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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간은 천성적으로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람이 속한 단체(그룹)을 

분석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행동 패턴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Meetup 이라는 미국의 소모임 

사이트에서 226,922 개의 그룹과 5,363,658 명의 그룹원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진행한다. 그룹 자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결과, 

그룹 중 구조적 공백에 가까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구성원의 관심사가 다양하고, 후원사가 있거나 가입비 없이 무료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으며, 해체되지 않고 오래 운영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룹간의 관계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이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를 분석했을 때 카테고리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룹 관계 분포가 다르며, Photography, Tech, Career and Business 

카테고리의 그룹들은 군집을 이루고, Socializing 카테고리는 그룹 

사이를 잇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통해 

Socializing 은 유저들의 범용적인 관심사이며, 군집 카테고리 그룹의 

유저들은 동일한 카테고리 그룹으로 재가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과거 인간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소셜 

데이터 연구와는 달리, 그룹 초점에서 특징과 관계를 분석하고 

인간의 행동 패턴 또한 예측 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요어 : 소셜 네트워크, 구조적 공백, 그룹 관계 네트워크, 커뮤니티 

학 번 : 2013-20754 

목 차 

 
제 1 장 서  론 ........................................................................................... 4 

제 1 절 연구의 배경 ............................................................................. 4 

제 2 절 논문의 구성 ............................................................................. 8 

제 2 장 관련 연구 ..................................................................................... 9 

제 1 절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개인 분석 연구  ............................. 9 

제 2 절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그룹 분석 연구  ............................. 9 

제 3 장 분석 기법 ................................................................................... 12 

제 1 절 데이터 셋 설명 ..................................................................... 12 

제 2 절 그룹 관계 네트워크 정의 .................................................... 13 

제 4 장 Meetup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 16 

제 1 절 Network Constraint 에 따른 그룹 분석 ............................. 16 

제 2 절 Community 에 따른 그룹 관계 분석 .................................. 22 

제 5 장 결 론 ........................................................................................... 32 

참고문헌 ............................................................................................ 34 

Abstract  ............................................................................................ 37 

 

 

 

 



3 

 

 

그림 목차 

 
[그림 1.] meetup 그룹 사이트 예시 ........................................................ 6 

[그림 2.] meetup.com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조 ................................. 12 

[그림 3.] 쌍방향 그래프, V-projection 예시 ......................................... 15 

[그림 4.] Network constraint 에 따른 그룹의 토픽 엔트로피 분포 .. 19 

[그림 5.] 가입비, 후원사, 유/무에 대한 그룹별 network constraint 

분포............................................................................................................ 20 

[그림 6.] 해체된 그룹과 유지된 그룹들의 network constraint 분포 .. 21 

[그림 7.] Heat map으로 표현한 카테고리 쌍 별 에지 수................. 25 

[그림 8.] 널 모델과 관측 값의 카테고리 지역성 비교 ....................... 30 

[그림 9.] 카테고리 지역성 비율(%)  ...................................................... 30 

 

  

표 목차 

[표 1.]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셋 정보  ................................................ 13 

[표 2.] Meetup 그룹 카테고리 종류 별 인덱스 .................................... 23 

[표 3.] 상위 10개 카테고리 에지 개수 ................................................. 24 

[표 4.] 가장 많은 그룹을 포함하는 상위 4개 커뮤니티 ..................... 27 

[표 5.] 10개 커뮤니티의 상위 3개 그룹 카테고리 비율   ................ 30 

 

 



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모바일, 태블릿 PC 의 대중화에 힘입어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자들은 글을 

작성하거나 사진을 게시하고,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거나 불특정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등 온라인 상의 모든 

행동들이 데이터화되면서 인간의 사회학적, 심리학적 행동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과거 설문과 인터뷰에 의존하여 분석을 

진행했던 연구들은 피실험자의 의식적/무의식적인 거짓 정보가 실험 

결과에 그릇된 영향을 주었고, 대규모 단위 분석 또한 어려웠다. 

