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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회 연결망의 구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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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 표집은 대규모 완전 연결망 분석에 따르는 비용과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최
근에 개발되고 있는 연결망 표집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사회연결망, 특히 싸이월드 일촌 연결망의 특성경로거리
를 추론하고 성별, 연령, 지역 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려는 유유상종 경향성의 정도를 대수선형 모형을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싸이월드 일촌연결망은 평균 4.3 단계로 연결되는“좁은 세상”이었으며 유유상종 경향은 지역, 연령, 성의 순으로 강
하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에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들이 오프라인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의 상호작용 패턴으로
부터 독립적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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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고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연결망(예
를 들면,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함께 참여하는 분자들

1960년대에 수행된 밀그램의“좁은 세상”실험은 통
계 물리학자를 중심으로 한“네트워크의 과학”
에 의해

사이의 연결망)들도“좁은 세상”구조를 지닌다는 사
실이 네트워크의 과학에 의해서 속속 밝혀졌다.

서 재조명 받기 시작했다. 미국사회에서 전혀 모르는

좁은 세상이 흥미로운 이유는 다음과 같은 어려운

두 사람이 60년대 당시 평균 5.2 단계 만에 연결되는

조건에서도 좁은 세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Watts,

좁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지 30여

1999: 495-496). 1) 연결망을 이루는 노드의 숫자

년이 지난 후에야 좁은 세상이 생겨나는 구체적인 과정

가 무척 크고(수십만 혹은 수백만 이상), 2) 연결망의

이 수학적으로 설명되기 시작하였다(Kasturirangan,

밀도(density)가 엄청나게 낮고, 3) 스타와 같은 연

2001; Kleinberg, 1999; Newman, 2000; Watts,

결망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고, 4) 끼리끼리 모이는

1999; Watts & Strogatz, 1998). 다양한 분야에 종

군집 정도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공동 출연한 배우

사하는 과학자들의 공동연구 연결망도“좁은 세상”
을

연결망의 군집계수는 무작위 연결망의 군집계수보다

이루고 있으며, 남녀 간의 섹스 연결망(Laumann et

2,925배 크지만, 이 연결망은 평균 3.65단계 만에

al., 1994; Morris, 1997)이나, 친구 연결망, 그리

연결되는 좁은 세상이다(Watts, 1999: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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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에 축적되면

에 싸이월드 사용자들이 일촌 연결망을 통해 서로 연

서 인간 사회가 얼마나 좁은 세상을 이루는지는 실험

결되는지, 그리고 일촌 연결은 어떤 속성의 사람들

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검증할

사이에서 생겨나는지, 유유상종의 정도를 분석하는

수 있게 되었다. 소문이나 이념과 같은 집합적 태도

목적을 갖는다.

등은 온라인 좁은 세상의 고리를 타고 한 사람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규모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다른 사람에게로 급격하게, 때로는 무시할 수 없는

속성에 대한 분석은 드물었다.2) 그 이유는 천만 명이

사회적 파급력을 지니고 전파된다. 인터넷 인프라의

넘는 대규모의 연결망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뿐만

구축과 인터넷 이용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사회적 관

아니라 연구대상이 되는 연결망의 경계를 명확하게

계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들을 타고 예전에는 상상

긋기가 힘들기 때문이다(Scott, 2005; Johnson et al.,

할 수조차 없었던“상전이 현상”을 만들어 내고, 네

1989). 규모가 큰 완전 연결망의 전체 인구(population)

트워크 군대가 활동하는 전쟁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천문

물론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입소문은 영화

학적으로 든다는 문제가 있다. 연결망 자료의 수집에

의 흥행, 신기술의 채택(Coleman et al., 1966) 패

드는 시간과 비용이 해결되더라도 대규모 자료에 대

션의 유행 등 수많은 확산 현상에 있어서 중요한 변

한 전산처리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 가령 십만 명

수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이버 커뮤니티, 일

으로 이루어진 완전 연결망을 분석하려 해도 100,000

인 매체인 미니홈피나 블로그, 누리꾼들의 댓글 등

×100,000 교차표로 구성된 이 연결망의 항의 수는

비대면적 관계망을 통해 확산의 속도가 가속화 되었

100억 개가 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대규모 자료의

다. 이와 같이 매체의 변화에 따라 전파의 속도와 범

구조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듬은 존재

위는 변했지만 컨텐츠가 전파되는 근간에는 여전히

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 연결망 분석은 특

인터넷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들이 작용하고 있다

정 조직 내의 소규모 연결망이나 행위자의 수를 한정

(Wellman, 2001).

할 수 있는 기업 조직들 간의 연결망 (김용학 외,

온라인상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는 오프라인의

2002) 등 규모가 작으면서 대상의 경계가 비교적 분

면대면(face-to-face) 사회적 관계와 다른 새로운

명한 조직 혹은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거나, 연결망 표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관계들을

집(network sampling) 기법을 활용하여 전체 연결

반영하며 확장되고 재편되는지가 새로운 연구 주제

망의 기본적인 속성, 가령 연결선 분포(Granovetter,

로 떠오르게 되었다 (Haythornthwaite, 2001). 온

1976)나 전체 네트워크의 밀도(Erickson et al.,

라인 사회적 연결망은 좁은 세상의 정도를 더욱 엄밀

1981) 등을 추론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 연결망의 구

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

조적 특성을 추론하는데 이용되지는 못했다. 속성을

프라인의 사회적 관계망과의 비교도 가능하게 해 준

표집을 통해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확률 이론을

다. 본 연구는 최근에 발전한 네트워크 샘플링 및 구

바탕으로 그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알 수 있는 반

조 추정 기법을 이용하여, 친한 친구사이에 맺어지는

면 연결망 자료에서는 일반 통계 가정들의 타당성이

1)

싸이월드 일촌 연결망을 분석하여, 과연 몇 단계 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cott, 2000). 그럼에도

1) 싸이월드의 일촌은 한국인의 가족주의 정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회원 자신과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다른 회원과 일촌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회원의 근황,
미니홈피의 변동 사항, 일촌에게만 공개되는 사진 등 일촌이 된 사람에 대한 정보에 접근 권한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2) 싸이월드의 일촌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은 정하웅 교수 연구팀(Ahn & Jeong, 2005)에 의해 이미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정하웅 교수 연구팀이 눈덩이 표집을 활용
하여 방향성 있는“일촌평”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싸이월드에서 일촌 관계를 맺고 있는 전체 회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무작위 추출한 10만 명의 일촌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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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연결망 표집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Stanley Milgram)은 미국 내 임의의 두 사람 간의

계산 가능성으로 인해 대규모 완전 연결망 분석의 난

거리를 알아내기 위하여 편지 전달 실험을 수행하였

점을 극복할 대안으로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다. 무작위로 선택된 두 개인이 몇 단계 만에 연결되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싸이월

