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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다중 행위자기반 모형을 이용하여 확산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통

해 정보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를 확산시키는 주체가 되는 행위자의 행동,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의 기하학적 특징, 확산되는 정보의 속성이 복합적으로 반

영된 모형을 설계하였다. 면대면으로 정보가 확산되는 것과 물리적인 접촉으

로 전염되는 질병의 확산 경향이 유사하다는 것을 착안하여 정보확산 메커니

즘을 전염병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5단계로 표현하였다.  

시뮬레이션실험으로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행위자들의 이질성이 낮을 경우

소수의 정보에서는 빠른 확산이 일어나고 대다수의 정보는 확산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승자독식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질성이 큰 경우에는 

확산속도는 느리지만 확산되는 정보의 다양성이 보장되었다. 모든 네트워크의 

기하학적인 변화는 확산 속도에 영향을 주었지만 전체 정보 수용자의 수에 영

향을 주는 것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서 허브의 숫자 변화가 유일하였다. 초

기확산 조건은 확산 속도에만 영향을 주었다. 정보의 특징은 확산속도와 전체 

수용자의 숫자에 모두에 영향을 주었다. 이중 네트워크 효과의 영향력이 가장 

두드러졌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최적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하

였다. 이를 통해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급격한 정보의 확산현상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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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보편화와 확산되는 정보가 네트워크효과로 기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사회의 이질성과 기술수용속도, 최근 이슈가 되었던 SNS를 통한 정보확산

현상, 바이럴 마케팅 등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정보확산, 네트워크구조, 행위자기반 모형, 전염병확산 알고리즘 

학  번 : 2014-2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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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과거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었던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통한 정보확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로 대표되는 하향식(Top-down)방식

의 마케팅방법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소비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 

저변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소셜마케팅이 그 감소분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Tuten et al., 2014). 2011년 미국 입소문 마케팅협회의 설문조사

에 따르면 54%의 응답자가 이웃으로부터 전달 받은 정보가 특정 제품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미국소비자중 70%가 제품

을 구매할 때 사전에 온라인을 통하여 제품 사용후기를 확인한다고 응답하였

으며 이러한 사용후기에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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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케팅 방법의 효율(Bright Local, 2015) 

 

2015년 Marketing chart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소

비자(28%)들이 입소문 마케팅을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이라고 응답하였

다. 이러한 입소문 마케팅은 특정 재화에 대한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

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적용범위가 광고, 뉴스, 캠페인, 집단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강력한 파급효과를 보여주고 있다(Kristiina Herol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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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필요성 

입소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입소문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연

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경영학적인 주제를 다루었으

며 실증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소문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도서구매에서 별점이 매출에 영향을 미

치는 정도, 영화예매에서 평점이 미치는 영향력, 호텔예약에서 사용 후 평가

가 미치는 영향력 등이 연구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Ye Qiang et al. 2011; 

Chevalier, Judith A., and Dina Mayzlin. 2006; Liu Yong. 2006). 이러한 연

구들은 데이터 및 설문조사자료를 통하여 입소문의 영향력의 관계를 실증적으

로 규명하였지만 정보가 시간에 변함에 따라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확산되는지

에 대한 해석은 불가능하였다.  

입소문의 가지는 파급력은 단순하게 특정 제품의 매출을 높였음에 있는 것

이 아니라 기존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확산으로 불가능하였던 빠른 확산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소비자들에게 선택 

받은 정보가 자발적으로 시스템 내에서 확산되는 것이 입소문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다. 그 결과 소비자들의 정보에 대한 취사선택이 확산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특징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시뮬레이

션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확산경향을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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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모형들이 제시되었고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선행 모형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확산되는 정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점

이 존재하였다. 기존의 확산 모형들은 경제학이론에 기반하여 계량 가능한 요

인들로 확산을 설명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신제품 확산모형으로 매출, 가격, 마

케팅노력 등을 이용하여 신제품의 확산을 설명한 Bass모형을 꼽을 수 있다

(Bass et al., 1969).  

이와 대조적으로 정보확산의 경우 경제학적인 요인보다는 행위자들 사이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전파하는 행동 메커니즘이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요인들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계량화 하기도 어렵다. 더

욱이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기존의 확산모형에서는 생략되거나 간소화되

어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는데 이러한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정보확산에서

는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 입소문과 같이 면대면으로 전파되는 정보의 경우 

개인적 수준에서 정보가 어떻게 수용되고 잊혀지는지 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

서 전체 시스템에 얼마나 오랫동안 정보가 점유되는지가 중요하다. 사회가 다

원화 해짐에 따라 특정 정보가 개개인에게 수용되는 것과 다수가 이루고 있는 

시스템에서 수용되는 것에 이질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확산되는 대상의 효용으로 정보의 확산을 설명하려는 모형들은 한계점을 지니

고 있었다(Choi., 2015).  

이러한 한계점의 대안으로 개개인의 행동을 통하여 상위 시스템의 작동원리

를 규명하려는 행위자 기반 모형이 정보확산 연구에서 대두되게 되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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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한 거시적인 경향을 분석하는 

(Multi agent based simulation)을 채택하였다. 또한 입소문을 통하여 정보가 

확산되는 방법이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 착안하여 전염병 

확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보확산 메커니즘을 모사하였다.    

 

1.3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의 생명력 이론과, 전염병 알고리즘을 이론적인 기반

으로 하여 입소문을 통한 정보확산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정보확산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확산에 영향을 

주는 수용자의 이질성 및 상호작용, 정보의 속성, 네트워크의 기하학적인 특

징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행위자기반 모형을 통한 시뮬레이션 연구방법

을 채택하였다. 행위자, 네트워크, 정보의 속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고 특히 

행위자들 사이의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반영한 것이 이 모형의 차별성

이다. 상호작용 중 정보에 내재되어 발현되는 효과들은 네트워크효과

(Network effect), 반복효과(Repeat effect), 주의 환기효과(Attract 

attention), 확산유인(Diffusion effect)효과 등이 선정되었으며, 정보의 속성

과는 독립적으로 외부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초기수용자의수, 바람잡이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정보가 집단에서 확산될 때 거시적인 창발 효과

를 야기하는 요인들로 정보가 입소문을 통하여 확산될 때 발현되는 특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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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을 이용하여 확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

해 정보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산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

여 입소문으로 확산되는 정보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다른 한편으로는 확산모형 및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이 존재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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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고찰  

2.1 확산모형 

2.1.1 혁신확산모형 

확산에 대한 연구는 혁신연구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혁신의 확산에 대

한 연구는 1960년에 Rogers에 의해서 그 개념이 정립되었으며(Rogers, 

1962) 1969년에는 Bass가 신제품 확산에 대한 수학적 모형을 제시하여 확

산추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Bass 1969). Bass확산 모

형은 혁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널리 적용되었으며 특히나 

신제품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Bass모형은 초기의 간단한 

형태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수정되어 다양한 형태의 확산모형의 모태가 되

었으며 현재는 사회의 복잡성, 신제품 사이의 경쟁 등을 부분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모형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조만석, 2015; Vijay 1990). 하지만 

Bass확산 모형으로 대표되는 aggregate형태의 확산모형은 수십 년 동안 수

월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ggregate 모형에서는 행위자들의 관계와 

이로 인한 상호작용을 등한시 할 수 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한계점은 사회의 연결구조가 복잡해지고 제품 확산의 경로가 다

양해지고 제품 도입 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부각되게 되었다(Renana 

et al. 2009). 또한 Bass확산 모형은 기업측면에서 제품의 판매율, 혁신성, 마

케팅노력 등을 이용하여 제품 확산을 예측하였기에 공급자와 소비자가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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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는 적절하였지만 소비자와 공급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입소문을 통한 

정보확산에 적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2.1.2 소비자의사결정모형 

시스템을 구성하는 행위자에 집중한 확산 모형은 소비자학(Consumer 

Science)1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할 때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모사한 소비자의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확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 장에서는 대표적인 이론과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심리학자 

Skinner 블랙박스(black box)이론을 이용해 소비자의 행동을 설명 하였다. 

블랙박스 모형은 구매자를 외부로부터 광고, 정보, 입소문과 같은 인풋

(Input)을 받아들여서 아웃풋(Output)을 반환하는 함수로 소비자를 환원한다. 

이때 소비자의 심리적인 판단은 규명되지 않은 미지의 함수라고 생각하여 블

랙박스라고 이름 지어졌다. Skinner는 인간의 심리적인 사고의 메커니즘이 직

접적으로 규명될 수는 없으며 인풋과 아웃풋을 통한 부분적인 추론이 가능하

                                            

 

 
1 현대에 들어서 소비생활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 학문적 영역이 등장하였다. 이 분야는 문자 그대로 소비와 관

련된 모든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소비자학(消

費者學, consumer science)이라 부른다. 즉 소비자학은 현대인의 생활

에 필수적으로 등장한 소비생활에서의 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증

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학문분야라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비자학 [Consumer Science] (학문명백과 : 자연

과학, 형설출판사) 

 



19 

 

 

 

 

다고 하였으며 변수들의 복잡한 내생적인 관계를 통하여 아웃풋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Skinner의 블랙박스 모형은 이후에 시스템적으로 소비자행동

을 모사한 모형들의 모태가 되었다(G. R. Foxall, 2002). 이번 연구에서도 블

랙박스 모형처럼 정보라는 인풋이 주어지면 이에 해당하는 아웃풋을 산출하는 

함수로 행위자를 환원하였다.  

