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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 the dynamical behaviors of the microscopic and the mesoscopic community structures in co-author networks. Two types of data in this study are extracted from author weights
in the talk and the poster sessions of the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and the papers published
in New Physics: Sae Mulli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The community structure, by using
the theoretical methods of quantum and classical oscillators, can be connected non-trivially to two
agents with changes of the temperature. As the temperature increases to a higher value, we simulate
and analyze the communicability functions, the number of communities, the difference in communities, and the modularity. We may provide some important results giving evolutionary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computer-simulation of community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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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저자 네트워크에서 미시적 및 중시적 사회구조의 동역학적 거동을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의 두가지 데이터는 한국물리학회의 새물리 발표논문과 한국기상학회의 발표회의에서 저자들의
논문가중치로부터 추출한 것이다. 양자진동자와 고전진동자의 이론적 방법에 의한 사회구조는 각각
온도의 변화에서 두 대리인들 사이에 자명하지않게 연결되어 나타난다. 온도가 높은 값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성 함수, 사회수, 사회성의 차이 및 이에 따른 모듈성을 컴퓨터흉내내기를 통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의
결과로부터 사회구조의 진화정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ACS numbers: 05.10.-a, 05.90.+m, 05.45.Tp, 89.75.-k
Keywords: 미시적 및 중시적 사회구조, 사회성 함수, 양자 및 고전진동자, 사회 네트워크, 모듈성

I. 서 론

[18–20]. 네트워크의 속성을 나타내고 규명하는 통계역학
적 양들은 주로 네트워크 계의 성질과 구조적 특성에 주로

지난 20년 동안 과학자들은 여러 과학분야들에서 다양한
응용적인 네트워크들을 다루어왔으므로 특히 사회네트워
크 연구에 중요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1–5]. 이러한
사회네트워크 연구는 복잡계들에서 방법과 기술을 분석할
때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6–9]. 네트워크의 중요한 성
질은 사회의 존재를 포함하여 사회네트워크에서 한 쌍의 노
드사이의 사회성 (communicability) 은 두 노드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와 관련된다. Estrada와 그의 동료 [10]들은 가장
최단경로와 다른 경로들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인
사회구조 (community structure) 를 제안하였다. 더욱이
사회성은 잠재적으로 노드간의 숨겨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관계를 판별할 수 있게 한다. 사회구조는 거시적 그룹을
작은 중시적 그룹과 더 작은 미시적 그룹으로 축소하여
분석했으며, 특정한 한 그룹과 다른 그룹들 사이의 관계
들을 통계적인 양들로부터 서로 관련시켜왔다. 전반적인
사회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시적 사회구조문제에서는
네트워크 연구자들이 엔트로피, 자연적 연결성, 전체에너지
및 자유에너지과 같은 통계적인 지표들을 연구하여왔다.
앞으로 네트워크 연구에서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및 응용
과학적인 모형에 따라서 미시적, 중시적 및 거시적 사회구
조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네트워크 연구에서 큰 관심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 열려진 분야들이다.
한편 복잡네트워크는 현재 많은 물리학, 생물학, 생태학,
공학 및 정보기반시설 시스템의 연구들에 편재되어있다
[11–17]. 원자, 진동 및 사회계들은 통계역학의 방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구사하는 구조의 특징을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법과 기술은 응용계의
구조와 동역학을 밝혀주는 데까지 발전시켜서 기여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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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한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왔다. 최근에 네트워크와 관
련하여 전역적 상관관계의 중요한 과제는 생태 네트워크와
다중플렉스 네트워크에서 주로 다루어온 캐스케이드 효과
이다. 따라서 생태 네트워크는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멸 종의 상관관계가 인접한 이웃을 넘어서 생존
종에게 전파됨으로써 특정한 종의 가계에서 사멸 종과 생존
종의 경계를 이루는 캐스케이드 효과를 만들어낸다 [21].
또한 다중플렉스 네트워크는 노드들이 다른 여러 다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특정한 층의 노드들사이에 연결된 네트워
크와 이 층과 다른 층사이의 노드들끼리도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도 포함된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이 네트워크의
구성된 성질이나 특성들을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현재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중플렉스 네트워크는 공진강도가
다른 다중 구조의 연쇄 과정과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공진화가 각인될 수 있는 동역학적 특징을
예시하여왔다 [22].
사회구조에 관한 과제들은 통계역학적으로 에너지에 관
한 온도의 효과를 선택적으로 연관시켜서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자진동자의 네트워크 구조를 다룬 사회구
조는 온도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에, 온도변화는
양자네트워크 구조에 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사회구조에 연관된 사회성 함수들을 조사 분석함에 따라
진화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결과들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중시적 사회공동체 구조에서 집단 내부 및 집단 간의
사회성 차이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것은 두 사회들 사이의
공동체 구조를 추정하는 통계적인 양들이다.
과거에 우리가 잘 아는 국외학회지의 공동저자들 사이에
서 사회구조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들이 여러 논문들에서
다루어 왔다 [23, 24]. 본 연구는 두 사회구조인 한국기상
학회의 발표 저자들과 한국물리학회의 새물리 저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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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구조 네트워크를 컴퓨터흉내를 통해서 분석한다.
더욱이 이러한 연구에서 사회구조 네트워크의 이론적인
방법과 기술들을 상세히 논의하여 미시적 및 중시적 사회성
네트워크를 조사 연구한다.

