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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네트워크에서 인터랙션 기반 
커뮤니티 발견 기법

(A Technique for Detecting Interaction-based Communities 

in Dynamic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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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 네트워크나 바이오 네트워크는 인터랙션이 가능한 오 젝트들이 계를 맺음으로써 형성

되는 복잡 네트워크이다. 실세계에 존재하는 복잡 네트워크는 커뮤니티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커뮤

니티 구조를 자동으로 발견하는 것은 그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요한 기술이다.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들은 시간에 따라 오 젝트들의 인터랙션에 의해 그 네트워크의 구조와 상이 불특정하게 

변화한다. 이런 동  네트워크에서 노드들 간에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구조를 발견하는 것은 

높은 시간 복잡도 연산이 요구되며, 반복된 계산을 비효율 으로 처리하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동  네트워크에서 인터랙션 기반 커뮤니티 구조를 진 으로 발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기법은 이  네트워크에서 변화한 요소들을 인지하고, 이  커뮤니티 그룹 구조를 진 으로 재활용함

으로써 효율 인 커뮤니티 발견이 가능하다.

키워드: 커뮤니티 발견, 인터랙션 커뮤니티, 동  네트워크, 복잡 네트워크 분석

Abstract A social network or bio network is one of the complex networks that are formed by 

connecting specific relationships between interacting objects. Usually, these networks consist of 

community structures. Automatically detecting the structures is an important technique to understand 

and control the interaction objects. However, the topologies and structures of the networks change by 

interactions of the objects, with respect to time. Conventional techniques for finding the community 

structure have a high computational complexity. Additionally, the methods inefficiently deal with 

repeated computation concerning graph oper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cremental technique 

for detecting interaction-based communities in dynamic networks. The proposed technique is able to 

efficiently find the communities, since there is an awareness of changed objects from the previous 

network, and it can incrementally reuse the previous community structure.

Keywords: community detection, interaction-based community, dynamic network, complex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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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복잡 네트워크는 인터랙션이 가능한 오 젝트들이 

계를 맺음으로써 형성된다. 이 네트워크에는 오 젝트들

의 속성, 치 등에 따라 그룹을 이루는 커뮤니티 구조가 

존재하며, 이 커뮤니티 구조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발견

하는 것은 그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이해하는데 요한 

기술이다[1]. 일반 으로 커뮤니티 구조는 각 커뮤니티의 

내부 간선 도를 최 화하고, 커뮤니티 간에 간선 도를 

최소화하는 그룹 구조를 말한다. 이런 커뮤니티를 발견하는 

방법은 CNM(Clauset-Newman-Moore)[2], Louvain[3] 

방법 등이 있다. 이 방법들은 커뮤니티 별 함수 모듈성

(Modularity)으로 커뮤니티 구조를 평가하지만 사이즈가 

큰 커뮤니티 주로 발견한다는 문제 이 있다. 

Infomap[4]은 정보의 흐름을 맵으로 표 하고 이를 최

화시키기 한 모듈 구조를 찾는다. Conclude[5]는 커뮤니

티 구조를 평가하기 해 체 구조와 각 커뮤니티의 구

조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외에, 계층 군집화 기반의 IC[6], 라벨  기반

의 SLPA(Speaker-listener Label Propagation 

Algorithm)[7] 방법들이 있다. 이 방법들은 커뮤니티를 

발견하기 해 노드를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간선을 순

회하기 때문에 비교  느리다는 단 이 있다. 한 복잡 

네트워크는 시간에 따라 오 젝트들이 추가되거나 삭제

되고, 새로운 계가 형성되거나 사라지는 것처럼, 네트

워크의 구조와 상이 불특정하게 변화한다[8]. 이 때, 

기존 방법들은 변화한 네트워크에서 커뮤니티 구조를 처

음부터 다시 발견해야 한다. 이는 높은 시간 복잡도 연산

이 요구되며, 반복된 계산을 비효율 으로 처리해야 하

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고 동  네트워크에서 커뮤

니티를 발견하기 해 SLPA 기반의 LabelRankT[9], 모

듈성 기반의 QCA(Quick Community Adaptation)[10]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SLPA와 모듈성 기반 방법들

