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배경 및 목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해의 규모 유형

은 과거와 달리 다양화되고 있다[1]. 계 으로 발생하

던 태풍 이외에도,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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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해의 규모 유형은 과거와 달리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여러 재해를 측하기 한 다양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재 많은 기 에서 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정보는 주로 웹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부분 실시간정보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 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좀

더 양질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지원을 주목하게 되었다. 빅데이터는 실시간성을 갖는

많은 양의 정보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 에서 트 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정보수집매체로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 많은 정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검색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직감 인 정보수집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서 본 연구에서는 트 터를 이용한 정보지원시스템을

개발한다. 시스템은 트 터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한다. 한 직감 으로 정보를 악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정

보 매핑을 수행한다. 시스템의 평가를 해, 정보추출, 매핑정도, 추천속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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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size and type of disasters in Korea has been diversified. However, Korea has not been able 

to build various information support systems to predict these disasters.Many other organizations als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his information is mainly provided on the Web, but most of it is not real time information. In this 

study, we have paid attention to support information using big data to provide better quality real - time information 

together with information provided by institutions. Big data has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with real-time 

property, and it can make customized service using it. Among them, SNS such as Twitter and Facebook can be used 

as a new information collection medium in case of disaster.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retrieve necessary 

information from too much information, and it is difficult to collect intuitive inform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velops an information support system using Twitter. The system retrieves information using the Twitter hashtag. 

Also, information mapping is performed on the map so that intuitive information can be grasped. For system 

evaluation, information extraction, degree of mapping, and recommendation speed ar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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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쪽 8km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큰 지진이 발생하

다[2].

재해발생 시 사람들이가장 불안하게 여기는것은 재

해에 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재해 시에

과거와 재 피해정도와 상황 등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의 안부에 한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3].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여러 재해를 측하기

한 다양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기상

청에서 기상특보, 지진, 태풍에 한정보를 제공한다. 한

국원자력안 기술원에서 방사선수치를 제공한다. 이외

에도 많은 기 에서 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정

보는 주로 웹 포털로 제공되고 있지만 부분 실시간정

보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 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좀 더 양질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해서 빅데

이터를 활용한 정보지원을 주목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격한 보 과 페이스북, 트 터, 카카오

톡 등 다양한 정보채 의 등장으로 우리 주변에는 다양

하고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트

터는 세계 1억명의 이용자들이 하루 평균 2억 개의 트

윗을 발생시킨다. 오늘날 11억 인구가 SNS를 이용하고

있는데 2억 5000만 명이 매일 페이스북에 사진을 업로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 기기의보편화와 무선 인터

넷의 안정 인 사용이 데이터의 확산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한 이러한 데이터들로 인해데이터 트래픽이

증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고 데이

터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 시 에 어들

고 있다. 로벌 리서치 컨설 문기업인 Gartner는

모바일 기기 쟁, 하이 리드 IT 클라우드 컴퓨 ,

략 빅데이터 등 10 기술이 향후 3년 동안 IT 업계

에 상당한 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4].

빅데이터는 실시간성을 갖는 많은 양의 정보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 에

서 트 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정보수집매체로서 이용할 수 있다[5,6].

그러나 무 많은 정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검색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갱신되는 정보의 양과 빈도

수가 무 크다. 그 기 때문에 사용자는 수많은 정보를

검색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것은 굉장

히 어렵다. 한 트 터의 정보는 기본 으로 문자정보

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치정보와 조가 어려워 피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곤란하다.

본 연구에서는 트 터의 방 한 정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재해 정보만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

템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해시 태그

를 이용하여 재해 정보를 조사하고, 피해 정보를 지도상

에 매핑함으로써 사용자의 재해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한다.