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밀그램의 연구에서는 217명

드의 일촌 관계망의 구조를 Newman et al.(2001)

의 출발자들 중 64명(29.5%)의 편지가 평균 5.2 단

과 이를 보완한 Grannis(2004)의 추론 기법을 이용

계(중앙값 5.5 단계) 만에 최종인물에게 도달하였다

하여 분석한다. 둘째, 좁은 세상의 구조를 분석한 다

(Travers & Milgram, 1969). 이와 같은 일련의 실

음 우리는 끼리끼리 군집 계수가 매우 높은 경우에도

험들로부터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여섯 다리만 건

좁은 세상이 존재한다는 기존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너면 누구에게나 연결된다는“여섯 단계의 분리”
(six

나아가 군집을 이루는 사회적 원리인 유유상종 효과

degrees of separation)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한다. 우선“좁은 세상”현상

밀그램의 실험 이후 40여 년이 지난 2003년 국내

에 대한 선행연구를 간략히 검토한 후, 사회적 관계

에서도 편지 전달 실험이 이루어졌다. 이 실험에서는

가 형성되는 과정을 유유상종 이론과 관련지어 논의

108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타겟 인물에 대한 인적

하고, 끝으로 네트워크의 구조를 추론하는 기법을 이

사항(이름, 도시, 졸업한 대학의 학번 및 학교 명칭,

용하여 싸이월드의 일촌 연결망이 좁은 세상이라는

ROTC 출신, 현 근무 직장)을 알려주고 전화, 메일,

것과 대수선형 모형을 통해 유유상종이 강하게 나타

팩스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타겟 인물을

남을 실증하고자 한다.

알만한 자신의 지인에게 연결하도록 했다. 이 실험에
서 도달률은 15.7%였고 성공적으로 연결된 17개 링

Ⅱ. 이론 및 선행연구

크의 평균 길이는 4.6 단계였으며 분산은 1.66이었
다(김용학, 2003).

1. 좁은 세상 실험과 척도 없는 네트워크

스탠리 밀그램으로부터 촉발된 좁은 세상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그 원리에 대한 체계적

1967년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램

인 이해는 Watts & Strogatz(1998)의 수학적 모델

<그림 1> 한국과 미국의 편지 전달 실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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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상의 규칙

업 네트워크, 신진대사 네트워크, 생태계 네트워크,

적인 네트워크(regular network)에서 무작위적인

인터넷 하이퍼 텍스트 네트워크 등 다양한 자연, 사

연결을 하나씩 늘여갈수록 연결망 전체의 구조적 속

회계의 네트워크들에서 링크들이 멱의 분포(power

3)

성인 특성경로거리(Characteristic Path Length)

law distribution)6)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네트워크의 지역적 속성

무작위 네트워크의 연결선 분포가 정규분포를 그리

4)

인 군집계수(Clustering Coefficient) 의 변화는

는 것과 달리 멱함수 분포를 가진 척도 없는 네트워

크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노드들이 4개의

크에서는 대다수의 노드들이 적은 수의 연결선을 갖

노드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규칙적인 연결망이 있

고 극소수의 노드(허브)들이 극히 많은 연결선을 갖

5)

을 때 한 노드가 p의 확률 로 기존의 연결선을 임의

는다. 바라바시의 모형에 의하면 연결선이 멱의 분포

의 다른 노드에 연결시키면 전체적으로 클러스터링

를 그리는 이유는 네트워크가 성장할 때 그 안의 노

계수는 거의 변하지 않지만 네트워크의 특성경로거

드들이 연결선이 많은 노드들에 연결되는 것을 선호

리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가령 강원도 산간에 외부로

하며(preferential attachment) 그렇기 때문에 연

부터 고립된 마을 주민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

결선 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다.

다고 하자. 이 마을에 사는 A씨의 아들이 서울에 거
주한다면 마을 사람들은 A씨의 아들을 통해 서울 사

2.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유유상종

람들과 3단계 만에 연결된다. 강원도 산간 마을과 서
울을 잇는 이와 같은 소수의 장거리 링크들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특성경로거리는 급격하게 단축되는 반면 마을 사람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들 간의 높은 연결망 밀도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

관계가 도구적이든 표현적이며 정서적이든 간에 사

는다. 이는 서울과 강원도 사이의 지리적 간극뿐만

람들은 연령 및 성별(Lazarsfeld & Merton, 1954),

아니라 연령, 성별, 학력에 의한 모든 사회적 간극을

직업 및 지위(Domhoff, 1970; Coleman, 1957;

설명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가령 연결망 밀도가 높

Verbrugge, 1979), 신념(Ajzen & Fishbein, 1980)

지만 집단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링크가 부재했

등이 비슷한 사람들과 더 가깝게 느끼거나 자주 접촉

던 두 학력 집단 사이에 하나의 링크만 생겨나더라도

한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사람들은

이들의 특성경로거리가 빠르게 단축되는 것을 발견

의사소통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의 행위를 예

할 수 있다.

측할 수 있으며 신뢰를 발전시키기 쉽다(Lincoln &

Watts & Strogatz(1998)의 좁은 세상 모형에서

Miller, 1979). 이와 같은 유유상종(homophily) 현

는 연결선이 포아송(poisson) 확률 분포를 갖는다고

상은 결혼, 사업 관계, 친구 관계 등 수많은 사회적

가정하였다. 이와 달리 바라바시와 그의 연구팀

관계를 구조화하는 원리로서 작용한다.

(Albert et al., 1999; Albert, 2001)은 과학자 협

이렇듯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유유

3) 특성경로거리는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 쌍들 간 최단 경로거리의 평균으로 정의된다(Watts & Strogatz, 1998).
4) 군집계수는 쉽게 표현하면, 내 친구 두 명이 서로 친구가 되는 확률(혹은 내 친구의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는 확률)을 측정한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군집
계수 C(p)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어떤 점 v가 k개의 이웃을 갖고 있을 때, 이웃 사이에는 최대 k×(k-1)/2개의 연결선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 존재하는 연결선을
최대 연결선으로 나눈 값을 Cv라고 정의하면 네트워크의 군집계수는 모든 Cv의 평균값으로 정의된다(Watts & Strogatz, 1998).
5) 여기에서 p=0일때 완전히 규칙적인 연결망이며 p값이 커질수록 무작위성이 증가한다.
6) 멱함수는 f(x)=aXn 형식의 함수를 의미하며 현실 복잡계에서는 링크(연결선) 수를 k라고 가정할 때 k가 증가할수록 그러한 링크수를 가진 노드의 개수 N(k)는 감소
한다. 이는 멱함수 N(k)~k-r로 표현한다. r은 여기서 연결선 수의 지수(exponent)로 그 값이 클수록 연결선이 더욱 불평등하게 분포함을 나타낸다. 바라바시의 월
드와이드웹 네이트워크 분석에서 r=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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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 경향은 비슷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기회를 높

라서 개인들의 의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수한 유

이고 그들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도 하지만 상이

유상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를 멀게 만

집단의 인구학적 속성의 분포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들거나 지위를 차별화(status differentiation)하는

(Ibarra, 1992).