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여 히 남아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랙션 기반 커뮤니티 모델

과 이  커뮤니티 그룹 구조를 이용하여 진 으로 커

뮤니티를 발견하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동  네트워크

에서 효율 인 커뮤니티 발견이 가능하다. 이를 해, 2

장에서는 인터랙션 기반 커뮤니티 모델을 기술하고, 3장

에서는 진  커뮤니티 발견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커뮤니티 모델과 발견 방법을 검증하기 해, 4장과 5장

에서는 각각 벤치마크 테스트와 제안한 방법의 시간 복

잡도를 분석한다.

2. 인터랙션 기반 커뮤니티

노드 집합 과 간선 집합 로 구성되는 방향 가

치 그래     에서 각 간선 는 두 노드 와 

를 연결하는 구조를 가진다. 한 각 간선이 ∈ 이

고  ≠ 일 때, 노드 와 는 각각 송, 수신 노드가 

된다. 일반 으로 그래  는 인터랙션 기반 커뮤니티 

집합   
   로 표 할 수 있으며, 각 커뮤니티 


  는 한 개 이상의 노드 집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커뮤니티 구조란 커뮤니티 내부 인터랙

션과 커뮤니티 외부 인터랙션의 차가 최 화되는 그래

 구조를 말한다. 여기에서 인터랙션이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두 노드 와 를 연결하는 간선 의 가 치 

이다. 커뮤니티 내부 인터랙션이란 같은 커뮤니티에 

속한 노드들을 연결하는 간선들의 가 치 합이고, 외부 

인터랙션이란 커뮤니티 내부에 치한 노드와 커뮤니티 

외부에 치한 노드들을 연결하는 간선들의 가 치 합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커뮤니티  의 내부 인

터랙션이   이고 외부 인터랙션이    일 때, 각 

 의   와    의 차가 최 화되는 구조를 인터랙

션 기반 커뮤니티 구조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집합을 인터랙션 기반 커뮤

니티 구조라고 정의하며, 이 구조가 인터랙션 기반 커뮤

니티 구조인지 아닌지를 수치로 별하는 인터랙션 질 

함수 를 식 (1)과 같이 제안한다.

              


 


  (1)

여기에서 는 각 커뮤니티의 인터랙션 질  의 합

이며, 각  는 인터랙션 도  에서 인터랙션 응집도 

 를 가 치로 계산한다[4]. 인터랙션 응집도는 한 커뮤

니티에 속한 노드들이 같은 커뮤니티에 속해야하는 정

도를 나타내며, 그림 1(a)처럼 커뮤니티 외부와의 인터

그림 1 인터랙션 응집도와 인터랙션 도 

Fig. 1 Examples of interaction cohesion and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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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션이 을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는 식 (2)와 같이 

계산한다.

      
     

  
×

  
 

  


 (2)

여기에서 는 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간선들

의 가 치 합이며,   는 커뮤니티  의 내, 외부 인

터랙션의 합이다. 따라서 각 커뮤니티가 내부 인터랙션 

비 외부 인터랙션이 을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인터

랙션 도는 그림 1(b)처럼 커뮤니티에 속한 노드들의 

인터랙션이 얼마나 조 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수치화

한다. 이는 소셜 네트워크처럼 커뮤니티에 속한 멤버들

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커뮤니티의 질이 

좋기 때문이다[11].  는 식 (3)과 같이 계산한다.