 1966년 Nicosia에 의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형태의 소비자행동 모형이 

제시되었다. 이 모형은 공급자와 소비자사이의 상호작용에 주안점을 두고 설

계된 모형이다. 기업과 소비자가 거래 이루어지는 각 단계에서 서로에게 긴밀

하게 영향을 준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이 모형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여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흐름도(flow chart)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총4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이 flow chart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제품에 대한 태도형성, 제품탐색 및 평가, 제품 구매, 피드백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Nicosia 모형에서는 사전에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

를 지닐 수 있는 상황, 흐름도를 따르지 않는 구매과정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

려웠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Nicosia, 1966). 이번 연구에서도 이산적인 단

계로 행위자들의 정보처리 과정을 표현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이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전이를 일련의 연속적인 방정식으로 정의한 것과는 

다르게 이번 연구에서 적용된 행위자 기반 모형은 모형에서 정의된 사건

(Event)를 통하여 발생하게 하였다.  

1968년 발표된 이후 이후로 꾸준히 수정되어 1990년에 현재의 형태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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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Engel Kollat Blackwell model은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구매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주안을 두고 설계된 모형이다. 이 

모형은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할 때 5가지의 세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가

정하였다.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은 필요인식, 검색, 평가, 구매, 구매 후 평

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모형은 모든 소비자가 공통적으로 겪는 정보처리과

정을 기반하여 만들어졌기에 제품의 특이성과 구매방식의 특이성에 자유로워 

널리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Engel Kollat Blackwell 2001). 

이와 유사하게 이번 모형에서도 정보를 수용하고 망각하기까지 공통으로 체감

하는 과정을 모형에 표현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1982년 Sternthal과 

Craig는 소비자들의 정보처리 과정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 메커니즘

을 모사한 Sternthal & Craig model을 발표하였다(Sternthal et al., 1982).  

1979년 경영학자 Bettman은 소비자가 제한된 정보처리능력을 지니고 있다

는 가정으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Bettman모형은 소비자가 3가지 단계

의 정보처리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Bettman, 1979). 이러한 단점 극복

의 일환으로 1974년 Hibert가 개인(소비자)의 수용 결정(Individual 

Adoption Decision)에 기반한 확산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소비자의 

효용함수(Utility function)를 확률분포함수로 지정하여 이질적인 소비자의 특

성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소비자가 기반 모형들은 Stoneman(1981), 

Feder and O’Mara(1982), Jensen(1982)등에 의해서 개선되고 발전되었다. 

대부분의 모든 모형에서 소비자의 제품구매는 여부는 구매 전후의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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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의 크기를 비교하여 최대효용이 발생하는 쪽으로 결정된다고 가정되

었다. 시장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확산의 경우 소비자의 결정에 기반한 확산모

형이 기업의 역량에 집중한 Bass확산모형보다 현실에 더 적합하였다는 결과

도 제시되었다(Vijay et al. 1990). 

  

2.1.3 행위자기반모형  

앞서 소개한 Bass 모형의 단점 극복 일환으로 1974년 Hibert가 개인(소비

자)의 수용 결정(Individual Adoption Decision)에 기반한 확산모형을 제시하

였다. 이 모형은 소비자의 효용함수(Utility function)를 확률분포함수로 지정

하여 이질적인 소비자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소비자가 기반 모

형들은 Stoneman(1981), Feder and O’Mara(1982), Jensen(1982)등에 

의해서 개선되고 발전되었다. 대부분의 모든 모형에서 소비자의 제품구매는 

여부는 구매 전후의 효용(Utility)의 크기를 비교하여 최대효용이 발생하는 쪽

으로 결정된다고 가정되었다(Vijay et al. 1990). 이 연구에서도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행위자들의 이질성을 표현하였고 효용함수로 제품구매를 정의한 것

과 동일하게 정보의 수용여부를 효용함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결정되게 하였다. 

Joe와 Eitan은 앞서 소개한 Nicosia등이 제시한 소비자행동모형 및 정보처리

모형을 기반하여 확산모형을 설계하였다. 이 모형은 이산사건모형(Discrete 

Event Simulation)의 형태였으며 소비자상태를 제품도입 여부에 따라서 3가

지로 분류하였다.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제품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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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존재를 알지만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각 단계에

서의 이행은 매개변수로 지정된 입소문의 영향력(Impact of word-of-

mouth), 접촉빈도, 광고(Marketing efforts)등에 의해서 결정되었다(Joe, 

Eitan, 1978). 이러한 이산사건모형은 인간의 행동을 모형화하는 여러 시도들

에서 사용되어왔으며 특히 행위자기반 모형과 결합되어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데 널리 사용되었다(Mazlina 2011). 동일한 맥락에서 소비자의 상호

작용으로 제품 확산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행위자기반모형에서 가장 적절하게 

연구 될 수 있었다. 특히 행위자 기반 모형은 소비자들의 사이에 형성되는 네

트워크에서 퍼지는 입소문(WOM)을 모형화하기 적합하였다(Mary et al, 

2010).  

행위자기반 모형은 개개인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확산모형에서는 

다루기 힘들었던 미시적 수준의 요인과 특이한 시나리오 등을 적절하게 반영

할 수 있었다(Yusuke Goto 2012).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6년 Tao와 David

은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바람잡이(Decoy)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

구이다. 이들의 다중 행위자 시뮬레이션(Multi-Agent Simulation)를 통하여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영향을 주는 의도적인 바람잡이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200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다루어왔던 혁신확산의 정의와 적용범위도 세분화

되기 시작하였다. Renana는 시장내부에서 제품이 소비자에게 수용되고 퍼지

는 것을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침투(Penetr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2009). 

그는 시장내부에서 형성되는 확산(Diffusion within market)과 시장을 가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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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질러서 확산(Diffusion across market)될 때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시장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신기술의 확산의 경우 사회연결망구조

(Social network),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ies), 초기조건

(Takeoffs), 기술주기(Techonology Generation)등이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시장을 가로질러 확산되는 경우 국가간 영향력, 성장률의 차이, 경쟁 

등이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Renana et al. 2009). 이를 통해 시장내부의 

확산을 다룰 때에는 개개인의 상호작용과 연결망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행위자기반 확산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시장과 국경을 가로질러 이

루어지는 확산의 경우 기존의 혁신확산모형과 같은 aggregate모형이 더 적합

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2 정보확산모형 

이번 절에서는 정보확산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보확산은 문헌

정보학, 사회학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Bo Xu와 Lu Liu는 실제 페이

스북 유저 769명이 형성한 네트워크와 Barabasi Albert가 제시한 척도 없는 

네트워크와 비교하여 실제 네트워크와 이론상의 네트워크 형태의 차이점을 비

교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두 네트워크가 모두 멱 급수를 따른 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평균경로길이2(Average Path Length)는 이론상의 척도 없는 

                                            

 

 
2 평균경로길이(Average Path Length)는 유한 번의 경로로 연결될 수 있

는 모든 노드쌍의 최단거리의 평균 값(Newm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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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가 더 작게 산정되었으며 집단화 계수3(Clustering Coefficient)에서

는 실제 페이스북이 그 값이 더 크게 산정되었다. 실제 페이스북의 관계는 무

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속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하여 이루어지

기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하였다(Boxu, Lu Liu. 2010). 이번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

로 가정하였으며 SNS중 페이스북은 집단화 계수는 크지만 평균 연결성은 비

교적 낮은 그래프로 선정되었다. Daron Acemoglu은 소셜네트워크에서 정보

가 확산될 때 시스템내부에 특정정보를 퍼뜨리라고 강요된 행위자행 존재할 

때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Daron Acemoglu et al. 2009). Joesph E. Phelps

는 이메일을 통한 정보확산을 이용하여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Joseph E. Phelps et al., 2004). Eytan과 Lada는 블로그에서 이

루어지는 정보의 확산을 연구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블로그에서 게시된 정보

가 전파되는 경로를 URL4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추적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별

성을 가진다(Eytan and Lada, 2005). Pin과 kwang은 복잡계 네트워크에서 

정보의 전염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들은 네트워크의 기하학적인 구조변화에 

                                            

 

 
3 집단화 계수(Clustering) 연결된 두 노드의 이웃한 노드들이 연결되어있

을 확률을 의미한다(Newman, 2010).  

 
4 방대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 자원을 찾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 자원의 위치와 종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나타내는 일련의 규칙을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자원 위치 

지정자)이라고 한다. URL에는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퍼져있는 특정 정

보 자원의 종류와 위치가 기록되어 있다(IT 동아, 2011). 

http://dic.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dic&sm=ncc_clk&ie=utf8&query=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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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환산경향을 시뮬레이션 하였다(Chen et al, 2010). 이번 연구에서도 pin

의 연구와 유사하게 전염병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보확산을 모형화하였

고 네트워크의 기하학적인 변화에 따른 확산경향을 분석하였다.   

전염병을 통한 정보확산은 p2p로 이루어지는 정보전달을 모형화기 위해 연구

되었다. Kenji는 SIR전염병확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트 토렌트(Bit 

torrent)의 정보전달 과정을 모형화하였다. P2P는 중계자 없이 유저들끼리 직

접 정보를 교환한다는 점에서 입소문을 통한 정보확산 과정과 유사하다. 또한 

유저가 정보를 수용함과 동시에 정보를 퍼뜨리는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도 유사하다. 다만 Kenji모형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하여 정보의 확산을 

시뮬레이션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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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연구모형 장에서는 확산모형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가정으로 구성되어있다. 

가장먼저 모형설계에 근간이 되는 전염병확산 알고리즘의 개념 및 적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모형에 반영될 가정들에 대해서 소개하였

다. 가정들은 확산되는 정보, 행위자, 외부환경으로 세분화되어 정리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가정들을 이용해서 모형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서 설명하였다.  

 

3.1 이론적 배경 

3.1.1 전염병확산모형(Epidemic Spread Models) 

전염병확산모형은 1927년 Kermack과 Mckendrick에의해서 개념이 정립되

었다. 초기의 모형은 감염과 확산만을 고려한 SI모형이었지만 현재는 확산의 

복잡성을 표현하기 위해, 재감염, 치료와 사망의 분리, 질병 노출과 감염의 구

분, 면역형성 등을 고려한 모형이 제시되었다. 전염병 모형의 이름은 전염병

확산의 각 단계의 첫 글자를 따서 이름 지어졌다. 모형의 이름에 사용된 글자

의 순서는 확산순서와 동일하게 순서가 정해졌다. 예를 들어SI모형은 비감염

(Susceptible)와 감염 (Infected)의 두 단계로 전염병 확산을 표현 하였으며 

글자순서와 동일하게 확산과정은 비감염(S)에서 감염(I)으로 이루어졌다.  

