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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의 핵심 내용 :
트위터에서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함
팔로워가 많다고 해서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님

2. 논문의 도메인 : 
컴퓨터과학/소셜네트워크, 사회학, 물리학/복잡계네트워크, 서비스사이언스

3. 배경, 동기 :
사회학 분야에서 어떤 유명 인사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뤄져왔다. 전통적
인 영향력 측정은 투표에서의 득표나 패션의 영향력 등을 분석했다. 근래에 들어서는
(Modern view) 사람사이의 관계나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그 연구들과 지금은 이미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으며 실증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
아서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웠다.
트위터에서는 오픈 API 등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와 일련의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실증적 검증이 가능해졌으므로) 일반적으
로 팔로워가 많으면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검증하려했다.

4. 논문의 내용 :
본 논문에서는 유명인사(Million Follower)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3개의 measure를 
도입했다.
1) indegree: popularity of a user
2) retweet: content's value of one's tweet
3) mentions: name value of a user

데이터 세트: 데이터 세트는 트위터에 요청해서 얻었고 비활성 사용자는 가지치기를 했음

영향력 비교를 위한 방법(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사용)

※ N: 전체 사용자의 수, xi와 yi 비교 대상이 될 영향력 변수, ρ: 스피어만 상관계수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1 ~ -1의 범위를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정비례관계이며 -1에 가까
울수록 반비례관계이고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없음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위 스피어만 상관계수로 여러 대상에 대해 비교 분석을 수행함

위 표는 스피어만 상관계수로 indegree, retweet, mention의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표로 판단해보건대 indegree는 멘션과 리트윗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고 팔
로워가 많을수록 그 정도는 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랭크가 높을수록 리트윗과 멘션의 값이 높으며 랭크가 낮을수록 리트윗과 멘션이 작다.

위 표는 영향력 measure가 아니라 주제별로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다.
랭크가 더 높은 사람일수록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많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몇몇 주제는 
더 관계가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 표에서 중요한 점은 1%랭크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하여 0.6~0.7 사이의 상관계수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제에 
대하여 편향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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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영향력 측정의 문제: 좁은 분야에서 적용가능하며 네트워크를 반영 안함
모던 영향력 측정의 문제: 네트워크의 개념이 있으나 실증할 자료가 부족함, 다양한 영향
력을 정의하지 못했고(영향력 변수가 적다) 10년이나 지났음
==> [본 논문]의 2페이지

Influence의 정의
“The power or capacity of causing an effect in indirect or intangible ways" 
==> [본 논문]의 2페이지

6. 논문 안에 튜토리얼 같은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정리
스피어만 상관관계 잘 배워두면 쓸모가 있을 듯

7. Your impression : 
난 사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게 별로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논문이 발표되고 뉴스위크에도 실렸다니까 조금 놀라웠다. 내가 
계획했던 몇 가지의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이 분야에 복잡계 도입이 그래도 아직 할만한 
분야가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