기제로도 작용한다(Blau, 1974). 가령 한국에서는

유유상종은 결혼의 관계망, 상담의 연결망 등 다양

연령에 의한 지위 구분이 엄격한 편이어서 비슷한 연

한 사회 연결망들에서 발견되어 왔다(김용학, 2003).

령대일수록 지위 차이가 줄어들지만 연령차가 클수

그렇다면 온라인 연결망들에서도 기존의 성별, 지역,

록 지위 차이도 커지고 상호작용할 기회도 줄어든다.

연령 등의 사회적 범주에 따른 유유상종이 네트워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사회가 연령대에 따른 고립된

의 구성 원리로서 유효한가?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행

섬들로 분절되지 않는 이유는 연령 외에도 직장, 가

위양식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

족, 학교 등의 다양한 유유상종의 차원들이 각 사회

다. 이 논의의 큰 줄기를 이룬 논쟁점은 온라인과 오

적 행위자들에서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라인의 이분화 된 공간 내에서 인간 행위가 각각 어

연령대는 다르지만 같은 학교를 나온 두 사람은 연령

떻게 달라지는지에 있다(Haythornthwaite, 2001).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과 함께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한편에서는 인터넷 사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오프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유유상종의 이와

라인의 친구나 친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감소한다는

같은 군집과 배제의 양면적 효과와 다차원성은 사회

증거들을 바탕으로 온라인상의 사회적 관계가 오프

통합과 유지의 근간으로 작용하며 좁은 세상이 만들

라인의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제로섬의 우려 섞인 논

어지는 원리가 된다.

리를 전개한다(Nie & Hillygus, 2002). 이 주장에

유유상종 현상은 두 가지 혼재된 효과의 결과로 생

의하면 온라인상의 관계가 오프라인의 시간과 공간

각할 수 있다. 첫째는 개인들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

을 대체하면서 가족 관계나 이웃 관계는 약화되지만

에게 더 매력을 느낀다는 선택 유유상종(choice

그 자리에 들어서는 온라인 관계는 면대면 접촉과 같

homophily)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사람들은 의도

은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뿐

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선호하며 그 집합적 결

만 아니라 온라인 환경의 익명성은 사람들이 상호작

과로서 유유상종이 나타난다. 둘째는 사람들의 상호

용하는 사회적 맥락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사회적 결

작용 기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제한 당한다는 유도된

속을 해친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온라인에서

유유상종(induced homophily)이다(Ibarra, 1992).

는 상당 정도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회적 맥

즉 개인들이 반드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려

락이 결여된 온라인에서 연결된 사람들 간의 결속이

는 의도를 갖지 않더라도 자신과 다른 속성을 지닌

강하기 어렵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사람과 만날 기회가 다양한 사회적 장벽에 의하여 제

개인들 간의 결속력이 약화되면 사회 전체의 신뢰와

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슷한 속성의 사람들끼

결속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진다

리 상호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시골에서 살아

(Nie, 2001).

온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시골 사람들이

다른 한 편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기 때문에(유도된 유유상종) 그들과 어울리게 되는

관계들이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측면도 있지만 도시 사람들의 언어 습관, 문화, 사고

인정하면서도 바로 그러한 온라인의 특성이 상호 이

방식이 다르고 불편하기 때문에 같은 시골 사람과 어

해와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연결들을

울리는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선택 유유상종). 따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연결성을 높이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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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Hiller & Franz,

주장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침투성이 심화되

2004; Lin, 2001). 가령 미국 사회의 사회자본이 지

면 심화될수록 결혼, 우정 등 오프라인의 강한 연결

난 3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Putnam(2000)

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유유상종은 온라인상의

의 주장에 대하여 Lin(2001)은 온라인 결사체와 사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버 공간 내의 시민사회 활동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
회자본이 증가했다고 반박한바 있다. 이러한 주장을

Ⅲ. 연구 대상

뒷받침할 근거는 국내의 온라인 결사체 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서진완 외, 2003).

싸이월드는 대인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러한 논쟁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로서 미니홈피로 잘 알려진

과 활동이 전체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제 온라인과

1인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네트워

오프라인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관점으로 통합되

크 중에서도 싸이월드가 본 연구에 적합한 이유는 크

고 있다(Wellman et al., 2001). 이 관점은 개인의

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싸이월드는

삶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이 상호침투하기 때문

1,340만 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싸이

에 두 공간을 개별적으로 본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월드는 2003년에 행해졌던 대규모 오프라인 편지

7)

다. 따라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 걸쳐 있는 개인

전달실험과 가장 비슷한 수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의 사회적 삶 중 어느 한 쪽을 부정하거나 한 쪽의 존

경로거리가 연결망 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재론적 당위성을 논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본

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망의 행

다(Wellman et al., 2001; Haythornthwaite,

위자 수를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맞추어 줄 필요가 있

2001). 실제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사

다. 둘째, 싸이월드 일촌 연결망의 링크인 일촌 관계

회적 관계는 무(無)로부터 새롭게 창출되기 보다는

는 편지전달 실험의 링크와 비슷하다. 일촌이라는 개

이전부터 존재하던 오프라인의 관계들이 온라인이라

념이 다소 모호하고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이나

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으로 옮겨오는 경우가

동네 이웃, 학교 친구, 직장 및 군대 선후배 등 온/오

많다. 친족, 동창, 동료 등 사람들이 맺고 있는 인간

프라인의 다양한 관계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바로 이

관계들은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출발하며 이 관계들

점이 오프라인 편지전달 실험에서 활용된 다양한 링

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단을 온라인 환경이 제공한

크들에 비견될 수 있다. 다양한 온라인 동호회와 거기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진과 글 등의 매체를 활용

에 소속된 회원들로 이루어진 이원연결망(two mode

하여 자신의 일상을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network)에서도 오프라인 편지전달 실험에서와 같

공유하면서 표현적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는 싸이월

은 다양한 성격의 링크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드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는 인맥관리 사이트(배영,

이원연결망을 일원연결망(one mode network)으로

2005)나 온라인 동호회 등의 공동참여 연결망에 비하

변환하여 특성경로거리를 산출할 경우 일원연결망의

여 오프라인의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더욱 포괄적으로

링크들은 회원들 간의 실질적인 상호작용 여부와 상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Wellman의

관없이 같은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기

7) 온라인과 오프라인이“상호침투적”이라고 할 때 이는 단지 오프라인의 인간관계가 싸이월드와 같은 온라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반영되거나 반
대로 온라인에서 형성된 인간관계가 오프라인으로 옮겨오는 등의 일회적이고 정태적인 선후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싸이월드의 애견 동호회에 가입하여
알게 된 사람들 중 만나기에 용이한 같은 지역 사람들과 오프라인 정모를 하다가 가까워져서 일촌을 맺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듯 사회적 관계는 점차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재규정되는 진화적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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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직접 누군가를 알아야만 연결된 것으로 보는

의 지인들과 선택적으로 일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편지전달 실험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셋째, 싸이월

수 있다.