SIS모형의 경우 SI와 동일하게 오직 2가지 단계인 비감염과 감염으로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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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하였지만 비감염(S)에서 감염(I)되고 그 이후에 다시 비감염(S)가 되도

록 하였다. 즉 SIS모형은 SI모형과는 다르게 감염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치

료가 되어 다시 감염가능상태로 반환되게 하였다. 이후의 모든 모형이 S로 끝

나게 되면 초기상태로 반환되어 확산주기가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SIR모

형의 경우는 SI모형에 치료 항(Recovery)이 추가된 것을 의미한다. 이전의 

SIS모형에서는 감염되면 전부 치료 되어 다시 초기상태로 반환된다고 한 것

과는 다르게 SIRS모형에서는 R단계에서 치료된 행위자들만이 초기상태로 반

환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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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염병 확산모형 

S=Susceptible(비감염), I=Infected(감염), R=Recovery,Removed(치료 및 사망), 

E=Exposed(전염병에 노출), M=Pass Immunity from mother(면역) 

 

 

 

 

 

모형이름 
재감염 여

부 

치료와 사

망의 분리 

질병 노출과 감

염의 분리 

면역형성 여

부 

SI X X X X 

SIR X O X X 

SIS O X X X 

SIRS O O X X 

SEIS O X O X 

SEIR X O O X 

SEIRS O O O X 

MSIR X O X O 

MSEIR X O O O 

MSEIRS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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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R모형은 SIR모형에 전염병에 노출(Exposed)항이 추가되었다. SIR이나 

SI모형의 경우는 전염병에 노출되면 무조건적으로 전염병에 감염된다고 한 것

과는 다르게 SEIR모형에서는 전염병에 노출되면 일정 확률로 전염병에 걸린

다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MSEIR항은 SEIR모형에 M항이 추가된 것으로 

인구 중 몇몇 비율은 수동 면역(Passive Immunity)을 지니고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각 단계에서의 다음 단계로의 전이는 전염병 확산을 수학적으로 표

현한 식과 이것을 푼 미분방정식의 형태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미분방정식에

서 매개변수로는 접촉빈도, 질병감염시간, 치료(사망)비율, 면역형성 비율 등

이 포함되었다. 

 

3.1.2 전염병확산모형이 적합한 사례 

앞서 소개한 전염병확산 알고리즘으로 확산을 모형화하기 좋은 대상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확산되는 대상이 중계자를 거치지 

않고 행위자들 사이에서 직접 확산될 때 적합하다는 것이다. 고전적으로 신제

품 확산의 경우 유통업자 혹은 중개상인 사이의 전파를 통하여 확산이 이루어

졌다. 이와 동일하게 정보도 창작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언론사들 사이의 

확산으로 인하여 확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 비약적으로 진보한 정보

통신기술의 보편화로 인하여 정보확산을 주도하였던 중계자의 역할이 축소되

었다. 현재 소비자들은 중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공급자로부터 정보

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 사회적인 가십(Gossip)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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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에 두드러졌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정보의 수용상태가 쉽게 변화되고, 

소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쉽게 확산되는 대상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특허, 인수합병(M&A), 논문인용과 같은 정보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한번 수용되면 그 수용상태가 

불면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정보들은 그 동

향을 관측하기가 용이하여 분석 가능한 실증데이터가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수용상태가 가변적인 정보는 이들의 동향을 관측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정보수용에 주체가 되는 행동가정을 이용한 시뮬레이

션을 이용한 연구가 정보확산을 분석하기 위해 도래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에

서 다룰 소비자들의 네트워크상에서의 정보확산은 중계자 없이 직접 정보가 

확산된다는 점과 정보의 수용상태가 가변적이라는 것이기에 전염병확산알고리

즘에 적합하였다.   

 

 

[그림 2] SEIR 전염병확산모형 

 

3.1.3 전염병 확산모형과 정보확산의 대응 

이번 연구에서는 MSEIRS를 기반하여 정보확산모형을 구상하였다. 다른 모

형들과 비교하여 MSEIRS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최대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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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단계가 정보확산의 과정과 일대일 대응이 되었

기에 선택하였다. MSEIRS의 가장 첫 번째 항인 면역형성 단계(M)는 특정 

비율의 계층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역형성 M단계는 정보 수용시 발현되는 특정 정보에 

대한 내제적인 저항(Reluctance)을 지니고 있는 계층의 존재를 의미한다. 다

만 MSEIRS에서는 면역력의 존재여부로 감염과 비감염이 이원적으로 결정되

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요인이 아닌 확률의 형태로 정보에 대한 저

항이 반영되었다. 비감염상태(S)는 정보를 수용하기 전 상태를 의미하며 

MSEIRS모형이 전염병으로부터 치료된 계층에 대해서 다시 전염병 주기가 반

복되는 것처럼 이번 모형에서도 정보를 망각한 계층은 다시 초기상태로 돌아

와 정보를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질병에 노출(E)는 수용자가 정보에 노출

되어 그 정보의 존재는 인식하였지만 아직 수용하지는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모형에서는 정보에 노출된 후에 소비자가 정보를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효용함수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하

였으며 효용함수가 일정 값 이상을 달성하면 정보 수용이 이루어진다고 하였

다. 이러한 효용함수에 대한 설명은 행위자에 대한 가정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질병에 감염(I)단계는 질병에 감염되어 주변의 이웃들에게 병원균을 전

파시키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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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염병과 정보의 대응관계 

이러한 질병감염은 정보를 수용하여 이웃들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소식을 

퍼뜨리는 상태로 대체되었다. 마지막으로 질병에서 치료되거나 사망한 상태를 

의미하는 R단계는 정보를 망각한 상태로 가정되었다.  

 

 

[그림 3] 전염병과 정보확산 과정의 대응 

단계 전염병 정보 

M 면역력 정보 수용에 내한 내재적 저항 

S 비감염 정보를 수용하기 전 

E 질병에 노출 정보에 노출 

I 질병에 감염 정보를 수용 

R 질병에서 치료/사망 정보를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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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의 전체적인 틀은 그림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MSEIR모형에서 

각 단계에서의 다음 단계로의 전이가 미분방정식과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결정

된 것과는 다르게 이번 모형에서는 행위자기반 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행위자

들의 행동을 이용하여 각 단계로의 전이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다음 장에서 

행위자기반 모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장에서 소개한 다섯 가지 확산

과정이 어떻게 행위자기반 모형에 반영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3.1.4 정보의 생명력이론 

정보의 생명력 이론은 컴퓨터과학 분야에서 운영체계 및 보안프로그램의 수

명을 판단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으로 특정 프로그램의 수명을 수용성, 확산

성, 기능성으로 설명하였다(Knight et al., 2003). 수용성은 프로그램이 얼마

나 쉽게 소비자에게 수용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확산성은 특정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수용하였을 때 주변의 컴퓨터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이 수용을 얼마

나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정보의 정보의 생명력 이론은 네트워

크효과의 발현으로 인하여 개개인의 정보수용과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수

용에 불일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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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보의 생명력 

네트워크효과로 얻어지는 이득이 클수록 프로그램의 경우 확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기능성은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이 경쟁 프로그램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해당 프로그램의 효용이 

주변의 환경에 독립적이라면 기능성 자체가 프로그램의 수명을 판단하는 기준

이 된다. 이러한 정보의 생명력 이론은 전체 시스템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얼

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입소문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는 광고, 콘텐츠, 뉴스, 지식의 확산을 설명하는데 적용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정보의 수명을 결정짓는 요소는 3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보가 얼마나 쉽게 수용되는지를 의미하는 수용성이다. 수용성은 정

보수용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쉽게 정보가 

퍼지는지를 의미하는 확산성을 의미한다. 확산성은 정보의 존재가 주변의 이

웃들에게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세 번째는 정보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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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 잊혀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망각성이다. 정보의 망각성은 

정보의 단독적인 수명을 의미한다.  

 

3.2 핵심가정 

정보가 수용되는 과정은 전염병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형화되었고. 정보수

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정보의 생명력 이론을 이용하여 범주화하였다. 이

장에서는 정보확산에 주체가 되는 행위자, 정보확산의 대상이 되는 정보, 그

리고 행위자들이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3.2.1 행위자 

3.2.1.1 효용함수 

행위자의 정보수용은 전후의 효용(Utility)의 크기를 비교하여 최대효용이 

발생하는 쪽으로 결정된다고 가정되었다. 정보를 수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효

용의 크기는 효용함수(Utility function)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 함수 값으로 

정의되었다. 효용함수를 이용해 개인의 행동과 결정을 나타낸 것은 소비자행

동모형, 혁신확산모형, 정보확산모형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Vijay et al. 

1990; Lee et al., 2010, Choi; et al., 2015). 효용함수의 형태는 대상과 상황

의 특이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수용 시 발생하는 효용  과 

수용에 대한 저항 으로 구성된다.   번째 행위자의 t 시간에서의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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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행위자 가 정보 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효용과 이에 따른 의사

결정은 아래의 식(1)로 정의되었다.  

, ,  

정보의 효용은 정보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만족감과 이득을 의미한다. 