   

  
   

sin ×    

       

             sin ×    

     (3)

여기에서   는 한 커뮤니티의 멤버 집합  가 

가질 수 있는 최  인터랙션 도이고,   는 재 

멤버 집합이 가지는 인터랙션 도이다. 즉, 재 멤버 

집합이 가질 수 있는 최  도에 가까울수록 높은 값

을 가진다. 가 노드 에 연결되는 간선들의 가 치 합

이고 가 노드 의 차수일 때, 커뮤니티  의 평균 가

치 차수의 합은     
∈

 와 같다. 따라서 

  는 커뮤니티의 멤버 수가  일 때 각 간선 가

치가    인 완  그래 이다.  는 이 최  인터랙

션 도   에서 재 도의 값을 최  값이 1인 

sine 곡선에 투 시킨 값이다. 이는 기존 간선 도 기

반 커뮤니티 발견 방법이 스 일이 큰 네트워크에서도 

크기가 작은 커뮤니티 구조를 발견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6]. 각 커뮤니티  의 인터랙션 질  는 수식 

(2)와 (3)을 입해서 정리하면 식 (4)와 같다.

         

  


×sin    

     (4)

3. 진  커뮤니티 발견 기법

제안하는 진  커뮤니티 발견 기법은 시간에 따라 

진화하는 동  네트워크에서 인터랙션 커뮤니티 구조를 

발견한다. 즉,    시간에 생성되는 그래      에서 

발견한 커뮤니티 집합    가 있을 때,   시간에 형성

되는 그래   에서 새로운 커뮤니티 집합  를 재구

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제안하는 진  커뮤

니티 발견 기법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1)   에서    로부터 추가된 노드 집합   , 삭제된 

노드 집합    탐지

(2)    의 각 커뮤니티 에서   의 요소 삭제

(3)    의 각 커뮤니티 의 질   측정

(4) 인터랙션 최 화 과정으로  에서   를 포함하는 커

뮤니티 집합   발견

단계 (3)에서 이  네트워크에서 삭제된 노드들을 제

외한 각 커뮤니티  의 질  는 식 (4)와 같이 측정한

다. 단계 (4)에서 인터랙션 최 화 과정은 탐욕 알고리

즘을 기반으로 인터랙션 기반 커뮤니티 구조를 발견하

는 방법이다. 이는 각 노드 에 해서, 가 들어갈 수 

있는 주변 커뮤니티 집합 에서  가 최 가 되는 한 

개의 커뮤니티를 탐욕 으로 찾고, 노드 를 그 커뮤니

티의 멤버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를 모든 노드들에 해

서 반복 으로 수행하며, 더 이상 노드들의 멤버쉽 변화

가 없으면 알고리즘은 종료된다. 인터랙션 최 화 과정 

(IOP: Interaction Optimization Process)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이 알고리즘의 입력은 이  커뮤니티 구조

이고, 출력은 하나의 노드가 반드시 한 개의 커뮤니티에

만 멤버가 될 수 있는 비 복 커뮤니티 구조이다. 단, 

진  커뮤니티 발견 알고리즘이 처음 수행될 때처럼 

이  커뮤니티 구조가 없으면, 인터랙션 최 화 과정의 

입력은 각 노드 를 하나의 멤버로 갖는 커뮤니티 집합 

     이다.

(1) 노드 의 이웃 커뮤니티 집합   생성

(2) 이웃 커뮤니티 집합 에서 가 포함 을 때,  가 가

장 개선되는  에 를 포함

(3) 체 노드에 해서 단계 (1)와 (2)을 반복

(4) 모든 노드들의 커뮤니티 이동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단계 (3)을 반복

따라서 제안하는 진  커뮤니티 발견 기법은    

시간에 발견한 커뮤니티 집합    을 입력으로 받아 

새롭게 생성할 커뮤니티 집합  를 기화한다. 즉, 이

 네트워크에서 변화한 요소들로부터    의 각 커뮤

니티 질을 다시 측정, 장한 다음 그 구조에서부터 인

터랙션 최 화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구조

를 처음부터 다시 발견하는 것보다 효율 인 커뮤니티 

발견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방법들이 한 네트워크에서 

커뮤니티 발견을 하기 해 체 노드를 번 순회한 다

음, 단 몇 개의 노드가 변화하면 다시 번만큼 체 노

드를 순회해야하지만 제안하는 방법은 이  커뮤니티 

구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체 노드를 순회하는 

횟수 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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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  네트워크에서 커뮤니티 발견 과정