따라서 국경과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온라인 유저들의 다양한 

활동은 인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중요한 데이터 제공처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 관련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와 관련하여 

왜 유저들이 상대방을 언팔로우 (unfollow) 행위를 하는지 원인을 

분석하거나[1], 유저 사이의 대화 정보를 이용해 트위터가 타 소셜 

네트워크에 비해 유저 사이의 관계가 끈끈하지 않지만 정보의 

전달에 더 적합하다라는 것을 밝혀낸 연구가 있다[2]. 또한 페이스북 

유저의 친구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든 페이스북의 유저에서 어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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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뽑더라도 평균 4.74 개의 링크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밝힌 

연구 결과도 있다[3]. 그러나 위의 연구를 포함한 소셜 네트워크 

연구는 대부분 인간 개인 혹은 인간 사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이 되었을 뿐 인간이 모여 이룬 그룹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드물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매슬로우가 정의한 인간의 욕구 

5 단계 중 사회적 욕구에 의하면 인간은 천성적으로 어떤 집단에 

속하고 싶은 소속의 욕구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이 모여서 

이룬 그룹 집단을 분석하면 인간을 분석했던 특성들이 마찬가지로 

그룹을 통해서도 발현이 될 것이라 여긴다.  

본 논문은 그룹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meetup. 

com 이라는 미국의 소모임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왔다. 

Meetup 은 2002 년 6 월에 시작한 소셜 웹사이트로써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100 만명의 가입자가 존재한다. 

http://www.meetup.com/
http://www.meet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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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eetup 그룹 사이트 예시 

 그림 1 은 Meetup 에서 photography 라는 카테고리로 개설된 한 

그룹 홈페이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어떠한 관심사 카테고리를 

토대로 유저가 그룹을 만들고 그룹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그 그룹에 가입을 하고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하며, 

그룹원들끼리 사진을 올리거나 대화를 하는 등 여러 소셜 활동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Meetup 웹사이트에서 2014 년 5 월 

12 일부터 2014 년 12 월 17 일까지 모든 과거 기록을 포함하여  

수집한 총 226,922 개 그룹의 5,363,658 명의 가입원 정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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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대한 분석과 그룹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대표적인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핵심 그룹은 구조적 공백[4]에 가까운 그룹들로써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정보 확보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타 그룹에 

비해 우월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를 그룹의 특성 (그룹원 

관심사, 경제적 요소, 해체여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2. 그룹의 카테고리에 따라 그룹 간에 맺어지는 관계가 달라진다. 

그룹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생성되는 관계들은 그 종류에 따라 

그 범위가 넓게 퍼지거나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Photography, Tech, Career and Business 카테고리의 그룹들은 

군집을 이루고, Socializing 카테고리는 그룹 사이를 잇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ocializing 카테고리는 

유저들 사이에 범용적인 관심사이며, Tech, Career and 

Business 와 같은 전문성을 띄는 카테고리의 유저들은 동일 

카테고리 그룹들을 번갈아 가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미시적인 측면에서 그룹 사이의 관계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관계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한다. 

Meetup 의 그룹 데이터를 이용한 본 논문에서의 분석과 결과는, 

그 동안 많이 다루지 않았던 그룹 단위에 초점에 맞추어 그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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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그룹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이라 예측된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제 2 장에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들을 나열한다. 제 3 

장에서는 데이터 셋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위한 기본 기법인 그룹 

관계 네트워크를 소개한다. 4 장에서는 이 그룹 관계 네트워크를 

이용한 Meetup 그룹 분석 결과를 언급한다. 5 장에서는 논문의 

결과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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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관련 연구 

제 1 절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개인 분석 연구 

트위터,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등 소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사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친구 맺기, 메시징 등)은 인간의 행동 패턴 

분석에 필요한 훌륭한 데이터 제공처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소셜 데이터를 이용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뉴스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트위터 유저들의 정보 전달 행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12]와 유유상종이라 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트위터 유저와[13],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유저들의 트위터 

행동 패턴[14,15], 회사 내 구성원의 트위터 행동 패턴[16]이 사용자 

자신과 비슷한 상태와 환경에 있는 사용자끼리 겹치거나 서로 

뭉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또한 핀터레스트 

에서 왜 사용자들이 왜 특정 사진을 게시하고 퍼뜨리는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분석[17]과 페이스북에서 친구 관계의 장점과 특성 

분석한 연구 [18,19]들이 있다.   

제 2 절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그룹 분석 연구 

인간들이 모여서 이룬 단체들은 셀 수 없이 많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룹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원들이 변하고 그룹의 규모도 달라지며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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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정보의 소재에 따라 그룹의 성장 여부도 변화한다.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그룹에 대한 분석과 진화하는 바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LiveJournal 이라는 소셜 블로그 사이트와 

DBLP 라는 논문 게시 사이트에서 친구 관계와 저자 관계가 그룹을 

생성하는데(같은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같은 학회에 다시 공저자로 

논문을 제출하는 행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와[5] 

LiveJournal, Flickr, Youtube 에서 그룹의 성장이 단순히 친구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보의 흐름이나 그룹 추천 시스템, 유저들 간의 

입 소문에 의한 것임을 밝혀낸 연구가 있다[6]. 또한 DBLP 에서 

활동이 활발한 유저는 그렇지 않은 유저에 비해 밀접한 이웃 

네트워크 관계를 가지고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데 반해 그렇지 

않은 유저일수록 네트워크의 테두리에 위치하며, 이러한 유저의 

탈퇴는 주변에 있는 이웃의 탈퇴를 조장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도 

있다[21].  