저항은 정보를 수용할 때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는 

정보 수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효용 값이다. 가  보다 크면 해당 정보를 수

용하고,  보다 작으면 수용하지 않았다.  식(1)에 따르면 효용이 높고 저항

이 낮은 정보가 가장 높은 효용함수 값을 지니고 있기에 가장 쉽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수용에 필요한 최소의 효용의 경우 행위자들

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로저스(Rogers)가 제시한 벨커브 형태의 확률분포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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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혁신수용계층 구분 및 개념 

혁신을 발의하는 계층은 모형에서는 초기에 정보를 전파시키는 사람의 숫자

로 반영되었다. 혁신자의 수는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할 때 초기조건으로 모

형에 반영되었다. 식(1)은 정보수용을 두 가지의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대상의 복잡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몇 가지 요인들을 추가하였다. 첫 번째로는 

정보의 네트워크 효과로 비롯되는 영향력을 효용함수에 포함시켰다. 네트워크 

효과는 수용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해당 정보를 수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효용

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미국의 경제학자 하비 

라이벤스타인(Harvey Leivenstein)이 제시한 개념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구분 개념 비율 값  

혁신자 

(Innovators) 

혁신을 발의하는 극 소수계층 0.001% 0. 

얼리 어답터 

(Early adopter) 

가장 먼저 제품을 수용하여 주위에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성향을 지닌 계층 

15% 1 

조기 다수자 

(Early majority) 

평균 사람들보다 약간 먼저 혁신을 수용하는 계층 34% 2 

후기 다수자 

(Late majority) 

평균 사람들보다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비교적 늦게 

혁신을 수용하는 계층 

34% 3 

느린 수용자 

(Laggards) 

보수적이고 고립화된 계층으로 가장 늦게 혁신을 

수용하는 계층 

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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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이웃들의 수요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크게 영향 받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

다.     

 

는 시간에 해당 정보를 수용한 사람의 전체 숫자를 의미한다. 

는 행위자들이 라는 정보를 수용할 때 체감하는 네트워크효과의 계수이다. 

는 정보의 종류를 의미한다.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발현되는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가 다르기에 반영되었다. 시간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와 의 곱

인 으로 정의되었다. 네트워크효과는 그 정의에 따라서 정보를 수용한 

사람이 많을수록 큰 값이 산정되었다. 네트워크 효과가 포함된 식(2)도 식(1)

과 동일하게 함수 값이 0보다 크면 해당 정보를 수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네

트워크 효과는 모든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특정한 상황에 한정되어 

식(2)가 반영되었다.  

광고 및 홍보학(Science of Advertising)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상황에 따

라서 광고 노출횟수와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정보들은 

한번만 노출되어도 충분하며 어떤 정보들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효과적인 

정보들이 있다. 또한 어떤 대상은 짧은 시간에 여러 차래 광고에 노출되어야

지 효율적 일수도 있고 어떤 대상은 긴 시간 간격을 두고 광고에 노출되어야

지 효율적인 정보일수도 있다. 동일한 정보일지라도 반복적으로 영향을 받으

면 수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반복효과가 추가되었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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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실제 효용을 증가시키지는 않고 단지 수용을 쉽게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가정은 정보 수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효용인 값을 낮춤으로써 모형

에 반영되었다.  

 

 

 

는 시간 동안  번째 사람이 정보에 노출된 횟수를 의미한다. 는 

정보 의 반복효과에 의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모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져 내생

성(endogenous)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가 전달받은 시간 간

격은 제외되었다.   

 

3.2.1.2 확산빈도함수  

식(3)에 의해서 정보를 수용한 행위자들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확산

시키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확산은 접촉여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과는 다르게 행위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다. 자신의 주변 이웃들에게 정보를 확산시키는 빈도는 함수 값으로 정의되었

다. 정보확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정보에 대한 효용과 친화도가 높

을수록 주변에 이웃들에게 정보를 확산시키는 빈도가 크다는 것이다. 행위자  

가 정보 에 대해 지니고 있는 효용은 식(2)의 함수 값 로 제시되었다. 

이때 값 자체에 수용계층별로 지니고 있는 정보에 대한 친화도가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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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에 내생성의 문제로 인하여 정보에 대한 친화도는 제외되었다.  

 

다음으로는 정보확산의 빈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요인 가 반영되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정보를 이웃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사회, 정치, 경제적인 

요인에 해당된다. 주변 이웃들에게 특정한 제품이나 정보를 전파하면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하는 프로모션이 이에 해당되며, 정보자체의 효용과는 

상관없이 확산빈도를 높이는 모든 행위가 에 해당된다. 는 효용과 확산빈

도 사이의 조절변수로 도입되었으며 효용의 크기와 확산빈도가 비례관계는 있

지만 그 강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3.2.1.3 망각함수 

행위자들은 정보를 수용하여 일정시간 동안만 주위의 이웃들에게 정보를 확

산시킨다. 즉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보에 대한 관심이 환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은 정보를 수용하여 망각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

하는 망각함수로 표현되었다. 망각함수 는 행위자 가 정보 를 수용하여 

망각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망각에 소용되는 시간도 기본적으

로 정보의 효용에 비례하였다. 이것은 확산빈도 함수와 동일하게 식(2)의 함

수 값으로 반영되었다.  

 

추가로 정보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정보를 수용하는 시간이 길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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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가정되었다.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은 학습곡선 및 망각이론에서 그 

기반을 찾을 수 있다. 는 시간 동안  번째 사람이 정보에 노출된 

횟수를 의미한다. 는 정보  증가하는 망각시간을 의미한다. 

는 효용과 망각시간 사이의 조절변수로 도입되었다. 확산빈도와 동일하게 

효용의 크기와 망각시간 사이에 비례관계는 있지만 그 강세의 차이가 있기 때

문에 도입되었다.   

 

3.2.2 외부환경 네트워크  

외부환경은 행위자들이 형상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기반하여 설정되었다. 행

위자들 사이의 전파로 이루어지는 확산의 경우는 네트워크의 구조가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는 공통적으로 그

림1의 가정을 따른다. 표4는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특징에 기

반하여 가정되었다. 정보소통의 관점에서는 행위자들의 관계를 동등하게 가정

하고, 자기 자신에게 연결되는 링크(Self-edge)가 없는 것, 양방향에서 소통

이 가능한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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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통가정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관계는 총4가지 종류의 네트워크로 표현되었다; 위치

기반(Distance based), 작은 세상(Small world), 척도 없는(Scale free), 무

작위(Random). 위치기반 네트워크는 공간적인 제약하에서 형성되는 네트워

크를 대변한다. 사람들은 일정한 거리의 이내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기준 거리 이상의 사람들과는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이러한 특징

으로 인하여 높은 군집성(Clustering coefficient)를 보이지만 낮은 연결성

(Connectivity)를 보인다. 위치기반 네트워크는 통신 및 운송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립되어있는 

사회나 농촌 및 시골에 해당된다. 

 

 

 

구분 정의 

단순 그래프 

(Simple graph) 

이진적으로 노드(Node) 사이의 연결여부만 고려됨, 자기 자신

에게 연결된 링크(Self-edge) 가 존재하지 않음 

무방향 / 양방향 

(Undirected / 

Bidirectional) 

방향성이 고려되지 않은 그래프,  

양방향에서 정보전달이 가능 

연결된 그래프 

(Connected graph) 

모든 노드들이 유한 번의 경로로 연결됨,  

고립된 노드가 존재하지 않음 

비가중 그래프 

(Unweighted graph) 

링크들의 크기가 모두 동일함, 

관계의 강세를 고려하지 않고, 연결여부만 고려됨 



43 

 

 

 

 

[표 5] 네트워크의 종류와 가정 

 

작은 세상 네트워크는 연결성과 군집성이 모두 높은 그래프이다. 군집성이 

높은 고리 형태의 네트워크에서 낮은 비율로 링크를 재연결하여 지름길을 형

성한 것이다. 이러한 작은세상 네트워크는 오프라인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대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물리적인 제약에서 자유

로운 온라인상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이다. 연결성의 분포가 멱급수(Power 

law)를 따르는 그래프로 연결성이 극단적으로 높아 허브(Hub)역할을 노드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노드들로 구성되어있다.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대표적

인 사례는 온라인상에서 형성되는 SNS이다. 랜덤그래프는 무작위로 두 쌍의 

노드를 선택하여 링크를 형성하게 하는 알고리즘으로 생성되었다. 이러한 랜

네트워크 

종류 
정  의 조 절 변 수 적용 대상 

위치기반 

(Distance 

based) 

기준 거리 이내의 모든 행

위자들과 연결 
거리(Euclidean) 

공간적인 제약

을 지니고 형성

되는 네트워크 

작은 세상 

(Small 

world) 

고리(Ring) 네트워크에서 

일정한 비율로 지름길

(Shortcut)이 존재 

평균 연결횟수 

Connection per node 

지름길 비율/ 

Shortcut Ratio 

오프라인 상에

서 형성되는 네

트워크 

척도 없는 

(Scale 

free) 

Degree의 분포가 멱급수

(Power Law)를 따른다. . 

무차별 매개변수 

Scale free parameter 

온라인 상에서 

형성되는 네트워

크 

무작위 

(Random) 

임의의 두 점(Node)를 선

택하여 연결(Link)되게 함 

평균 연결횟수 

Connection per node 

비교기준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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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그래프는 특정한 상황을 대변한다기 보다는 다른 그래프들의 확산경향을 비

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3.2.3 정보의 속성 

정보의 속성은 6가지가 선정되었다. 각 속성들은 독립적인 속성과 다수의 

행위자들 사이에서 발현되는 의존적인 속성으로 분류되었다. 단독 효용과 수

용저항은 혁신의 확산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에 널리 도입되었다(Choi et al. 

