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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환경에서의 정보 공유를 위한
상황 비교 기반의 블로그 오버레이 네트웍
Contextual Matching-based Blog Overlay Network for
Information Sharing on Blogosphere
정재은·구철모
Jason J. Jung · Chul-Mo Koo

블로그는 Trackback이나 RSS Feed와 같은 기능을 통해 정보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각 블로그나
사용자의 Context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공되는 정보가 대부분 무의미하다. 또한 블로그 수의 증가 뿐만 아니
라 Network Isolation 문제에 의해 효과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
문에서는 블로그 시스템의 BlogRoll과 같은 연결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공유 서비스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사회망 분석법을 적용하기 위해 BON(Blog Overlay Network) 플랫폼을 설계하였으며 Context에 따른 Community
identification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이 블로거들의 Mental 모델에 의해 발생되는 Tag 정보들간의
Matching이 협업을 위한 해당 블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 간의 공유를 지원하고 있음을 보인다.
주제어: 블로그, 정보 공유, Community of Practice, Context matching

Blog can provide users efficient information sharing services through Tackback and RSS feeds. However,
they are not taking into account the context, so that the recommended information is not useful at all. More
seriously, not only the increasing number of blogs but also network isolation phenomena on blogosphere make
the information sharing among blogs more difficul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paper, we want to
improve the information sharing services by exploiting linkage information like blogroll. In particular, for
employing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we propose a novel blog platform, called blog overlay network
(BON), to identify communities with respect to the discovered contexts. By using this platform, we want to
match tags, whcih are represented by blogger's mental model, for supporting collaborations exchaging
information contained the correponding blogs.
Keywords: Blogs, Information Sharing, Community of Practice, Context matching

I. 서 론
최근 Web 2.0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블로그(Blogs 또는 Weblogs)는 대표적인
Web 2.0 시스템들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원래 블로

정재은: 영남대학교
구철모: 인하대학교

그는 개인화된 1인칭 미디어로써 자신의 관심 있는 글
들을 자유롭게 게시(Publishing)하며 불특정 다수의
Blog 사용자(이하, 블로거)들과 공유하는 웹 기반 시스
템을 일컫는다[18]. 블로그 상의 게시되는 대부분의
정보(Posting Information)는 주로 개인의 주관적인

652

Telecommunications Review·제17권 4호·2007년 8월

Blog B
Blog C's

Blog A

How to reach you???

그림 1. 블로그 환경에서의 Network Isolation 문제

관심사에 기반하고 있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
건들에 대한 일기, 사진, 의견들로 이루어져 있다[1].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블로그는 특별한 시스
템 개발이 필요 없으며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점차
블로그의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
내의 인트라넷 시스템 또는 지식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블로그가 활용되고 있다. 블로그는 개인의 인적 네트워
크를 연결하는 사회적인 교류(Social Interaction) 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직원의 블로거들 간
의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의 목적과 협업
(Collaboration)을 위해 점차 블로그를 활용하는 추세
이다[2]. 이러한 가상 공간(Virtual Space)는 단순히
인간의 상호교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11]. 현재 블로그의 기능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멘트(Comment)와 추적(Trackback)들과 같이 블

로거들간 지식을 묶어(Aggregation)주는 기능
•RSS(RDF Site Summary)[13] Feeding와 같이 새

로 생성된 지식의 배포(Propagation) 기능
또한, 이와 같은 협업 프로세스는 집단 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12]이라는 측면에서도 블로
거 각자의 작은(부분적인) 지식을 창조(Knowledge
Creation)하고 그 지식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외부로
부터의 지식과 내부의 지식 통합(Knowledge
Integration)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렇게 가공된
지식(Knowledge Transformation)은 다시 블로거들에
게 효과적으로 배포(Dissemination)되어 사용
(Exploitation)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 흡수과정에
대한 연구는 Cohen and Levinthal이 혁신이론을 바탕
으로 한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 -“an ability
to recognize the value of new information,
assimilate it, and apply it to commercial ends”이
론으로‘새로운 정보를 인지하여 내제화 시킨 후 혁신
적인 목적까지 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이다[14].
하지만 현재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블로그
들은 단순한 게시판(Bulletin Board)과 같은 저장소

