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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성장세
[1]

1. 서 론

불과 수십 년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해서 TV나 라디오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

여 앉아야 했다. 하지만 통신 기술과 인터넷의 발

달로 도래한 정보의 홍수 시 에서는 구나 손

쉽게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존의 일방

이었던 매스미디어와 달리 이제는 모든 사용자들

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미디어를 만들어나가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리 보 되고 있다. 

트 터, 페이스북 등 최근 성장 인 온라인 소

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그림 1)를 통해 친구들과 화할 뿐만 아

니라  모르는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거나 유

명인이 하는 소식도 받아볼 수 있다. 사건, 사

고가 발생할 때마다 유수의 언론들보다 소셜 네

트워킹 서비스들이 더 빠르게 장을 계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단지 정보 교환의 장에 

그치지 않는다. 집단 지성의 힘을 통해 개개인으

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집단이 모여 이루어

내는 기 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해 9월 

KAIST 정재승 교수가 트 터를 통해 ‘규모가 작

은 도시의 어린이와 학생들을 해 직  찾아가

임성수 ․김현아 ․허우람 ․정교민 (KAIST)

소셜 네트워크 내 정보 확산 최적화 및 
상전이 현상 연구

특집 04



소셜 네트워크 내 정보 확산 최적화 및 상전이 현상 연구 ❙ 45

(그림 2) 정재승 교수의 Twitter

는 과학 강연을 하자’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시작

된 ‘10월의 하늘’ 행사는 100여 명의 자발  기부

자들을 모아서 국 29개 도서 에서 과학 강연

이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43개 도서 으로 그 규

모가 더 확장되었다(그림 2). 단지 작은 시발  

하나가 규모 확산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이끌

어낸 것이다.

이러한 확산 상은 입소문 마 (viral 

marketing) 과 신의 에 있어서도 요한 역

할을 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탄생하고 있

으나, 부분은 실패하고 일부만 성공한다. 정보

의 홍수 시 에서 사용자들은 선택 으로 정보를 

취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규모 확산으로 이

어지는 것은 어렵다. 소셜 네트워크 등 복잡계 네

트워크(complex network) 내 정보 확산 상은 

많은 경우 임계 (tipping point)이 존재함이 알려

져 있다[2]. 상 이(phase transition)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임계 상은 특정 조건을 넘어서는 순간 

정보가 격히 범 하게 퍼져나가 규모 확산

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입소문 마 과 

신을 통한 성공 인 변화를 이끌기 해서 정보 

달자는 임계 을 넘어서기를 원한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한 소셜 마 은 

단지 은 수의 향력 있는 사용자들에게 홍보

를 하여 은 비용으로도 홍보 효과를 극 화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정보의   확

산이 단지 정 인 결과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 는 스팸과 같은 부정 인 정보가 네

트워크 내에서 퍼져나갈 수도 있으며 특정 상품

에 한 정 인 의견과 부정 인 의견이 공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보 확산 상의 패턴

을 분석하고 임계 을 측할 수 있다면 정

인 정보의 확산  부정 인 정보의 억제를 이끌

어내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소셜 네트

워크 내의 정보 흐름에 한 연구는 활발한 연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여 히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 에서는 정보 확산을 설

명하는 모델과 정보 흐름의 최 화 문제  상

이 상에 해 다루고자 한다.

2.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셜 네트워크는 노드와 링크로 구성된 네트워

크로서 각 노드(node)는 행 자, 각 링크(link)는 

행 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링크는 방

향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고,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연결 계를 등하게 생각하는 것

이다. 한 링크별로 가 치를 두어 연결의 강도

를 달리 하기도 한다.

네트워크로 표 된 상 구조(network topology)

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가 가지는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테면 각 노드의 연결수(degree) 분

포가 멱함수 분포(power-law distribution)를 따르

며, 이로 인해 허 (hub) 가 존재한다는 것과 6단

계만 거치면 모든 사람이 연결된다는 좁은 세상 

효과(small-world effect)와 같은 놀라운 사실들은 

최근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연구가 주목을 받으면서 일반 들에

게도 친숙해진 결과이다[3]. 한 친구의 친구는 

마찬가지로 내 친구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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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페이스북 내 친구 관계의 중심성 
(TouchGraph 사용)

실과 소셜 네트워크 내 행 자들 사이에서 집단 

구조(community structure)가 발견된다는 사실은 

우리의 직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2000년을 후로 World-Wide Web[4], 인터넷 

