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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웹 2.0의 발   사용자들의 커뮤니티에 한 수요가 확 되면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SNS를 통해 많은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다. 그러

나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있어서 어려운 별 과정이 요구된다. 이에 소셜네트워크 서비

스 사용자들간에 공유된 정보들을 추천하기 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네트워크 

분석 기법(Social network analysis)  하나인 매개 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분석을 활용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

터(Twitter)의 사용자들이 배포한 타임라인(Timeline) 콘텐츠와 사용자의 로 일(Profile)을 수집하여 

매개 정도 심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된 매개 정도 심성의 값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추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하여 수집된 데이터 에서 10개 키워드에 련된 콘텐츠를 

추출한 후, 이에 한 정확도를 분석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추천 방법은 기존 소셜네트워크 서비

스에서 제공하는 타임라인 콘텐츠보다 약 41%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활

용하면 사용자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다.  

1 .  서  론 

 최근 웹 2.0의 발   온라인 사용자들이 커뮤니티에 

한 수요가 확 되면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들이 큰 인기

를 얻고 있다. 웹 2.0 기술을 활용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는 사용자의 지식  경험에 한 콘텐츠를 작성하고 배

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1].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발 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배포한 콘텐츠의 양이 폭발 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에 있

어서 어려운 별 과정이 요구된다[2]. 

 본 논문에서는 기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타임라인 형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매개 심성 분석

을 이용한 콘텐츠 추천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해 우리는 질의어에 련된 10개 

키워드의 정확도를 각각 분석하 다. 실험을 통해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제공

한 타임라인 콘텐츠보다 높은 정확도를 얻게 됨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면 사용자

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다.

2 .  배 경  기 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웹 2.0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들이 직  참여하고, 사용자들로 하여  로 일을 작성

하며,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웹 기반

의 서비스이다[1]. 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에

게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배포한 련 콘텐츠

들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보여 다[3].  

 소셜네트워크 분석은 소셜네트워크에서 존재하는 서로 

독립 인 노드(Node)들 간의 연결 계를 이용하여, 노드

들의 심성(Centrality) 혹은 도(Density)등 사회  

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소셜네트워크 분석 방법  하나

인 매개 심성 분석은 소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 노드

와 다른 한 노드를 연결시키는 특정 노드의 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4].

  

3 .  매개 심성 분석을 이용한 콘텐츠 추천

3.1 매개 심성 분석

 본 논문에서는 소셜네트워크 분석 기법  하나인 매개 

심성 분석[4]을 이용한다. 특정 노드의 매개 심성은 

그 노드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노드들의 최단경로 개수와  

해당 최단경로에서 특정 노드가 존재하는 개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본 에서 보이는 매개 심성 분석은 질의어가 

포함된 콘텐츠를 배포한 사용자가 소셜네트워크에서 차지

하는 매개 심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매개 심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용자를 제외한 

다른 노드의 들의 최단경로 개수와 해당 최단경로에서 

특정 사용자가 존재하는 개수의 비율은 (식 1)으로 표 된

다.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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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에서 는 사용자이고, 는 노드 i와 노드j를 연

결하고 있는 최단경로 개수이며,  는 노드 i와노드 

j사이의 최단경로 에서 노드 를 포함되는 최단경로의 

개수이다. 그러므로   는 특정 사용자 를 제외한 

노드 i와 노드 j사이의 최단 거리의 수와 해당 최단 경로

에서 사용자가 가 존재하는 최단경로 개수의 비율이다.

 그리고 라는 사용자가 소셜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매

개 심성은 (식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로 표

된다. 

  
≠ ≠ 



  (식 2)

  (식 2)은 (식 1)를 이용하여 사용자 를 제외한 

체 노드 n 에서 노드 i와 노드 j사이의 최단경로 개수와 

해당 최단경로에서 사용자가 존재하는 개수 비율의 합이

다. 그러므로 (식 2)를 통해 특정 사용자 가 체 소셜

네트워크에서 계자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소셜네트워크에서 사용자들

이 차지하는 매개 심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계산된 사용자의 매개 심성을 이용하여 기존 타임라인 

콘텐츠들을 상  순서로 다시 정렬한 후 사용자에게 추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면 사용자들

의 상이 반 된 신뢰성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추

천할 수 있다.

3.2 시스템 아키텍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매개 심성 분석을 이용한 콘텐츠 

추천 방법은 다음 (그림 1)과 같은 아키텍처를 통해 구

되었다. (그림 1)에서 시스템은 크게 데이터 수집 부분과 

콘텐츠 추천 부분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수집 부분에서 데

이터 수집 모듈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제공된 데이

터를 수집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콘텐츠 추천 부

분에서는 데이터 추출 모듈, 소셜네트워크 매트릭스 구성 

모듈, 소셜네트워크 분석 모듈, 콘텐츠 추천 모듈로 구성

된다. 이와 같은 모듈로 구성된 콘텐츠 추천 시스템은 질

의어에 련된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그림 1) 시스템 아키텍처

4 .  실 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추천 방법을 검증하기 하여 트

터에서 제공한 API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 다.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개발환경은 이클립스(Eclipse)과 마이크로

소 트(Microsoft) SQL 서버를 이용하 으며 개발언어는 

PHP 5를 이용하 다.

 본 실험을 하여 우리는 총 38784개의 노드를 트 터 

API를 통해 수집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장하 다. 그리

고 장된 데이터 에서 10개 키워드에 련된 콘텐츠를 

타임라인 형식으로 추출하 다. 추출한 각 키워드에 련

된 콘텐츠 개수는 25개이며, 10개 키워드에 하여 총 250

개 콘텐츠들이 추출되었다.

 실험의 평가를 해 정보 검색 분야의 표 인 평가 도

구인 정확도(Precision)를 사용하여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 다.

(그림 2) 정확도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

이 기존 트 터 검색 결과 보다 10개 키워드에 하여 평

균 으로 약 41% 높은 정확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5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매개 심성 분석을 이용한 콘텐츠 추천 

방법을 제안하 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은 기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제공한 타임라인 콘텐츠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활용

하면 신뢰성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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