 위의 열거한 소셜 데이터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거나 그룹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더라도 그 시작이 

유저들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군집을 그룹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진 그룹이라는 단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대다수 연구가 유저들이 

어떤 이유로 그룹을 생성하는지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룹과 

그룹 사이의 관계는 살피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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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Meetup 그룹 이라는 정형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왜 그룹 

구성원들이 여러 그룹에 가입을 하며 그룹의 특성, 그들간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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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분석 기법 

 제 1 절 데이터 셋 설명 

본 논문에서는 분석을 위해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meetup.com 의 데이터를 가져왔다. Meetup 은 2002 년 6 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세계적인 오프라인 소모임 사이트이며 정치, 책, 

게임, 영화 등 개인이 관심사에 맞는 그룹을 개설하여 사람들이 

가입을 하면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맺도록 해주는 사이트다. 

가입절차는 사용자 자신의 관심사와 사는 지역 혹은 글로벌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사이트에서 해당하는 그룹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간단하다. 

Meetup 사이트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API 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웹사이트 데이터 수집을 위한 그림 2 의 Crawler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2 meetup.com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조 

http://www.meet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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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 대의 클러스터링 서버가 python 으로 작업된 crawler 

프로그램을 병렬로 수행하면서 meetup.com 의 그룹, 유저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접속을 하게 된다. 이 후 서버들은 접속된 

페이지의 HTML 코드를 Parsing 하여 유저 단위와 그룹 단위 

데이터를 추출해 낸다. 추출한 데이터는 유저와 관계된 정보(프로필, 

그룹 가입 리스트, SNS 계정 등), 그룹과 관계된 정보 (카테고리, 

지역, 가입자 명단, 오프라인 미팅 기록 등)로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본 논문에서는 2014 년 5 월부터 2014 년 12 월 17 일까지 

모든 과거 기록을 포함하여 수집한 총 226,922 개 그룹과 

5,363,658 명의 가입원 정보를 분석했으며,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표 1 과 같다.  

그룹 정보 카테고리, 가입원 리스트, 가입비 유무, 후원사 

유무, 운영 기간 

유저 정보 관심사 리스트 

표 1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셋 정보 

 

제 2 절 그룹 관계 네트워크 정의 

본 논문에서는 그룹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쌍방향 네트워크 

(Bipartite network=(V, U, Z))를 적용하였다[7, 8]. 쌍방향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는 서로 독립 집합인 V 와 U 로 나뉘며 두 집합을 

에지들의 집합인 Z 로 연결된다. V 는 그룹 노드 집합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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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는 그룹에 가입하는 유저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특정 노드들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쌍방향 그래프를 one mode 

projection 으로 압축하였다[8]. 쌍방향 그래프를 V projection 할 

경우 V 집합에 있는 노드들 사이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U 집합의 

노드가 존재할 경우 두 V 노드는 연결된다. 그림 3 은 쌍방향 

그래프와 이에 대한 V projection 한 결과를 보여준다. 무방향 

가중치 그래프인 G = (V, E, W)는 본 논문에서 가정한 그룹 관계 

네트워크이며, V 는 그룹의 집합, E 는 두 개의 그룹 사이를 연결 

짓는 에지를 뜻한다. 즉, 그룹 관계 네트워크에서 그룹Vi 와 그룹Vj 

사이에 Ei,j 에지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두 그룹을 동시에 가입한 

유저가 최소 한 명 이상 있다는 뜻이다. 위 정의에 따라 각 노드는 

유저가 그룹을 가입을 한 그룹인지 아닌지에 대한 값을 정할 수 

있으며, 유저 u 가 i 그룹에 가입을 한 경우 Vi
u = 1 , 그렇지 않을 

경우 Vi
u = 0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i 그룹에 대해 전체 

n 명의 유저에 대해서 가입 여부 값을 Vi = * Vi
1, Vi

2 , … , Vi
n +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i 그룹과 j 그룹이 연결된 Ei,j 에 대한 