구조[5] 등 실세계의 복잡계 네트워크의 연결수 

분포가 멱함수 분포를 따른다는 연구 결과가 알

려졌고, 이후 신진 사 네트워크, 단백질 상호작

용 네트워크를 비롯한 생물체 내 네트워크 구조

나 논문 인용 네트워크, 화배우 네트워크, 온라

인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복잡계 네트워크의 

연결수 분포가 멱함수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각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망의 경우엔 

연결수가 균일하게 평균값 주변에 몰리는 푸아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에 가깝지만, 항공망의 

경우엔 일부 도시에 링크가 집 된 멱함수 분

포를 따르게 된다. 이러한 멱함수 분포의 특징은 

분포함수의 꼬리가 두꺼운(heavy-tail) 형태를 갖

고 있으며, 이는 연결수가 굉장히 큰 구성권들이 

존재함을 뜻한다. 이처럼 실세계의 복잡계 네트

워크 내 연결수 분포는 균일하지 않다.

하지만 연결수가 높은 노드가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심이 되고 향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

을까? 각 노드가 네트워크의 심에서 다른 노드

들에게 얼마나 향을 끼치는지를 평가하기 해 

아래와 같은 심성(centrality) 측도들을 정의하

여 사용한다.

첫째로 degree centrality를 로 들을 수 있는

데, 이는 각 노드의 연결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친

구가 더 많은 사람이 향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 단계를 거쳐서 아는 사람

의 수만 측정한 것으로 네트워크 상을 반 하

는데 한계가 있으며 심성의 측도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로 betweenness centrality가 있다. 이는 특

정 인물이 서로 다른 두 사람 사이의 계의 심

에 있을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특정 노드가 

임의의 서로 다른 두 노드 사이의 최단 경로

(shortest path)에 포함될 확률을 계산하여 얻어진

다. (그림 3)처럼 특정 인물에 한 친구 계를 

나타낸 그래 에서 가 더 친구 계의 심이 

되는 인물인지를 betweenness centrality가 높은 

친구를 더 크게 그려서 시각화 자료로 표 할 수 

있다.

셋째로 closeness centrality는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가까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다른 모든 노드들과의 최단 경로를 계산하여 그 

평균값으로 주어진다. 즉, 이는 소셜 네트워크의 

다른 구성원들과 얼마나 쉽게 닿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심성 측도이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한 개의 노드가 다른 요

한 노드들에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 지를 분

석하는 eigenvector centrality를 로 들을 수 있

다. 이는 인  행렬(adjacency matrix)의 고유 벡

터(eigenvector) 계산을 통해 유도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응용으로는 잘 알려진 Google의 PageRank 

알고리즘이 있다.

심성 측도를 통해 향력이 높은 사람을 찾

아낼 수 있지만,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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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T model

흘러가는지를 같이 고려한다면 실제 정보 확산에 

있어서 가 더 향력이 높은지를 더 잘 구분할 

수 있다.

3. 정보 확산 모델

앞서 보았듯이 정보 확산의 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네트워크 상을 통해 심이 되는 노

드가 무엇인지 측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최근 정보 확산의 패턴을 고려하여 향력이 높

은 사람들의 집합을 뽑아내는 문제에 한 연구

가 활발한데, 이러한 문제들을 정보 흐름 최 화 

문제라고 부른다. 이를 소개하기에 앞서 정보 흐

름 패턴을 어떤 식으로 모델링하는지 얘기하고자 

한다. 아래에 정보 흐름 최 화 문제에 용 가능

한 모델로 가장 리 사용되는 두 가지 유형의 모

델을 소개한다[6].

첫 번째 방식으로는 각 노드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의해 정보 확산이 결정

되는 모델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모델은 

Granovetter[7]와 Schelling[8]에 의해 처음으로 제

시되었으며, 최근에 주목 받는 모델로 linear 

threshold(LT) model이 있다. 이는 신기술의 

처럼 정보의 수용자가 정보를 수용했을 때 risk를 

가지거나 어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합한 모델이다. 각각의 구성원은 특정한 

threshold를 가지고 친구들  그 정보를 수용한 

정도가 그 threshold를 넘게 되면 정보를 수용하

게 된다. 이를 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각 

노드 v에 해 threshold를 θv, v와 인 한 노드 u

에 한 가 치를 wu,v라고 할 때,


∈ 

 ≧ 

의 조건을 만족할 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지 않을 경우 받아들이지 않는 식으로 정보 

확산 과정을 모델링할 수 있다. 를 들어 θv =

0.6,  
  (deg(v)는 v의 연결수)라고 한

다면, 이는 친구들  60% 가 스마트 폰을 사용

한다고 했을 때 나도 따라서 스마트 폰을 구입하

기로 결정하는 방식과 같다(그림 4).