(Repository) 기능만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블로그에
게시되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필요
한 정보의 검색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블로그 환경내의 Blogroll에
의해 생성되는 사회망에서의 네트워크 소외(Network
Isolation) 현상에 의해 야기된다고 생각한다. 전통적
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는 각 구성원간의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 지며 이때 집중성(Centrality), 연결성
(Connectivity), 그리고 파벌(Cliques) 등으로 각 네트
워크는 차원을 형성하게 된다[15]. 일반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Social Inclusion)은 쌍방간의 관계 형
성에 대한 동의(Agreement)를 통해 구축이 되며, 만약
밀접한 상호작용이 없게 되면 소외되거나 사회 구성원
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16]. 이와 같이 블로그들 간
의 네트워크도 사회적 구성원들간의 암묵적인 동의로부
터 형성이되고 그들만의 차원에 따라 네트워크가 퍼져
나가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Blog A와 B 같이 각 Blogosphere 내의
블로그들은 서로 Blogrolling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
거나 또는 컨텐츠속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
하다. 하지만 Blog A 사용자는 Blog C와 같은 블로그
에 있는 다른 차원(Dimension)의 정보들을 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즉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서 관련 있는 정보 또는 관련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블
로그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블로그들간의 고리(Pivot) 역할을 해주는 블로그를 구
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의 블로그의 RSS
Feeds와 같은 웹 신디케이션(Web Syndication)[17]
서비스들이 단순히 메일링리스트(Mailing List)와 같
이 해당 RSS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 생성된
정보를 무작위로 통보(Notification)하는 기능에 불과
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블로그의 Context (관심분
야 또는 취향) 또는 블로거의 업무 성격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천되는 정보들이 오히려 업무를 방
해하는 마치 스팸 메일과 같은 불필요한 정보로 취급되
기도 한다. 즉 블로그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Tag들간의
Contextual Heterogeneity[19]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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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블로
그의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인 사회망(Social
Network)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한다. 블로그에는 게시물
(Post)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하이퍼링크(Hyperlink)
뿐만 아니라 BlogRoll과 같은 다른 블로그들 간의 네트
워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망 분석법
(Social Network Analysis)를 통해 주어진 사회망로부
터 허브(Hub), 권위(Authoritative)와 집중성
(Centrality)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특징(Social
Features)을 추출해낼 수 있다[5],[6]. 예를 들어 집중
성(Centrality)과 같은 정량화된 정보를 통해 정보의 신
뢰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블로그환
경에서도 집중성 높은 블로거를 발견할 수 있다면 블로거
들 간의 보다 의미 있는 협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사회망 기반의 블로그 시스템을 구현
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Blog Overlay Network
(BON)이라고 하는 다계층 구조의 Overlay 네트워크
를 설계하였다. 블로그들 간의 Contextual Matching
을 통해 유사하거나 서로 관련성이 있는 블로그들을 찾
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Context에 따른 Community
를 발견함으로써 새로 생성된 정보에 대해서 같은
Community에 있는 블로거들에게 해당 정보를 효과적
으로 추천해 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Blog
Overlay Network의 설명을 위해 블로그 환경을 수학
적으로 모델링하고 Tag의 Contextual Matching을 통
한 Community 구축에 다룬다. III장에서는 Blog
Overlay Network에 대해 성능 평가에 대해서 IV장에
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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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블로그내의 포스트들와 태그들의 집합들이다. 그리
고 Blogroll 집합은 해당 블로와 연결되어 있는 블로그
들의 집합으로써 RKRoll⊆BK×BK '로 표현된다. RKTag⊆
PK×TK 는 포스트와 태그들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블로그에 방문한 외부의 블로거들이 Comment
와 Trackback의 형태로 그들의 의견을 기록할 수 있는
데 그들의 블로그 집합이 각각 RComment와 RTrackback으
로 표현된다.
Blogroll 정보로 부터 우리는 Graph 형식의 구조화
된 사회망을 얻을 수 있다. 사회망 분석법을 통해서 다
양한 사회학적 척도를 계산할 수 있다. Barabasi는 집
중도의 분포(Degree of Centrality)가 다양한 네트워크
를 지배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네트워크에서 다른
노드와의 링크를 설정할 때 연결 정도가 낮은 노드를 선
택하기보다는 다른 많은 노들들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우선 블로그간의 위상학적 최단 거리(SPD:
Shortest Path Distance)는 두 블로그간의 가능한 경
로들 중에 최단경로로 정의할 수 있다.
•Closeness: 다른 블로그들과의 최단 거리의 평균값의