2008). 이번 연구에서는 집단에서 상호작용으로 발현되는 의존적인 속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림 5]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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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보의 속성 

 

각각의 정보는 6가지의 성분을 지니고 있는 6차원 벡터로 정의 되어 식(2)

에 대입되었다. 단독 효용의 크기는 정보에 내재한 콘텐츠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보를 수용하였을 때 그 자체로 얻는 효용과 만족감을 대변한다. 수용저항은 

정보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인 비용, 소요되는 노력, 부정적인 태도 등

을 의미한다. 네트워크효과는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수용될수록 그 효용이 증

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만약 네트워크가 없는 정보라면(a=0) 수용자가 많

더라도 효용이 증가하지 않게 된다. 특정 정보는 지속적으로 노출될수록 친화

성이 증가하여 쉽게 수용된다. 이러한 속성을 표현하기 나타내었다. 앞선 네

트워크효과와 동일하게 반복효과가 없는 정보라면(b=0)노출되는 횟수가 많더

라도 정보수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의 환기효과는 정보에 

추가로 노출되었을 때 증가되는 기억시간을 의미한다. 확산유인은 정보의 형

태 및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변에 정보가 전파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

다. 내제된 콘텐츠는 동일하지만 정보가 전달되는 형태의 차의, 혹은 정보자

구분 정보 의 속성 개념 

독립적 

속성 

단독 효용  단일한 정보가 지니고 있는 효용 (품질 및 가치) 

수용 저항  정보수용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노력 및 심정적 저항 

의존적 

속성 

네트워크 효과  정보를 수용한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효용이 증가 

반복효과  반복해서 노출되었을 때 정보의 수용성이 증가하는 정도 

학습효과  정보에 추가로 노출되었을 때 증가하는 기억시간의 크기 

확산유인  정보의 효용과는 독립적으로 확산유인의 존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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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확산을 유인하는 요인이 있는 특징이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네트워크효과는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수에 비례하여 그 효용이 

증가할 때 이러한 현상을 네트워크 외부성 혹은 네트워크 효과라고 정의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컴퓨터 운영체계를 꼽을 수 있다. Metcalfe’s Law에 따르

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행위자의 숫자와 이로 인한 네트워크효과의 크

기는 제곱의 비례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제품, 서비스, 뉴스, 

등에서 영향력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Amiya Base는 네트워크효과의 유무

에 따라서 지불용의 가격이 3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제시하였다(Amiya 

Base et al., 2003).   

반복효과의 경우 심리학 혹은 광고학에서 연구된 현상으로 정보에 반복적으

로 노출될수록 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심리적 현상을 의미한다. Christie 

L. Nordhielm은 광고에 한번씩 추가로 노출될 때마다 1.27% 비율로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Margaret C. Campbell은 특정 브

랜드에 특정 브랜드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마다 우호적인 태도가 증가하는 

것을 제시했다 (Margaret C and Kevin).  

학습효과는 정보를 수용한 뒤에 추가로 정보를 학습하거나 정보에 노출되면 

그 기억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습효과는 정보를 학습하는 

횟수와 학습하는 간격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 Zielske는 광고에 지

속적으로 노출되면 광고의 기억시간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

다. 또한 동일한 횟수의 광고에 노출되더라도 그 간격에 달라짐에 따라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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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달라진다는 것도 제시하였다. Zielske의 연구를 기반하여 (정보 전달 

간격)/4주*20%씩 정보의 기억시간이 증가한다는 식을 유도하였다.  

확산유인은 정보의 형태나 외부적인 유인에 의해서 특정 개인의 확산빈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확산유인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 받게 

된다. Jihie Kim and Jaebong Yoo은 트위터의 내용은 감정적인 측면에 의해

서 이것을 접한 개인들의 retweet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Yang 

jian은 retweet을 정보가 확산되는 메커니즘의 일종으로 정의하였으며 흥미나 

오락위주의 엔터테이먼트 같은 트윗이 시사 및 정치적인 내용보다 5배정도 

더 많이 언급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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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모형 

3.3.1 모형설명  

 

[그림 6]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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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가정들을 기반하여 연구모형은 Anylogic 7.2 버전을 통해서 

설계되었다. Anylogic 7.2는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데 특화된 프

로그램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모형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앞서 소개한 가정들이 정보를 수용하

는 행위자의 행동은 세가지 가지 상태로 분류되었다.  

특정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의 전이(Transition)는 네 가지 옵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비수용 상태는 정보의 존재자체를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비수용 

상태에 있는 행위자는 자신과 링크를 형성하고 있는 이웃으로부터‘정보’라

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면 정보노출 상태로 전이(Transition)된다. 이러한 

전이를 메시지로 인한 전이라고 정의하며 특정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면 이루

어진다. 정보노출상태는 행위자가 정보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아직 정보를 수

용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때 행위자는 앞서 정의한 효용함수로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효용함수 값이 한계 값을 초월하면 수용상태로 전이되게 하였

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수용을 포기하고 다시 비수용 상태로 전이되게 하였다. 

이처럼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전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조건에 의한 

정의한다. 정보수용상태에서는 행위자들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정보를 확산시

키게 된다. 이때 정보를 확산시키는 빈도는 앞에서 정의한 확산빈도함수로 정

의되었다. 이처럼 일정 시간간격을 기준으로 반복되는 행동을 비율에 의한 전

이라고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용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보망각상

태로 전이되었다. 정보를 수용하여 망각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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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정의하였다. 정보를 망각한 이후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서 실험

되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보를 망각하면 초기상태인 비수용 상태로 전이

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확산경향이 무한히 반복되게 된다는 특징이 존

재한다. 두 번째는 정보를 망각한 이후에 행위자들이 비수용 상태에 머물게 

한 것이다. 이때는 비교적 명확하게 확산의 총 소요시간과 시스템 내에서 정

보가 존재한 시간을 분석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3.3.2 전이방법 

[표 7] 단계별 전이방법 

전이 방법 (Transition 

option) 
설명 사례 

조건에 의한 전이  

(Condition Triggered 

Transition) 

조건이 참(Ture)이

라면 

발생하는 전이 

효용함수가 를 만족할 

때 

정보노출 상태에서 수용상태로 전

이 

비율에 의한 전이 

(Rate Triggered 

Transition) 

일정한 비율이나 

빈도마다 사건이 발생 

 빈도로 주변에 정보 전

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이 

(Timeout Triggered 

Transition) 

정의된 시간이 지

나면 사건이 발생함 

망각함수   시간이 지나면 

수용상태에서 비수용 상태로 전이 

특정 메시지에 노출에 의한 

전이 

Message Triggered 

Transition 

메시지를 전달받으

면 사건이 발생함 

주변의 이웃에게 정보를 전달 받

으면 

비수용 상태에서 정보노출 상태로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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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용상태에서는 행위자들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정보를 확산시키게 된다. 

이때 정보를 확산시키는 빈도는 앞에서 정의한 확산빈도함수로 정의되었다. 

이처럼 일정 시간간격을 기준으로 반복되는 행동을 비율에 의한 전이라고 정

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용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보망각상태로 전이

되었다. 정보를 수용하여 망각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망각함수로 정의

하였다. 정보를 망각한 이후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실험되었다. 첫 번

째 시나리오는 정보를 망각하면 초기상태인 비수용 상태로 돌아가게 한 것이

다. 이러한 경우 확산경향이 무한히 반복되게 된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두 번

째는 정보를 망각한 이후에 행위자들이 비수용 상태에 머물게 한 것이다. 이

때는 비교적 명확하게 확산의 총 소요시간과 시스템 내에서 정보확산 경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보를 망각한 이후에 

비수용 상태로 머물게 한 뒤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정보의 확산은 두 가지 기

준으로 측정되었다. 첫 번째는 최고점의 위치를 이용하여 정보확산의 속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간에 변화에 따른 정보를 수용한 사람의수 변화를 

관측하였다. 두 번째는 해당정보의 총 관심도를 측정하였다. 이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정보수용자수의 그래프의 면적에 해당한다. 정보의 관심도는 얼

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정보를 수용했는가로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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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초기조건 

정보가 시스템에서 확산될 때는 시스템에 정보를 전파시키는 시발점 역할을 

할 행위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용자의 수와 그 종류를 초기조건이라고 정의

한다. 첫 번째는 초기조건은 초기 수용자의 수를 다르게 한 것이다. 초기 수

용자의 수는 정보를 전파시키기 위해 혁신발의 계층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증

가시키는 방법으로 현실에서 적용된다. 이들의 중요성은 얼리 어답터의 존재

가 혁신확산의 성공여부와 직결된다는 연구(Fichman. 1992)와 아이스 버킷 

챌린지의 성공요인이 연예인을 통하여 초기에 많은 수용자들이 참여하게 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Wang and Shiyao., 2015 ). 초기 수용자의 기본값은 

한 명으로 앞으로 제시될 모든 실험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초기 수용자의 

수는 한 명이다. 

두 번째 초기조건은 일반정보수용자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는 바람잡이를 통

해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바람잡이는 SNS, 포탈 블로그가 가지

는 영향력이 강해짐에 따라 의도적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정보를 퍼

뜨리는 계층을 의미한다. 바람잡이 마케팅은 의도적으로 댓글을 조작하거나, 

소비자들이 중립적이라고 간주하는 매체로 편향적인 정보를 퍼뜨리는 방법으

로 이루어진다. 포탈에서 댓글이 정보수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연구되었다 (김유미, 선유화 2006). 모형에서는 바람잡이는 연결된 모든 행

위자들에게 정보를 퍼뜨리며 정보를 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보를 확산시키

는 계층을 의미한다. 바람잡이의 기본값은 0명으로 모든 실험에서 특별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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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없으면 바람잡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정되었다.   

 

[표 8] 시뮬레이션 변수 

시뮬레이션 변수들 3.2.3행에서 제시된 선행연구를 기반하여 그 값이 조정되었다.  

 

구분 변수 설명 값/범위 

행위자 

인구 시스템에 존재하는 행위자의 수 1000명 

초기 수용

자의 수 
처음으로 정보를 확산시키는 행위자 

0.001 ~ 

0.01 % 

바람잡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확산시키는 행위자 0.001~ 1% 

정보특징 

단독 효용 정보가 내재하고 있는 값 
2.0 ~ 4.5 

(기준) 

수용 저항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노

력 
normal(3,1) 

네트워크 

효과 
수용자의 수와 비례해서 증가하는 효용 0.003 

반복 효과 
전달받은 정보의 수와 비례해서 낮아지는 수

용기준 
1.27% 

주의 환기

효과 

전달받은 정보의 수와 비례해서 길어지는 수

용시간 
0 

확산효과 확산의 장려하는 유인의 여부 1.00 ~ 3.00 

네트워크 

평균 연결

성 
전체링크 수/(행위자수*2) 3 ~ 10 

이웃과 연

결 비율 
인접한 행위자와 노드를 형성할 비율 95~99.5 % 

링크형성 

거리 
링크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는 거리 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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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및 해석 

4.1 실험소개 

3장에서 설계된 모형을 기반하여 총 4가지 시뮬레이션 실험이 수행되었다. 

