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tMiner 를   활 용 한   S N A  교 육 

< 사이람 교육 과정 소개 > 

01.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본 과정(2일 과정) 
소셜 네트워크 분석 입문자를 위한 교육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초 이론에 대한 이해와  

NetMiner 실습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 연구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 

02. 

연구동향분석 과정(1일 과정) 

논문 데이터를 SNA로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논문-저자’ 2모드 관계를 1모드 네트워크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내용부터 키워드 추출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까지  논문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 대해 학습 

03. 

•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링 및 실습 

• NetMiner 기초 사용법 

• 네트워크 시각화 및 스타일링 연습 

• 중심구조 및 응집구조 분석 

• SNA를 이용한 문헌정보 분석 개요 및 기초 

• NetMiner 텍스트 분석 기능 실습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실습 

•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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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과정(1일 과정) 
NetMiner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뉴스기사, 트위터, 연설문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교육입니다.  

키워드 추출부터 핵심 키워드 및 토픽 분석, 시각화까지 비정형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전 과정을 학습 

• 연설문 데이터 분석 실습(키워드 추출 및 키워드 네트워크 구성, 세부토픽 분석) 

• 뉴스/트위터 데이터 비교 분석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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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람 교육 과정 소개 > 

04. 2-모드 네트워크 모델링 및 분석 교육(1일 과정) 

본 교육은 소속관계, 참여관계, 구매관계, 활용관계, 관심관계, 분류관계, 연관관계, 등장관계, 수행관계,  

가입관계 등 두 노드 집합(2 nodesets) 간의 관계 (2-모드) 네트워크를 표현하고 분석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 전략과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SNA에서 실용성이 큰 2-모드 네트워크 분석의 이론과 사례, 분석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 

• 2-모드 네트워크 분석의 개념과 원리 

• 2-모드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방법 

• NetMiner의 분석 및 시각화 기능 실습 

• 2-모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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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네트워크 역할 분석(중급) 교육(1일 과정) 

NetMiner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본과정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SNA에서 중요하게 연구되어 왔던, 

네트워크 내 역할과 지위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소개하고 실습을 통해 원리를 이해하며, 활용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중개자 역할을 측정하고, 네트워크 내 행위자의 역할과 지위를 관계 패턴을 통해 판단하며  

역할 그룹 간의 관계로 요약함으로써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핵심적인 구조를 발견하는 과정을 학습 

• 네트워크 역할 및 지위 분석 개요 

• 중개자 역할 분석(Brokerage Role Analysis) 

• 등위성 분석(Equivalence Analysis) 

• 블록모델링(Block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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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람 교육 과정 소개 > 

07. 파이썬을 활용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기초 교육(5일 과정) 

본 과정은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을 활용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빅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해보는 교육 과정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실습을 '따라하기' 형식으로 진행하여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인문,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쉽게 학습 

• Python 프로그래밍 실습 

• Python으로 SNS 데이터 수집 

• Python으로 소셜 빅데이터 분석 

< 사이람 방문 교육 소개 > 

※ 2개 이상 교육을 수강하실 경우, 수강권 패키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NetMiner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문 교육 

1 학교 및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2 정기교육 중  한 가지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관심분야가 있는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관련 사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최대 30명까지 수강이 가능하며, 보다 저렴하게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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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네트워크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기초(1일 과정) 

네트워크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통계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지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으로 

네트워크 지표 값의 연관성 분석, 여러 네트워크 간 연관성 분석 등 연구자들이 자주 당면하는  

분석 주제별 예시와 실습으로 구성 

• 관계적 속성을 활용한 연관성 분석(교차 분석, 상관분석, 회귀 분석) 

• 관계간 연관성 분석(QAP 상관분석, 회귀분석) 

• 관계적 속성값의 유의성 분석(MCMC) 



사이람 교육과정 안내 

어떤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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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수집하실  
데이터는 어떤 
것입니까?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과정  

연구동향 분석 과정 

분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

까? 

알고자 하는 
분석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트워크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기초 

네트워크 역할분석 과정 

소셜네트워크분석  
기본과정 

※ 선수과목 : 소셜네트워크분석 기본과정 

연구동향 분석 과정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과정  

네트워크 역할분석 과정 

소셜네트워크분석  
기본과정 

네트워크 역할분석 과정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과정  

네트워크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기초 

연구동향 분석 과정 

2-모드 네트워크 모델링 및  
분석 과정 

파이썬을 이용한  
소셜빅데이터 분석 

※ 

※ 

※ 

※ 

※ 

※ 

2-모드 네트워크 모델링 및  
분석 과정 

각종 텍스트 데이터 
뉴스기사, SNS 게시글, 연설문,  

인터뷰자료, 주관식 설문응답 자료 등  

각종 문헌 정보 
논문/연구실적/특허문서/사업정보 

2-mode network 데이터 / 개인-이벤트, 구
매자-상품, 리뷰어-영화 등 

관계 설문조사 데이터 

핵심적인 인물/개체/요소/장소 파악하기 

관계가 긴밀하게 응집된 그룹 찾기 

인물/개체/요소/장소 간 관계에서 역할, 관계 
패턴이 유사한 정도를 파악 

항공/물류 데이터, 무역 데이터,  
기관 협력 관계 데이터 

특정 연구주제 연구경향 파악/ 하위주제 분류 
/ 공저관계에서 핵심 연구자 / 지식지도 

Centrality / Cohesion / Community 

Equivalence / Brokerage / Blockmodeling 

토픽모델링 / TF-IDF / 형태소 분석 

Permutation/ QAP Regression  
/ MCMC / 유의확률 

2mode Network를  
1mode Network으로 변환하기 

Hierarchical Clustering / PFNet 

텍스트 데이터를 하위주제로 분류,  
핵심적인 단어 추출 

직접 수집하고 싶다 

2-모드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핵심 요소를 찾
고 유사한 요소끼리 클러스터링 

2-mode Centrality / bi-clique /  
LDA / k-means 

2-모드 네트워크 모델링 및  
분석 과정 

소셜 빅데이터 영향력자 / 핵심 내용 파악 
파이썬을 이용한  
소셜빅데이터 분석 

※ 

※ 

※ 

※ 

※ 

※ 

※ 

※ 



교육 과정별 추천 NetMiner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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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네트워크 분석  과정  

연구동향 분석 과정 

네트워크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기초 

네트워크 역할분석 과정 

소셜네트워크분석  기본과정 

2-모드 네트워크 모델링 및  
분석 과정 

교육 과정별 추천 NetMiner 라이선스 

NetMiner 라이선스 안내 

교육 과정명 

Semantic Network 

Semantic Network 

Pro 

Standard 

Standard 

Semantic Network 

- 

Mining(-Clustering) 

- 

- 

Tools(-쿼리) 

Mining(-Clustering) 

EDITION 추가 PACKAGE 

EDITION 

PACK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