드는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없는 미국의 friendster.com

Ⅳ. 표집 및 분석방법

이나 myspace.com 등의 온라인 네트워크 싸이트
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

1. 연결망 표집

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가령 friendster.com에
서는 사회보장 번호(social secruity number)를 입

거대한 규모의 연결망 구조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

력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자신

은 연결망 표집을 통해서 구조를 추론하는 것이다.

의 개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Granovetter(1976)는 자아중심 연결망

싸이월드 일촌 서비스는 한 회원이 다른 회원과 쌍

의 연결선 분포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평균적인 연

방의 동의하에 맺는 방향성 없는(symmetrical) 관

결선 분포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바 있고

계이다. 회원들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리는 사진과

Erickson et al.(1981)는 표집을 통해 연결망 밀도

글 등에 대하여 일촌 관계를 맺은 회원들만이 접근할

를 추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Newman et al.(2001)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촌 기능은 일촌

이 표집을 통해 자아중심 연결망에서 2단계 떨어진

상대방과의 친밀성을 표현하는 상징이자 개인적인

노드 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등 연결망 표집

정보의 공개 수준을 설정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의 활용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개별 노드들

앞서 언급했듯이 2004년 9월 현재 싸이월드의 회

의 연결선 분포와 같은 연결망의 미시적, 국부적 정

원은 1,340만 여 명이고 이중에 일촌 관계를 하나라

보를 통해 연결망 전체의 거시적인 속성을 추론하는

도 맺고 있는 회원은 807만 여 명이다. 이 807만 여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가령 전체 연결망에

명의 평균 일촌 수는 23.26명이고 최소 일촌 수는 1

있어서 거대 컴포넌트9)의 생성 기점 및 생성 조건,

명, 최대 일촌 수는 100,924명이다(싸이월드 데이

거대 컴포넌트의 크기나 특성경로거리를 추론하려고

터베이스).8) 수 만 명 이상의 일촌을 가진 경우는 법

하면 네트워크의 범위가 한 노드로부터 단계적으로

인 회원이나 오프라인 모임의 대표와 같이 단체의

확장될수록 통계치의 표준오차가 지수 함수적으로

성격을 띤 회원 혹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들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Newman et al., 2001;

이다. 반면 대다수의 싸이월드 회원들은 이보다 훨

Grannis, 2004). Grannis(2004)는 전이(tran-

씬 적은 수의 일촌을 가지고 있다. 100명 이하의 일

sitivity)나 클러스터링(clustering)10)을 고려한 표

촌을 가진 회원은 일촌 사용자 전체의 98%를 차지

집과 통계적 추정을 통하여 오차를 상당 부분 줄일

하며, 50명 이하의 일촌을 가진 회원이 일촌 사용자

수 있다고 보고 지역적(local) 정보를 통해 전체 네

전체의 87% 가량 된다. 이렇게 볼 때 대부분의 회원

트워크의 속성을 추정한 Newman의 모형을 보완한

들은 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들보다 적은 수

모형을 제안하였다.

8) 일촌이 한 명도 없는 일촌 연결망으로부터 고립된 회원들은 특성경로거리 계산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무리 많은 단계를 거치더라도 결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 일촌 수는 0이 아닌 1이다.
9) 컴포넌트는 모든 노드들이 하나 이상의 경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 최대 크기의 그래프이다. 가령 노드 a에서 출발하여 노드 b까지 도달할 경로가 존재한다면 a와 b
는 하나의 컴포넌트 안에 있는 것이다.
10)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들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특성은 행위자 i와 행위자 k가 연결되어있고 행위자 j와 행위자 k가 연결되어 있으면 i와 j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
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i와 k가 친구이고 k와 j가 친구라면 i와 j도 친구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Pr(Xij=1｜Xik=1 and Xjk=1)≠
Pr(Xij=1)이다. 이러한 경향성을 전이(Holland & Leinhardt, 1972) 혹은 클러스터링(Newman et al., 2001)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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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은 먼저 자아중심 연결망에서 중심 노드(i)
를 상정한 후 그와 연결된 이웃 수(f1i)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는 이 이웃들과 연결된 모든 노드들을 합산
(f2i)하는데 이 때 중심노드와 그 중심노드의 이웃들

부터 ℓ단계까지 네트워크가 확장될 때 중심 노드를
제외한 총 노드 수는 다음과 같다.
m=ℓ

h(m)= F(1-Gℓ)/(1-G)
∑
m=1

(3)

은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심노드의 이웃들이 공통적
으로 연결을 맺고 있는 이웃들은 한 번만 계산에 포
11)

함된다.

f2i를 f1i로 나누면 중심노드의 네트워크에

새로운 노드들이 더해지는 증가율(gi)이 된다.

특성경로거리는 임의의 한 노드에서 컴포넌트 내
에 있는 다른 임의의 노드에 도달하기까지의 평균적
인 최소 단계수이다. 따라서 임의의 한 중심 노드로
부터 이 평균 단계수 내에서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

gi = f1i /f1i (f1i > 0일 때)
(f1i =0일 때)

=0

의 수는 거대 컴포넌트의 총 노드 수에서 중심 노드
(1)

를 뺀 수(N-1)와 일치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h(m)
의 최대값은 (N-1)이고 이 값에 도달했을 때의 ℓ이

네트워크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각 노드들의 f1i,

특성경로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네트워

f2i, gi 값들의 평균을 각각 F, F2 , G라 했을 때 평균

크 중에서 거대한 컴포넌트가 N개의 노드로 구성되

증가율 G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체 네트워크에

어 있다고 할 때

서 모든 노드들이 연결된 거대한 컴포넌트가 출현하
게 된다.12) G가 1보다 크다면 중심 노드로부터 매 단

N-1= F(1-Gℓ)/(1-G)

(4)

계 떨어질 때마다 그 전 단계에 비하여 더 높은 비율
로 새로운 노드들이 추가되며 컴포넌트는 이론적으

이다. 수식 (4)에서와 같이 좌변과 우변이 일치할 때

로 계속 확장한다. 반대로 G가 1보다 작다면 중심

의 단계수 ℓ이 곧 특성경로거리가 되는 것이다. ℓ은

노드로부터 매 단계 떨어질 때마다 그 전 단계에 비

G의 멱수이므로, 로그연산으로 ℓ을 구하면 아래와

하여 낮은 비율로 새로운 노드들이 추가된다. 이 과

같다.