2. 재  

재해의 사 정의로는 "재앙으로 인하여 입은 피

해,"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염병, 따 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

이며, 자연 요인 는 인 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인

간 인간사회에 어떤 괴력이 가해져 인명이나 사회

재산 등의 손실을 입힘으로써 그때까지 구축되어온

사회 균형이 붕괴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7]

본 논문에서는 재해분류 지진을 배경으로 연구하

다. 한반도는 지진학 으로 구조 운동으로 인한 국

지 응력이 축 되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내부에

속하며 발생지진도 내부지진의 특성을 갖고 있다.

내부지진은 경계지진에 비하여 지진의 시공간 분포가

불규칙 이므로, 측이 쉽지 않으며 지진발생 빈도가

낮고 우발 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울진

(2004, 규모 5.2), 오 산 (2007, 규모 4.5) 등 규모 지진

활동이 한반도 지역에서 비교 활발하 으며, 발생한

지진들은 주로 남동부 일 에 집 으로 발생하 다.

최근 경북 경주남남서 8 km 떨어진지역에서 발생한 지

진 (경주지진, ‘16. 9. 13, 규모 5.8)은 지진계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측된 지진기록 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

진이다[8]. 지진과같은 재해 발생 시피해자 이재민들

에게 가장 요한 것은 정보이다. 그러나 기존 정보지원

은 피해자 이재민에 한 정보 발신이며, 피해자가 정

보를 수집하는 것에 한 정보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한 해결방안으로 사용자가 계속 정보 수

집을 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방법

으로 빅 데이터의 정보 지원 활용이 새로운 정보 지원으

로 주목받고 있다.

3. 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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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빅데  

빅 데이터는 다양한 정보의 모임이며, 거 한 데이터

집합 체의 총칭으로 사용된다. 빅 데이터는 실시간성

을 가진 정보이며, 매일 량으로 생성되는 정보이다[9].

따라서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는기본 으로 모든

데이터가 빅 데이터로 정의 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특

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 데이터는 개인의 특징을 내

포하고 있으며, 개인에 특화된 지원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다. 다음에 빅 데이터로 정의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

다.

3.1.1 매 력

구매내역은 슈퍼 나 편의 등의 상 에서고객이 구

매한 정보를 기록으로 정리한 정보이다. 기본 으로 언

제, 어디서, 가, 무엇을 구매했는지 악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이 정보를 분석하여 가게마다의 인기 상품이나 고

객의 활동 시간등을 악하는 것이 가능하게된다. 따라

서 고객이 방문 시간 에 고객이 자주 구입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효율 으로제품을 매 할 수 있

게 된다[10].

3.1.2 치 보

치 정보는 지도상에서 사용자가 존재하는 치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치 정보는 사용자가 있는 도와

경도, 해당 치에 존재하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치 정

보를 이용하여 특정 매장 부근에 근한 경우에는 그 사

용자에게 쿠폰이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것이 가능하

게 되어, 보다 효율 인 고객유치가 가능하다. 한 사용

자의 치 정보와 비교하여 이용 가능한 교통을 추

천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3.1.3 SNS

SNS는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어이며, 커뮤

니티형 Web 사이트의총칭이다. SNS 자체는빅 데이터

가 아니라 SNS에 투고, 발언되는 정보가 빅 데이터로

취 된다. 이러한 정보는 사용자의 생활에 하고 이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취향을 악하고더 사용자에

특화된 Web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11].

이 에서도 Twitter가 피해 시 정보 지원에 이용 될

수 있는 이 주목 받고 있다.

3.2 트  

Twitter와는 SNS의 하나이며 140 자 이내의 ‘트윗

'(tweet)이라 불리는 단문을 게시 할 수 있는 정보 서비

스이다 [12]. Twitter는 손쉽게 정보를 발신 할 수 있으

며, 무료로 휴 폰과 PC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폭발 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다음에 Twitter의

특징 인 요소를 기술한다.