각각의 실험에서 조작변인을 제외한 통제변인들은 표8에서 정의된 값으로 대

체되었다. 조작변인들은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그 크기가 변화할 때 전체적인 

확산경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되었다. 종속변인으로는 최고점에 도달하

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다수의 사람에게 정보

가 수용되었는지를 의미하는 정보의 관심도가 선정되었다. 얼마나 빠르게 최

고점에 도달하는지를 통하여 확산 속도를 추정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수용자

수의 변화 그래프의 넓이를 통하여 정보의 관심도를 추정하였다. 

 

[표 9] 시뮬레이션 실험 변인 

 

 

 

구분 설명 조작변인 (매개변수) 종속변인 (확산경향) 

실험1 행위자들의 이질성과 정

보확산 

행위자들의 이질성  

확산속도 

(최고점 도달시간) 

 

정보의 관심도 

(넓이) 

실험2 네트워크구조와 정보확

산 

네트워크의 기하학적 구

조 

실험3 초기조건과 정보확산 초기수용자, 바람잡이의 

수 

실험4 정보의속성과 정보확산 정보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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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행위자의 이질성과 정보확산 

 

[그림 7] 행위자의 이질성에 따른 확산경향 비교 

 

4.2.1 행위자들의 이질성이 없는 경우 

첫 번째로 행위자들의 이질성과 정보확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행

위자의 이질성은 행위자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저항으로 표현되었다. 

이질성이 없는 경우는 저항의 분산이 0으로 모든 행위자들이 동일한 저항을 

지니고 있도록 설정되었다.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저항의 분산이 1로 행

위자들의 저항이 확률분포를 따르게 하여 이질성을 표현하였다. 행위자들이 

이질성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정보가 확산되다 최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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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마치 고원 모양의 확산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의 경우는 정보의 효용이 달라짐에 따라 정보의 관심

도가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 정보의 효용이 2.0일 때의 관심도를 1이

라고 하면 정보의 효용이 3.0일 때의 관심도는 120 정보의 효용이 4.0일일 

때 관심도는 276이 되었다. 즉 행위자들의 이질성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효용 값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확산이 변화한다는 것이 관측되었다. 행위자의 

이질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최고점이 아닌 평탄한 부분이 시작되는 시점

을 실질적인 최고점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4.2.2 행위자들이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질성이 존재할 경우 정보의 효용과 확산속도의 상관관계는 이질성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여 덜 민감하였다. 또한 특정한 기준점을 전후로 정

보의 관심도가 극단적으로 변화하였기에 확산속도와 관심도의 선형적인 관계

를 언급하기에 논리적인 비약이 존재하였다. 이질성이 존재할 때 효용에 따라

서 극단적인 확산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행위자들이 지니고 있는 수용기준이 

동일하였기에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특정 행위자에게 수용되는 정보는 

인접한 모든 행위자에게 수용되며 특정 행위자에게 수용되지 않은 정보는 인

접한 거의 모든 행위자들에게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는 개인의 정보수용이 집단의 정보수용에 직결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

자의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 정보가 확산되어 최고점을 지난 후에 곧바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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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는 모든 그래프가 대칭적인 종

모양의 형태로 그려졌다. 이러한 확산에서는 최고점의 위치를 통하여 정보확

산의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효용이 크기가 커짐에 따라 최고점의 위치가 좌

측 상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것은 정보의 확산 속도가 가속화 

된 것뿐만 아니라 단위 시간당 정보를 수용한 사람의 수가 증가한 것을 의미

한다. 정보의 상대적인 관심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효용의 크기가 2.0일 

때 관심도가 1이라면 효용이 3.0이되면 관심도가 1.8 효용이 4.0이되면 관심

도가 2.3이 되었다. 이를 통해 효용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관심도가 증

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행위자의 이질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효용이 확산

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특정 개인에게 수용

되는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는 수용되지 않을 정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

위자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수용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에 급격한 확산이 이루

어지지도 않고 동일한 맥락에서 아무리 효용이 낮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확산

은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결국 행위자의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 확산

의 효율성은 감소하였지만 다양성은 보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실 

세계에서는 행위자들이 이질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후에 실험에서는 기본적으

로 행위자들의 저항의 분산 값이 1인 상태로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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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네트워크구조와 정보확산 

 

 

 

 

 

 

 

[그림 8] 네트워크 구조와 정보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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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작은 세상 네트워크  

실험2에서는 네트워크구조의 기하학적인 변화에 따른 정보확산경향 변화를 

살펴보았다. 총 3가지 네트워크구조가 실험에서 사용되었다. 작은 세상 네트

워크의 경우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연결성을 대변하기 위해 도입되

었다. 모든 네트워크에서 평균연결성은 3으로 선정되었다. 지름길이 비율이 

극도로 낮을 경우에는 확산경향이 매우 오래 지속되었지만 단위시간 동안 확

산되는 정보의 매우 작았다. 지름길 비율이 2%일 경우 확산그래프의 최고점

에 도달하기까지 약 125일이 소요되었다. 결국 가늘고 긴 형태의 정보확산 

그래프가 형성된 것이다. 지름길 비율이 5%를 넘어가게 되면 최고점에 도달

하기까지 약 50일이 소요되었다. 지름길 비율이 커짐에 따라 확산 그래프의 

높이가 높아지고 길이가 짧아지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5% 이상의 

지름길 비율에서는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변화하지 않았고, 최고점의 높

이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 관측되었다. 그래프의 옆에 동일한 색으로 표기된 

숫자는 정보의 관심도의 상대적인 크기를 표시한 것이다. 초기에 극도로 연결

성이 낮을 때에는 지름길 비율이 변화하면 20%정도 관심도가 증가하였지만 

이후에는 관심도가 차이가 거의 없게 되었다.  

 

4.3.2 위치기반 네트워크 

위치기반 네트워크도 작은 세상 네트워크와 비슷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링

크형성 기준 거리가 작아질 때는 얇고 긴 형태의 확산이 관측되었다. 기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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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커짐에 따라 그래프의 경사가 가팔라지고 확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지기 시작되었다. 정보에 대한 관심도는 기준거리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양상

이 확인되었다. 또한 특이하게 그래프의 평탄한 구간이 관측된 것도 위치기반 

네트워크의 특징이었다. 또한 매 시행마다 그래프의 이질성이 크게 관측되었

다.   

4.3.3 척도 없는 네트워크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허브의 숫자가 변화함에 따라 확산속도와 정보의 관

심도가 모두 변화한다는 특징이 관측되었다. 허브(Hub)역할을 하는 행위자의 

숫자가 한명일 때는 가늘고 긴 모양의 확산그래프가 관측되었다. 허브의 숫자

가 늘어남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들과 유사하게 확산경향이 가팔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네트워크들과는 차별적으로 정보의 관심도가 허브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허브 역할을 하는 

행위자가 다섯 명이면 한명일 때보다 정보의 관심도가 약 두 배정도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네트워크의 종류에 상관없이 기하학적인 변화는 정보확산 속

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으로 규칙적인 그래프가 무작

위적인 형태로 변화될 때 가중되었다. 하지만 전체 시스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보를 수용하였는지를 의미하는 정보의 관심도는 오직 무차별 네트워

크에서 허브의 숫자변화에만 영향을 받았다. 위치기반과 작은 세상 네트워크

에서는 기하학적인 구조가 변화하여도 정보의 관심도는 거의 불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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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초기조건과 정보확산 

 

[그림 9] 초기조건과 정보확산 

 

4.4.1 초기수용자의수  

초기 수용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가 평행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

다. 초기 수용자의 수가 전체인구의 5%(50명)일 때는 최고점에 도달하기까

지 약 35일 소요되었으며 초기 수용자의 수가 전체인구의 0.1%일때는 최고

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80일 소요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보의 관심도는 

초기 수용자의 숫자와는 무관하게 모든 그래프에서 비교적 동일한 값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초기 수용자의 숫자는 정보의 확산시간만을 단축시키며 전

체 확산되는 사람의 숫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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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바람잡이의수  

바람잡이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바람잡이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바람잡이가 1명일때는 최

고점에 도달하기까지 80일이 소요되었으며 바람잡이가 5명일때는 40일이 소

요되었다. 정보의관심도 측면에서는 바람잡이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보의

관심도가 미량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그 크기가 미약하였다. 따라서 

바람잡이도 초기수용자와 동일하게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바람잡이도 단순하게 정보의 확산시간만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속성과 무관하게 행위자의 숫자 변화

는 확산의 속도에만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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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보의 특징과 확산 

 

 

 

 

4.5.1 네트워크효과와 확산  

네트워크효과는 수용자의 수에 비례하여 효용이 증가하는 크기이다. 네트워

크효과가 0.001일 경우 1000명이 정보를 수용하게 되면 1만큼의 효용이 증

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실험에서 정보의 기본효용의 크기는 2로 정

해졌기에 네트워크효과의 계수가 0.001일 때 네트워크효과로 인하여 최대로 

증가하는 효용의 크기는 5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효과는 확산속

[그림 10] 정보의속성과 정보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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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정보의 관심도 모두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었다. 초기 네트워크효과의 

계수가 커짐에 따라 최고점에 이르는 속도가 조금 느려진 것이 확인되었다. 

