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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Twitter를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많은 수의 SNS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SNS 상의 모든 글을 읽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여
러 포탈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만으로는 상세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

다. 따라서, 이러한 SNS상의 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신의 트렌드를 찾고 이와 연관된 내용을 
분류 및 요약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유용한 최신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Tweet 들을 분석하여 얻은 트렌드 키워드를 기반으로 관련된 Tweet 들을 주제 별로 분류한 후, 
각 주제 별로 세부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실시간으로 생성

되는 Tweet 내에서 최근 화제가 된 트렌드 및 연관 키워드를 추출해낸다. 그 후, 해당 키워드가 출
현한 Tweet 내에서 핵심 키워드를 찾고, 이를 기반으로 Tweet 들을 각각의 주제별로 분류하고 각 주
제를 ‘이슈’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이슈에 해당되는 Tweet들을 분석하여 각 이슈 별로 키
워드 리스트 및 단문 형식으로 요약된 줄거리를 생성한다. 제안된 기법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시
스템을 구현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이슈 검출 기법의 유용성 면에서 성능을 평가한다. 

 

1. 서론
  

최근 Twitter를 비롯한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SNS)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량의 글이 작성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작성되는 글에서 트렌드를 찾아 사
용자에게 제공하면 현재의 이슈를 사용자가 접할 수 
있다. 하지만, 트렌드 정보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와 
같이 핵심 키워드만을 제공한다면 사용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검색하지 않는 이상 키워드의 원인이나 줄거

리에 대해 알 수 없다. 따라서 트렌드 키워드 외에도 
관련 주제 별로 분류하여 이를 하나의 ‘이슈’로 정의

하여 검출 및 이에 대한 줄거리를 요약 및 제공으로 
사용자가 보다 쉽게 현재의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량의 
Tweet을 수집하여 장문으로 병합 후 LDA를 활용하여 
트렌드를 추출하거나[1], 단시간에 출현 빈도가 급등

한 Single Tag 정보[2] 혹은 고유명사 정보[3]를 이용하

여 트렌드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하
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주로 핵심 단어로만 제공됨으

로써 사용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긴 어렵다. 또
한, LDA를 활용한 방법은 긴 처리 시간으로 인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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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활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트렌드 

추출 및 주제 별로 분류하여 이슈를 검출 및 요약한

다. 클라이언트에서는 후보 키워드를 추출하며 서버

에서 이를 토대로 이슈 요약을 실시한다. 
 

2.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구축한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시스템에서는 우선 트렌드 추출을 실시하며, 이를 위
한 구체적인 방식은 선행 연구[4]에서 설명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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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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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트렌드와 연관된 주제 별 분류하기 위하여 트렌

드 키워드 별로 키워드가 출현한 Tweet들을 수집한다. 
이때, 트렌드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출현한 Tweet 외
에도 트렌드 키워드 추출 중 병합된 후보키워드 및 
연관 키워드가 출현한 글도 수집한다.  
트렌드 별로 연관된 Tweet을 수집한 뒤 이를 주제

별로 분류하기 위해 트렌드 키워드와 동시 출현한 핵
심 키워드를 후보 키워드로 추출해낸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Stopword를 제외한 명사 대상으로 진행하

였다. 이는 해당 과정에서 명사 외의 다른 단어를 포
함할 경우, 하나의 단어가 복수의 주제에서 출현하는 
경우가 많아 주제 별 분류 하기 어려워 명사 대상으

로 진행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주제 분류를 위해 후
보 키워드는 일정량 이상의 키워드 만을 선택한다. 
(그림 2)는 특정 시간에 명사만을 사용하여 얻은 후보 
키워드 분포다. 각각 후보 키워드의 Tweet ID 리스트

를 작성한다. 후보 키워드간 리스트를 비교하여 중첩

된 비율이 전체의 20%이상 차지할 때 이 두 개의 키
워드를 하나의 주제로 분류한다. 이를 반복하여 전체 
후보 키워드를 그룹화하여 주제 별 분류하였다. 이렇

게 분류된 하나의 주제를 이슈로 정의하여 트렌드 키
워드와 연관된 이슈를 검출해낸다. 

<표 1> 단어 리스트 형태 이슈 요약 
Issue Summary Keyword 

Obama, war, US Obama, war,US, attack, 
strike, chemical, CIA 

Russia, China, UN Russia, China, walk out, 
UN, Security, Europe 

 

마지막으로 시스템에서는 검출된 이슈에 대한 요약

을 실시한다. 요약은 두 가지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
공된다. 하나는 이슈에 대한 핵심 키워드 그룹으로 
사용자가 대략적인 트렌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 키워드 추출은 이슈 검출 때와는 달리 모
든 단어에 대해서 실시한다. <표 1>은 ‘SYRIA’ 키워드

에 대한 Tweet 상의 이슈를 단어 리스트 형태로 요약

한 결과이다. 다른 하나는 이슈의 핵심 키워드를 포
함하고 있는 대표 Tweet을 제공한다. 대표 Tweet은 후
보 키워드 출현 빈도, Retweet 횟수, 포함 후보 키워드 

개수를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 한 뒤 가장 높은 Tweet
을 선택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3. 실험결과 

본 실험을 위해 구축한 프로토타입의 이슈 분석 시
스템에서 실행하였으며, 시스템은 MATLAB 환경에서 
구축되었다. 또한, 모든 실험에 사용된 Tweet들은 
Twitter Streaming API로부터 얻어서 사용하였다.  

<표 2>은 2013년 8월 28일 20시 326,186개의 Tweet
에 대해서 가장 화자가 된 트렌드 키워드와 이와 관
련된 주제 분류 및 이슈 요약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트렌드 키워드와 연관된 화제들을 알 수 있고 그 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도 볼 수 있다. 

(그림 3)은 제안된 시스템의 정확도 평가를 위해 
진행한 실험 결과이다. Top 15 개의 트렌드 이슈에 대
해 Google news 에서 검색을 통해 요약된 이슈가 실제

로 출현한지 여부를 측정하고, 2,30 대의 남/여 피실험

자 15 명을 대상으로 검출된 각각의 이슈 요약 별 만
족도 평가를 진행한 뒤 종합하여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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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스템 평가 결과 

 
4. 결과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Tweet을 활용

하여 트렌드를 추출하고, 주제 별로 분류 및 이슈 요
약을 제공하는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구축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으로 Tweet을 분석하여 트렌드 키워드

를 추출하며, 연관된 Tweet의 분석을 통하여 주제 별
로 분류하여 이슈를 검출 해내고 요약해서 보여준다. 
특히 기존의 기법과 달리 빠른 처리가 가능하여 실시

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추후 이를 이용하여 
이슈 별 콘텐츠 추천 등에서 활용할 가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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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슈 분류 및 요약 결과 
Trend 

Keyword Issue Summary 
Keyword 

Summary 
Tweet 

LIAM 

Birthday Birthday, 
happy, love… 

‘Happy 
Birthday…’ 

Teenager, 
US, … 

Teenager, 
twenty, US… 

‘Liam is not 
teenager…’ 

Zayn Zayn, send, 
flight, enjoy 

‘Zayn send 
Liam to enjoy 
his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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