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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4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

사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6명(60.7

%)이 SNS 이용자이며 이들 중 45.3%가 최근 1주일 

이내에 SNS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SNS 활동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의 스마트

폰 보급이 증가 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

여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손쉽게 올리고 교환하

면서 데이터양은 급증했다. 또한, 현재 많은 Online

Social Networks(OSN)에서 하루 수억 건의 많은 메

시지가 올라온다. 이 메시지들 사이에서 사용자가 원

하는 메시지와 정보를 찾아보기에는 너무나도 방대

한 양이다. 이러한 이유로 좀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어떠한 사건들을 알아보고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

는 SNS 데이터 맵핑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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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ndreds of millions of new posts and information are being uploaded and propagated everyday on

Online Social Networks(OSN) like Twitter, Facebook, or Instagram. This paper proposes and implements

a GPS-location based SNS data mapping, analysis, and visualization system, called Smart SNS Map,

which collects SNS data from Twitter and Instagram using hundreds of PlanetLab nodes distributed

across the globe. Like no other previous systems, our system uniquely supports a variety of functions,

including GPS-location based mapping of collected tweets and Instagram photos, keyword-based tweet

or photo searching, real-time heat-map visualization of tweets and instagram photos, sentiment analysis,

word cloud visualization, etc. Overall, a system like this, admittedly still in a prototype phase though,

is expected to serve a role as a sort of social weather station sooner or later, which will help people

understand what are happening around the SNS users, systems, society, and how they feel about them,

as well as how they change over time and/o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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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t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지도에 맵핑이 되는 

SNS Map [1], 지금 당장 올라오고 있는 트윗의 위치

를 맵으로 보여주는 Tweeping.net [2], 트윗의 위치

와 키워드, 해시태그까지 검색 가능한 The one mil-

lion tweet map [3], 구글 맵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맵으로 트윗들을 보여주고 검색 가능한 Harvard

TweetMap ALPHA [4], 그리고 A WORLD OF

TWEETS [5] 등이 있다. 위 [1],[2],[3],[4],[5]는 빅 

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손쉽게 데이터

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좀 더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위와 같은 시스템의 기능을 포함해서 트윗과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이용하여 맵핑 하는 기능과 검

색된 트윗을 분석해서 제공 해주는 Smart SNS 맵핑 

시스템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는 Smart SNS 맵핑 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들에 관

해서 설명하며, 3장에서는 본 논문의 Smart SNS

Map 시스템 구조와 데이를 수집하는 구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4장에서는 Smart SNS Map 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

으로 5장에서는 결론에 관해서 기술한다.

2. 관련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인 Smart SNS Map

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 총 5가지를 소개한다. 이 다

섯 가지 맵은 SNS 중 하나인 트위터를 사용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Table 1에 있는 총 5가지

의 관련 시스템 SNS Map, Tweetping, The one mil-

lion tweet map, Harvard Tweet Map ALPHA, 그리

고 A WORLD OF TWEETS을 비교 분석했다. 기본

적으로 시스템 모두 여러 가지 맵을 사용해서 트위터

를 맵 상에 출력하는 기능은 모두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기능은 검색이 가능한 필터링 기능이다.

Tweetping.net, A WORLD OF TWEETS를 제외한 

나머지 세 시스템은 검색 필터링이 가능하다. 세 번

째로 데이터 분석 기능은 SNS Map 시스템에서만 

가능하다. 다음으로 데이터에 대한 통계 자료 제공 

기능은 The one million tweet map, A WORLD OF

TWEETS만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 번째 

기능은 실시간 트윗이다. Harvard의 TweetMap

ALPHA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실시간성을 기준

으로 데이터를 보여준다. 여섯 번째 기능인 과거 데

이터 분석은 Harvard Tweet Map ALPHA와 SNS

Map만 제공하고 있으며 TweetMap ALPHA는 2013/

12/3～12/17일까지 15일간의 데이터를 SNS Map은 

2014년 4/10～4/30일까지 21일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Tweet Map ALPHA는 다른 시스템과는 

다르게 여러 종류의 맵을 사용함으로써 맵의 형태를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일곱 번째 

기능인 감정 분석은 SNS Map에서 제공하고 그래프

로 보여주고 그 단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

고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마지막 기능인 인스타그

램 사진 검색은 인스타그램의 데이터를 받아와 현재 

Table 1. Related work
Type

Function

SNS Map

[1]

Tweetping

[2]

The one million

tweetmap[3]

Harvard Tweet Map

ALPHA[4]

A WORLD OF

TWEETS [5]

Mapping ○ ○ ○ ○ ○

Keyword searching ○ × ○ ○ ×

Analysis × × × × ×

Region-wise

statistics
○ × ○ × ○

Real-time Tweets ○ ○ ○ × ○

Archived data

analysis
○ × × ○ ×

Sentiment analysis ○ × × × ×

Instagram Photo

Search
× × × × ×



430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9권 제2호(2016. 2)