정이 일정 단계 수를 거치면 더 이상 새로운 노드들
이 추가되지 않으며 컴포넌트는 더 이상 커지지 않

ℓ=(ln[(N-1)(G-1)+F ]-ln(F )/ln(G)

(5)

는다.
F와 G의 값을 알고 G > 1일 경우 임의의 중심 노

즉 ℓ은 평균 일촌수, 평균 증가율, 거대 컴포넌트

드로부터 m단계 떨어진 이웃의 수 h(m)은 다음과

의 규모(노드수)에 의해 결정되며 ℓ이 작을수록 거대

같다.

컴포넌트는 좁은 세상이 되는 것이다.
Grannis(2004)는 이와 같은 샘플링 및 추정 기법을
m-1

h(m)= FG

(2)

영화배우들의 준 연결망(Watts & Strogatz, 1998),
노트르담 대학교의 인트라넷 하이퍼링크 연결망

m 단계에서 이웃의 수가 위와 같다면 중심 노드로

(Barabasi & Albert, 1999) 등 모수를 알 수 있는

11) 이웃의 이웃 수(f2i)를 계산함에 있어서 중심노드와 중심노드의 이웃인 사람(f1i)들을 제외하는 이유는 특성경로거리 계산에서 전이성으로 인한 왜곡을 피하기 위해
서이다.
12) Grannis(2004)는 G=1을 네트워크에 거대한 컴포넌트가 형성되는 임계점(critical point)으로 보고 이 지점에서 상전이(phase transition)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는 통계물리학과 수학의 percolation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percolation 이론이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링크가 존재할 확률 p의 변화에 따라 클러스터 형성의
임계점과 상전이를 연구한다면(Albert, 2001) Grannis는 노드 증가율의 임계점에 관심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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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특성경로거리 추정 흐름도

네트워크들에서 표본 수를 변화시키며 적용하였다.13)

100명 단위 표본에 속한 사례들의 일촌수(f1)와 평균

그 결과 30개의 노드만을 표집 하더라도 통계치가

증가율(g)을 바탕으로 표본 평균 일촌수(F1)와 일촌

모수에 상당히 가깝게 나타났고 안정적인 추정이 가

의 일촌 수(F2)를 바탕으로 평균 일촌 증가율(G)을

능할 정도의 작은 표준 오차를 보였다.

계산하였고 수식 (5)에 따라 특성경로거리를 구하였

이 모형에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림 2>와 같이 싸이

다. 이 과정을 1,000회 반복한 후 1,000개의 F1, G,

월드에서 일촌 관계를 맺은 전체 회원 807만 여 명

CPL의 평균 F1, G, CPL, 그리고 그 표준오차를 구

을 모집단으로 하여 100명 단위의 무작위 표집을

하였다.16) 특성경로거리 계산에 사용된 위의 정보 외

1,000번 한 자료를 구성하였다.14) 이 자료에는 표집

에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유유상종 효과를 분석하

에 포함된 10만 사례 각각의 일촌 수(f1), 일촌의 일

기 위하여 이 표본 10만 명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촌 중 f1에 포함되지 않는 새롭게 추가된 일촌 수

과 그들의 일촌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

15)

(f2) 가 조사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자료에서 각

도 추가로 수집하였다.

13) 샘플 규모는 각각 10, 30, 100, 1,000개로 하였으며 각 샘플 규모 별로 1,000번씩 반복 추출하였다. <각주 표 1>은 노트르담 대학교 인트라넷 연결망이다. 표본 규
모를 100으로 설정했을 때 노트르담 대학교 인트라넷의 표준오차는 0.434였다.
<각주 표 1> 노트르담 대학교 인트라넷 연결망
Sample

F

G

CPL

10

4.654

15.784

8.398

err CPL
0.2657

30

4.569

14.681

6.463

0.6348

100

4.562

12.188

5.872

0.4344

1,000

4.540

11.140

5.680

0.7318

Entire

4.535

10.692

5.678

-

출처: http://www.sscnet.ucla.edu/soc/faculty/grannis/Marschak.ppt

14) 물론 이 807만 여 노드가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컴포넌트를 이루고 있어야 Grannis의 추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싸이월드 회원들이 모두 연결된 컴
포넌트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데이터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 앞서 언급했듯 본 논문에서 표집을 통해 연결망 구조의 속성을 추론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
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회원과 일촌을 맺은 807만 여 명이 하나의 거대한 컴포넌트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한다.
15) 중심 노드로부터 두 단계 떨어진 새롭게 추가된 노드들의 수이다. 즉, 이웃의 이웃 중에서 중심 노드의 두 이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들 각각의 이웃 수를 구
할 때 서로를 제외하여 세고, 중심 노드의 두 이웃이 공통의 이웃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통의 이웃은 한 번만 센다. 아울러 앞으로 소문자로 f1, f2는 개개 샘플의 이
웃을 표현하고 대문자 F1, F2는 각각 100명에 대한 f1, f2를 평균한 값을 나타낸다.
16) 표준오차의 도출 과정은 Grannis(200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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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j = αβi γj δij

2. 성별, 연령, 지역에 대한 대수선형 분석

(6)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인 속성 변수에 의한 유유

α는 전체의 평균(grand mean)을 대표하고 βi와

상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000개 표본 10만 명
의 성, 연령, 지역과 그 일촌들의 성, 연령, 지역으로

γj는 각각 i행과 j열의 주변효과를 나타낸다. δij 는 i
행, j열의 상호작용효과이다. βi, γj, δij 가 1보다 크면

각각 구성된 N×N 교차표(부록 참조)를 대수선형 모

그 셀의 기대빈도를 높이고 반대로 1보다 작으면 기

형 중 대각선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교차표의 행은

대빈도를 낮춘다. 일반적으로 수식 (6)은 계산상의

표본 10만 명의 속성을 나타내고 열은 그들 10만 명

편의를 위하여 수식 (7)과 같이 양변에 자연대수를

의 일촌들의 속성을 나타낸다. 대수선형 모형은 두

취해준 형식으로 변환된다.

범주형 변수로 구성된 교차 표에서 각 교차항(cell)
의 기대빈도를 주어진 위상학적 모형에 따라 예측하
며 특히 교차표의 행과 열의 주변효과(marginal

log(Fij )=log(α)+log(βi)+log(γj)+log(δij )
= µ + µi + µj + µij

(7)

effect)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교차항의 상호작용 효
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owers & Xie,

수식 (7)의 파라미터들(µ , µi, µj , µij )은 -∞에서

2000). 행과 열의 주변효과를 통제하는 것은 곧 각

+∞의 값을 취하며 각 파라미터가 0보다 크면 준거

범주의 분포를 통제하는 것으로 그 실질적 의미는 앞

가 되는 항18)에 비하여 해당 교차항이 exp(µ )배 큰

서 언급한 유도된 유유상종과 선택 유유상종 중에서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µ <0이면 해당 교차항이 exp

17)

유도된 유유상종의 효과를 통제하는 것이다.

