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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수요 급증과 데이터 통신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스마트폰 자체보다 트위터(twitter)와 페
이스북(facebook)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관계 맺음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
를 얻어야 하는 반면에, 트위터는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기에 정보 파급력이 뛰어나다. 트위터는 단순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넘어 대중의 미디어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리트윗(retweet)이라는 강
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리트윗은 자신이 공감 가는 타인의 트윗(tweet)을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보
내는 기능으로 정보를 빠르게 확산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리트윗을 확장 시켜 시스템 능동적으로 리트윗을 하는 스마트 리트윗(smart 

retweet)을 제안한다. 스마트 리트윗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리트윗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과 추가의 정
보가 요구된다. 트윗을 생성한 지역 또는 트윗에서 언급하는 지역정보를 기반으로 리트윗 대상을 결
정한다. 스마트 리트윗을 통해 정보전달의 속도와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Growing demand for smart phones and data communication diminishes the constraints of 

Twitter and Facebook than a smartphone has become a subject of interest. On the other hand 

facebook users in their relationships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other, twitter is a relatively 

simple procedure for the information ripple effect is excellent. Twitter is beyond a simple social 

networking services(SNS) located in one of the popular media and powerful have the upper 

retweet. Retweet to the top of his sympathy with the ability th send tweets to their subscriber 

information can spread quickly.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smart retweet that system actively extend the existing retweet. In 

order to realize the smart retweet and additional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destination of the 

information is required. Based on tweet generated regional or an local information mentioned to 

tweet, to determine the destination. Smart retweet of the speed and scope of information 

transmission through the scale is expected.

                              키워드

             twitter, tweet, retweet, spatial tag, smart ret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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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내외적으로 급부상하고 분야는 SNS이
다. 스마트폰 수요 급증과 데이터 통신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스마트폰 기기 자체보다 SNS가 관심
의 대상이 되고 있다. SNS란 온라인상에서 인맥
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2006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트위터[1]는 SNS중 하나로 
여타 SNS들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온라인 관계
와 신속한 정보전파로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
대되고 있다.

트위터의 정보파급력의 크기는 기존의 미디어
를 능가하며, 그 중심에는 리트윗이 있다. 리트윗
은 공감 가는 타인의 트윗을 자신의 팔로워들에
게 재전송하는 행위로 트위터에서 빠른 정보전파
를 가능하게 한다. 2009년 1월 15일 허드슨강 여
객기 불시착 사고, 2009년 6월 이란 부정 선거의 
시위소식 등은 리트윗을 통해 정보가 빠르고 넓
게 전달된 사례로 볼 수 있다.

GPS 내장 기기들이 늘어나고 SNS와 접목하기 
좋은 환경적 요인이 갖추어지면서 위치를 기반으
로 한 다양한 지역정보는 개인에 맞는 맞춤형 정
보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리트윗 대상을 결정하여 시스템 능동
적으로 리트윗을 하는 스마트 리트윗을 제안한다. 

트윗을 생성한 지역 또는 트윗에서 언급하는 지
역정보를 기반으로 리트윗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
존의 트위터 시스템의 기능인 리트윗에 대해 알
아보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스마트 리트윗의 프
레임워크에 대해 다룬다. 4장에서는 스마트 리트
윗 시스템의 설계 조건과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
을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
제에 대해 설명을 한다.

Ⅱ. 관련연구

2.1 리트윗

트위터에서 사용자가 트윗을 작성하는 경우, 

이 사용자를 팔로우하고 있는 팔로워들에게 트윗
이 전달되는데, 트윗을 받은 팔로워들은 트윗이 
공감이 가면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재전송할 수 
있다. 그림 1은 리트윗의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트윗이 생성된 지역(source)으로부터의 정
보 전파 범위를 선으로 그려진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리트윗을 통한 전파 범위는 점선으로 그
려진 원과 같이 확장된다. 리트윗의 횟수에 따라
서 전파 넓이 정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트윗을 재전송하는 것을 리트윗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특정 사람을 기준으로 온라인
상의 관계를 가진 클러스터간의 빠르고 넓은 정
보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1. 리트윗의 영향력의 크기