가중치 Wi,j 를 부여하기 위해 코사인 유사도 (cosine similarity)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Wi,j =
∑ Vi

k×Vj
kn

k=1

√∑ (Vi
k)2n

k=1 ×√∑ (Vj
k)2n

k=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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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쌍방향 그래프, V-projection 예시 

데이터 셋 정보를 가지고 그룹 간의 에지와 코사인 유사도를  

구한 결과 총 72,812,958 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데이터 처리 시간과 처리 자원의 한계가 있는 관계로 본 

논문에서는 그룹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가장 관계성이 있는 상위 

1%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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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Meetup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제 1 절 Network Constraint 에 따른 그룹 분석 

본 절에서는 수많은 Meetup 그룹 중에서 어떠한 그룹이 중요 

그룹이며, 이 그룹들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알아본다. 중요 

그룹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룹간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학자 Ron Burt[4]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이 맺고 

있는 관계망에서 구조적 공백(Structrural holes)에 위치하는 것으로 

경쟁의 우위를 얻게 된다고 한다. 즉 서로 연결되지 않은 

네트워크들은 그 사이에 관계의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 공간을 

차지하여 연결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연결하게 되면 양 쪽에서 

교류되는 서로 다른 정보를 독점적으로 차지하게 됨으로써 정보 

흐름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외부 회사와 

교류하는 역할을 하는 매니저는 다른 구성원에 비해 타 회사의 

정보 확보에 대한 우월성을 지니고 있으며, 축적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에 비해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보다 

더 핵심적인 직책에 서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구조적 공백은 사회, 경제분야에서 매우 전략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9,10], 현재까지 인적 연결망에서 이 구조적 공백을 

적용하여 진행된 연구는 대부분 인간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쳐 있다. 그렇다면 과연 개인들이 모여 구성된 그룹이 이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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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위치에 존재할 경우 어떠한 특성을 나타낼 지 그룹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Meetup 그룹 네트워크에서 구조적 

공백을 찾기 위해 Burt 의 공식[4]을 사용하여 모든 그룹의 network 

constraint 를 계산하였다. 즉 i 번째 그룹의 network constraint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𝐶𝑖 = ∑ (𝑝𝑖𝑗 + ∑ 𝑝𝑖𝑞𝑝𝑞𝑗)𝑞
2

𝑗 , 𝑞 ≠ 𝑖, 𝑗               (2) 

𝑝𝑖𝑗 =
𝑧𝑖,𝑗

∑ 𝑧𝑖𝑞𝑞
                          (3) 

𝑧𝑖𝑗 는 그룹 i, j 사이의 가중치 (코사인 유사도)를 뜻하며, 𝑝𝑖𝑗 는 

i 그룹과 연결된 모든 에지들의 가중치 합과 그룹 j 사이의 가중치의 

비율이다. 이 network constraint 값이 작은 그룹일수록 구조적 

공백에 가까워 정보 흐름을 중개하는 핵심 그룹이라 할 수 있고, 큰 

값을 가진 그룹일수록 구조적 공백 위치에서 멀어진다고 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앞서 필터링한 700,000 만개의 에지 정보를 

가지고 그룹 141,412 개에 대한 network constraint 의 값을 구했다. 

본 분석에서는 각 Meetup 그룹의 network constraint 에 따라 그룹 

구성원의 관심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후원사 유무, 그룹의 

가입비 유무, 그룹의 해체유무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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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twork constraint 에 따른 그룹 구성원의 관심사 분석 

앞서 구조적 공백에 가까울수록 정보 획득의 우위를 차지한다고 

언급했었는데, 트위터에서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트윗하는 

오피니언 리더는 구조적 공백에 가깝게 위치한다고 밝힌 연구가 

있다[20]. 따라서 그룹 관점에서도 구조적 공백에 따라 그룹에 

포함된 구성원들의 토픽의 다양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샤넌의 엔트로피 공식을 사용하였다. 

𝑃𝑖 는 그룹 구성원의 모든 토픽의 합과 i 번째의 토픽 개수의 

비율이다. 그림 4 는 그룹의 network constraint 값에 따른 구성원의 

관심사 엔트로피를 boxplot 으로 나타낸 결과로써, network 

constraint 의 값이 작을수록 즉, 구조적 공백에 가까울 수록 

그룹들의 토픽 엔트로피의 평균과 중간 값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한 결과 -0.1726 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구조적 공백에 가까운 그룹일수록 그룹 

구성원들의 관심사가 다양하고 또한 구성원들끼리 많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다른 그룹에 비해 정보의 우위를 점하고 있을 것이라 

엔트로피 =  − ∑ 𝑃𝑖

𝑛

𝑖

𝑙𝑜𝑔𝑃𝑖                                             (4) 



19 

 

예측할 수 있다.  