가령

(µ )배 작은 것을 의미한다.

연령에 따른 유유상종 효과가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본 분석에서는 대각선 교차항들의 전반적인 유유

크게 나타나는지를 알고자 할 때 대수선형 모형을 활

상종 효과를 확인하고 각 대각선 교차항들의 상대적

용하면 각 행과 열의 전체적인 분포를 통제한 상태에

인 유유상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uniform

서 어느 연령대의 선택 유유상종 효과가 더 강한지를

inheritance 모형과 quasi-perfect 모형을 이용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림 5>와 같이 전체 표본

였다. uniform inheritance 모형은 대각선 교차항

에서 20대가 65% 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만약

들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같고 대각선 밖에 있는

대각선 교차항들의 빈도를 단순 비교하면 20대 간의

교차항들의 상호작용 효과가 서로 일치한다고 가정

일촌 연결이 가장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빈

한 design matrix를 사용한다.19) 따라서 이 모형은

도만으로 유유상종의 정도를 비교한다면 전체 연령

같은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 일촌일 확률과 다른 속성

분포에 의한 효과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유유상종

을 지닌 사람들이 일촌일 확률을 비교할 수 있게 해

의 의도성과 선택적 측면을 확인하기 어렵다.

준다. uniform inheritance 모형이 단순히 동질속

I×J 교차표에서 (i,j) 항의 기대빈도를 Fij 라고 했
을 때 대수선형 모형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성 간, 그리고 이질속성 간의 일촌 맺을 확률을 비교
할 수 있게 해준다면 quasi-perfect 모형은 대각선

17) 통계적으로 유도된 유유상종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당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구조적 제한이
란 성별, 연령, 지역과 같은 파라미터들의 분포를 가리킨다(Blau, 1974; Ibarra, 1992; 김용학, 2003a; 김용학, 2003b). 대수선형 모형에서 행과 열의 주변 효과
를 통제하는 것은 곧 표본의 파라미터 별 분포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국 만남의 기회가 분포에 의하여 제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유상종 효과, 즉
유도된 유유상종 효과를 통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8) 통상 µ i와 µ j의 기준점은 각각 첫째 행(µ i=0)과 첫째 열(µ j=0)이고 상호작용항 µ ij의 기준은 모형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9) i=j이면 δij =δ, i≠j이면 δij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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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있는 교차항들이 서로 다른 상호작용 효과를 가

<표 1> 1,000회 평균 F, G, CPL, 표준오차

지고 있다는 가정을 추가한다. 따라서 이 모형을 사
용하면 대각선상에 있는 교차항들 간의 비교가 가능
해진다. 가령 이 모형을 통해 나타나는 10대와 10대
의 상호작용 효과와 20대와 20대의 상호작용 효과
를 비교하면 어느 연령대에서 더 강한 유유상종 효과

F

G

CPL

err CPL

최소

15.67

30.43

3.25

0.04

최대

52.32

293.88

4.80

0.40

평균

23.25

50.26

4.33

0.14

가 작용하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uniform inheritance 모형은 변수의 효

1,000개 표본의 특성경로거리는 4.33인 것으로
20)

특성경로거리의 표준 오차는 평균

과가 모든 범주에 대해 같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 모형을 사용하면 싸이월드에서 동일한 속

0.14였다. 따라서 특성경로거리는 95% 신뢰수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촌을 맺는 확률과 이질적인 속

(+/- 2 표준오차)에서 4.04에서 4.61 사이에 있을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촌을 맺는 확률을 전체적으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quasi-perfect 모형은 변

정리하자면 807만 여 명으로 이루어진 싸이월드

수의 범주들 사이에 효과가 다르다고 가정하는 모델

일촌 연결망의 거대 컴포넌트는 평균 4.3단계에서

이다. 따라서 이모델을 통해 어떤 범주에 속하는 사

모두 연결되는 좁은 세상으로서 앞서 소개한 국내의

람들이 서로 일촌을 더 많이 맺는지 비교할 수 있다.

오프라인 편지 전달실험의 단계 수인 4.6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다.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이

Ⅴ. 분석 결과

러한 비교는 본격적인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망 비
교 연구를 위한 예비적인 성격의 것으로 보아야 할

1. 특성경로거리 및 표준오차

것이다. 첫째, 오프라인 편지 실험은 표본의 유효 사
례 수가 적고(N=17) 낮은 성공률로 인한 자기선택

<표 1>과 같이 100명씩 1,000회 표집한 결과 평균

오류(selection bias)의 가능성이 있어서 일반화하

일촌 수(F)는 모집단의 평균(µ =23.26)과 일치하는

기 어렵다. 둘째, 오프라인 편지 전달 실험과 싸이월

23.25명으로 나타났으며 일촌 증가율(G)은 50.26이

드의 일촌 연결망은 그 링크가 포괄하는 사회적 관계

었다. 네트워크가 중심 노드로부터 1단계 확장될 때

의 스펙트럼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

마다 평균적으로 그 전 단계의 50배에 달하는 새로

다. 편지전달 실험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 직업, 이

운 일촌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증가율이 단

웃 등 다양한 관계가 편지전달에 활용되는 반면 싸이

계적으로 적용되면 1단계인 에서는 23명, 2단계에서

월드의 일촌관계는 오프라인에서보다는 협소한 범위

는 1,168명, 3단계에서는 58,707명, 4단계에서는

의 비교적 친밀하고도 사생활을 서로 공개할 수 있는

2,950,308 명의 새로운 일촌이 더해지는 것이다(<

관계들로 구성된다. 그 단적인 근거로 싸이월드의 평

그림 3> 참조).

균적인 일촌 수가 23명뿐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20) 온라인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경로거리를 분석한 연구 중 정하웅 연구팀(Ahn & Jeong, 2005)의 일촌평 연결망 연구에서는 특성경로거리를 7.1로 추정하였고 배영
의 국내 인맥 서비스 사이트에 대한 종단적 연구(배영, 2005)에서는 특성경로거리가 6이었다. 이 연구들의 연구 대상이 온라인 개인 미디어를 매개로 구성된 사회
적 연결망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같지만 각각 연결의 성격이나 연결의 규칙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일촌평 연결망은 방향성 있는 연결망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들
이 동일하더라도 방향성이 없는 본 연구의 일촌 연결망에 비하여 일촌평 연결망의 특성경로거리가 길 것이다. 배영의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연결망은 그 용도와 목
적이 싸이월드의 일촌 연결망과 차이가 있다. 전자는 사용자들의 도구적 동기가 지배적인 반면 싸이월드는 완성적, 표현적 동기가 더욱 강한 것이다. 싸이월드 페
이지 뷰의 80%가 개인의 일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진첩에 있다는 사실이 싸이월드 이용자들의 강한 표현적 동기를 방증한다(박미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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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2. 성, 연령, 지역의 유유상종
무작위로 추출된 10만 명 샘플 데이터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53%, 남성이 47%로 여성이 일
촌 네트워크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참조). 이는 국내의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온라인상에서 표현적 의
사소통에 더 치중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21)

인다.