지도에 어느 지역에 무슨 사진이 올라오는지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Smart SNS Map 시스템에서만 제

공한다. 표 1에서 볼 수 있다시피 모든 기능을 제공하

고 있는 시스템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분석을 실제로 하고 맵핑 작업까지 같이 해주는 시스

템은 SNS Map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의 Smart SNS Map 시스템에서는 본 연구진

이 예전에 개발한 기존의 시스템인 SNS Map [1]의 

기능과 부족한 기능을 수정, 보완하여 키워드를 통한 

인스타그램 맵핑은 물론, 키워드 검색에 따른 맵핑,

간단한 툴을 이용한 분석 부분과 실시간 &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한 범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시스템 구조는 Fig. 1과 같이 

데이터 수집 부분, 맵핑 부분, 분석 & 결과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데이터 수집은 PlanetLab [6]의 각 노드

에서 트위터 스트리밍 API [12]를 통해서 각 노드에 

트위터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게 된다. 텍스

트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를 한 시간마다 서버로 이동

시키고 필요한 키와 값들만 뽑아서 중복처리를 하고 

MongoDB [13]에 저장한다. Real-time으로 이루어

지는 트위터 Heat map과 Insta Map, Sentiment

Heat Map 같은 경우 트위터 스트리밍 API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DB 저장 없이 바로 데이터를 받

아서 지도에 맵핑한다. Heat map은 열을 뜻하는 히

트(heat)와 지도를 뜻하는 맵(map)이 결합된 단어로,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일정한 이미

지 위에 열 분포 형태의 시각화 그래픽으로 출력하는 

것이다. 또한, Insta Map은 맵 상에 인스타그램 사용

자가 업로드한 데이터를 맵핑한다. 맵핑은 2가지 부

분이 있다. Heat Map, Insta Map을 이용한 실시간 

맵핑 부분, MongoDB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

색되는 키워드에 따라서 검색 결과를 맵핑 해주는 

키워드 검색 부분이다. Heat Map 같은 경우에는 실

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받아온 인스타그램과 트위

터의 데이터를 즉시 지도에 맵핑 해준다. 키워드 검

색 부분은 검색을 하면 MongoDB의 저장 된 데이터

에서 검색된 키워드로 인덱싱 작업을 거쳐 맵에 

Marker Cluster를 통해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분석 

부분도 키워드 검색을 할 경우 불러온 데이터를 이용

해서 분석하게 되고 분석된 결과는 그림이나 그래프

로 보여준다.

3.1 데이터 수집
트위터에서 여러 API를 제공하는데 스트리밍 API

를 통해서 트윗 데이터를 받아 올 수 있다. 하지만 

전체 트윗 데이터의 1%라는 제약이 있고, 또한 인터

넷 요청에 제한이 존재해서 긴 시간에 걸쳐서 데이터

를 받아오게 되면 IP 제한이 걸리게 된다. 이런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PlanetLab을 이용한다. 한 IP에 

수집 가능한 시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차례의 실험

을 통한 결과 약 3～4일간 수집할 수 있고 더 지나게 

될 경우 IP가 제한이 되고 계속해서 수집할 경우 수

집 시간이 계속해서 단축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적절한 타임 스케쥴을 만들어서 IP 제한을 피해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다. 트위터 스트리

밍 API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2가지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첫 번째로 전체 트위터 중에서 랜덤으로 

트위터를 가져오는 랜덤 샘플링 방식, 두 번째로 일

정 영역을 지정시켜서 지정된 영역에서 트위터를 가

져오는 GPS 위치 기반 방식으로 수집한다. 랜덤 샘

플링 방식은 전체 트윗의 1%를 무작위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이와는 반대로 위치 기반은 일정 지역에 Fig. 1. Smart SNS Map: System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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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지정해서 사용자의 GPS 좌표를 기반으로 수

집하는 방식이다.

인스타그램 또한 트위터의 방식과 유사하다. 인스

타그램 개발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Real-Time

Photo Update API[14]를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인스

타그램 데이터를 받아 온다.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

는 이 스트리밍 API는 4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

져온다. 각각 Users, Tags, Locations, Geographies

의 네 가지 방식으로써 원하는 종류의 데이터만 가져

오는 것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Users는 아이디를 

조건에 넣으면 아이디가 게시한 인스타그램 상의 데

이터들만 수집한다. 두 번째로, Tags는 해시 태그 키

워드 검색이다. Tags 조건에 키워드를 넣으면 인스

타그램의 게시물 중 ‘#키워드’가 들어간 데이터만 수

집한다. 세 번째로, Locations는 지역이나 도시 이름

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Geogra-

phies는 위도, 경도 좌표와 반지름 길이를 입력하면 

지도상의 특정 좌표로부터 반경 내에서 발생하는 인

스타그램 게시물들을 수집한다. 이 중에서 Insta

Map, Insta Album에 사용되는 방식은 Tags이다.