3.2.1 시태그

해시 태그는 Twitter에서 이용되는 정보 분류용 태그

이다. 해시태그를 트윗에 부여하는 것으로, 같은 해시태

그 그룹으로 정보를 구성 할 수 있게 된다. 기본 으로

같은 정보는 같은 해시 태그를 부여하여 동일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목 이다. 한 해시 태그를 검

색하여 동일 그룹 정보를 검색 할 수 있게 된다.

3.2.2 트  API

Twitter API는 Twitter를 이용한 응용 로그램을 개

발할 때 더 쉽게 Twitter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

페이스이다[13].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어이며, 응용 로그램을 로그래 하는

데 있어 로그램의 수고를 생략하기 해서 이용된다.

Twitter API는 무료이다.

4. 안시스  

제안 시스템은 해시 태그를 사용하여 사용자에 맞는

재해 정보를 추천하고 추출한 치 정보를 이용하여 매

핑 한다. 제안 시스템의 흐름을 Fig 1에 나타낸다.

Fig. 1. Flow of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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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시스템은 처음에 Twitter에서 취득한 정보에서

해시 태그 추출한다. 이 추출한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정

보를감시하고사용자에게 합한 재해정보를 추천한다.

다음은 조사 된피해 정보에서 치 정보를추출한다. 이

추출 된 치 정보를 지도에 비추어 일치하는 지도상의

치에 재해 정보를 매핑 한다. 마지막으로 찰한 재해

정보 매핑한 재해 정보를 사용자에게제공한다. 감시

와 매핑의 흐름에 해서는 다음에 설명한다.

4.1 시태그를 용  감시

해시 태그를 이용한 감시는 사용자가 정보를 검색 할

때 해시 태그가 서로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보의 취

득이 곤란하다. 따라서 제안 된 시스템은 내용이 동일한

해시태그를 통일하고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

도록 한다. 다음에서 해시 태그를 이용한 조사의 내용을

말한다.

4.1.1 보 사  흐름

해시태그를 이용한 정보조사의 흐름을 Fig 2에 나타

내었다.

Fig. 2. Flow of information investigation

제안 시스템은 우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해 검

색한다. 그런다음 정보를 포함 해시태그 그룹에서 특징

어를 추출한다. 그리고 같은 특징어를 가진 해시태그 그

룹을 통일하고 새로운 그룹을 생성한다. 이것을 반복하

며 마지막으로 같은 특징어를 가진 해시 태그와 그 정보

를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이 게 하면 사용자는 복잡한

조사를 할 필요 없이원하는정보를가진해시 태그와 정

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4.1.2 특징어  추출

특징어를 추출하기 해 정보 필터링을 사용한다. 정

보 필터링하여 검색 정보에서 요도가 높은 명사를 추

출하고 그 명사를 문장의 특징어로 사용한다. 해시 태그

그룹의 특징으로 그룹 내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특징어

를 설정한다. 이때 검색 내용에 의해 특징어를 추출하는

방법이 다르다. 키워드로 정보 검색을 실시했을 경우, 검

색을 통해 추출된 피해 정보에서 해시 태그를 추출한다.

그리고 추출한 해시 태그마다 해시 태그 그룹의 특징어

를 추출한다.

해시태그를 통한정보검색을실시했을경우, 그해시

태그 그룹에서 특징어를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어에 의해

키워드 검색을 수행한다. 그리고 검색된 다른 해시 태그

특징어를 추출하여 해시 태그를 통일한다.

4.1.3 시태그  통

해시 태그 통일의 흐름을 Fig 3에 나타낸다.

Fig. 3. Unification of hash tag

Fig 3에서와 같이 동일한 특징어를 가진 해시 태그가

존재하는 경우, 그들을 동일한 그룹으로 통일한다. 다른

특징어를 가지는 경우 다른 그룹으로 통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시 태그의 통일을 끝까지 반복해서 그룹화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시 태그의 통일을 종료한

다. 이 게 하면 검색할 때 키워드와 동일한 그룹이사용

자에게 추천되는 해시 태그 그룹이다.