싸이월드의 일촌 서비스가 도구적 의사소통

보다는 자신의 정서적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친
구 관계나 친척 관계 등 일차적 관계를 개발하고 유
<그림 3> 단계 증가에 따른 추가 일촌 수

지하기 위한 표현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
된다는 점이 표본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은 보통 23명 보다는 압도적으

연령별로는 20대 65%, 30대 20%, 10대가 12%를

로 많은 수의 사람들을 알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모

차지하여 대부분의 일촌 서비스 이용자가 10대에서

두 편지 전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0대의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기

<그림 4> 표본의 기술 통계량

21) 가령 한국인터넷진흥원(2004a)에 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에 대하여 남성 응답자의 16.9%가 채팅이나 메신저 서비스라고 응답한 반면 이에 대한 여성 응답
자의 비율은 18.6%로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인터넷의 이용 목적이라고 밝힌 비율에 있어서도 남성(2.6%)에 비하여 여성(4.7%)이 더 높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a). 이동전화 이용 실태 조사에서도 여성들의 표현적 의사소통 경향이 남성보다 강하다는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용건만 간단히 말하
기에 적합한 음성통화 송수신 회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당 평균 21.9회 많았던 반면 문자 메시지 송수신 회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주당 평균 14.9회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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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점은 전체 인터넷 사용 인구 중 20대의 비율이

20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 초기조건

23.6%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한국인터넷진흥원,

에 의하여 싸이월드에 가입함으로써 더 많은 지인들

2004a) 싸이월드 표본에서는 20대가 65%에 이른다

과 교류하며 얻을 수 있는 기대효용은 다름 아닌 20

는 것이다. 싸이월드 이용자 중 20대의 비율이 이렇

대에게 가장 컸을 것이고 따라서 20대 가입률이 타

듯 높은 것은 블로그나 미니홈피와 같은 일인 커뮤니

연령대에 비하여 높았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20

케이션 매체 이용이 젊은 세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

대의 비율은 위와 같은 과정의 정의 되먹임(positive

22)

음을 보여주는 기존의 통계 결과들과 상응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싸이월드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

feed back)에 의하여 지금처럼 높아졌을 것으로 추
론할 수 있다.

중은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이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

지역적으로는 서울(30%), 경기(20%) 지역의 회원

이 가능하다. 첫째는 20대의 다수가 사회에 진출하

이 전체 표본의 50%를 차지하였다. 전국적인 인터넷

지 않은 학생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표현적 의사소통

사용 인구의 지역적 분포에서 서울과 경기가 각각

에 관심을 많이 가지며 시간적인 여유도 상대적으로

22%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표본에서 서울 지역

많다는 해석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사회에 진출한

의 비율은 높은 반면 경기 지역의 비율은 약간 낮다

30대 이후의 연령층은 20대에 비해 표현적 의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a). 그 외 부산, 인천, 대구

통보다는 도구적 의사소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

등 기타 대도시들의 표본 비율은 인터넷 사용 인구의

심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인맥형성을 목

지역적 분포와 대체로 일치한다.

적으로 하며 도구적 의사소통이 주로 이루어지는 한
일인미디어 사이트에서는 30대 초반의 이용자가 다

1) 성별 유유상종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영, 2005). 이렇

동성 간에 일촌을 맺는 양상과 이성간에 일촌을 맺

듯 일인미디어 사이트의 활용 목적에 따라 주된 이용

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uniform-inheritance

연령대는 다를 수 있고 싸이월드는 표현적 의사소통

모형에서는 대각선 상호작용효과가 0.5(p< .001)로

에 적합하기 때문에 20대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나타났다(<표 2> 참조). 대각선상에 있는 교차항들의

수 있다. 둘째 해석은 연결망 외부성의 효용이 20대

기대빈도, 즉 동성 간 일촌을 맺는 기대빈도가 이성

23)

에게 가장 크다는 것이다.

싸이월드는 초기부터

간 일촌을 맺는 기대빈도에 비하여 1.7(exp(0.5))배

<표 2> 성별 유유상종의 대각선 상호작용효과 계수 추정치

남성
여성

Uniform Inheritance (A)

exp(A)

0.5***

1.7

Quasi-Perfect (B)

exp(B)

1.1***

2.9

collinearity

Deviance

2.02324e-10

1.43802e-10

residual d.f

0

0

*** : p< .001

22) 가령 한국인터넷진흥원(2004a)에 따르면 20대 응답자의 6.6%가“홈페이지/블로그”를 인터넷 이용목적으로 꼽은 반면 30대, 40대, 50대는 각각 2.6%, 2.0%,
1.8%만이“홈페이지/블로그”를 이용목적으로 꼽았다.
23) 연결망 외부성이란“한 재화의 가치가 그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연결망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을 가리킨다(김용학, 2003b: 81).”예를 들어 팩
스의 가치가 팩스 자체에 있기보다는 팩스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의해 일정부분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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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연령이나 지역에 비하

와 태도가 유연한 20대에는 자신과는“다른”사람들

면 성별 선택 유유상종 경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과 어울리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의 방식이나

것을 알 수 있다.

태도가 굳어지고 나면“다른”사람을 만나는 것이

남성간, 여성간 상호작용효과를 다르게 가정하는

불편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10대의 선택 유유

quasi-perfect 모형에서는 남성들 간에 일촌을 맺

상종 경향만은 위의 해석과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는 기대빈도가 이성간에 일촌을 맺는 기대빈도에 비

보인다. 10대에서는 행과 열의 주변효과를 통제했을

24)

하여 2.9(exp(1.1))배 높았다.