3.2 PlanetLab
PlanetLab은 컴퓨터 네트워킹과 분산 시스템 연

구를 돕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 세계 485개의 사이트

에 총 1,038개의 노드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시스

템이다. 현재 Smart SNS Map은 약 230개의 노드를 

사용한다. 우리의 실험으로는, 트위터 스트리밍 API

를 통해 한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으는 데이터의 

양과 PlanetLab 노드들을 이용해서 모으는 데이터양

에서 랜덤 샘플링 방식은 전혀 차이가 없지만, GPS

위치 기반 방식의 경우에는 Table 2의 한주의 총 수

집량에서 볼 수 있다시피 3.98배의 차이가 난다.

3.3 Time Schedule
트윗 데이터의 지속적이고 누락 없는 데이터를 수

집하기 위해서 230대의 노드를 효율적인 타임 스케

쥴에 따라서 배치했다. 랜덤 샘플링 기반의 1개의 노

드, GPS 위치 기반의 9개의 노드를 한 세트로 구성시

켰다. 랜덤 샘플링은 여러개의 노드를 이용해도 모두 

같은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1개의 노드만 사용

하고 GPS 위치 기반의 9개 노드들은 전 세계를 총 

9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 대륙에 따라 나누어서 데

이터를 수집한다. 한 세트당 24시간 데이터를 수집하

고 다음 노드로 전환 시킨다. 노드 연결이 끊어지거

나 에러가 날 경우 다음 기다리고 있는 노드로 대체

하면서 지속적인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다.

4. 결과 : Smart SNS Map System
본 논문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트위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도

에 맵핑하고 키워드에 대한 지역감정 및 반응을 제공

한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키워드 

검색에 대한 지역적 사진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트

위터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실시간적으로 어

느 지역에서 트위터가 올라오는지 알 수 있는 Real-

time Heat Map기능, 분석된 데이터를 Leaflet [11]을 

통해서 지도에 맵핑 시켜주는 Marker Cluster 기능,

검색된 키워드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을 단어별로 

빈도수에 따라 보이는 Word Cloud 기능, 검색하는 

키워드에 대한 지역적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Sentiment Analysis Heat map 기능, 검색하는 키워

드의 사진과 그에 따른 맵핑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Insta Map기능, 검색된 사진들을 앨범처럼 나열해서 

볼 수 있는 Insta Album을 통해 제공하는 기능이 있

다.

4.1 Real-time Heat Map
지금까지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 작업까지 마친 데

Table 2. The number of collected tweets, for each collection method
Scope Quantify/Hour Quantify/Day Quantify/Week

1 PC
GPS 100K 2,400K 168,000K

random 150K 3,600K 250,00K

PlanetLab
GPS 400K 9,600K 670,00K

random 150K 3,600K 250,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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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다른 시스템에서 볼 수 

있듯이 맵을 통한 맵핑 작업이다. 수집, 가공된 트윗 

데이터에는 GPS 정보가 다 있어서 GPS 좌표 값에 

따라서 맵에다 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트

윗이나 특정 단어가 들어가는 트윗들만 따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맵으로 보여주고 트윗을 분석한 결과 

또한 보여준다. 지도를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데이터

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는 Real-time

Heat Map이 있다. 이 방법은 트위터 스트리밍 API

를 통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모이고 있는 데이터를 

구글 맵을 통해서 Heat Map으로 보여주게 된다. 2장

에서 소개한 다른 시스템에도 있는 필수 기능으로 

현재 수집되고 있는 트윗 양에 따라서 지도 음영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 Real-time Heat Map은 Safe

software[16]의 Heat map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었

다. Heat Map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로는 실시간적인 트위터 데이터

를 얻기 위해서 트위터 Developers[12]에 자신의 트

위터 계정으로 Consumer key, Consumer secret,

Access token key, Access token secret을 얻어야만 

한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적으로 발생하는 트위터를 

받아오고 표시하기 위해서 Node.JS[18]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받아와 구글 맵에 Heat Map 형식으로 표

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4.2 Marker Cluster & Word Cloud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2가지의 방법을 사

용한다.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하여 텍스트 안에 해당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맵핑하는 Marker Cluster,

글이나 문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빈도 분석에 따라

서 글자의 크기가 달라지는 Word Cloud 방법을 사용

했다. 첫 번째로 Marker Cluster의 경우에는 Leaflet

을 이용했다. Leaflet은 자바스크립트 오픈소스로서 

Leaflet은 지도에 최대 축소를 통해서 트위터 글을 

직접 모두 다 읽어 볼 수 있고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트위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지도의 축척에 따라서 자동으로 영역도 조절해준다.