4.2 매 에  가시화

사용자는 정보를 취득할 때, 재해 정보와 자신의 치

정보와 조가 어렵고, 피해 상황의 정확한 악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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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은 재해 정보의 치 정보를

이용하여 매핑을 수행하고 사용자가 쉽게 피해 상황을

악할 수 있도록한다. 다음에 해시태그를 이용한 조사

의 내용을 기술한다.

4.2.1 매  흐름

매핑 흐름을 Fig 4에 나타낸다.

Fig. 4. Flow of mapping

제안 시스템에서는 먼 조사 정보로부터 치 정보

를 추출한다. 이 치 정보를 통해 사용자는 직 으로

피해 상황 악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매핑에서 각 항목

의 내용에 해 기술한다.

4.2.2 치 보  추출

치 정보를 추출을 해 정보 필터링을 사용한다. 첫

째, 정보 필터링을통해 내용에서명사를 추출한다. 그

리고 추출한 명사와 사 에 비한 지명 사 과 비교하

여 일치하는 명사를 그 피해 정보의 치 정보로 추출한

다. GPS 치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그 치 정보를 재

해 정보의 치 정보로 추출한다. 그러나 정보에서 취득

한 치 정보와 GPS 치 정보가 다른 경우, GPS 치

정보보다 정보에서 취득한 치 정보를 요시한다. 이

것은 정보 발신자가 피난 지 에서 피해 상황을 발신하

고 있거나 피해 지역 외부에서 정보 제공을 고려하기 때

문이다.

4.2.3 보매

추출된 치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와 일치하는 치

에 정보 내용을 매핑한다. 매핑에 사용되는 지도 정보는

Google Map [14]의 API를 사용한다. 이때 사용자의 치

정보에 가까운 피해 정보를 심으로 매핑한다. 이것은

더 사용자에게 련있는 재해 정보를 추천하다. 치 정

보를 추출 할 수없는 피해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사용자

에게 정보를 추천하게 된다.

5. 평가 및 결론

5.1 평가환경 및 방법

제안 시스템은 사용자가 재해 정보를 쉽게 추출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

템에서는 추천 재해 정보 사용자가 원하는 재해 정보

의 일치율과 추천 재해정보의매핑의일치율 재해정

보 추천 속도에 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재해정보

로 잡음 데이터, 해시 태그 데이터, 치 정보 데이터, 세

가지 정보를 사용한다. 잡음 데이터는 재해 정보를 포함

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재해 정보가 아닌 정보로

구성된 데이터 집합이다. 해시 태그 데이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재해 정보이며, 해시 태그가 부여된 피해 정보로

구성 된 데이터 집합이다. 해시 태그 데이터는 치정보

를 유지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다. 기 데이터량으로

잡음 데이터는 1000개, 해시 태그 데이터는 500개, 치

정보 데이터는 500개로 한다. 상 Twitter는 시간이 지

남마다 정보량이 방 해 진다. 따라서 평가에서도 그런

환경에 견딜 수 있는지를 검증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평

가에서는 2 번째 이후의조사 시 1 회당 500개의 잡음 데

이터를 정보로 제공한다.

5.2 평가환경 및 방법

Table 1과 Fig 5에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1. Evaluation results 1

1st 2nd 3rd

Degree of matching
information

90% 88% 87%

Degree of mapping 88% 85% 84%

Speed of
recommanding

0.3 sec 0.4 sec 0.6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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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valuation results 1

평가 결과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충분한 정확도를 가

지고, 사용자에게 재해 정보를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할 수 있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수치가 떨어지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 정보 일치도 하락

정보의 일치도의 하는 잡음 데이터가 커진 것이 원

인이라고 생각한다. 잡음 데이터에서 추천 정보와 비슷

한 특징어를 추출하기 때문에 추천 정보에 잡음 데이터

가 섞여 버리고있다. 이문제를해결하려면, 특징어추출

정 도를 올려 다른 정보와 충분한 차이가 잡히게 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그 차이를 무 많이 하면 해시 태그