두 번째 방식으로 각 링크를 통해 정보가 확산

될 확률을 정의하여 확산 패턴을 표 하는 모델

이 있다. 표 인 것으로 Goldenberg, Libai, and 

Muller[9,10]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independent 

cascade(IC) model이 있다. 이 모델은 k개의 기 

정보 수용자로부터 확산이 시작되며, 노드 u가 

특정 시간 t에 정보를 받아들 을 때 시간 t + 1에 

이와 인 한 모든 노드 v에게 각각 pu,v의 확률로 

정보를 퍼뜨리는 과정을 생각한다. 이는 더 이상 

정보 확산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진행된

다. 만약 LT model에서 각각의 구성원의 정보 수

용여부가 결정되는 threshold θv가 균일하게 무작

로 뽑힌다면 이 모델은 IC model과 동일한 것

으로 간주될 수 있다
[6].

네트워크를 통한 질병  모델[11]도 IC 

model의 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모델은 SIR 

(susceptible-infectious- recovered) 과정을 통해 표

되는데, 이는 물리학에서 연구된 연결선 침투

(bond percolation) 문제와 응될 수 있음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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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IR model

되었다. SIR은 모든 노드를 감염될 가능성이 있

는 S 상태, 감염되었고 다른 노드를 감염시킬 수 

있는 I 상태, 면역된 상태에 있는 R 상태의 세 가

지로 분류하여 IC model처럼 링크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는 과정을 모델링할 수 있다(그림 5).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정보 확산과 염성 질병의 확산

은 서로 과정이 비슷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12], 소셜 네트워크 내 정보 확산 문제는 산학,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등 다방면에서 융합 으

로 연구가 되고 있다.

지 까지 정보 흐름 패턴을 단순화한 모델들에 

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모델들은 주로 기 정

보 수용자 명이 퍼뜨리는 정보가 어떻게 확산되

는지 그 변화 과정에 심을 가진다. 즉, 기 조

건에 따라 임계 이 달라지고 정보 확산의 양상

도 바뀔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보 확산의 패턴을 

고려하여 향력이 높은 사람들의 집합을 뽑아내

는 문제에 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소개하도록 한다.

4. 정보 흐름 최적화

소셜 네트워크의 사용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일어나는 입소문 상을 최 화하기 한 연구들

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Kempe et al.[6]은 정보 확

산 모델로서 LT model과 IC model을 가정할 때 

향력이 가장 큰 k명의 사용자들을 선택하는 문

제인 향력 최 화(influence maximization) 문제

를 제안하 다. 향력 최 화 문제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주어진 그래  G = (V, E)에 해, 각 

링크 (u,v)∊E마다  확률 pu,v∈[0,1]이 할당 

된다고 할 때, 향력 최 화 문제는 향력 함수

(influence function) f(S)를 최 화하는 k개의 노

드들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S⊆V를 선택하는 것

이다. 여기서 향력 함수 f(S)는 집합 S로부터 

LT model 는 IC model에 따라 정보가 될 

때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노드 개수의 기 값

으로 정의된다. Kempe et al.[6]은 IC model과 LT 

model의 가정 하에서 향력 최 화 문제의 최  

해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NP-hard) 라

는 것을 증명하 고, 정의된 향력 함수의 

submodularity 성질을 이용한 근사 알고리즘을 제

안하 다.

