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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일컬

었다. 인간은 서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사회 활동을 

한다. 이러한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네트

워크가 바로 소셜 네트워크이다. 그림 1은 Zachary가 

1970년대에 관찰한 대학의 가라데 클럽의 네트워크 

이다[16].

각 노드는 가라데 클럽의 구성원을 나타내며, 운동 

또는 클럽 미팅 시 두 노드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이 존재할 경우 그 두 노드들은 엣지로 연결 된다. 

이 가라데 클럽은 의견 대립으로 인해 두 개의 파벌

로 나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가라데 클럽에서 가

그림 1 가라데 클럽의 네트워크[16]

* 종신회원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2008-F-016-02, 초정밀 측정 및 분석 

기술 연구].

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클럽 회장? 가장 

덩치가 좋은 사람? 누구나 돌아보게끔 만들만큼 매력

적인 여성 회원? 영향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림 1을 보면 노드 16, 노드 17 회원

들 보다는 엣지를 많이 갖고 있는 노드 1과 노드 34 

회원들이 클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노드 1과 노드 34 회원은 각 파벌의 

지도자들 이다.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에서 영향을 많

이 미치는 사람을 인플루엔셜(influential : 영향자)이

라고 한다. 모 김치냉장고의 성공 신화를 비롯하여 다

양한 성공 사례를 선보이고 있는 입소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누가 인플루엔셜인가

를 찾아내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대상에게 마케팅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도 좋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 글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인플

루엔셜을 찾고 랭킹을 매기는 지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2. 인플루엔셜을 찾아라

누가 인플루엔셜인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연구는 Social 

Science와 Computer Science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

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인플루엔셜의 정의를 한마디

로 나타내기는 힘들다. 네트워크의 종류와 보고자 하

는 영향의 종류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셜이라 함은 영향과 권력을 갖고 

있고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래에 Social Science

와 Computer Science에서 어떻게 인플루엔셜에 대한 

연구를 했는지 소개한다.

3. Social Science의 연구

1950년대에 발표된 Katz와 Lazarsfeld의 2단계 유통 

이론(two-step flow theory)[5]에 따르면 정보나 영향

력은 매스미디어에서 수용자로 바로 전달되지 않고 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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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의견 지도자(opinion leader)를 거쳐 궁극적인 수

용자들에게로 전달된다고 한다. 사람들의 태도를 변

화시키는데에 매스미디어의 영향 보다 접촉한 의견 

지도자의 영향이 더 큰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의

견 지도자를 인플루엔셜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에 발표된 Rogers의 개혁의 확산 이론(diffusion of 

innovations)[11]에서는 혁신의 수용자를 혁신자(in-

novators), 초기수용자(early adopters), 초기 다수 수용

자(early majority), 후기 다수 사용자(late majority), 지

각 수용자(laggards)의 5가지 범주로 나눈다. 이 이론

에서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소수의 혁신자와 초기 

수용자를 인플루엔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

들은 학계를 넘어 마케팅 비지니스에 적용 되어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이론과 조금 다른 의견도 있다. 

2001년에 Domingos와 Richardson은 새로운 세대들이 

인플루엔셜의 의견보다는 동료와 친구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므로 인플루엔셜을 통한 마케팅 보다 협

력적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같은 네트워크에 

기반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주장하였다[2]. 

협력적 필터링 방법의 예는 Amazon.com에서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책을 샀는지 추천

해 주는 시스템을 들 수 있다. 2007년 Watts와 Dodds

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플루엔셜 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역할도 강조했다[15]. 인플루엔셜이 평범한 

사람들 보다 정보 확산에 자주 큰 영향을 끼치기는 하

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기여 없이는 모든 확산을 설명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정보 확산이 

인플루엔셜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루엔셜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이해해서 인플루엔

셜을 정의하는 개념을 소개하겠다. 이 개념들은 Was-

serman과 Faust의 책에 좀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4].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개 그래프에서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좋은 위치

에 있는 사람은 영향을 끼칠 때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적은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은 위

치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딱 떨어지는 정

답은 없지만 몇몇 서로 다른 개념들로 정의를 내릴

(a) Star (b) Circle (c) Line

그림 2

수 있다. 그림 2는 별 모양으로 생긴 Star 네트워크, 

원형의 Circle 네트워크, 선으로 이루어진 Line 네트워

크의 예로 이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겠다.