때 대각선 상위 효과(3.5, p< .001)가 두 번째로 높
다. 이는 10대의 저항성과 또래집단 압력으로서 설

2) 연령 유유상종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성세대를 배척하려는“끼

대수선형 추정치들 가운데 대각선 교차항인 같은

리끼리”성향과 또래집단의 압력이 강한 10대는 다

연령들 사이의 연결만을 정리한 <표 3>을 보면 성별

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조밀한 친구집단을 유지하게

에 비해 연령에 따른 선택 유유상종의 경향이 더 강

되고 따라서 선택 유유상종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하다. 성별에 대한 uniform inheritance 모형의 대

것이다. 10대를 제외하면 60대의 선택유유상종 효

각선 상위 효과(0.5)에 비하여 연령에 대한 uniform

과(3.7, p< .001)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연령이 증

inheritance 모형의 대각선 상위 효과(2.0, p<

가함에 따라 선호가 고착화된다는 위의 해석이 옳다

.001)가 더 큰 것이다. 즉 같은 연령 간 연결 빈도가

면 60대의 선택 유유상종 경향이 모든 연령대를 통

다른 연령 간 연결 빈도에 비하여 7.4(exp(2.0))배

틀어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가량 높다. quasi-perfect 모형을 보면 대체적으로

비정상적일 만큼 유유상종 경향이 강한 것은 선호의

선택 유유상종 경향이 연령대와 함께 증가한다. 이

고착뿐만 아니라 60대가 최고령 세대범주에 있어서

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고 사고

그 위로 일촌을 맺을 여지가 없다는 점이 작용하는

<표 3> 연령 유유상종의 대각선 상호작용효과 계수 추정치
Uniform Inheritance (A)

Quasi-Perfect (B)

exp(B)

9세 미만

0.7***

2.0

10대

3.5***

33.7

20대

0.8***

2.2

2.4***

11.3

40대

2.6***

13.1

50대

2.7***

15.1

60대

3.7***

42.3

30대

2.0***

exp(A)

7.4

Deviance

61581.9

10208.1

residual d.f

35

29

*** : p< .001

24) 여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공선성이 존재하므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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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역 유유상종의 대각선 상호작용효과 계수 추정치
Uniform Inheritance (A)

Quasi-Perfect (B)

exp(B)

서울

1.2***

3.3

경기

1.4***

4.2

부산

3.9***

48.0

인천

3.0***

20.4

대구

4.0***

54.4

경남

3.8***

43.9

경북

3.5***

31.5

울산

4.5***

91.9

4.0***

52.0

충남

3.4***

30.9

충북

4.1***

63.1

강원

3.9***

49.3

전남

4.0***

53.3

전북

4.3***

74.2

광주

4.4***

80.9

제주

5.7***

285.5

해외

2.4***

11.4

대전

exp(A)

2.6***

13.6

Deviance

748896.9

281444.8

residual d.f

255

239

*** : p< .001

것으로 보인다.

상종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지리적으로 고
립된 제주도(5.7)를 필두로 울산(4.5), 광주(4.4) 등

3) 지역 유유상종

의 지역에서 강한 선택 유유상종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선택 유유상종은 앞서 논의한 연령별

반면 출신지역 구성이 다양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선택 유유상종에 비하여 그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

는 상호작용 효과가 각각 1.2와 1.4로 약하게 나타

난다(<표 4> 참조). uniform-inheritance 모형을

났다.

적용했을 때 대각선 상위효과는 2.6(p< .001)으로 나

종합적으로 볼 때 성별, 연령, 지역 등의 속성들은

타났다. 일촌으로 연결되는 빈도가 대각선상에 있을

일촌 관계를 구조화하는 주요한 변수들임을 알 수 있

확률이 대각선 밖에 있을 확률에 비하여 13(exp(2.6))

다. 특히 성별, 연령, 지역 가운데 지역에 따른 선택

배가량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온라인의 관계 맺기가 지

유유상종이 가장 강하며 그 다음은 연령, 성별의 순

리적 제약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Quasi-

이다. 이 결과는 사이버 공간이 공간적 제약을 뛰어

perfect 모형을 적용한 결과 대체적으로 선택 유유

넘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론적 예측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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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한국 사회의 현 시점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오프

석하였다. 그 결과 이 세 속성에 대한 유유상종 효과

라인의 지리적 인접성이 온라인 상호작용을 규정한

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지역에 관한 한 그

다고 볼 수 있다.25)

효과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가 나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온라인 관계형성에 주목하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는 논의들이나 온라인 영역 고유의 구조화 기제에 관
심을 갖는 연구들은 종종 온라인이 성별, 인종, 지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조를 비교하기
위하여 싸이월드의 일촌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였다.

역, 연령 등의 변수들에 의한 오프라인의 구조를 반
영하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곤 한다.

우리의 첫째 관심은 온라인의 사회적 연결망이 오프

셋째,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특성경로거리와 같

라인에서와 같은 좁은 세상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국

은 연결망의 거시적 속성(global property)을 연구

내 최대 규모의 일인미디어 사이트인 싸이월드의 일

하는데 있어서 연결망 표본 자료 분석의 안정성과 활

촌 연결망 컴포넌트를 분석한 결과 한 회원이 평균

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수 십 만 명 이상으로 구성

4.3 단계만 거치면 임의의 다른 회원에게 도달할 수

된 전체 행위자들의 연결망 자료는 그 수집과 분석에

있는 좁은 세상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 결과가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사회 연결망

2003년 오프라인 편지 전달실험의 특성경로거리인

분석자들은 일찍이 표본 추출을 통한 통계적 추정의

4.6 단계와 비슷하지만 오프라인 편지 전달 실험이

가능성에 주목하여 왔다. 그러나 표본을 이용할 경우

갖는 방법론적인 한계(작은 표본, 선택오류 등)와 싸

일반적인 통계적 가정들이 위배된다는 점과 함께 오

이월드 일촌 연결망이 온라인 연결망으로서 대표성

차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문

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로 인해 두 연결망의 차이

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학자인

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

Newman의 제안과 그 제안을 발전시킨 사회학자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의는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

Grannis의 표집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싸이월드 일

프라인 연결망의 전체 구조 비교를 시도하였다는 데

촌 연결망의 특성경로거리를 작은 오차범위 내에서

에서 찾을 수 있다.

추정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좁은 세상이 발현하는 미시적 원

향후 온라인 자료가 더 축적되면 온라인상의 인간

리로서 유유상종에 주목하였다. Watts(1999)는 높

상호작용 패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은 군집계수가 좁은 세상 연결망을 특징짓는다고 보

상호작용 패턴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며 더욱

았지만 그러한 높은 군집성 자체에 대한 논의를 진전

다양한 사회학적 명제들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시키지는 않았다. 우리는 와츠의 논의에서 한 걸음

인다.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본격적인 비교

나아가 짧은 특성경로거리가 발현되는 미시적 연결

연구를 향한 초기 시도라는 의미를 갖는다.

원리로서 유유상종에 주목하였고 성별, 연령, 지역과
같은 인구-사회적 속성들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분

25) 싸이월드의 일촌 연결망이 오프라인의 사회적 연결망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연결빈도가 높은 지역들일수록 서로 가깝게 표시되는 다차원 척도에서도 나타난다
(부록 참조). 부록에 제시된 다차원 척도에서 각 지역이 배열된 위치를 보면 대한민국 지도를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것과 같은 형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 지역은 서로 일촌 연결 빈도가 높음에 따라 다차원척도의 오른쪽 위에 몰려있고 부산 대구, 경북, 경남도 같은 이유에서 왼쪽 아래에 몰
려 있다. 지역 간 일촌 연결빈도에 의해 정해지는 다차원 척도 상의 지역 위치와 지도상의 지역 위치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일촌 관계의 형성이 오프라인의 지
리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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