가 증가함에 따라 심
성이 증가하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좀 더 실 으로 SNA에 도움을  수 
있도록 하기 해 다양한 모수를 포함하면서 망 링크 갱신

을 한 모형으로 JGN에 기반을 망 진화 모형, MJGN을 
수용한 사회연결망 시뮬 이터를 제안하 다. 시뮬 이

터는 기화 모듈, 망 진화 모듈, 성능평가척도 계산  
출력 모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범용 시뮬 이션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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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Arena를 이용하여 에이 트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시
간이 흘러감에 따라 진화해가는 사회연결망에 한 종단

 의 SNA를 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진입과 진출에 따른 조직 구성 멤버 변화, 

소속  변경 등을 수용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될 것이다. 한 조직에서

의 사회연결망을 연구하는 목 은 사회연결망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조직의 성과와 

련된 다양한 성능평가 척도를 시뮬 이터에 포함시켜

야 하는 연구가 필요가 필요하다. 조직의 성과 련 척도
에는 이건창 등[4]이 제시한 것처럼 재무  성과와 비재

무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 끝으로 다양한 망 진화 모
형을 시뮬 이터에 포함시키는 연구를 향후 연구방향으

로 제안한다. 를 들어 에이 트   가 만날 확률, 
를 사용하지 않고, 유사성이 높을수록 만날 확률이 커
지는 거리 기반 망 진화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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