첫째 개념은 degree 이다. degree는 어떤 노드가 얼

마나 많은 노드와 접해 있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그림 2의 (a)에서 노드 A의 degree는 6이고 나머지 

노드들의 degree는 1이다. degree 가 높은 노드일수록 

정보를 전달할 많은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degree가 가장 높은 노드 A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그림 2의 (b)에서는 모든 노드의 degree가 2로 

같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노드의 위치가 동등한 

중요도를 갖는다. 그림 2의 (c)에서는 양 끝의 노드 

F,G만 degree가 1 이고 다른 노드들은 degree 2를 갖

는다. 양 끝단의 위치만 불이익을 받는 위치인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개념은 closeness이다. closeness는 어떤 노

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측정하는 개

념인데 한 노드와 다른 노드들간의 경로의 길이(path 

length)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의 (a)에서 노

드 A는 다른 노드들과 모두 거리 1이 떨어져있는 반

면 다른 노드는 노드 A를 제외한 다른 노드들과 거

리 2가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경로의 길이가 가장 짧

은 노드 A가 closeness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좋은 위치가 된다. 그림 2의 (b)에서는 한 노드

에서 다른 노드들까지의 경로의 길이가 각기 다르지

만 모든 노드들이 동일한 경로 길이 분포를 갖고 있

기 때문에 모든 노드의 closeness는 같다. 그림 2의 

(c) 에서는 A의 경로 길이의 합이 12로 가장 짧고 양

끝의 F,G의 경로 길이의 합이 21로 가장 길다. 즉 A

의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인 것이다.

세 번째 개념은 betweenness이다. betweenness는 어

떤 노드가 다른 노드 쌍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

정하는 개념이다. 그림 2의 (a)에서 노드 A가 노드 F

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로 접근 하면 되지만 노

드 C가 노드 F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드 A

를 거쳐가야만 한다. 중간에서 정보의 흐름에 가장 잘 

개입할 수 있는 노드 A가 가장 betweenness가 높다. 

그림 2의 (b)에서는 모든 노드들이 동일한 between-

ness를 갖고 있으며 그림 3의 (c)에서는 양 끝단의 

노드 F,G는 정보의 흐름을 차단할 능력이 없어서 

betweenness가 가장 낮으며 중심에 가까운 노드일수

록 betweenness가 높다.

4. Computer Science의 연구

인플루엔셜을 찾기 위한 노력은 Comput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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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도 계속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전통적인 소셜 네트워크가 확장된 거대한 온라인 소

셜 네트워크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활발히 연구되었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는 Facebook, Cyworld, Flickr, 

Twitter, Myspace 등 종류가 많아 전부를 예로 들 수 

없을 정도이다. 각기 다른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마다 

제공하는 기능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플루엔셜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온

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도 인플루엔셜의 정

의에 따라 찾아지는 결과가 달라진다. 여기서는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Twitter를 중심으로 인플루엔

셜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Twitter라는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 에서는 사용자

들이 140자 이하의 단문메세지를 간단히 전달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Twitter에서는 다른 사용

자를 follow할 수 있으며 follow 함으로써 소셜 네트

워크에서의 관계가 맺어 진다. follow한 사용자가 작

성한 메시지(앞으로 tweet이라고 일컫겠다)는 자신의 

Twitter페이지나 스마트폰 같은 이동통신기기에서 확

인할 수 있다. 2009년에 발생한 뉴욕 허드슨강의 비

행기 추락 사고를 기존 뉴스 매체보다 Twitter에서 먼

저 알려주거나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설 연휴 교통 

정보를 Twitter를 통해 알려주는 사례를 통해 빠른 

정보 전달력과 그 유용함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이다. 일반 사용자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명한 연예

인, 스포츠스타, 오피니언 리더, 정치인, 언론사, 기

업, 단체 등 각계각층이 소통 및 홍보의 목적으로 즐

겨 사용하고 있다(그림 3). 전통적인 소셜 네트워크

그림 3 국가교통정보센터와 김연아의 Twitter

표 1 follower의 수에 의한 랭킹 (top 10)

와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채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Twitter에서 인플루엔셜은 누굴까?