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여기서 α = 1/K 이다. 네트워크의
사회구조에서 두 p 와 q 노드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II. 이론 배경

으로 유도된다. 양자진동자의 경우에 양자역학적 이론 [9]으
로부터 사회성 함수인

먼저 사회구조를 기술하는 사회성 네트워크의 개념을
소개해 보자. 네트워크의 노드 시계열인 n0 , n1 , . . ., ni , . . .,
nk 에서 ni 와 ni+1 (i = 1, 2, . . ., k)는 서로 연결된다고 가정
한다 [25]. 연결선의 개념을 사용하여 두 노드 p 와 q 사이의
∑∞
사회성을 나타내는 사회성 함수는 Gpq = k=0 ck (Ak )pq
으로 정의되며 [4], 여기서 A 는 인접 행렬, 노드 p 와 q 가 서
로 연결되어 있으면 1을 가지며,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인접행렬 (Ak )pq 는 노드 p 에서 시작하여 노드 q 에서 끝나
는 길이 k 를 갖는 행렬이다 [22,26]. Ck 는 수렴된 급수로
전개되고, 긴 연결성을 갖는 함수인 경우에는 작은 가중치를
가지며, 그리고 사회성에 대해서 양의 실수값이다. 따라서
사회성 함수 [27]는 다음과 같이 도입한다. 즉,
GEA
pq =

∞
∑
(Ak )pq
k=0

k!

= (eA )pq

(1)

이며, 여기서 사회성 함수 Gpq 는 가중치 인접행렬 W =
(Wij )n×n 을 사용하여 얻게 된다. 인접행렬은 원래 과거에
사회과학 [25, 28]에서 도입하였던 중심성측정 (centrality
measurement)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복잡네트워크 분석
[9]의 전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왔다. 중심성의 개념은 사
회계의 네트워크에서 도입되었으며, 구성된 노드들 중에서
다른 노드들보다 더 중심적인 혹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노드들의 정량적인 측정치들을 의미한다. 이들 중심성의 측
정은 관련된 네트워크의 구조적 성질을 이해하는 데 긴요하
며, 인간 생활과 거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공간적 요소들
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심성의 측정들은 중심선 분포함수를
비롯하여 도수, 접근, 사이, 직선 및 정보 중심성등이 있다.
예를 들면 도시거리의 지리적인 네트워크에서는 교차점을
노드와 거리를 연결선으로 보면 위상적 거리보다 오히려
계량적 거리를 정의하여 중심성의 측정들을 하여왔다 [16,
17]. 고전진동자 네트워크에서 진동자의 헤밀토니안은
HA =

n
n
Kmω 2 ∑ 2 mω 2 ∑
xi −
xi Aij xj
2
2
i=1
i

mω 2 T
x (KI − A)x
=
2

(2)