Fig. 2 Detection process of communities in dynamic network

그림 2는 동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이용하

여 커뮤니티를 진 으로 발견하는 과정을 시각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각 노드의 색깔은 이  커뮤니티 구조

를 표 하며, 컨벡스 훌(Convex hull)은 재 새롭게 

발견한 커뮤니티 구조를 표 한다. 한 흰색 노드와 

선 간선은 이  네트워크에서 새롭게 추가된 노드와 간

선을 표 한다. 각 그림은 순차 인 시간 구간을 나타내

며, 이  커뮤니티 구조에서 노드나 간선이 추가 을 

때, 다음 시간 구간에서 새롭게 추가된 노드들의 커뮤니

티 발견 결과를 볼 수 있다. 를 들어, 시간 에서 3

개의 커뮤니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있고, 2개의 노드

와 3개의 간선이 추가될 때, 제안하는 방법으로 발견한 

커뮤니티 구조는 기존 빨강 커뮤니티가 새로운 노드 한 

개를 흡수하면서 확장되었고, 나머지 노드는 독립 커뮤

니티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가 변

화했을 때, 기존 3개의 커뮤니티를 다시 찾는 것이 아니

라 이  커뮤니티 구조에서 2개의 커뮤니티 멤버쉽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단 1번의 노드 순회로 새로운 커뮤

니티 구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시간   구간에서는 

각각 4개의 노드와 간선이 추가되었지만, 기존 커뮤니티 

구조는 변화하지 않고, 추가된 노드들로만 하나의 커뮤

니티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이  커뮤니

티 구조를 이용하지 않는 기존 방법들보다 커뮤니티 발

견 효율은 더 극 화될 수 있다.

이처럼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커뮤니티 구조에서 추

가, 삭제된 노드들에 해서만 진 으로 커뮤니티 구

조를 발견함으로써, 네트워크가 작게 변할수록 기존 방

법들보다 효율 인 커뮤니티 구조 발견이 가능하다.

4. 벤치마크 테스트

그림 3은 LFR(Lancichinetti-Radicchi-Ramasco) 벤

치마크[12]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테스트한 결

과이다. 이 테스트는 알려진 커뮤니티 구조(Known 

community structure)로 벤치마크 테스트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이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발견한 커뮤니티 구조와 알려진 커뮤니티 구조의 유사도

(NMI: Normalized Mutual Information)를 비교함으로

써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는 노드의 평균 차수이고, 은 노드 수이다.  는 

커뮤니티 내, 외부 인터랙션의 비율로 0에 가까울수록 

알려진 커뮤니티 구조의 각 커뮤니티들이 분리된 구조

(Weakly connected components)를 가지며, 1에 가까울

수록 랜덤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 실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잡 네트워크는 보통 허 가 있는 척도 없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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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FR 네트워크에서 테스트 결과

Fig. 3 The test results on LFR networks

트워크(Scale-free network)로  가   구간에 

들어간다. 와 는 커뮤니티 크기를 나타내며, 각각 

 의 비교  작은 커뮤니티 크기와  의 큰 

커뮤니티 크기 범 를 갖는다. 즉, 범 가 이면, 알려진 

커뮤니티 구조에서 각 커뮤니티가 멤버를 10개에서 50

개 사이로 가질 수 있다. 그림 3의 각 포인트는 동일한 

인자 값  , 〈〉,  를 가지는 100개의 서로 다른 

LFR 벤치마크 네트워크에서의 평균 결과를 나타낸다.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제안하는 기법이 커뮤니티 내

부 인터랙션 비율이 높을 때 알려진 커뮤니티 구조를 

잘 찾으므로 높은 발견 성능을 보 으며, 랜덤 네트워크

의 커뮤니티 구조같이 외부 인터랙션 비율이 높을 때도 

알려진 커뮤니티 구조를 잘 찾는 것을 찰하 다. 한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수록, 알려진 커뮤니티의 크기가 

클수록 발견 성능이 더 좋았으며, 노드의 평균 차수가 

높을수록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제안하는 

방법(IOP)으로 발견한 커뮤니티 구조와 다른 방법들로 

발견한 커뮤니티 구조의 정확도를 비교했을 때, 제안하

는 방법이 다른 방법들보다 알려진 커뮤니티 구조를 잘 

발견하는 것을 찰하 다. 특히 내부 인터랙션 비율이 

낮은 랜덤 네트워크에서도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  정

확한 커뮤니티 구조를 찾을 수 있다.