Cha et al.은 Twitter에서 influence가 어떻게 정의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자의 follower의 수, 

tweet이 retweet 된 횟수, 이름이 mention 된 횟수 등 

다양한 기준을 방대한 데이터에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1]. 이러한 다양한 측정기법 중 본 글에서는 follower 

수의 집계와 retweet된 횟수에 대해 주목해보겠다. 여

기서 follower의 수는 앞서 설명한 degree와 비슷한 개

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의 tweet을 직접 

전달받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2010년 Kwak et al.이 발표한 follower 수에 의한 

인플루엔셜의 랭킹은 표 1과 같다[8]. 이 기준으로 인

플루엔셜을 정의할 경우 팬이나 지지자가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인플루엔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랭킹만이 인플루엔셜을 설명한다고 할 

수 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본 것이 페이지

랭크(PageRank) 알고리즘이다[10]. 구글이 사용하고 있

는 이 알고리즘은 여러 링크로 서로 연결된 인터넷 

웹페이지들의 네트워크에서 어떤 페이지가 가장 중요

한 페이지 인지를 알아내는 알고리즘이다. 페이지랭

크 랭킹은 랜덤으로 웹서핑을 하는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가면서 웹서핑을 할 때 어떤 웹페이지에 머무르

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알아볼 수 있는 랭킹이다. 

이 알고리즘을 웹페이지들과 비슷한 링크 구조를 갖

는 소셜 네트워크에 적용하면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

고 중요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페이지랭크는 단순히 웹페이지를 향한 링크의 숫

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웹페이지의 영

향이 흐르게 하여 랭킹을 계산한다. 같은 숫자의 링

크를 갖고 있는 두 웹페이지가 있을 때 유명한 웹페

이지들로부터 링크를 많이 받은 웹페이지가 그렇지 

않은 웹페이지보다 랭킹이 높게 된다. 한 페이지의 

페이지랭크를 계산 하는 방법은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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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PageRank

PR(pi)는 pi의 페이지랭크이고 d는 damping factor, 

N은 웹페이지의 총 개수, M(pi)는 pi 페이지를 링크

한 페이지들의 집합, L(pj)는 pj 페이지에서 밖으로 

나가는 링크의 개수이다. damping factor란 웹서핑을 

하는 사람이 계속 링크를 따라 클릭하여 이동할 확

률이다. 1 - d의 확률로 웹서퍼는 링크를 따라가지 

않고 랜덤한 페이지로 점프하게 되며 대개 d의 값은 

0.85로 준다. 식 (1)을 살펴보면 한 웹페이지는 자신

의 페이지랭크를 자기가 링크하고 있는 페이지에 골

로루 나눠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링크를 받은 페이

지 쪽에서 이렇게 나눠받은 페이지랭크를 Damping 

factor를 고려해서 합산한 것이 페이지랭크 값이 된

다. 이 과정을 페이지랭크 값들이 변동이 크게 없이 

수렴할 때 까지 반복하여 최종 페이지 랭크의 값을 

구한다. 이 페이지랭크를 Twitter 사용자를 웹페이지

로 생각하고 follow 관계를 링크로 생각하여 적용한 

결과는 표 2와 같다[8]. follower 수가 많을수록 페이

지 랭크가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표 1과 비교하여 

구성은 비슷하지만 인플루엔셜 의미의 차이에 의해 

순서가 일부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Twitter가 제공하는 기능 중 retweet이라는 기능이 

있다. 다른 사람으로 부터 들은 tweet을 자신의 follower

들도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기능으로 원래의 tweet

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전달

할 수 도 있다. 어떤 사용자의 tweet이 얼마나 retweet

되었나를 집계하면 그 tweet 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 

수 있으며 그 사용자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집계에 의한 랭킹의 결과가 

표 3에 나와 있다[8]. 이 랭킹을 보면 표 1, 표 2와는 

다르게 상위 랭킹에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유명인

사들의 수가 줄고 대신 뉴스매체들이 많이 등장했음

표 2 페이지랭크에 의한 랭킹 (top 10)