2.2 멘션맵(Mentionmap)

트위터에서 팔로워들과 리플라이 또는 리트윗
을 통해 트윗을 주고 받게 된다. 트위터에서는 
Open API를 사용하여 누구와 대화를 많이 했는
지를 볼 수 있게 제공해주는 멘션맵[2]이라는 서
비스가 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 
관계를 볼 수 있고 리트윗을 주고받은 수치를 에
지의 두께로 나타내어 준다. 에지의 두께가 두꺼
울수록 그 사람과의 대화가 많이 오고 갔다는 것
을 보여준다.

Ⅲ. 스마트 리트윗 프레임워크

3.1 정적범위와 동적범위의 정의

리트윗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조건들에는 범위
속성에는 정적인 경우와 동적인 경우가 있다. 아
래에는 범위에 대한 정의이다.

정적범위 : 정보가 생성된 지역 또는 언급되어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범위로 고정적 특성
을 지닌다.

동적범위 : 자신의 GPS와 WIFI 신호를 기반으
로 하는 범위로 가변적인 속성을 띄고 있어서 후
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3.2 트윗 범위와 관심지역

트윗의 범위와 팔로워들의 관심지역은 리트윗
할 대상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된다.  리트윗을 할 
트윗은 사용자가 게재한 140자 이내의 문장 안에 
공간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트윗을 후보로 선정을 
한다. 아래는 공간태그의 정의이다.

공간태그(spatial tag) : 위치와 지역과 같은 공
간속성을 가진 카테고리로 ‘##태그’를 붙여서 표
기 한다.

여기서는 위의 두 조건을 두 가지 속성으로 분
류한다. 첫 번째는 정적인 특성을 가지는 경우이
다. 정적 트윗은 트윗이 생성된 지역 또는 사용자
가 언급한 특정지역이 트윗 범위가 된다. 정적 관
심지역은 자신이 구독하고자하는 특정한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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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는 사용자는 해
당 지역에 관한 트윗의 범위를 정적으로 해줌으
로써 그 지역이 관심지역으로 등록되어있는 사용
자들에게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리트윗을 할 사용자의 관심지역을 정적으로 해놓
음으로써 자신의 관심지역을 참고하는 팔로워들
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정된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
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에는 조금 못  
미칠 것이다.

두 번째는 동적인 특성을 가지는 경우이다. 모
든 공간적인 속성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가
지고 유동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동적 
트윗과 동적 관심영역 모두 자신의 GPS와 WIFI 

신호를 기반으로 공간속성을 가진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보급의 급증으로 인해 모바일 SNS가 
도래하고 스마트폰이 지닌 고이동성과 실시간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요구사항을 가장 잘 만
족해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이동성으로 인
한 잦은 유동이 시스템 연산의 비용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3.3 스마트 리트윗 프레임워크

위에서 우리는 정적과 동적의 트윗 범위와 관
심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스
마트 리트윗을 설계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제
시한다. 아래 표 1은 스마트 리트윗 프레임워크를 
나타낸다.

표 1. 스마트 리트윗 프레임워크

정적관심지역 동적관심지역
정적트윗 (a) (b)
동적트윗 (c) (d)

그림 2는 멘션맵을 통한 리트윗 과정을 보여주
는 예이다. 아래의 5개의 원은 자신을 기준으로 
형성된 팔로워 관계의 클러스터를 나타내고 (1)번
을 기준으로 퍼져나가는 화살표는 사용자 A가 트
윗을 작성하여 자신의 팔로워들한테 전달하는 모
습을 보여주며 (2)번을 기준으로 퍼져나가는 화살
표는 사용자 ‘가’가 스마트 리트윗을 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b)의 경우 예시

사용자 A가 부산 지역을 언급하는 트윗을 작
성하고 이 트윗은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A의 팔
로워들한테 전달이 된다. 만약 현재 사용자 ‘가’의 
현재 위치가 해운대로 인식이 되면 관심지역이 
해운대로 설정이 된다. 트윗의 범위와 관심지역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파란색 화살표와 같이 스마트 
리트윗을 한다.  