Submodularity 성질은 일정한 농지에서 작업하

는 노동자수가 증가할수록 1인당 수확량은 차 

어진다는 ‘수확체감의 법칙’을 수학 으로 나

타낸 것이다. 즉, 만약 S⊆T 라면, 더 작은 집합 

S에 임의의 노드 u를 추가한 향력 함수의 증가

량, f(S∪u)—f(S)이 어도 더 큰 집합 T에 동일

한 노드 u를 추가한 향력 함수의 증가량, f(T∪

u)—f(T)보다 크다는 것이다. Kempe at et.은 근사 

알고리즘으로서 새로운 노드 선택할 때마다 향

력 함수의 증가량, f(S∪u)—f(S)이 가장 큰 노드 u

를 선택하는 탐욕  알고리즘(Greedy algorithm) 

을 제안하 고, 탐욕  알고리즘은 향력 함수

의 submodularity 성질로 인해 최 해의 63% 해

를 보장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비록 탐욕  알

고리즘은 정확도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

만, 실행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용

이지 않다. 그 이유는 향력 함수 f(S)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Monte-carlo 

simulation)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Kempe et al.[6]
에 의해 제안된 향력 최 화 

문제에 한 연구 결과를 개선하기 해 탐욕  

알고리즘의 반복 계산을 임으로써 실행시간을 

이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연구가 제안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표 인 연구는 Leskovec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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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3]
의 비용-효과  게으른 송(Cost-Effective 

Lazy Forward) 최 화 방법을 용한 탐욕  알

고리즘(CELF-Greedy algorithm)이다. 이 연구에

서는 향력 함수 f(S)의 submodularity 성질과 우

선순  큐(priority queue)를 이용해서 노드 선택 

시마다 모든 노드의 향력 함수를 반복 으로 

계산해야 하는 탐욕  알고리즘과 비해 향력 

함수의 재계산 횟수를 크게 감소시켰고, 탐욕  

알고리즘에 비해 약 700배에 달하는 실행시간의 

개선을 이루었다. 하지만 실행시간 면에서 폭 

개선을 이끌어 내었다 해도 향력 함수의 계산

에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을 이용하는 근본  

한계 때문에 실용 으로 사용하기에는 여 히 느

리다는 단 이 있다.

이후에 탐욕  알고리즘의 근본 인 단 인 몬

테-카를로 시뮬 이션을 체하기 해 휴리스틱

한(heuristic) 향력 측정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제안되었다. 표 인 것으로 Chen et al.[14]의 최

 향 경로(MIP, Maximum Influence Path)를 

이용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연결된 노드  

(u, v) 사이의 향력이 u에서 v로 가는 최  향 

경로를 통해서만 달된다는 가정을 통해 어떤 

연결된 노드  (u, v) 사이에 지수 으로 많은 가

능한 경로를 최  향 경로로 제한한다. 나아가 

탐욕  알고리즘에서 향력 함수 측정에 몬테-

카를로 시뮬 이션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근

본  실행시간의 문제를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

을 최  향 나무(MIA, Maximum Influence 

Arborescence)를 이용한 향력 측정방법으로 

체함으로써 매우 빠르게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설

계하 다. 하지만 부분의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매우 빠른 실행시간을 보이는 반면,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향력 함수

의 오차가 커지는 단 이 있다. 이 때문에 실행시

간은 매우 빠르지만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다소 

낮아지는 단 이 있다.

최근에 Heo et al.[15]은 어떤 노드 v의 향력 

f(v)는 v의 바깥-이웃(out-neighbor)의 향력에 의

해서 결정된다는 찰을 기반으로 매우 빠른 시

간에 어떤 노드 v의 향력 함수 f(v)를 계산할 수 

있는 message passing 기반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나아가 Chen et al.[14]
의 연구로부터 최  

향 나무를 도입해서 노드 집합 S의 향력 함수 

f(S)를 계산할 수 있도록 확장하 다. 이 알고리

즘은 기존의 휴리스틱 알고리즘보다 빠르고 높은 

정확성을 보이며, 간혹 탐욕  알고리즘보다도 

높은 정확도를 보여 다.

5. 상전이 현상

소셜 네트워크 내 정보 흐름을 분석하는데 있

어서 언제 어떻게 범  확산이 발생하기 시작

하는지 측하는 것은 정보 확산의 진  억제

를 필요로 하는 문제에서 요하다. 이를테면 성

공 인 마 을 해 어느 정도의 최소 비용을 

필요로 하는지, 는 염병의 확산을 효과 으

로 막기 해 얼마나 많은 양의 백신이 있어야 하

는지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측은 핵

심 인 역할을 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IC 

model과 LT model에서의 정보 흐름 분석을 통해, 

상 이  범  확산 상을 어떻게 측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IC model은 각 링크를 통해서 어떻게 정보가 

달될 것인지를 확률 인 과정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모델은 모든 구성원들이 서

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루는 

complete graph 구조를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세계의 소셜 네트워크는 매우 은 수의 링크