네트워크효과의 계수 0.001일때는 90일에서 최고점이 형성되었고 네트워크효

과의 계수가 0.002일일 때 110일에서 최고점이 형성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에는 정보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하였다. 따라서 이시기에는 

최고점에 이르는 속도가 느려진 것이 아니라 최고점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최고점의 존재위치가 상대적으로 뒤쪽에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최고점에 도달

하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후 네트워크효과의 계수가 

커짐에 따라 최고점의 위치가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래프에서 최고점의 

동향이 처음에는 최고점이 앞쪽에 형성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잠시 뒤로 후퇴

하였다가 다시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

크효과의 영향력은 네트워크효과 계수가 0.004부터는 그 영향력이 수렴하게 

되어 계수가 0.005, 0.006이 되어도 그래프의 확산경향의 변화에는 거의 양

향을 주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효과는 정보의속성에 내재된 요인들 

중 가장 영향력이 강하였다. 네트워크효과는 다른 요인들과는 차별적으로 효

용을 증가시켰고 이로 인하여 수용, 확산, 망각 등 모든 요인에 영향을 미쳤

기에 확산에 타 요인들과 비교하여 강한 영향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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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반복효과와 확산 

반복효과는 정보를 반복하여 수용하였을 때 수용저항이 낮아지는 정도를 의

미한다. 반복효과의 계수가 0.01이면 정보를 1번 추가로 전달받으면 수용저

항이 1%감소하는 모형이다. 초기 반복효과가 증가할 때에는 그래프가 수직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초기에는 확산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최고점의 값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복효과의 

계수가 0.01에서 0.04로 증가하는 동안 모두 최고점의 위치는 100일 주변에

서 형성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정보의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01일 

때 상대적인 정보의 관심도가 1이라면 0.04이면 정보의 관심도가 1.3으로 약 

30%가 증가하였다. 반복효과의 계수가 0.05가 되면서 그래프가 앞으로 전진

하게 된다. 최고점의 형성위치가 60일로 급격하게 단축되게 된다. 또한 이 시

기에는 상대적인 정보의 관심도는 1.4로 이전보다 약 10%가 증가하게 된다. 

반복효과의 계수가 0.06이되어도 이전과 동일하게 최고점은 60일 부위에서 

형성되며 최고점의 위치가 높아질 뿐이다. 또한 정보의 관심도는 0.05일때와 

비교하여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0.05에서 반복

효과의 임계점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해석하면 정보에 추가로 

노출되었을 때5%정도 수용저항이 낮아지게 되면 정보를 확산 속도와 정보의 

관심도가 모두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요인들과는 다르게 영

향력의 임계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반복효과의 경우는 이진적으로 특정한 기준

만을 초과하면 더 이상 확산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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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반복효과는 그 영향력은 계수의 크기에 비례하여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용기준 문턱을 초월여부에 따라서 영향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4.5.3 확산효과와 확산 

확산효과는 정보를 수용하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정보를 확산시킬 때 그 확

산빈도가 증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내 이웃에게 정보를 퍼뜨리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확산효과의 계수가 0.01이면 하루에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5번씩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산효과가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는 점진적으로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최고점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었다. 

확산효과의 계수가 0.01일때는 최고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80일이 소요되었지

만 확산효과가 0.05이면 최고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40일이 소요되었다. 정보

의 관심도 측면에서도 확산효과의 계수가 0.01일 때 상대적인 정보의 관심도

가 1이었다면 확산효과의 계수가 0.05이면 상대적인 정보의 관심도는 1.3으

로 약 30%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계수의 크기변화에 비례하여 증가

하는 추세를 보였다.  

 

4.5.4 주의환기효과와 확산 

주의환기효과는 정보에 많이 노출될수록 정보를 기억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효과를 의미한다. 주의환기효과의 계수가 0.01이면 정보를 기억하는 시간이 

1%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고점의 위치는 주의환기효과가 커짐에 따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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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하여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주의환기효과가 커짐에 따라 정

보의 확산속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주의환기효과의 계수가 0.01이면 최

고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80일이 소요되었고 계수가 0.05가 되어도 최고점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동일하게 80일이 소요되었다. 주의환기효과는 

다른 요인들과는 다르게 그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확산 그래프의 꼬리가 길어

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른 요인들은 최고점을 지나면서 감소되는 경향이 

유사하였다. 하지만 주의환기효과의 경우는 최고점을 지난 후에 기하급수적으

로 정보수용자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수준의 높이를 유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되었다. 또한 주의환기효과의 계수가 0.03이상 일 때는 

정보가 처음으로 시스템에 점유된 지 200일이 지나도 수용자가 존재하는 것

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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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함의점 

5.1 최적의 확산방법 

4장에 제시된 결과를 통하여 이질성, 네트워크의 구조, 외부요인, 정보의 속

성으로 인하여 확산경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보는 목적에 따라

서 단기간에 빠른 확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확산 속도가 느리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시스템에 점유되는 것이 중요한 정보도 있다. 표9를 통하여 정보의 

확산 목적에 최적화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표 10] 정보확산을 위한 최적의 시나리오 

단기간에 급속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질성이 낮은 환경에서 

확산이 발생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구사회학적으로 동일한 관심사를 지니고 

있는 계층에서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산되는 환경은 척

도 없는 네트워크로 선정되었다.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온라인 상에서 형성된 

SNS와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빠른 확산을 위해서는 외부요인도 필요하였다. 

정보의 속성 중에서는 네트워크효과가 클수록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구분 이질성 네트워크 외부요인 정보의 속성 

모형1 

빠른 확산 

(정보의 홍수) 

낮음 

(분산 = 0) 

척도 없는 

네트워크 

초기수용자 

바람잡이 
네트워크 효과 

모형2 

느린 확산 

(오랫동안 점유) 

높음 

(분산 = 1) 

위치기반 

작은 세상 
없음 주의환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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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실제 정보에서는 정보의 효용이 사용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하

여 증가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정보 수용자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효용이 증

가하게 되는 간접적인 네트워크효과로 존재한다. 종합하면 온라인상에서 유사

한 계층을 통하여 네트워크효과가 큰 정보가 전파되면 되면 단시간에 폭발적

인 확산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NS에서 형성되는 관계는 인적

인 네트워크에 기반하였기에 관심사나 인구사회학적으로 유사한 계층을 중심

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로 인하여 결론적으로 SNS에서는 동질성이 높

은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은 최

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대한항공 회항사건5이 사건들이 SNS 통하여 급

속하게 확산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랫동안 정보를 시스템에 점유시키기 위해서는 이질성

이 높고, 행위자들의 관계가 작은 세상이나 위치기반 네트워크 환경에서 확산

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의환기효과가 높은 정보가 오랫동안 시스템에 점

유되는 경향이 보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오프라인에서 대중들의 입소문을 통

해서 전파되는 제품 홍보에 해당한다.  

                                            

 

 
5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한항공 항공기 일등석의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하

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이 밝혀져 많은 사람의 공분을 불렀다. 국제사회에서 ‘땅

콩게이트(nut gate)’로 회자되면서 한국 재벌들에 대한 비아냥을 만들

어냈다(한경 경제용어사전, 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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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촛불집회와 정보확산  

4.3의 결과를 통하여 확산되는 환경에 의해서 확산속도와 정보의 관심도가 

달라진다는 것 확인하였다. 특히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서는 허브의 숫자가 늘

어남에 따라 정보의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총 관심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

었다. 이러한 척도 없는 온라인 상에서 형성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연결 구조가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고 있다(Barabási, 

2009).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확산은 기존의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는 다른 파급력을 보였으며 이러한 파급력이 이슈가 된 것은 2002년 국민적

인 이슈가 되었던 촛불집회 참여이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촛불집회 6의 

파급력은 인터넷을 통하여 관련 정보가 전파된 것이다(김영미 et al, 2009).   

 

                                            

 

 
6 “2002년 6월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압사한 여자 중학생의 죽음에 대한 

사인 규명과 추모를 위해 11월에 처음 열린 한국의 대표적인 평화적 

시위이다. 이후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이슈와 사회적인 문

제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후 2004년 노문

현 대통령 탄핵,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2014년 세월호 특별법 

관련 촛불시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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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매체의 이름과 매체속성 및 특징 (KADO, 2009) 

 

오프라인에 기반한 정보는 시문방송과 대면전화를 꼽을 수 있다. 이중 신문

방송은 정보 생산자와 정보수용자 사이에 중계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중계자

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지 않으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

고 있다. 전화나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확산도 그 영향력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확산 속도측면에서는 대중매체에 비해서 크게 뒤쳐지기에 촛불시위처

럼 적시성이 중요한 정보의 확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온라인에 기반하여 정보확산이 이루어지는 매체는 개개인 사이의 이메일, 

커뮤니티, SNS, 인터넷 포탈에서 제시되는 뉴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인

터넷 포탈은 방송과 신문이 지니고 있었던 중계자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정보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이외의 매체들은 유저들끼리 형성

한 커뮤니티, SNS등은 유저들끼리 직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기에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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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권력에 대하여 중립적인 상태에서 많은 유저들의 선택을 받은 정보가 널

리 확산되게 된다.  