그림 2. 멘션맵을 통한 스마트 리트윗 과정

∙ (c)의 경우 예시

사용자 A가 주례2동에 있는 동서대학교에서 
트윗을 쓰면 GPS와 WIFI 신호를 이용하여 트윗
의 범위가 주례2동으로 설정이 되고 빨간색 화살
표와 같이 팔로워들한테 전달이 된다. 만약 사용
자 ‘가’의 관심지역이  사상구로 지정되어있을 경
우 파란색 화살표와 같이 스마트 리트윗을 한다. 

후에 사용자 A가 해운대구로 위치를 이동하였을 
경우 트윗의 범위가 변경되어 해운대구를 관심지
역으로 갖고 있는 팔로워들이 스마트 리트윗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Ⅳ. 시스템 설계 및 흐름도

4.1 시스템 설계

앞에서 우리는 리트윗 대상 선정을 위한 프레
임워크를 정의하였다. 또한 각 속성에 대한 정의
를 내리고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스마트 리트윗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마
트 리트윗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이 시
스템은 사용자의 관심지역 정보와 공간 속성을 
가진 트윗들을 DB로 가지고 있게 된다. 그리고 
트위터 OpenAPI[3]를 이용하여 트위터와 소통하
며 리트윗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공간연산을 수
행하게 된다.

위 프레임워크에서 우리는 (b)의 기준을 선택했
다. 이는 관심지역이 사용자의 유동에 의해 변화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주기적인 체크를 통하
여 동적인 정보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4.2 시스템 흐름도

그림 3은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다. 아래의 
내용은 사용자 A가 트윗을 작성하여 그 정보가 
스마트 리트윗을 서버를 거쳐서 트위터로 전송이 
되고 공간연산을 수행 후 스마트 리트윗을 하는 
과정을 나열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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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스템 흐름도

① 사용자 A가 작성한 트윗을 스마트 리트윗  
서버로 전송한다.

② 사용자로부터 받은 트윗과 ID와 공간태그의  
정보들을 DB로 보내서 저장한다.

③ 트위터의 OpenAPI를 이용하여 A의 트윗을  
트위터로 전송한다.

④ 트위터의 OpenAPI를 이용하여 A의 팔로워  
리스트를 요청한다.

⑤ 트위터에서 요청한 A의 팔로워 리스트를 
스마트 리트윗 서버로 전송한다.

⑥ 받은 A의 팔로워들의 각 관심지역 정보를  
DB에 요청한다.

⑦ 스마트 리트윗 서버로 요청한 관심지역 정
보를 전송한다.

⑧ 사용자 A가 작성한 트윗의 공간범위와 A의  
팔로워들의 관심지역들 간에 공간연산을 수  
행한다.

⑨ 위의 공간연산을 통해 만족하는 팔로워들은  
스마트 리트윗을 하기위해 해당 트윗을 다
시 트위터로 전송한다.

Ⅴ. 결  론 및 향후 과제

이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이용하여 
기존의 트위터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스마트 
리트윗을 설계 하였다. 리트윗을 수행할 대상은 
공간태그를 가진 트윗을 후보로 선정하고 이 후
보들 가운데 스마트 리트윗을 담당할 사용자의 
관심지역과의 연관성을 여부로 최종적으로 결정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트윗이 생성된 지역 또는 
언급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공간태그를 정적인 범
위에 한정시켰다. 이는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이
용하는 사용자들의 입장에서의 이동성과 실시간

성의 요구에는 부족함이 있다.

향후 과제로는 트윗의 공간태그를 동적이 측면
에서도 정의를 해보고 위 설계를 바탕으로 프로
토 타입 구현과 더불어 실제 트위터와 유사한 서
비스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실시하고 얼마나 유용
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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