 

그림 4 Network constraint 에 따른 그룹의 토픽 엔트로피 분포 

 

2. Network constraint 에 따른 그룹의 경제적 요소 관련성 

분석  

Meetup 에서는 무료로 운영되는 그룹이 있지만 유저가 그룹에 

가입할 때 소정의 가입비를 받아서 그룹 운영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에서 여러 물질적인 

후원을 받고 그룹을 운영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5 는 141,412 개의 

그룹을 가입비 유/무, 스폰서 유/무로 나누어 4 종류의 Network 

Constraint 값의 분포를 알아본 결과이다. 무료이면서 스폰서가 있는 

그룹은 총 29,329 개로써 Network Constraint 값의 평균이 가장 

낮았고 유료이면서 스폰서가 없는 그룹의 Network Constraint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이 의미는 핵심 위치에 있는 그룹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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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가 있으면서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가입비 없이 무료로 운영될 확률 또한 높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5 가입비, 후원사, 유/무에 대한 그룹별 network constraint 분포 

 

3. Network constraint 에 따른 그룹의 해체 여부 분석 

Meetup 에서는 새롭게 생겨나는 그룹도 많은 반면 주최자나 그룹 

구성원의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 반대로 해체되는 그룹도 있다. 

2014 년 12 월 17 일까지 데이터를 살펴 본 결과 

놀랍게도 141,412 개의 그룹 중에서 11%에 해당하는 15,530 개의 

그룹이 해체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체된 

그룹과 운영되고 있는 그룹의 network constraint 분포를 살펴 본 

결과가 그림 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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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해체된 그룹과 유지된 그룹들의 network constraint 분포 

놀랍게도 MMORPG 게임에서 구조적 공백에 가까운 그룹이 오래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22]와 일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체 

그룹의 경우 유지그룹에 비해 평균 network constraint 값이 약 

11%정도 높다. 이 의미는 구조적 공백 위치에 가까운 그룹일수록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오래 운영되며, 구조적 공백에서 멀어져 

있는 그룹일수록 해체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절에서 분석한 바는 구조적 공백에 가까운 그룹일수록 (1) 그룹 

구성원의 관심사가 다양하고, (2) 가입비 없이도 후원사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운영할 확률이 높으며, (3) 구조적 공백에 멀리 

위치한 그룹에 비해 해체되지 않고 오래 운영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22 

 

제 2 절 Community 에 따른 그룹 관계 분석 

 1 절에서는 그룹의 관점에서 핵심 위치에 있는 그룹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알아봤다면 2 절에서는 그룹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룹의 단일 관계에 초점을 맞춰 왜 두 

그룹이 서로 연관이 되는지 분석하고, 둘째로 그룹들과의 거시적인 

관계를 살피기 위해 커뮤니티를 탐지하고 그룹간의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커뮤니티로 뭉쳐지는지 분석할 것이다. 

1. 그룹 간 단일 관계 분석 

 1 절에서 정의했던 그룹 관계 네트워크에서 두 그룹을 공통으로 

가입한 유저가 있을 경우 에지로 연결했었다. 각 Meetup 그룹은  

표 2 에 열거한 33 개 중 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개설이 되는데  

그룹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그룹의 대표적인 속성인 카테고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룹간 에지를 

카테고리 에지로 바꿔 카테고리 성격에 따른 그룹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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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ts and Culture 2 Career and Business 

3 Cars and Motocycle 4 Community and Environment 

5 Dancing 6 Education and Learning 

7 Fashion and Beauty 8 Fitness 

9 Food and Drink 10 Games 

11 LGBT 12 Movements and Politics 

13 Health and Wellbeing 14 Hobbies and Crafts 

15 Language and Ethnic Identity 16 Lifestyle 

17 Literature and Writing 18 Movies and Film 

19 Music 20 New Age Spirituality 

21 Outdoors and Adventures 22 Paranormal 

23 Parents and Family 24 Pets and Animals 

25 Photography 26 Religion and Beliefs 

27 Sci-Fi and Fantasy 28 Singles 

29 Socializing 30 Sports and Recreation 

31 Support 32 Tech 

33 Women   

표 2 Meetup 그룹 카테고리 종류 별 인덱스 

표 3 은 앞서 필터링 했던 700,000 개 그룹 에지를 카테고리  

에지로 표현했을 때 에지의 개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상위 

10 개만 보인 결과이다. 놀랍게도 Tech 라는 카테고리로 연결된 

에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의미는 웹 프로그래밍,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IT 기술을 공유하고 배우기 위해 Tech 