[표 12] 촛불집회 참여에 영향을 미친 매체(KADO, 2009) 

 

오프라인 매체는 촛불집회 참여에 24.8%의 영향력을 보였다. 온라인을 통

한 정보확산으로 75.2%의 영향력을 부가하였다. 이중 중계자가 존재하는 인

터넷 신문의 영향력은 14.8%을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60.4%는 온라인 상에

서 유저들끼리 직접 정보를 전파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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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토론 연결망의 구조(KADO, 2009) 

그림 15을 통하여 사용자들이 정보를 수용하는 매체는 다양한 매체로 이루

어졌지만 실제 토론이 이루어지는 환경은 면대면 환경 혹은 전화로 이루어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보에 노출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포괄하는 다양한 매체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정보가 토론되어 사회적으로 표

출되게 되는 것은 결국 물리적인 관계에 기반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특정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

한 정보확산이 효율적이며 이러한 정보가 실제의 참여와 운동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관계에 기반한 확산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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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질성과 확산되는 정보의 다양성 

5.1절에서 행위자의 이질성이 달라짐에 따라서 확산경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하여 모든 행위자가 동일한 수용 기준을 가

질 때, 즉 이질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확산되는 정보의 다양성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는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정보는 시스템전역에 

널리 확산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거의 확산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와는 대조적으로 행위자의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확산되는 정보의 다양성

이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때는 특정을 기준으로 확산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면 정보의 효용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보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는 수많은 행위자들이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다. 앞선 시뮬레이션 연구

를 통하여 가상으로 이질성에 따른 확산 경향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번 절

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실제 사회에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의 

이질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표9에서 정리되었다.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질

성이 판단되었다. 농촌이나 교외 지역의 경우는 비슷한 형태의 삶을 영위하기

에 동질성이 강하다(이재열 2006).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단일한 문화와 

종교를 공유하는 사회는 여러 민족이 각자의 문화와 종교를 영위하고 하는 사

회보다 동질성이 크며 정치구조, 고용구조 등도 사회의 이질성을 판단하는 기

준이 될 수 있다(Hubpag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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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사회의 이질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림 12] 전세계 이질성 지도(Washington post, 2013) 

 

그림 10은 전세계 국가를 이질성의 크기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이질성을 

정의하는 기준은 민족학적인 동질성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프리카

가 가장 이질적인 사회이다. 북미지역과 남미지역의 국가들도 비교적 이질성

이 큰 사회였다. 한국과 일본은 유럽과 더불어 가장 동질성이 높은 사회로 선

정되었으며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도 동질성이 높은 사회로 선정되었다. Max 

기준  동질성 강한 집단 이질성 강한 집단 

지역 농촌 도시 

민족 단일민족(일본) 다민족(미국) 

문화 단일문화(인도) 다문화(미국)  

종교 국교(아랍)  종교자유국가(미국) 

정치 사회주의(중국)  민주주의(미국)  

고용구조 평생고용  고용유연성(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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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는 사회의 동질성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가 양의 상관관

상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은 사회의 동질성을 유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1인당 국내총생산을 보여준다는 특이성이 보인

다.  

 

 

[그림 13] 전세계 기술수용 속도지도 (Dawn Nafus, 2007) 

 

확산속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Dawn Nafus가 제시한 국가별 기술수용 속도

지도를 이용하였다. Dawn Nafus는 신기술이 도입되는 속도를 이용하여 그림

을 그렸다. 그 결과 비교적 동질성이 높은 한국과 유럽에서 빠른 기술수용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기술이 가장 많이 개발되는 미국의 경

우는 정작 신기술 수용은 매우 느리게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질성이 큰 남미 지역에서 기술수용이 빠르게 발생한 것도 특이적이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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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회의 동질성이 커질수록 기술 수용속도가 빨라지며 이러한 경향은 

1인당 국내총생산이 높은 국가로 한정할 때 더욱 뚜렷해졌다(Dawn Nafu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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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바이럴 마케팅에서 초기조건의 중요성 

Liu는 바이럴 마케팅7을 위한 바이럴 광고영상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초기에 얼마나 많은 

시발점에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이 바이럴 광고영상의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5.4절에서 제시한 초기수용자나 바람잡이가 

정보의 확산을 가속화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바이럴 광고영상이 네트워

크효과를 지니고 있는 정보라면 초기에 빠른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어 일정 수

준이상의 수용자수를 유지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네트워크효과로 인하여 정

보의 효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그 이후에는 초기수용자나 바람잡이

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없더라도 자발적인 정보확산이 가능하게 된다.  

                                            

 

 
7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누리꾼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

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

해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바이럴 마케팅은 2000년 말부터 확산되면

서 새로운 인터넷 광고 기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기업이 직접 홍

보를 하지 않고 소비자의 이메일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광고

라는 점에서 기존 광고와 다르다. 입소문 마케팅과 일맥상통하지만 전

파하는 방식이 다르다. 입소문 마케팅은 정보 제공자를 중심으로 메시

지가 퍼져 나가지만 바이럴 마케팅은 정보 수용자를 중심으로 퍼져 나

간다(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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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바이럴 광고 확산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 추정(Liu, 2012) 

 

바이럴 마케팅은 기존의 입소문 마케팅과는 다르게 기업이 주도적으로 광고

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확산을 통해 정보의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통념이 존재하였지만 초기에는 기업이 일정수준의 노력을 

하여서 일정한 수준의 수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효과가 강한 정보라면 초기에는 자생적으로 확산될 수 없지만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전반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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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정보의 형태와 확산 

 

[그림 14] 서유럽 지역의 온라인 광고의 형태별 점유율(Pwc, 2014) 

 

2009년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광고 중 그 형태가 사진인 것이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광고는 이미지 형식의 팝업 창을 통하

여 손쉽게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초기에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Pwc, 2014). 사진형식의 광고는 그 내용은 신문이나 

잡지로 전달되는 광고와는 동일하였고 광고가 노출되는 환경이 온라인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미지형태의 광고의 비율을 줄어

들고 그 감소분이 동영상 형태의 콘텐츠로 이전되었다. 2009년 10%였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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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형태의 광고는 2014년 25%로 증가하였다. 앞서 이미지 형태의 광고와

는 다르게 온라인상에서 시청되는 동영상은 기존의 텔레비전으로 시청되는 정

보와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텔레비전으로 시청되는 광고의 표준은 15초와 30

초이다(김승인, 2000).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티비 광고는 직관적으로 특정

한 메시지만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터넷 

망을 통해서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광고를 생략하거나 시청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 결과 직관적인 메시지 

전달에 한정되었던 텔레비전 광고와는 다르게 다양한 콘텐츠를 광고에 내재화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바이럴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해당제품에 대한 정보보

다는 흥미 위주의 광고가 제작되어 온라인 상에서 확산될 수 있었다. 온라인

을 통한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광고와는 다른 형태의 광고들

이 제작될 추세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정보의 속성을 내재하게 하여 의도적인 확산을 경향을 구현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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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행위자, 네트워크, 정보의 속성을 이용하여 확산모형을 설

계하였다. 모형의 이론적인 배경은 전염병확산 알고리즘으로 입소문으로 정보

정 퍼질 때 총 5가지의 단계: 초기조건, 접촉, 수용, 확산, 망각으로 이루어진

다고 가정되었다. 영향을 주는 요인은 행위자, 네트워크, 정보의 속성으로 분

류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을 시뮬레이션 하여 정보가 입소문을 

통해 확산될 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산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행위자들의 이질성이 낮을 경우소수의 정보에서는 빠른 확

산이 일어나고 대다수의 정보는 확산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승자독식현상이 발

생하였다. 이질성이 큰 경우에는 확산속도는 느리지만 확산되는 정보의 다양

성이 보장되었다. 네트워크의 기하학적인 변화는 확산 속도에 영향을 주었지

만 전체 정보 수용자의 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서 허브

의 숫자였다. 초기조건은 확산 속도에만 영향을 주었다. 정보의 특징은 확산

속도와 전체 수용자의 숫자에 모두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중 네트워크 효과의 

영향력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정보의 목적에 따른 최적의 확산 시나리오를 제

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사회적, 경영학적인 함의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시뮬레이션 실험과 모형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사회가 다원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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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확산에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 연구에서 제시된 다중 

행위자기반 확산모형의 장점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미루

어 후속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 모형의 활용이 기대된다.  

 

6.2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네트워크, 정보의 속성에 대한 가정을 기반하여 확

산 모형을 설계하였다. 시뮬레이션 모형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요인들을 내재

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 복잡한 모형은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

각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타당성에 대한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모형에 근간에 되는 가정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시뮬레이션 환경과 현실과의 괴리를 줄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 모형에서 행위자의 정보확산 메커니즘은 이질적으로 5가

지 단계로 표현되었으며, 행위자들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효용함수는 효

용, 저항, 네트워크효과가 고려된 선형함수형태로 가정되었다. 이러한 가정들

은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효용함수와 알고리즘으로 보완될 수 

있다. 또한 이번 모형에서는 일반 행위자, 바람잡이로 총 2가지 종류의 행위

자가 존재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종류가 다양화하여 사회의 복잡

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가정된 네트워크는 이진적으로 행위자들의 연결여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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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였고 정보가 소통되는 방향도 쌍방향(무방향)이라고 가정되었다. 향후

의 연구에서는 행위자들의 연결 강도를 차별화 할 수 있으며 정보의 소통 방

향도 방향성이 있게 가정하여 현실의 복잡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낳아가 이론적으로 가정된 네트워크가 아닌 실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유저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구조를 시뮬레이션에 도입하면 

타당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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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그림 부록 1.1) 행위자에 대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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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1.2) 연구모형 – 초기조건 (초기수용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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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1.3) 연구모형 – 정보확산 시작 (빨강: 확산상태, 파랑: 망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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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1.4) 연구모형 – 정보확산 진행 (빨강: 확산상태, 파랑: 망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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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y are certain social phenomena, such as the ALS Ice Bucket 

Challenge, quickly forgotten following sudden spikes in popularity, while 

others spread slowly and have longer lifespans? In this research, we aim 

to analyze the impact of network topology, initial conditions and 

information attributes on the diffusion rate and diffusion quantity through 

simulation. In order to account for the dynamic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spread, agent-based model designed, that describes the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and the variations in human behavior. As 

the spread mechanism of information is similar to that of epidemics, this 

agent based model describes the process of“information infection”in 

three-compartments: Adoption, Diffusion, and Forgetting. Also to 

investigate role of network, four types of network structure introduced 

to the model. Simulations revealed that network types and attribute of 

information survivability significantly affected on information spread 

trend. These results help in understanding the rapid sharing and 

forgetting of information on network. 

Keyword: Information dissemination, Network topology, Multi agent 

based simulation, epidemic sprea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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