으로 도입하면 x = (x1 , x2 , . . ., xn )T 이며 I 는 단위행렬이
다. 몇 가지 계산후에 고전진동자에서 중심성측정을 나타
내는 사회성 함수를
2
GRA
pq = βKmω Gpq (β)

(3)

Gpq (β) =< xp xq >=

]
βKmω 2 [
1 − (A/K)−1 pq
1

2 A
GEA
pq = exp(βℏΩ) Gpq (β)

(4)

(5)

을 도입하면, 열적인 그린 함수 (Green’s function) 는 양자
역학의 기법에서
(
[
])
βℏω 2
A
(6)
GA
(β)
=
exp(−βℏΩ)
exp
pq
2Ω
pq
으로 주어진다. 온도가 무한대 (β → 0) 가 될 때는 두 노
드들 사이에서 사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식 (4) 에서
GEA
pq (β → 0) = 0 이다. 온도가 0 (β → ∞) 로 가는 경우를
고려하면 모든 두 노드들 사이에 무한한 사회성, 즉 식 (6)
에서 GA
pq (β → ∞) = ∞ 가 된다. 이때에 온도의 함수인
사회성 함수 [9]는
L
GEL
pq (β) = Gpq (β) − 1

(7)

으로 얻어진다. 양자적인 헤밀토니안 [9]을 이용함으로써
양자역학적 계산을 거쳐서 사회성 함수는
(
[
])
βℏω 2
GL
(β)
=
exp
−
L
(8)
pq
2Ω
pq
이며, 여기서 L = D − A 는 네트워크의 라플라시안 행렬을
나타내며, 네트워크의 L 을 이용한 헤밀토니안으로 나온
값이 GL
pq (β) 에 적용되어 계산된다. 식 (7) 과 (8) 으로부터
2
L
사회성 함수 GEL
p 는 βhω = 2Ω 의 관계로 부터 Gpq (β) − 1
으로 된다 [9]. 그리고 사회성 함수 GD
pq (β) 는
GD
pq (β) =

1
(L+ )pq
βmω 2

(9)

이며, 여기서 L+ 는 Moore-Penrose 라플라시안 일반화의
역이다. 마침내 다음과 같이 주어진 노드 p 에 대해서 평균
사회성 함수 (averaged communicability function) 를
Gp (β) =

n
1 ∑
Gpq
n − 1 q=p

(10)

으로 정의하여 분석한다.
D
결과적으로 사회성 함수 GRA
pq 와 Gpq 는 사회구조의 네트
워크에서 고전 조화 진동자의 열적 그린 함수의 형태들이
EL
다. 반면에 사회성 함수 GEA
pq (β) 와 Gpq (β) 는 양자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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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자의 열적 그린 함수의 형태들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D
식 (9) 의 형태로부터 GRA
p , 1/Gp ,
D
회성 함수들은 각각 GRA
pq , 1/Gpq ,

GEA
p
GEA
pq

및 GEL
p 의 평균 사
및 GEL
pq 의 평균된

통계량들이다.
사회네트워크의 연구에서 중시적 사회성의 사회구조는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된 분야에 속한다 [29, 30]. 중시적
수준의 사회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성 함수의 집단을
나누어서 복잡한 네트워크의 사회구조를 다시 도입하여
연구해 보자. Estrada 등 [10]에 의해 사용된 사회성 함수는
다음과 같다. 즉,
λ1,A
GEA
pq = ϕ1,A (p)ϕ1,A (q)e