역수로써 측정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수식화 된다.

N-1
Closeness(BK)=-----------N-----------------------------------------------------------------------'
'
ΣK =1, K ≠K SPD(BK, BK ')

여기서 N은 모든 블로그의 수를 가르킨다. 블로그의
Closeness값이 클수록 다른 블로그들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정보 배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가정할 수 있다.
•Betweenness: 임의의 두 블로그 간의 최단 경로 상

II. Blog Overlay Network
블로그를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들과 특징들을 알아
보고 수학적 모델링을 하고자 한다. 또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블로그 환경에서의 다계층 사회망구조
(Multi-layered social network)에 대해 설명한다.

에 위치하고 있을 확률값이다.

Betweenness(BK)
|{＜Bi, Bj＞|SPD(Bi,Bk)+SPD(Bk,Bj)=SPD(Bi,Bj)}|
=----------------------------------------------------------------------------------------------------------------------------------------------------------------N(N-1)

1. 블로그의 수학적 모델링
블로그 BK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된다.

BK={PK, TK, RKRoll, RKComment, RKTrackback, RKTag}

여기서 PK={p1, p2, ..., pN}와 TK={t1, t2, ..., tM}는 각

이 값이 클수록, 블로그들 간의 고리(Pivot) 역할을 더
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Hub and Authoritative: 높은 Hub값의 블로그로부

터 많이 연결될수록 Authority값이 증가하게 되며
Authority값이 높은 블로그를 연결하고 있을수록
Hub값이 높아진다. Kleinberg[6]에 의해서 다음
수식과 같은 Iternation에 의해 주어진 Blog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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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log Overlay Network

에서 각각의 Hub와 Authority값을 계산할 수 있다.

Hubt+1(BK)=

Σ

Hutht+1(BK)=

Σ
'∈R

Autht(BK')

BK'∈RKRoll

BK

Hubt(BK')

Roll
K

Authority값을 통해 어떤 블로그에 의미있는 정보
가 많이 포함되어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으며, Hub값은
Betweenness와 유사하게 얼마나 Authority가 높은 블
로그를 가르키고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2. 블로그 환경에서의 다계층 사회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Blog Overlay Network은
그림 2와 같이 세 계층으로 이루져 있다.

의 Mental Model에 따라 동일한 정보임에도 다른
키워드에 의해 태깅되어 질 수 있다.
• Context Layer: 각 블로그에 사용된 태그들의
Matching에 의해서 블로그간의 유사도(Similarity)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계층이다.
각 계층은 동질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는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사회망 분석법을 통해 서로 비
교 분석 가능하다. 하지만 계층간의 정보를 서로 참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Social feature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Blog layer에서 블로그간에
발생하는 Network Isol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ag Layer에서 블로그에서 사용되는 Tag들을
Mapping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잠재적인(Potential)
블로그간의 협업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log A와 Blog C 간의 협업이 가능해지지 위해서는
Blog B의 Mediation이 있어야만한다. 하지만 그림 2의
Tag Layer에서“Tag AC”
의 동일한 Context에 의해서
Mapping을 되어졌다면 해당 블로그간의 협업이 가능
해질 수 있다.