최근 독일의  폭스바겐 회사는 배기가스 수치를 조작

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국제적

으로도 폭스바겐을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차량 리콜과 여러 가지 보상 정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 보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Smart SNS Map을 통해서 사람들의 폭스바겐에 대

한 세계 각지의 사람들 생각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Fig. 2와 같이 2015년 10/10～10/30일까지의 데이터

를 ‘Volkswagen’으로 검색한 트위터를 지역별로 표

시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각 지역의 트위터의 개수

는 트위터 텍스트 안에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포함이 된다. 그리고 지도의 영역은 축척에 따

른 각 영역마다 트위터의 개수가 분할 및 통합이 된

다. 검색 키워드와 날짜 등에 따라서 제한된 검색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를 Leaflet을 통해 맵에 맵핑 시켜

준 후에는 해당 키워드에 대한 Word Cloud를 볼 수

가 있다. Word Cloud의 경우에는 단어의 빈도수에 

따라서 단어의 크기가 변하게 만들어진 오픈소스 [7]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Word Cloud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표시함으로서 사람들이 무슨 단어를 가장 많

이 언급하는지에 따라서 주요 관심거리에 대해서 예

측할 수 있다.

4.3 Sentiment Analysis Heat Map
여러 Social Networks에서 사람들의 댓글에 따른 

감정 분석을 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 되고 있다. 한 

예 [18]로 Twitter에 실린 사람들의 댓글을 분석해서  

사용자의 감정분석을 통해서 정치적 성향까지 알아 

내는 실험도 있다. 이렇듯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감정

분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의 시스템에서

는 특정 상황이 아닌 모든 기본 단어들에 대한 감정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Sentiment Anal-

ysis Heat Map은 검색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지역적

Fig. 2. 10/10~10/30 2015, the whole world map (GPS 
based), with keyword "Volksw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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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기능이다. 이 

기능은 Maxluk의 ‘Realtime social sentiment analy-

sis app’ 기술을 사용하였다. 이 기능은 트위터 스트

리밍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순간 전 세계에서 해당 

트위터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긍정, 중립, 부정으로 

구분하여 지도상에 Heat Map으로 표시하게 된다.

Fig. 3(a)를 보면 최근 배기가스로 구설에 오른 

‘Volkswagen’의 긍정적인 반응의 모습이다. 이 Heat

Map은 초록색으로 유럽 전역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그 밝기가 각각 다르며 미국 동부에서 긍정적

인 모습이 많이 포착되는 모습이다. Fig. 3(b)는 

‘Volkswagen’의 중립적인 Heat Map 모습인데 유럽 

쪽에는 터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중립적 의

견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다. Fig. 3 (c)

에서는 ‘Volkswagen’의 부정적인 Heat Map 모습인

데 긍정과 중립보다 부정적인 모습이 확연히 눈에 

뜨이고 유럽 쪽과 말레이시아, 북미, 남미 전 세계에

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Volkswagen’ 회사에 많은 

실망을 하였는지 비교, 확인할 수가 있다.

4.4 Insta Map & Insta Album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리얼타임 API를 통해

서 데이터를 받아 오는데, 데이터를 가져올 때보다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스타피드[15] 플

러그인 사용한다. 데이터의 각각의 정보들을 볼 수 

있는 Fig. 4(b)가 Insta Album이고 Insta Album의 

정보들을 맵에 게시한 것이 Fig. 4(a) Insta Map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인 시간 동안 효율적이고도 

많은 양의 SNS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몇 가지의 분석 기법들을 소개하였다. SNS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좌표를 통해서 맵에 표시해주는 것

과 동시에 특정 키워드 검색, 분석 등을 통해 나온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는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그리고 그 초기 프로토타입으로 Smart SNS

Map을 구현했다. 특히 이번 Smart SNS Map에는 

단순히 글만이 아닌, 사진을 주로 사용하는 인스타그

(a) (b) (c)

Fig. 3. (a)Positive, (b)Neutral (c)Negative Sentiment Heat-map, with keyword "Volkswagen".

(a) (b)

Fig. 4. (a) Insta Map with keyword "Volkswagen", and (b) its Insta Al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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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시각적인 효과를 증대시켰

다. 이를 통해 글을 읽기 전에, 미리 주요 내용을 한눈

에 살펴볼 수 있다. 중점적인 향후 과제로는, 대규모

의 SNS 데이터를 처리하고 지도에 맵핑 시켜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이다. Smart SNS Map

은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SNS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인스

타그램, 구글플러스 등이 대표적인 SNS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이 중,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활용함으

로써 한 쪽 SNS에만 편중되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SNS별로 화제가 되는 토픽은 각기 다

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도 두 개의 SNS를 활용

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하고, 또한 여러 SNS의 데이터

를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주제와 토픽들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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