∑
∑
+
−
λj,A
λj,A 
+
ϕ+
+
ϕ−
j,A (p)ϕj,A (q)e
j,A (p)ϕj,A (q)e


+

2≤j≤n

2≤j≤n

∑

∑

−
λj,A
ϕ+
+
j,A (p)ϕj,A (q)e

2≤j≤n


+
λj,A 
ϕ−
j,A (p)ϕj,A (q)e

2≤j≤n

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노드 i 가 그룹에 존재하면 si = 1,
노드 i 가 다른 그룹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si = −1 으로
놓는다. Aij 는 노드 i 와 j 사이의 연결선수이며, 일반적으로
0 또는 1이지만, 다중 연결선이 허용되는 네트워크에서는
더 큰 값이 가능하다. 연결선이 무작위로 배치 될 때 i 와 j
사이에 예상되는 연결선수는 ki kj /2m, ki 와 kj 는 i 와 j 의
∑N
각각 연결선수이며, m = 21 i=1 ki 네트워크의 총 연결선
수이다. 따라서 모듈성이 커짐에 따라 계는 더 모듈화되거나
보다 풍부한 사회구조가 되는 네트워크로 확장된다.
앞으로 우리는 미시적 사회구조에서는 평균 사회성 함수
들을 얻어서 논의할 것이며, 중시적 사회구조의 측정에서는
다른 통계적인 양인 사회성의 차이와 모듈성들을 구한다.
이러한 통계적인 양들은 미래에 우리를 더 일반적인 결과와
더불어 사회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계산된 결과로부터
사회성 함수가 알려지면 미시적 구조에서 다른 사회구조의
연결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구조를 밝히는 데 매우 유용
하다.

(11)
이며, 여기서 ϕj,A (p)(ϕj,A (q)) 는 인접행렬 A 에서 고유치

III. 수치계산 및 결과

λj 에 관계된 인접행렬 A의 j 번째 직교규격화된 고유벡터의
−
p(q) 번째 요소이며, ϕ+
j,A 와 ϕj,A 는 각각 ϕj,A (p) 와 ϕj,A (q)

의 양, 음의 값에 대한 합을 나타낸다. 중시적인 사회구
조에서는 네트워크의 조직은 서로 상대적으로 나약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서로 같은 사회를 형성하는 노드들끼리는
자기들만의 집단을 단단히 구성한다. 따라서 사회성의 차이
∆G 는 중시적 사회구조에서 집단내부와 집단간의 치이를
나타내는 사회성 함수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즉,
λ1,A
∆G = GEA
pq − ϕ1,A (p)ϕ1,A (q)e

+

intra
∑

ϕ1,A (p)ϕ1,A (q)eλ1,A

j>1

−|

inter
∑

ϕ1,A (p)ϕ1,A (q)eλ1,A |

(12)

j>1

이며, 여기서 intra (inter) 는 집단내부 (집단간) 의 사회성
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모듈성 (modularity) 은 그룹 내에 속하는
연결선의 수에서 무작위로 배치된 연결선을 갖는 동등한
네트워크에서 평균값을 뺀 사회구조의 값이다 [31], 이러한
통계적인 양은
Q=