카테고리의 그룹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한 그룹만이 아니라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그룹에도 가입을 함으로써 타 카테고리에 비해 

가입 유저들의 그룹 간 활동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이나 회사 업무 지식, 직업과 관련된 Career and Busineess 

역시 비슷한 목적의 Tech 카테고리와 엮이면서 유저들의 가입 활동 

폭이 그 다음으로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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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들의 그룹 간 가입 폭이 더 넓을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이에 

해당하는 Socializing 카테고리 쌍이 상위 두 카테고리의 에지 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테고리 이름 카테고리 이름 에지 개수 

Tech Tech 138,233 

Career and Business Tech 43,960 

Socializing Socializing 39,340 

Outdoors and Adventures Socializing 29,672 

Career and Business Career and Business 28,350 

Singles Socializing 21,919 

Outdoors and Adventures Outdoors and Adventures 18,969 

Food and Drink Socializing 18,767 

Career and Business Socializing 17,987 

Language and Ethnic 

Identity 

Socializing 14,887 

표 3 상위 10 개 카테고리 에지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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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eat map 으로 표현한 카테고리 쌍 별 에지 수 

그림 7 은 전체 카테고리 쌍의 에지 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33×33 heat map 을 나타낸 결과이다. y 축의 한 카테고리당 

x 축으로 33 개 카테고리 쌍의 에지 수가 많을수록 짙은 색을, 

적을수록 옅은 색을 띈다. 색깔의 밝고 짙음은 x 축 33 개의 

카테고리 에지 총합에서 한 카테고리의 에지 수를 비율로 

나타내었다. 가장 작은 비율은 0 가장 큰 비율은 67%이다. 먼저 

관찰할 수 있는 결과는 유저들이 같은 카테고리의 여러 그룹에 

가입하는 경향이다. 그림을 보면 (1, 1), (2, 2),…, (33, 33) 좌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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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같은 카테고리 쌍들의 색깔이 기본적으로 짙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카테고리의 그룹에 많은 유저들이 가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결과는 표 2 의 결과대로 (32, 

32)에 위치한 Tech 카테고리 쌍이 가장 많은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Normalized entropy(=H)를 구한 결과 가장 

낮은 0.07 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번 카테고리인 Career and Business 

역시 Tech 카테고리와의 연관성이 가장 높았다. (36%, H=0.12) 세 

번째 알 수 있는 결과는 29 번 Socializing 카테고리는 y 축의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 음영이 대부분 짙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모든 카테고리 쌍에 대해 일정 이상의 비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Socializing 카테고리가 유저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관심사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그룹간의 관계를 넓히는 중개 

카테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커뮤니티 탐지를 통한 그룹 간 거시적 관계 분석 

다음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 그룹에 걸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탐지하고 어떤 요소가 커뮤니티를 생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소셜 네트워크에서 

커뮤니티 탐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Louvain method [11]를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에지 정보들을 기반으로 모든 노드에 

커뮤니티 번호를 부여한 후, 각 노드를 모든 커뮤니티에 넣어보면서 

내부에서 연결이 최대화 되는 방향으로 커뮤니티를 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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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 개의 에지 정보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탐지한 결과, 

141,142 개의 그룹에 대해 총 2,881 개의 커뮤니티가 탐지되었다. 

그러나 커뮤니티 내부 그룹들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과도하게 같은 

지역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들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4 는 

그룹 수가 많은 순서대로 상위 5 개 커뮤니티만 뽑아서 지역 비율을 

살펴 것이다. 80, 8, 6, 58 번 커뮤니티는 모두 100% 에 근접하는 

같은 국가 그룹들로 커뮤니티가 탐지되어 있었고 58 번 커뮤니티는 

영국이 60%를 차지했지만 그 밑으로 미국이 39%를 차지함으로써 

과도한 지역성을 띄었다. 이것의 이유는 meetup.com 이 오프라인 

모임을 목적으로 그룹들이 개설되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본 분석의 

목적은 그룹간의 관계 정보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탐지하고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그룹이 커뮤니티로 뭉쳐지는지 밝히기 위함이지만, 

위의 지역성 문제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어 원하는 분석을 할 수 

없었다. 