가 존재하는 희소한(sparse) 네트워크 구조를 가

지므로 이는 비 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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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상전이 현상의 임계점
[7]

Newman[11]
은 구성원의 연결수 분포를 안다고 

할 때 configuration model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반 한 염성 질병  정보 확산 패턴을 

분석하 다. Configuration model이란 무작  네

트워크(random network) 모델의 일종으로, 각 구

성원의 연결수를 주어진 연결수 분포로부터 독립

으로 생성하고 각 연결수를 만족하도록 링크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모

델은 삼각형이 거의 없는 나무에 가까운(locally 

treelike) 구조를 갖기 때문에 가지치기 과정

(branching process)을 통해 임계   범  확

산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특정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의 정보 확산 확률(transmissibility) T를 고

정된 값으로 근사하는 경우 범  확산의 규모

를 측할 수 있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는 집단 구조를 갖는 특

징이 있고 정보가 확산될 확률이 구성원 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결과를 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최근에 정보 확산 확률이 정보 달자 

 수용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 한 문제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16,17]. 집단 구조를 고려한 무

작  네트워크 모델에서의 정보 확산 연구는 정

보 확산 확률이 고정된 값인 경우의 분석[18]이 있

었으나, Lim et al.[19]은 이러한 구조를 네트워크 

모델  일반 인 네트워크 상 구조에서 정보 

확산 확률이 정보 달자와 수용자의 함수로 주

어지는 경우를 고려한 임계   범  확산 

상에 해 분석하 다.

마찬가지로 LT model에서의 상 이 상을 이

해하는 것도 요하다. LT model에서 향력 최

화 문제 -즉 마  에서, 향력을 최

화할 수 있는 k명의 고객을 선별하는 문제 -만큼

이나, k명의 최  사용자가 주어졌을 때 미치는 

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측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운 문제(NP-hard)이다. 최종 향력을 측하

기 해서는 LT model에서의 상 이 상을 이

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그림 6)은 모든 주 사람으로 받는 가 치가 

균일할 때, complete graph에서 상 이 상이 일

어나는 모습을 잘 설명해 다. 각각의 사람들이 

갖는 threshold의  분포를 F라고 하자. 처음 k

명의 사람으로부터 정보 확산이 시작되었다면, 

그 다음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threshold가 

k/∣V∣보다 작은 경우이므로 그 수는 F(k/∣V∣)

∣V∣가 될 것이다. 단  분포(unimodal distribution)

의 경우  분포 F는 (그림 6)의 빨간 선과 같

은 S자형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k명을 최  고객

으로 확보했을 때는 간에 정보 확산이 멈추던 

것이, k명에서 아주 은 고객만 더 확보해도 정

보 확산이 완 히 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k

를 임계 (tipping point)이라고 부른다. 기존의 

LT model에서의 상 이 상 연구는 그래 가 

complete graph이거나 나무에 가까운(locally treelike) 

구조의 그래 인 경우에 한 것이었다
[20]. Kim 

et al.[21]은 일반 인 그래 에 해 을 향한 

고를 통해서 임의의 k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을 때 

최종 향력을 분석하 다. 이 연구는 threshold가 

정규분포 등 다양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해서도 최종 향력을 계산하고 임계 을 측

한다.

이처럼 상 이 상을 분석하는 문제는 다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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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가 진행 이며, 여기서는 특히 수학  모

델링을 통한 방법들에 해 알아보았다. 이들은 

실제 네트워크 내에서의 정보 확산 패턴을 이해

하는데 추 인 역할을 한다.

6. 결 론

지 까지 소셜 네트워크 내 정보 확산을 설명

하는 모델  이를 통한 정보 흐름 최 화 문제와 

상 이 상 분석에 해 알아보고 그 요성을 

설명하 다. 이처럼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

서 정보 확산 상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 인 의견과 부정 인 의견이 같이 

확산되는 경우, 는 여러 가지 정보가 경쟁 으

로 확산되는 경우 등 실세계의 문제들을 더 잘 설

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의 방 함과 빠른 

성장  동  변화에 유동 으로 응하기 해, 

구조  연구에 기반을 둔 분산 연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도 수반되어야 한다. 정보 흐름 분석

을 통한 친구 추천(recommendation), 링크 측

(link prediction)  네트워크의 진화(evolution) 

과정을 측하는 문제 등도 련된 문제들이다. 

따라서 정보 확산 패턴의 이해를 통해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가치 있는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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