의 통일이 어려울 수있기때문에균형 잡힌 특징어 추출

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매핑 일치도의 하락

매핑의 일치도의 하는 여러 치 정보가 문장 내용

에서 추출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여러 치 정

보가 추출된 경우 사용자의 치 정보에 가까운 치 정

보를 요시했기 때문에 문장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치 정보가 추출되어 버리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치 정보도 내용에서 요도를 결정하고 보다 정확하

게 치 정보를 추출 할 필요가 있다. 한 해시 태그에

의한 조사의 정확도가 떨어졌다하여 잡음데이터가 섞인

것도 매핑의 정확성이 하 된 원인으로 간주되기 때문

에 해시 태그에 의한 정보의 조사도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추천속도의 하

추천 속도의 하는 검색 상의정보가 커진 것이원

인이라고 생각한다. 시스템의 특성상 상이 되는 모든

정보는 검색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첫 번째로 검색한 가

운데 잡음 데이터로 정해도 2번째 이후의 시스템에서

다시 피해 정보 확인하기 함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

면 일단 잡음 데이터로 단한 경우에는 검색 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색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 Twitter에서 제안 시스템이 제 로 작동하는지

평가도 실시했다. Twitter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수단으

로 Twitter API 하나 인 Search API을 이용했다. 이

API는 Twitter에서에서 조건에 맞는 정보를 검색하기

해 사용된다. Table 2와 Fig. 5에 평가 결과를 나타낸

다.

Table 2. Evaluation results 2

1st 2nd 3rd

Degree of matching
information

90% 87% 89%

Degree of mapping 89% 88% 91%

Speed of recommanding
(conditional)

1.8 sec 1.5 sec 1.9 sec

Fig. 5. Evaluation results 2

평가 결과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Twitter에서도 충분

한 정확도를 가지고, 사용자에게 재해 정보를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추천 정보와 매핑의일치도

모두 높은 수 을 이 검색이 가능 해지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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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속도를 조건부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Twitter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한 번에검색하는 정보량

이 무 많이 것이 원인이다. Twitter는 과거의 발신 정

보도 량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방 한 정보량이 생긴다. 이번 평가는 추천

속도를 고려하여 일정수의 정보량을 검색하면거기서 검

색을 종료하도록 했지만, 그래도 추천 속도의 하를

래 버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향후보다 효율

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의 과제로서 검색의 효율성을 통한 속도 향상을

들 수 있다. Twitter에서 정보를 검색 할 경우 량의 정

보를 한 번에 액세스하기 해 일반 검색에서 추천 속도

에 큰 부담이 된다. 한 Twitter API를 이용하는 경우,

Twitter 한 응답횟수는 일정 수까지로 정해져있다. 따

라서 시스템이 정상 으로 작동하려면 검색 상 나가는

시기를 지정하거나 정보 발신자의 지정 등에 의한 검색

의 효율성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트 터에서 방 한 정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재해 정보만을 추출하는 시스템을구축하고 시스

템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해시 태그

를 이용하여 재해 정보를 조사하고, 피해 정보를 지도상

에 매핑함으로써 사용자의 재해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한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분야 의료 분야의 를

들어 보면 빅 데이터를 활용하면 미국 의료부문은 연간

3,300억 달러의 직간 인 비용 감 효과를 보일 것으

로 망했다[15]. 특히임상분야에서는 의료기 별 진료

방법, 효능, 비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 인 진료

방법을 악하고 환자 데이터의 온라인 랫폼화로 의료

회 간 데이터 공유로 치료 효과를 제고하며 공 보건

역에선 국의 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염병 발생과

같은 긴박한 순간에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 할 망이

다[16,17]. 재난분야에서도이와 유사한 효과를얻을 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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