순위 커뮤니티 번호 국가 그룹 수 총 그룹 수 비율 

1 80 

 

미국 6739 6768 99.6% 

2 8 

 

미국 6438 6463 99.6% 

3 6 미국 6274 6299 99.6% 

4 58 영국 3589 5982 59.9% 

5 22 미국 4762 4766 99.9% 

표 4 가장 많은 그룹을 포함하는 상위 4 개 커뮤니티 

따라서 지역성 문제를 피해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지역 

단위인 도시를 기준으로 뉴욕 시에 있는 그룹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다. 뉴욕은 meetup 사이트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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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많은 7190 개의 그룹이 개설된 도시이다. 이 7190 개 

그룹 사이의 네트워크 정보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탐지한 결과 총 

321 개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고 이 중에서 50 개 이상의 그룹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29 개를 추출하였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그룹의 대표적인 속성인 카테고리 관계가 커뮤니티 탐지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내에서 

임의의 두 그룹을 뽑았을 때 두 그룹의 카테고리가 일치할 확률인 

카테고리 지역성 (Category Locality)을 정의한다. 커뮤니티 내 그룹 

수를 n 이라 하고 카테고리를 k 라 했을 때 각 그룹(G)의 카테고리 

라벨을 G1
k, G2

k, …, Gn
k, k={1, 2 ,3 ,…, 33}라 하겠다. 즉, 1 번 그룹의 

카테고리가 3 번이라면 G1
3=1 이다. 이를 이용해 카테고리 지역성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본 분석에서는 비교분석을 위해 널 모델 (Null Model)에 의한 

카테고리 지역성과 관측 값에 의한 카테고리 지역성을 계산한다. 널 

모델 (Null Model)에 의한 카테고리 지역성은 뉴욕 전체 그룹의 

카테고리 분포를 따라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할 카테고리의 분포를 

추정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두 개의 그룹을 뽑았을 때 그 그룹이 

같은 카테고리의 그룹일 확률을 구한 것이다.  

2

𝑛(𝑛 − 1)
 ∑ ∑ ∑ 𝛿

𝑛

𝑗=𝑖+1

𝑛−1

𝑖=1

33

𝑘=1

(𝐺𝑖
𝑘 , 𝐺𝑗

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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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전체 그룹의 숫자를 m 이라 했을 때 뉴욕에서 도출할 수 

있는 33 개의 카테고리 분포 확률 P(Ck)은 다음과 같다. 

P(Ck) =
∑ Gj

km
j=1

𝑚
, k={1, 2 ,3 ,…, 33}             (6) 

이 확률을 이용하여 x 개의 그룹을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나올 수 

있는 카테고리의 개수를 x × p(Ck) 개로 추정할 수 있다. 그룹의 

카테고리 분포가 정해지면, 총 29 개의 커뮤니티에 대해 널 모델 

카테고리 지역성을 구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Meetup 그룹들 

에게서 실제 관측된 카테고리 개수를 이용해 위 커뮤니티에 대한 

카테고리 지역성을 (5)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했다. 

그림 8 은 29 개 커뮤니티에 대해 각각 카테고리 지역성을 비교한 

결과이고 그림 9 는 (7) 공식으로 두 결과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카테고리 지역성 비율 =
𝐶𝑎𝑡𝑒𝑔𝑜𝑟𝑦 𝑙𝑜𝑐𝑎𝑙𝑖𝑡𝑦 𝑛𝑢𝑙𝑙

𝐶𝑎𝑡𝑒𝑔𝑜𝑟𝑦 𝑙𝑜𝑐𝑎𝑙𝑖𝑡𝑦𝑚𝑒𝑠𝑢𝑟𝑒
× 100      (7) 

대부분 커뮤니티에서 널 모델에 비해 관측 값 (measurement)에서 

카테고리 지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그룹 간 

관계에서 카테고리의 특성이 커뮤니티를 생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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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널 모델과 관측 값의 카테고리 지역성 비교 

 

그림 9 카테고리 지역성 비율(%) 

 1 위 2 위 3 위 

C40 25(94%) 2(3%) 7(2%) 

C84 2(85%) 32(6%) 15(1%) 

C45 23(83%) 3(5%) 13(2%) 

C11 32(87%) 2(8%) 6(1%) 

C25 11(78%) 26(5%) 30(1%) 

C48 2(75%) 32((24%) 9(1%) 

C59 19(75%) 2(8%) 32(5%) 

