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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트위터 해시태그(#, HashTag)는 트윗(Tweets)에서 특정 키워드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검색

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태그이다. 사용자가 정의하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

로 작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검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자신이 작성한 트윗에 어
떤 해시태그를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성한 트윗에 적합한 해시태그를 추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수집

한 트윗과 해시태그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트윗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TF-IDF 와 Cosine 
Similarity 를 적용하여 유사한 트윗을 갖는 해시태그를 추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을 검증하

기 위한 실험으로 추천의 정확성을 평가했다. 
 

1. 서 1론 및 관련 연구 

해시태그는 특정 키워드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

고 검색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태그이다. 트위터에서 사용하기 시작하

였으며 현재는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

(Instagram)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서도 해시태그 서비스가 적용

되어 사용되고 있다. 트위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해시

태그의 예는 표 1 과 같다. 

해시태그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칙을 갖지만 규칙

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따

라 많은 형태의 해시태그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의미에 다양한 해시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검색

을 할 때 효율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이

런 이유로 트윗 내용의 주제 분류 및 검색의 효율성

이 떨어지게 된다.  

트윗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검색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 적합한 해시태그를 사용하게 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해시태그를 사용자에게 추천해주는 

해시태그 추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Zangerle  E. 등[1]과 Kywe Su Mon 등[2]은 수집된 

트윗 메시지들 중에서 가장 유사한 메시지 및 사용자

를 찾아 해시태그 추천 후보를 결정하여 그들간의 유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대학 IT 연구

센터 육성·지원사업(NIPA-2013-H0301-13-3006)과 2013 년도 정부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
행된 것임(NRF-2013R1A1A2012627) 

사성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관련 연구로는 

음악 해시태그인 #NowPlaying 을 이용한 음악추천[3], 

#WorldSeries 를 이용한 스포츠 이벤트 분석[4]등 다양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트위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

시태그와 한국어 트윗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트윗에 적합한 해시태그를 추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Rank HashTag 

1 #teamfollowback 
2 #oomf 
3 #ff 
4 #rt 
5 #np 
6 #nowplaying 
7 #gameinsight 
8 #android 
9 #androidgames 

10 #news 
<표 1> 2012 년 해시태그 순위(statweestics.com)  

 
2. 시스템 구성 

트위터에 글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트윗 메

시지를 작성하면 본 시스템은 사용자에 의해 작성된 

트윗과 유사한 트윗의 해시태그를 분석한다.  

분석된 해시태그 중 상위 3 개의 해시태그를 사용

자에게 추천한다. 전체적인 시스템 흐름은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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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시태그 추천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위해 KAIST 한나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5]를 사용하였다. 

트윗 메시지 중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이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트윗 메시지 중 명사만을 추출하

였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흐름도 

 
추출된 명사를 대상으로 하여 해시태그 별 트윗의 

상위 3 개의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TF-
IDF 를 적용하였다. 

𝑇𝑇𝑡,𝑑 = 𝑛𝑑 (1) 

𝐼𝐼𝑇𝑡 = 𝑙𝑙𝑙
|𝐼|

|{𝑑: 𝑡 ∈ 𝑑}| 
(2) 

𝑇𝑇_𝐼𝐼𝑇𝑡,𝑑 = 𝑇𝑇𝑡,𝑑 ∗ 𝐼𝐼𝑇𝑡 (3) 

해시태그 별 키워드 상위 5 개 추출 결과는 아래 

표 2 와 같다. 
 

HashTags Keywords 
#야구 타자, 투수, 투구, 베이스, 경기 
#seoul korea, 서울, seoul, samcheongdong, photo 
#jobs 잡스, apple, 영화, jobs, 애플 

<표 2> 해시태그 별 키워드 추출 결과 
 
해시태그 별로 추출된 키워드와 유사한 트윗을 가

진 해시태그를 검색하기 위하여 Cosine Similarity 를 적

용하였다.  

Sim(A, B) =  cos 𝜃 =
|𝐴 ∙ 𝐵|

‖𝐴‖‖𝐵‖ (4) 

최종적으로, Cosine Similarity 값에 기반하여 상위 3

개의 해시태그를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표 3 은 그러

한 추천의 예를 보여준다. 

 

4. 실험 및 결과 

트위터 Search API 를[6] 이용하여 2013 년 8 월 16

일에서 2013 년 9 월 2 일까지 한국어 공개 트윗을 무

작위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트윗은 10,141 개이며 이 중 해시태그와 함

께 쓰인 트윗은 332 개, 해시태그가 없는 트윗은 

9,809 개로 해시태그가 있는 트윗이 충분하지 않아 

수집된 해시태그 별 트윗 7,488 개를 추가적으로 수

집하였다.  

수집된 트윗을 대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

천 기법의 Precision-Recall 을 계산하였다. 

Tweets Original 
HashTags 

Recommended 
HashTags 

영화가 사실과 간극이 좀 있

다는 얘기를 듣긴했지만, 예

고를 보니 이거 안볼수 없겠

는걸. 애쉬튼 커처 흥해라ㅎ 

#잡스 
#잡스, #jobs, 

#아이폰 

그리하여 다저스의 내셔널리

그 서부지구 우승 매직넘버

는 16 으로 줄었습니다. 다저

스의 남은 경기는 26 경기입

니다. 

#mlb 
#mlb,  

#류현진, 

#야구 

놀랍다! 일주일 사이에 4kg 
감량. 게으르지 말자. 난 여

태껏 진격으로 살과 싸워 보

지 않았다는 거. 

#diet, 
#다이어트 

#다이어트, 

#운동, #diet 

<표 3> 추천된 해시태그 결과 
 

이를 위해 표 3 에서와 같이 트윗 원문에서 해시태

그를 제외하고 제안한 추천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추

천된 해시태그와 기존 해시태그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Precision 은 53.8%, 

Recall 은 92.4%의 결과를 보였다. 

Precision = | 𝐻𝐻𝑟∩𝐻𝐻𝑜|
|𝐻𝐻𝑟| ,  Recall = 

|𝐻𝐻𝑟∩𝐻𝐻𝑜|
|𝐻𝐻𝑜|  (5) 

대부분의 트윗은 해시태그가 1 개이기 때문에 

Precision 은 높지 않게 나왔다. 반면 실제 해시태그 

추천에 대한 연관성은 Recall 과 관계가 깊으므로 추천

된 해시태그가 트윗의 주제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 트위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

시태그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트윗을 작성할 때 그에 

적합한 해시태그를 추천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한

국어 트윗을 대상으로 해시태그 별 명사를 추출하였

고, TF-IDF 를 적용하여 트윗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유사한 트윗을 찾기 위해 Cosine Similarity 를 적용하

여 상위 3 개의 해시태그를 추천하였다. 이를 검증하

기 위해 추천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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