그림 4는 간선이 1000개인 네트워크에서 매 시간 구

간마다 2000개의 간선이 랜덤으로 추가될 때, 제안한 방

법(IOP)과 이  커뮤니티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네트워

크가 변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커뮤니티 구조를 발견

하는 방법들(Louvain, Infomap)의 커뮤니티 발견 시간

을 비교한 것이다. 이 때, 제안하는 방법은 커뮤니티 발

견 시간도 가장 빠르며, 네트워크 크기가 커져도 발견 

시간이 선형으로 증가한다. 이에 반해 Louvain과 Infomap

은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발견시간은 비선형으로 증가하

며, 제안하는 방법과의 성능 차이가 더욱 커진다. 이 그

림에서 Conclude, CNM, SLPA는 Infomap보다 발견 

시간이 더 느리기 때문에 비교 상에서 제외하 다.

그림 4 이  커뮤니티 활용 결과 비교

Fig. 4 Result comparison using previous community 

structure

5. 시간 복잡도 분석

노드 개수가 이고 간선 개수가  , 노드의 최  차

수가 max 일 때, 분할 계층 군집화 기반의 GN 알고리

즘이  , 모듈성 최 화 기반의 Louvain 방법이 

log 의 비선형 시간 복잡도를 가지며, 응집 계층 

군집화 기반의 IC 방법이 워스트 이스로 max
  의 

비선형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한 미리 정의된 순회 

횟수가 일 때, SLPA 방법은  으로 선형 시간 복

잡도를 가진다. 하지만 일반 인 복잡 네트워크들은 노

드보다 간선의 수가 많고, 입력 네트워크의 정한 순회 

횟수를 반복 실험으로 찾아야하는 단 이 있다. 제안하

는 진  커뮤니티 발견 기법은 최  인터랙션 최 화 

과정에서 체 노드의 순회 횟수가 일 때,  의 

선형 시간 복잡도를 가지므로 비선형 시간 복잡도 방법

들보다 더 효율 이다. 한 이  시간 구간에서의 네트

워크 정보와 그 네트워크에서 발견했던 커뮤니티 구조

가 있을 때, 체 노드를 순회하는 횟수 가 더 어들

기 때문에 실제 수행 시간은 더 빨라질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동  네트워크에서 인터랙션 기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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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 구조를 진 으로 발견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기법은 시간에 따라 이  네트워크에서 변화

한 노드와 간선을 인지하고, 이  커뮤니티 구조를 진

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기존 방법들보다 효율 인 커뮤

니티 발견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기법의 시간 복잡도는 

노드의 수가  , 인터랙션 최 화 과정에서 체 노드를 

순회하는 횟수가 일 때,  의 선형 시간 복잡도로 

다른 기존 방법들보다 효율 이다. 한 제안하는 기법

으로 LFR 벤치마크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내부 인터랙

션 도가 높은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척도 없는 네트

워크나 랜덤 네트워크에 가까운 네트워크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 다. 한 이  시간에 발견했던 커뮤니티 구

조를 입력으로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때문에, 노드가 

게 변할수록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더 어들 수 있

다. 따라서 동  네트워크의 시간 구간이 많고 네트워크

의 변한 요소들이 작을수록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방법

들보다 더 효율 인 커뮤니티 발견이 가능하다. 향후, 

커뮤니티 발견 정확도와 성능을 동  커뮤니티 발견 방

법들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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