표 3 retweet되는 수에 의한 랭킹 (top 10)

을 알 수 있다. 특히 Mashable이나 TweetMeme, Tech-

Crunch같은 소셜 미디어나 IT기술에 관한 특정주제

에 관한 뉴스매체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특

징이다. 이 랭킹에서의 인플루엔셜은 여러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retweet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식을 

많이 전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페이지랭크를 Twitter에 바로 적용하지 않고 Twitter

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도 있다. Daniel Tunkelang은 

tweet이 retweet될 확률을 고려하여 TunkRank를 제안

하였다[12]. TunkRank에서는 영향(influence)을 식 (2)

와 같이 정의한다. Influence(X)는 사용자 X가 작성한 

tweet을 읽을 사람들의 수의 기대값이다. 이 때 이 

tweet의 retweet으로 읽은 사람의 수도 포함한다.

  
∈  

∥
(2) : TunkRank

Followers(X)는 X를 follow하는 사용자의 집합이고 

Following(Y)는 Y가 follow 하는 사용자의 집합이다. 

Y가 X의 follower 라면 1 / || Following(Y) ||의 확률

로 X가 작성한 tweet을 읽는다고 가정한다. Y가 X의 

tweet을 읽을 때 p의 확률로 retweet을 한다. 이런 가

정 아래 Influence(X)는 X가 쓴 tweet을 읽게 되는 사

람의 수를 나타내게 된다.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랭킹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13]

도 있으며 상위 랭킹은 표 4와 같다. 사용자의 tweet

이 얼마나 읽히는지를 보여주는 인플루엔셜 랭킹이

다. retweet되는 확률 p를 사용자마다 같게 두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사용자 보다 retweet을 좀 더 

많이 받는 뉴스 매체들이 표 3과는 다르게 상위권에 

잘 보이지 않는다.

Kwak et al.은 정보의 확산에 있어서 정보를 수용

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Twitter에 유효수

용자(effective reader)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플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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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TunkRank 랭킹 (top 10)

셜을 찾았다[7]. 유효수용자는 같은 문맥의 정보를 이

전에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정보수용자를 뜻한다. 예

를 들어 동계올림픽 결과에 관한 tweet을 이미 읽어

서 정보를 알고 있는 정보수용자에게 같은 문맥의 새

로운 tweet이 전달된다면 이 정보수용자는 유효수용

자가 아니다. follower의 수와 유효수용자의 수를 비

교해보면 80%의 Twitter 사용자가 자신의 follower의 

20%만을 유효수용자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결과

는 follower의 수만 많다고 인플루엔셜이라고 할 수 없

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Kwak et al.은 정보 

수용 순서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유효사용자에 기

반한 인플루엔셜 랭킹을 제안하였다.

전체 사용자를 U라고 할 때 S(u)는 사용자 u의 상

태를 나타낸다. 사용자의 상태는 0과 1 두 가지로 상

태 0은 같은 문맥의 정보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고 상태 1은 이미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

를 나타낸다. 모든 사용자의 상태는 상태 0으로 초기

화 된다(식 (3)).

∀∈U    (3)

사용자 u가 작성한 tweet w에 대한 유효사용자 

ER0(w)는 식 4와 같이 u의 follower 중에 상태가 상

태 0 인 사용자의 집합이다.

    ∈ and   (4)

사용자 u의 영향 IF0(u)는 사용자 u가 작성한 모든 

tweet의 유효사용자 수의 합이 된다. 식 (5) T(u)는 사

용자 u가 작성한 모든 tweet의 집합이다.

  
∈

║║ (5)

여기에 사용자가 tweet을 읽을 확률과 사용자의 기

표 5 유효사용자를 고려한 랭킹 (top 10)

억력까지 고려한 모델로 부터 얻은 인플루엔셜 랭킹

은 표 5와 같다.

이 랭킹에 나타난 대부분의 인플루엔셜은 뉴스미

디어로 표 1, 2의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정보가 

퍼지는데 있어서 유효수용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

플루엔셜은 뉴스미디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Huberman et al.은  Twitter에서의 관계가 단

순한 follow로 이루어진 follower/followee 관계와 메시

지를 보내는 등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친구 관계

로 나뉘어 진다고 보고 친구 관계 네트워크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라고 하였다[4].