•Blog Layer: 블로그들 간의 Blogroll에 의해 형성된

사회망으로써 RRoll으로 표현된다. Blog Layer로부
터 블로그들의 위상학적인 연결관계를 통해 Blog B
가 나머지 두 블로그 Blog A와 C 간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블로그로 여겨질 수 있다.
•Tag Layer: 각 블로그 내에서 사용되는 태그들의 집
합으로 구성되고 RTag로 표현된다. 태깅은 블로거들
이 정보를 게시함과 동시에 키워드를 통해 Labeling
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본 논문에서는 블로그의
Context를 나타내는 정보라고 가정한다. 즉, 블로거

3. Contextual matching
블로그 간의 협업을 위하여 Tag layer에서는 각 블로
그에서 사용되고 있는 Tag들간의 의미있는 Matching 프
로세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Blog를 Contexualuzation 하고자 한다. 크게 두 가지
Context 정보를 정의하고자 한다.
노드들 간에 존재하는 수 많은‘관계’
들 중에서 무
엇을 중심으로 연결망을 구성해야 할지, 즉‘연결망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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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Net

Blog B

Blog A
t1a
t1

t1b
t2a

t2

t2b
t2c

s1b
s1a
s2b
s2a
s3
s4a
s4b

s1
s2
s3
s4

SimC(BlogA, BlogB)

그림 3. Ontology 기반의 Tag Matching

용(network substance)’
의 선택을 위해서는 노드에
대한‘관찰’
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연결망은 기업의 조직과 조직원 사이의 관계 분석에 사
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이퍼링크의 설정이나 항공편
의 경우 공항 결정, 그리고 성관계의 파트너 선택 등은
모두 개별 노드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결망 차
원에서는 공통의 구조적 특징이 나타난 점에서 연결망
을 통해 발현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예이다.

좀 더 중요한 점은 WordNet에 의해 Contextualization 되어진 블로그간의 Context Matching을 통해 블
로그간의 유사도(Similarity) SimC를 계산할 수 있다.
주어진 두 블로그 Bi, Bj에 대해서 Context Matching
은 다음 수식과 같이 Semantic Enrichment된 Tag 집
합들 간에 문자열 Matching을 통해 구한 유사도를 최
대로 한 상태라고 가정한다.

3.1. 블로그의 온톨로지 기반 Contextualization

SimC(Bi, Bj)=max Σt∈Ti ,t'∈Ti SimT(t, t ')

첫번째는 Semiotic context이다. 이 과정은 Tag들
간의 Lexical Form의 Heterogeneity 문제(예를 들어
“apple”
와“apples”
)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Contextual Mismatching 문제로써, 두 블로
그에서 모두“Apple”
이라는 Tag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
라고, 한 블로그는“Computer”
에 대한 정보를 또 다른
블로그는“Fruit”
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면 두
블로그 간의 협업은 전혀 의미 없는 작업이 될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Content-based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게시물로부터 적당한 Feature들
을 추출해야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
(Ontology)로부터 제공받은 Semantic 정보를 통한 블
로그의 Contextualization 과정이 필요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블로그 BK의 Tag 정보(TK)에
관심이 있으므로 WordNet[8]과 같은 Lexical 온톨로지
를 이용하고자 한다. 그림 3과 같이 WordNet 온톨로지
로 부터 우리는 각 Tag와 관련있는 다양한 의미의 단어들
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Semantic
Enrichment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Computer”
라는
Tag가 있을때,“Computing Machine,”
“Computing
Device,”
“Data Processor,”“Electronic Computer,”
“Informtion Processing System,”
“Calculator”
와 같은
관련 용어들을 얻을 수 있다.