)
N N (
1 ∑∑
ki kj
si sj
Aij −
4m i=1 j=1
2m

(13)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의 분석과 컴퓨터흉내내기를 논
의하기 위하여 두 학회인 한국기상학회의 회의발표 및 한국
물리학회의 새물리논문에서 공동저자의 가중치에 대한 데
이터들을 분석연구한다. 첫번째 유형의 자료는 2008년 3월
부터 2013년 11월까지 한국기상학회의 1943명의 저자들에
대한 2684개의 논문들을 추출하였고, 두번째 유형의 자료는
새물리에서 2636명의 저자들이 출간한 1983개의 논문들을
200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출한 것이다. 그리고
연구결과의 도출은 컴퓨터 흉내내기를 통하여 회의발표와
논문의 저자들은 첫번째 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들의
논문가중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한다.
Fig. 1과 Fig. 2는 각각 한국기상학회의 저자에 관한 사
회성 함수에서 온도가 β = 1에서 β = 0.1 (β 는 온도의
역수임) 로 증가함에 따라 평균 사회성 함수 GEA
및 GEL
p
p
을 보인 것이다. Fig. 1은 200명의 순위 내에 공동 작성자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높은 값의 사회성 함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Fig. 2는 공동저자가 400명 순위내에서 상대적
으로 β 가 0.1인 경우에 높은 값의 사회성 함수를 나타낸다.
EL
본 연구에서 GEA
p 의 변화가 Gp 의 변화보다 온도가 높아
짐에 따라서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평균 사회성 함수 GEA
p 의 변화에서 보듯이
온도가 낮은 경우에 연구소통이 낮은 순위에 있는 저자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연구소통의 잠재능력을 발휘하여 연구소
통의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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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Averaged communicability function GEA
from β = 1 to 0.01 in the Korean Meteorologp
ical Society (KMA). These values are displaced upward
by 1.0 unit each in order to provide better visibility.

Fig. 2. (Color online) Averaged communicability function GEL
from β = 1 to 0.01 in the KMA. These values
p
are displaced upward by 1.0 unit each in order to provide
better visibility.
Fig. 3과 Fig. 4에서 한국물리학회의 새물리에서 평균
EL
사회성 함수 GEA
p 와 Gp 의 네 가지 다른 온도값에 대해서
각각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며, 이 결과는 Fig. 1과 Fig. 2
의 한국기상학회의 결과와 유사하게 보여준다. Fig. 5에서
한국물리학회와 한국기상학회에서 β = 1에서 0.01까지의
논문에 대한 사회수를 표시한다. 논문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β = 1에서
0.01 까지 한국기상학회에서 사회수가 거의 일정하며, β
= 0.01과 0.1 경우에 새물리에서는 논문수 1,800이상에서
사회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한국물리학회 새물리와 한국기상학회에서 사회
성의 차이 ∆G 를 논문수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중시적
관점에서 한국물리학회의 새물리는 β = 0.3일 때 선형성
이 없지만 β = 1.0일 때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Fig. 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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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Averaged communicability function GEA
from β = 1 to 0.01 in the New Physics: Sae
p
Mulli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KPS). These values are displaced upward by 1.0 unit each in order to
provide better visibility.

Fig. 4. (Color online) Averaged communicability funcfrom β = 1 to 0.01 in the New Physics: Sae
tion GEL
p
Mulli of the KPS. These values are displaced upward by
1.0 unit each in order to provide better visibility.
한국물리학회 새물리와 한국기상학회에서 논문수에 따른
사회수와 모듈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에서 두 학회를
비교하면 한국기상학회보다 새물리의 사회수가 더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듈성도 한국물리학회의
새물리에서 더 큰 값을 가지며,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논문수가 200이 넘는 모듈성은 감소하는 추세를 갖는다. β
= 1 일 때 두 학회의 네트워크로부터 Table 1은 한국기상학
회와 한국물리학회에서 연결선의 합 Ds , 그룹의 가중치 Wc ,
논문의 수 Nc , 그리고 평균 사회성 함수를 요약한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공동저자의 평균 사회성 함수는 익명의 공동
저자의 첫 번째 순위에 대해서 가중치를 정규화된 최대값 1
(100%) 로부터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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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Number of communities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papers from β = 1 to 0.01 in the KMS
and the New Physics: Sae Mulli of the KPS.