5. 인플루엔셜 랭킹의 비교

지금까지 인플루엔셜을 찾는 여러 방법을 소개해왔

다. 이러한 방법으로 찾아진 인플루엔셜 랭킹을 어떻

게 비교해야 할까? 아래에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이 방법들로 두 랭킹이 얼마나 비슷하거나 다른지를 

알아볼 수 있다.

두 랭킹을 각각 R1, R2이라고 하고 랭킹의 길이를 

l이라 하자. 우선 두 랭킹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알아

볼 수 있다. 두 랭킹의 겹침(overlap) O는 식 (6)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 
(6)

O는 두 랭킹의 공통인 구성원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수치로 구성원의 순서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Kendall은 두 랭킹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Kendall 

tau 거리(Kτ )를 제안하였다[6]. Kτ는 식 (7)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7)

이 때 r1과 r2가 R1, R2에서 같은 순서로 나타나면 

 는 0의 값을 가지고 r1과 r2가 반대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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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면  는 1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구해진 

Kτ로 두 랭킹의 순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측정

할 수 있다. 그러나 Kendall의 방법은 두 랭킹의 길

이가 같고 그 구성원도 동일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Fagin et al.은 K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의 순서가 다르거나 한 쪽 랭킹에만 등장하는 

등 두 랭킹의 차이별로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3]. 기본틀은 식 (8)과 같이 Kendall의 방법과 비

슷하지만 페널티를 합산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

  (8)

 은 (i) r1이 오직 한 쪽 랭킹에만 등장하고 r2

는 다른 랭킹에만 등장하는 경우; (ii) r1이 한 쪽 랭킹

에서 r2 보다 순서가 앞서고 r2만 다른 랭킹에 등장하

는 경우; (iii) r1, r2가 양 쪽 랭킹에 모두 등장하나 

그 순서가 다를 경우 에는 1의 값을 갖고, 나머지 경

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두 랭

킹의 구성원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길이가 같은 랭킹

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 식 (9)와 같이 정규화하여 

나타내면 K는 K = 0일 경우 두 랭킹이 완전히 다르다

는 것을 K = 1일 경우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

낸다[9].





(9)

그림 4는 위의 K를 이용하여 표 1, 2, 3에서 본 

follower 수에 의한 랭킹(RF), 페이지랭킹에 의한 랭킹

(RPR), retweet되는 수에 의한 랭킹(RRT)을 상위 20위 

랭킹부터 상위 2000위 랭킹까지 비교한 결과이다[8]. 

RRT 랭킹이 다른 두 랭킹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랭킹이 다른 두 랭킹이 찾

지 못한 인플루엔셜을 찾는 랭킹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림 4 K를 이용한 랭킹의 비교[8]

6. 결 론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검색엔진에서 직접 정보를 얻

는것 보다 친구나 동료의 추천으로 부터 정보를 얻으

려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소셜 미디어 및 소셜 네

트워크의 웹 트래픽이 검색 엔진의 트래픽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12월 Facebook이 

Google보다 Yahoo, MSN, AOL 같은 메이져 포털사이

트로의 트래픽을 더 많이 발생시켰다[17]. 이런 상황

에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인플루엔셜을 찾는 것은 더

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다양한 관점의 인플루엔셜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을 소개하였다. 인플루엔셜의 정의가 다양한 만큼 랭

킹의 종류도 다양한데 한 랭킹이 다른 랭킹보다 더 

좋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어떤 인플루엔셜로 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어떤 인플

루엔셜에게 마케팅 캠페인을 실행하면 가장 효과가 

좋겠는가? 이와 같은 참조자의 목적에 알맞은 랭킹을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정보 미디어와 인터넷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네트워크의 다양한 특성을 정량

화하는 것이 쉬워짐에 따라 앞으로 Computer Science

에서 이 분야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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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컴퓨

터공학과 박사

현재 KAIST 전산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미래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복잡계 네

트워크, 테스트베드

E-mail : sbmoon@kaist.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