Dist(t, t ')
max Σt∈Ti ,t'∈Ti 1- ----------------------------------------max(|t|,|t '|)

(

)

여기서 Dist 함수는 주어진 임의의 두 문자열 간의 Edit
Distance (또는 Substring Distance)을 측정하기 위함
이다. 특히 여기서 구한 블로그간의 Contextual
Similarity는 그림 2의 Context Layer을 구축하는데
사용되며 다음에 다룰 Community Identification에서
블로그간의 연결을 Weighting 하는데 사용되어 진다.
3.2. Consensus에 의한 블로그의 Contextualization
두번째로 블로그의 Contexualization를 위해 고려
해야하는 것은 Consensus context 이다. 특정 게시물
에 발생한 Tag들에 대해 동일한 Tag들이 그렇지 않은
Tag들에 비해 좀 더 Reliable하고 Trustworhty 하다
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그림 4와 같이 네 개의 블로그
들이 동일한 이미지 데이터를 Tagging 했을 때, 세 개
블로그들(Blog A, B, C)은“Rabbit”
이라는 Tag를 사
용하였으나 유일하게 Blog D는“Duck”
이라는 Tag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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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A

Blog B

Blog C

Blog D

“Rabbit”
“Rabbit”

“Rabbit”

“Duck”

그림 4. Consensus에 의한 Tag의 Contextualization

Blog D

Blog A

0.8

0.6

0.9

Blog E

0.7

0.9

Blog C

1.0

Blog F

Blog B

0.3

그림 5. 동적 커뮤니티 발견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정보에 대한 Tagging이 발견
되었을 때 각각의 블로그 Tag에 대해 Consensus
Factor(CF)를 Assign 하고자 한다.

Similarity에 의해 표현된다. 그림에서 점선은 주어진
Similarity 임계값보다 작은 연결을 나타내고 있다.
Context 기반의 Community는 Newman[9]에서
소개하고 있는 Modularity function의 확장한 다음 수
식을 이용하여 발견할 수 있다.

|{BH|pi×tj∈RHTag}|
CF(RKTag)= ＜pi×tj, cf＞ cf=---------------------------------------------------Tag
-------------|{BG|pi×tx∈RG }|

{

|

}
K

Q (CL)= Σ
◇

C
Σ
B , B ∈Comm Sim (Ba, Ba)
----------------------------------------------------------------------------------------------------

i=1

a

a

i

|Commi|

즉, Consensus Factor가 큰 Tag 일수록 해당 Context를
기준으로 다른 블로그들과의 협업이 효과적일 수 있다.
4. 동적 커뮤니티 발견(Dynamic Community
Identification)
본 장에서는 Context Layer에서의 블로그 간의
Community를 구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것은
Context layer에 서 의 효 과 적 인 information
propagation을 위함이다. 즉 새로이 정보가 발견 또는
임의의 블로거에 의해 Posting 되었을 때 다른 블로거들
에게 효과적으로 Notification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Context Layer는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블로그
와 블로그간의 Tag Matching을 통해 계산한 Context

여기서 K는 구성하고자 한 Community의 개수이다.
최종으로 Q ◇ 값을 최대로 했을때 우리가 찾고자
Community formation이다. 위와 같은 목적 함수를
만족하는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블로그와의
Similarity의 총합이 가장 큰 블로그부터 증가적으로
찾으면 된다. 예를 들어 그림 5에서 K=2일때, Blog C
와 Blog F으로 부터 찾게 되면 Community1={A, B,
C}와 Community2={D, E, F}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Community identification 프로세스는 블로그에
새로운 정보가 Aggregation 되고 새로운 Tag가 발생될
때마다 동적으로 수행되어 진다. 이와 더불어 각각의
Community에서는 집중도(Centrality)가 큰 블로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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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ag Matching을 통한 정보 배포의 정확도 (Relevant deliveries/Total deliveries)