C5 32(71%) 2(13%) 25(2%) 

C6 32(65%) 6(22%) 2(5%) 

C24 22(57%) 14(28%) 28(1%) 

표 5 10 개 커뮤니티의 상위 3 개 그룹 카테고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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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에서 비율이 크게 나타났던 10 개의 커뮤니티에 대해서 

상위 3 개까지 카테고리 분석한 결과가 표 5 이다. 가장 큰 비율 

차이를 보였던 40 번 커뮤니티를 분석한 결과 25 번 Photography 

카테고리 그룹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hotography 에 

관심이 있는 유저들은 가장 활발하게 같은 카테고리의 그룹들에 

가입을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분석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32 번 Tech 카테고리와 2 번 Career and Business 

카테고리도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상위 3 개 카테고리 쌍에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역시 두 카테고리에 

유저가 가입할 경우 동일 카테고리의 다른 그룹들로의 가입 또한 

활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그 관계의 범위는 커뮤니티 내로 

집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카테고리 지역성이 널 모델 보다 오히려 

낮게 관측되었던 10 번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Socializing(12%) 

카테고리 그룹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 개 전체 

커뮤니티를 살펴본 결과 29 번 Socializing 카테고리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커뮤니티가 총 5 개가 관찰되었는데, 놀랍게도 최고 

비율은 31%에 지나지 않았다. 이 의미는 앞서 그룹간 단일 관계 

분석에서도 볼 수 있었듯 Socializing 카테고리는 어느 카테고리와도 

자주 엮이며, 유저들간의 가장 공통되는 관심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 내에서 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중개 

카테고리 역할을 한다는 앞선 추측을 뒷받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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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결 론 

제 1 절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인간 사회에서 사람이 모여 이룬 단체(그룹)라는 단위는 어느 

시대에서나 만연하며 그 이유는 천성적으로 인간이 단체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하여 사람이 속한 

그룹을 분석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행동 패턴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Meetup 이라는 미국의 

소모임 사이트에서 그룹 데이터를 모아 분석을 진행을 하였다. 

미시적 관점에서 그룹 자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결과 그룹 중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구성원의 

관심사가 더 다양하게 나타났고, 후원사가 있거나 무료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룹간의 관계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이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를 분석했을 때 특정 카테고리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룹 관계 분포가 다르며, Photography, Tech, 

Career and Business 카테고리의 그룹들은 뭉치고 Socializing 

카테고리 그룹들은 넓게 퍼지는 현상도 관찰 할 수 있었다. 위 

결과를 통해 유저들이 공통적인 관심사를 파악 할 수 있고 

카테고리에 따른 유저의 가입 패턴 또한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위 연구한 바를 이어 향후 연구할 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룹의 특성을 가지고 그룹의 그룹 추천 시스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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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다. 핵심 위치에 있는 그룹에는 그룹원의 다양한 관심사가 

존재할 것이고 경제적인 지원 또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또한 

주기적인 미팅과 구성원의 활발한 활동이 예상된다. 이러한 

그룹들을 자동으로 추천할 경우 그룹 가입 시 정보가 생소한 

사용자들에게 좀 더 나은 그룹을 소개해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룹의 수명 예측 모델 연구이다. 그룹이 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분석한 요소 이외에도 그룹 구성원들의 활발한 

활동과 주기적인 오프라인 미팅 등 여타 다른 요소들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그룹의 성장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이 역시 그룹 

추천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고 그룹의 성장을 원하는 

그룹장들에게 하나의 지침서와 같은 역할이 되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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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humans need to feel a sense of belonging and acceptance 

among their social groups by nature, It is significant to study 

online social group data for understanding social and psychological 

behavior of human. For this study, we collected 226,922 groups 

and 5,363,658 members data from Meetup.com, a USA social group 

web site. We found that groups in structural hole have various 

member interests and sponsors with no membership fee. Moreover, 

these groups are likely to survive longer than other groups. We 

then did community analysis using pre-defined group relation 

network. As a result, Photography, Tech, Career and Business 

category groups form a cluster, Socializing category group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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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ly to locate middle position and mediate other category groups. 

This result shows that Socializing category is a general interest of 

Meetup users and clustered category members are likely to join 

same category groups in turn.   

 Up to now, there have been much studies focused on individual 

social, psychological behavior. However, we analyzed and predicted 

human behavior by focusing on characteristic and relation of 

groups. We expect that this work suggest a novel approach on 

online social data study.   

Keywords : Social network, Structural hole, group rel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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