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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SNS의 한계  
 

선정배경  및 개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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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 

새로운 SNS를 만들 것인가?  

 

선정배경  및 개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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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세상을 바꾸다 

선정배경  및 개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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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SNS 

빅데이터 분석 분석을 통한 
사용자 연결 

선정배경  및 개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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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사용자들에게 협업시스템 제공 

선정배경  및 개발목적 

사용자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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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SNS의 한계  
 

선정배경  및 개발목적 

https://code.google.com/p/conexionsns/ 

https://code.google.com/p/conexionsns/
https://code.google.com/p/conexion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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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능 

기본적인 SNS 기능 

회원가입 

개인정보 

메세지함 

친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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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age - 타임라인 

사진, 파일, 동영상 업로드 가능하며, 
유투브 검색을 통해서 동영상 
링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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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exion Messanger   

현재 접속한 사용자와 
Web 다중 채팅가능 

Comet을 이용한 웹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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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맥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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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age - News  

관심 
원하는 사용자 찾기, 
정보, 
작성 

카테고리 등록으로 상세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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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age - News  

드래그 & 드랍을 통해서, 
카테고리를 등록 
 
이 카테고리 등록은 사용자를 찾을 때, 
주요 정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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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Connection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용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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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Analysis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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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Server 
 
 
 
 
 
 

Filter & Parsing 

Algorithm 

정규식을 이용한 특수문자 
제거 및 본문 내용 추출  

오픈소스 한나눔 형태소 분
석기를 이용하여 단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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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Server 
 
 
 
 
 
 

Filter & Parsing 

Algorithm 

군집화 알고리즘 사용 
 
K-Means  
DBSCAN 

단어기반 구조
에 맞지 않음 

Chamele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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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 
 단어 빈도테이블에서 상위 n개의 단어를 선정하여 구성 
 최상위 빈도수부터 M개의 단어들 제거(정확도 증가) 

<단어 빈도 테이블> <동시출현 빈도 테이블> 

단어 빈도 

전국 4962 

대출 1395 

…. …. 

당일대출 210 

단어1 단어2 빈도 

대출 당일대출 109 

대출 전국 57 

… … … 

대출 도서관 87 

Algorithm 

• 1단계 빈도테이블 생성(단어, 동시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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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 2단계 정규화된 상호정보량(SMI) 

 두 단어의 개별적 출현 비율 
    / 동시 출현 비율 

 상호정보량 – 평균 / 분산 

단어 빈도수 빈도그룹 

네트워크 3523 1 

건강보조 748 8 

… … … 

빈도그룹1 빈도그룹2 MI 평균 MI 표준
편차 

1 1 -0.8268 1.9427 

1 2 -0.7239 1.9981 

1 3 -0.6954 1.9842 

<빈도 그룹의 상호정보량 평균 및 표준편차> 

<단어 빈도 테이블> <빈도그룹별 평균, 표준편차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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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 3단계 정규화된 상호정보량(SMI) 

<연관단어 테이블> <연결정보 테이블> 

 임의 단어 w를 기준단어로 놓고 임계치 이상의 연관단어 테이블 구성 
 연관단어 테이블 내의 단어간의 존재하는 임계치 이상의 연결정보 추출 
 전체 n개 단어를 기준 단어로 하는 n개의 연관단어 테이블과 연결정보 

테이블 생성 

기준단어 연관단어 SMI 

허브 가정용의
료기 

2.7697 

허브 간병용품 2.9988 

… … … 

연관단어1 연관단어2 SMI 

아로마 의료용품 2.7844 

아로마 Mall 2.78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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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 4단계 그래프 분할 

a 

d 

b 

e 

f c 

1 
1 

2 
2 

3 

1 
2 

3 
4 a,b,c,d 

a,b,c,d,
e  

b,a,c,f 

b,e,f 

a,b,c,e c,d,e,f 

14 

10 9 

8 9 

5 

<분할 전 그래프> <분할 후 그래프> 

 HEM 알고리즘 적용(무게 적용) 
 첫 번째, 정점으로 이루어진 초기 그래프를 무게를 가진 다중정점 그래프

로 변환 
 두 번째, 무게가 가장 큰 다중정점 순으로 순회하면서 동일한 멤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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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 4단계 그래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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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 5단계 그래프 병합(Chameleon) 

<상대적 연결성> 
원래의 군집들 내에서처럼 합병된 
군집 점들이 강하게 서로 연결될 

때만 합병 

<상대적 근접성> 
병합된 군집 내의 점들이 원래의 
군집들 내에서처럼 서로 근접할 

때만 병합 

(A) (B) (C) (D) 

(
A) 

(B) 

(C)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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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 5단계 그래프 병합(Chamel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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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 7단계 중심단어 선정 

그래프의 중심성 = 연결된 간선의 수 X 연결된 간선 무게의 합 

 군집을 설명하는 Label이 필요 
 표현된 군집 내에서 중심성이 큰 단어들을 선정하여 군집의 Label

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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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User  Connection 



QuadJ 

Office   

  Web 에서 펼쳐지는  

conexion의 작업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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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 Conference   

Web상에서의 회의공간 오피스 회의룸 

C A N V A S 

      HTML5 Canvas를 이용한  
채팅+ 이미지 그룹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미지 선종류 객체 선태 텍스트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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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 Conference   

캔버스의 안의 모든 내용은 객체화 되어 있어, 
객체 이동,  크기 조절,  삭제 가능 더블 버퍼링 개념을  적용하여 부하를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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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 Presentation 

PPT 업로드  
PPT 함께 보기 
가능 

Page 변경에 따른 
show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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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 Calendar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면, 
일정을 등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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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메시지 확인 

GCM을 이용한 PUSH서버 
 알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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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배경  및 개발목적 

오픈 소스 활용 방안 

1. Opensource로 만들어가는 SNS 

      2. SNS 플랫폼  



QuadJ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