Tag matching

Bloggers

Simple Blogrolling

1

0.27

0.31

2

0.26

3

0.28

4

WordNet

Simple String Matching
114.02%

0.40

146.86%

0.28

107.28%

0.35

134.10%

0.33

116.96%

0.37

129.68%

0.27

0.29

110.11%

0.39

145.32%

5

0.32

0.29

90.88%

0.39

121.70%

6

0.35

0.31

89.88%

0.39

113.29%

7

0.29

0.34

113.95%

0.39

130.95%

8

0.35

0.32

90.91%

0.40

113.92%

9

0.23

0.34

150.00%

0.40

176.75%

10

0.32

0.36

112.73%

0.41

128.57%

11

0.36

0.32

89.30%

0.41

116.06%

12

0.31

0.34

109.48%

0.39

126.80%

13

0.34

0.30

87.72%

0.44

129.24%

표 2. Community 구축을 통한 정보 배포의 정확도(K=Number of communities)

Tag matching

K

WordNet

Simple String Matching

2

0.34

107.13%

0.40

101.42%

3

0.35

110.28%

0.35

114.10%

4

0.41

129.18%

0.37

88.75%

정보 배포에 적용할 수 있다.

III. Context 기반의 정보 배포에 대한
실험 결과

지금까지 우리는 Blog Overlay Network 시스템에서
의 Tag Matching과 Community 구축에 대해 설명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 필요한 (또는
새로 생성된) 정보의 신속한 배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제안한 방법론들을 기반으로 수행한 실
험 결과를 제시한다. 본 실험은 BlogGrid[10] 환경1)에
서 사용자들에 의해 생성된 Tagging 정보를 이용하였
다. 2주간의 실험기간 동안, 206개의 Post와 194개의
Tag를 수집하였다.
첫번째 이슈는 Tag Matching이다. 새로 발생된 정
보를 배포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다음 표 1과 같이 3가
지 경우의 Tag Matching에 대한 정확도를 비교 평가

1) BlogGrid 환경에 대한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자세한 내용은 Jung
et al [10]을 참조한다.

하였다. 해당 Tag와 Context Matching된 Tag를 가
지고 있는 블로그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WordNet
기반의 Tag Matching을 이용한 경우 Blogrolling을 이
용한 정보 추천의 평균 정확도가 약 32% 증가하였다.
반면에 Simple string matching의 경우는 평균 6.4%
증가하였다.
두번째 이슈는 Community 구축과 블로그 정보 유
통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다음 표 2와 같이 13명의 블로그들에 대하여 K=2,
3, 4 일 때 각각 정보 배포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Community 구축을 통해 정확도의 증가
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K=4 일 경우, Community의 다
소 정확도가 감소했다.

IV. 관련 연구
본 연구는 블로그 환경에서 서로 관련이 없을 듯한
블로그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 Overlay network을
구축하여 Context matching을 통해 특정 Context와
관련있는 블로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Delieverying 하고자 한 연구이다. 특히 최근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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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Open API를 이
용하는 Mash-up 형태의 Application들이 소개되고 있
다. SEMKEY[7]는 블로그의 Conceptualization을
위해서 WorkNet과 Wikipedia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써 Jung and Euzenat[4]
는 시맨틱 웹 환경에서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
으며 Peer-to-Peer 시스템에서의 각각의 사용자들이
개인 온톨로지(Personal Ontology)들간의 Alignment
를 이용한 Semantic Social network에 대한 연구를 했
다. 본 연구도 역시 Multi-layered architecture를 취
하긴 하였으나 Ontology 구축 상에서의 Context
heterogeneity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기존의 Jung[3]에서의 연구이 전통적인 Hyperlinked 웹 환경에서의 Forcused Crawling을 이용하여
Web Information System들간의 관계를 유추하는 연
구였다고 하면 본 연구에서는 블로그 상의 Context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Tag들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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