Fig. 6. (Color online) Difference of communicabilities ∆G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papers from β = 1 to 0.01
in the KMS and the New Physics: Sae Mulli of the K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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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lues of the sum of degrees Ds , the weight of community Wc , and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s Nc, and
the averaged communicability functions. Here, the value of averaged communicability functions is one (the maximum
value) for the first rank of anonymous author. These are the data for the rank of anonymous authors of (a) the KMS
society and (b) the New Physics: Sae Mulli of KPS publications in the network of anonymous authors at β = 1.
(a) The KMS
Wc
Nc
32.5395
190
4.931
20
1.2177
12
2.65
9
3.2
7
1.7333
5
0.5667
4
0.7429
4
0.5833
3
0.2679
3
0.3333
2

Rank of anonymous authors
1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Ds
135.9767
13.366
8.481
6.1595
4.5265
3.6682
3.0173
2.4364
2.0921
1.6667
1.4643

Rank of anonymous authors
1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b) The New Physics: Sae Mulli
Ds
Wc
Nc
26.6222
11.1667
37
6.1239
2.1389
10
4.0762
1.2468
7
3.1682
1.1333
5
2.5333
0.7774
4
2.131
1.3167
3
1.7574
0.9167
3
1.5556
0.5833
2
1.4643
0.9167
2
1.3333
0.7333
2
1.1667
0.3667
2

Fig. 7. (Color online) Number of communities (left) by
modularity and modularity (right)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papers in the KMS and the New Physics: Sae
Mulli of the KPS.

IV. 요 약
본 연구는 한국물리학회와 기상학회에 대해서 미시적 및
중시적 사회구조를 연구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양자
진동자의의 네트워크에 대한 사회구조는 온도에 비선형적
으로 변화하지만, 고전적 네트워크의 사회구조에 온도의

GEA
p
1
0.1448
0.0851
0.0022
0.0014
0.0004
0.0049
0.0001
0.0075
0.0001
0.0019

GRA
p
1
0.112
0.0703
0.0425
0.0296
0.0246
0.0201
0.0157
0.0146
0.0109
0.0102

GEL
p
1
0.9995
0.9967
0.9806
0.9671
0.953
0.9248
0.8811
0.838
0.7561
0.757

1/GD
p
1
5.6197
8.6968
13.9951
18.2785
21.5809
27.2853
33.449
61.1628
56.0115
46.8707

of KPS
GEA
p
1
0.3572
0.0389
0.0347
0.0084
0.0034
0.1708
0.0005
0.0003
0.0015
0.0004

GRA
p
1
0.274
0.162
0.11
0.0949
0.0745
0.0805
0.0498
0.0458
0.0443
0.0367

GEL
p
1
0.9817
0.9443
0.9377
0.868
0.8146
0.8154
0.727
0.6905
0.6634
0.6172

1/GD
p
1
3.1066
7.0265
6.9127
8.8308
12.3472
7.6484
7.1131
5.7709
16.1744
32.6687

변화는 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낮은 온도에서 연구
소통의 잠재능력을 가진 저자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더 좋은
연구소통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자들이 될 것이라는
중요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집단내와 집단간 사회성의
차이점은 중시적 사회구조에서 논의하였으며, 미시적 및
중시적 사회구조가 연구됨에 따라 네트워크의 진화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결과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계산
결과에서 살펴보면 사람들 사이에 대한 사회구조를 논의할
때 위상 전이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매우 유용한 사회네트
워크 연구에 아바지할 것이다. 미래에는 보편적이고, 불규
칙적인 특성들이 다른 사회네트워크에서 발견되고 연구되
기를 희망하며 [32–34], 미래의 연구에서는 다른 사회계와
경제계 등의 동역학적 거동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복잡계에서 사회구조의 과학적인 영역은 연구자들이 수
가 적으나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광대한 영역인 뇌 및
신경계에 대한 중시적 및 거시적 연구로 연결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연구대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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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인용네트워크 등의 사회구조는 앞으로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른 여러 사회에

[16] P. Crucitt, V. Latora and S. Porta,

Chaos 16,

서의 사회성 함수와 그 외의 통계적인 함수들이 개발되어
효과적으로 사용 분석될 것으로 사료된다.

[17] V. Latora and M. Marchiori, Phys. Rev. Lett. 87,

015113 (2006).
198701 (2001).
[18] M. Buchanan, The Social Atom: Why the Rich
Get Richer, Cheats Get Caught and Your Neigh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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