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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트위터 사용자들은 어떠한 이슈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빠르고 간결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지속
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하고, 이러한 특징은 이슈 별 사건에 따라 트윗 개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어느 하나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의 트윗 개수는 폭발적으
로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트위터 자료를 시간별로 분석하여 사건
을 인식하고, 감성 자질과 카이제곱 값을 이용해 해당 날짜에 대한 핵심 사건을 추출한다.

1. 서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 생각, 경험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블로그, 미니홈피, 메신저 등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라 한다.
트위터(twitter)는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에 미니홈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메신저의 신속성을 한데 모아놓
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트
윗(tweet)을 작성시 트위터는 140자 이내 단문으로 한
정 지어놓아 짧은 문장 내에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포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더구나 스마트 폰의 빠른
보급화로 인해 트위터의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트위터
는 기존의 언론 미디어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파급시
키는 효과 또한 가지고 있다. 실례로 뉴욕 허드슨강
여객기 불시착 사건, 강남 파이낸스센터 화재사건 등
은 트위터가 언론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
달한 사례이다.
이러한 트위터의 특성 들로 인해 학계의 관심이 증
가하고 있고, 트위터에 대한 연구 논문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Popescu[1]는 트위터에서 논
란이 되는 이슈를 발견하기 위해서 3-회귀 기계 학습
모델(3-regression machine learning models)을 사용하였고,
Park[2]은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을 위해 트
위터 데이터 셋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하
고, 구축된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긍정과 부정을 분
류하는 분류기를 제안하였다. 또한 Sayyadi[4]는 사건
을 인식하기 위해 키워드(keyword) 그래프를 사용했고,
Zhao[5]는 사회적인 이슈와 특별한 토픽(topic)사이의
관계에서 이벤트를 인식하였다. 박지혜[6]는 Cytoscape 플랫폼을 사용하여 트위터 사용자들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성병기[7]는 이슈 키워드 추출 및 트위터와 유튜브에
기반한 실시간 검색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
은 최근의 신문 기사들의 제목과 스니핏을 이용하여
이슈가 되는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추출한 뒤 사용자
들에게 제공해주고, 유투브와 트위터의 OpenApi 를 이
용해 추출된 키워드에 대한 컨텐츠들을 사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준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혹
은 이슈(issue)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남기
고 자신과 공통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하나의 사
회적 이슈에 대해 트위터 데이터를 시간별로 분석해
보면 그 이슈에 대한 어떠한 사건(event)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트윗 개수가 어느 수준 이하의 수를 유
지하다가, 그 이슈에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날의 트윗 개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트위터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개의 이슈들을 대상으로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시간별로 분석하여 각각의 이슈에 사건이
발생함을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자질 추출을 위해
단어 빈도수와 함께 감성 자질 및 카이제곱(Chi
Square)값을 사용하여 그 사건에 대한 핵심 사건을 추
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트위터
데이터를 시간별로 분석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3장에
서는 분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핵심 사건을 추출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실험 및 분석을, 5장에
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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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위터 데이터의 시간별 분석을 통한 사건 인식
어떠한 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트윗을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 이슈에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
았을 때는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트윗을 작성하는 횟
수가 적다. 하지만 그 이슈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
을 때, 특히 사회적인 이슈로 발전되었을 때는 사람
들의 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는 트윗 개수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1)은 천안함을 질의어로 하여 2010년 10월 1
일부터 2011년 3월 26일까지 트위터 내에서 검색된
자료를 수집하여 시간별로 트윗 개수를 그래프화한
자료이다.
천안함에 대한 트윗 중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
은 대부분의 날에는 트윗 개수가 일정수준 이하로 나
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하지만 2010년 11월
17일과 같이 천안함에 대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트윗 개수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 또한 확인 할
수가 있다. 실제로 트윗 개수가 전날 대비 급격히 증
가한 2010년 11월 17일과, 같은 달 23일, 2011년 3월
21일은 각각 천안함에 대한 추적 60분 방영,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1주년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3. 감성 자질과 시간별 분석을 통한 핵심 사건 추출
기본 자질 추출을 위해 수집된 트위터 데이터를 형
태소 분석기를 통해 형태소 분석을 한 뒤, 불용어
(Stop-Words)와 불필요한 URL 정보를 제거 하였다. 불
용어의 제거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서 무작위로
100개의 질의어를 추출, 트위터를 통해 검색하여 각
최대 100개의 트윗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트위터 데
이터를 형태소 분석 후 단어 빈도수를 계산하여 총
202개의 불용어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 후 정제된 자질들을 하나의 트윗 내에서 바이그
램(Bigram)으로 추출하였다. 이때의 윈도우 사이즈는
3 이다.

빈도수를 계산하여 단어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화한 후 기본 자질들을 추출한다. 단어 빈도수로 추
출된 기본 자질들의 단어 빈도수 값을 Freq(w, t0)라
하겠다. 여기서 w는 자질을 의미하고, t0는 시간을, D
는 트윗 문서를 나타낸다.

Freq( w, t 0) 

 tf (w, D)

(1)

Dt 0

3.2 감성 자질을 이용한 시간별 자질 추출
수집된 트위터 데이터를 관찰해보면 어느 한 이슈
에 대해 특정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건에 해당
하는 핵심 사건과 함께 감성 자질이 함께 출현하는
경우를 <예 1>과 같이 자주 볼 수가 있다.
자, 생각해보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천안
함, 사대강, 현대자동차, 민간인 사찰 이야기를 멈춰야하는 것은
아니다.

<예 1> 핵심 사건과 함께 감성 자질이 출현한 예

<예 1>에서는 천안함이라는 이슈에 대한 트윗 중
에서‘연평도 포격’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충
격’과 같은 감성 자질이 함께 출현한 것을 보여준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기본 자질로 추출된 자질들 중
상위 50개를 대상으로 해당 이슈의 모든 트위터 데이
터 내에서 감성 자질과 함께 출현한 트윗의 빈도수를
구하였다. 감성 자질을 사용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OpScore( w, t 0)  Freq( w, t 0)  2  opFreq( w, t 0)

(2)

여기서 opFreq(w, t0)는 전체 트윗 문서 집합에서 자질
w가 감성 자질과 함께 출현한 트윗의 빈도수를 의미
한다. 사용된 감성 자질 사전은 Wilson lexicon[3]에서
강한 감성 자질만을 추출하여 구글 번역기를 통해 번
역한 뒤, 사람이 직접 판단하여 감성자질 사전을 구
축하였다.
3.3 카이제곱을 이용한 시간별 자질 추출

3.1 단어 빈도수를 이용한 시간별 기본 자질 추출
바이그램으로 추출된 자질들을 각 시간별로 단어

시간 별로 트위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어떠한 이
슈에 대해 특정 사건이 발생 했을 경우 그 시간의 트

(그림 1) 천안함 트위터 자료에 대한 시간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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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개수는 증가하게 되고, 트윗 개수가 전날에 대비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짐작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만약 발생한 사건이 그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은 새로운 사건이라면 혹은 발
생한 적이 거의 없는 사건이라면 사건에 대한 Freq(w,
t0)가 그 이전날의 데이터보다 폭발적으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 t0에서 자질 w의 중
요도를 계산하기 위해 카이제곱 값을 이용하였다. <표
1>은 카이제곱 값을 계산하기 위한 분할표이다.

개수

이슈

<표 2> 트위터 실험 데이터
천안함
김연아
박지성
84195
26844
131533
<표 3> 이슈의 대표적인 사건 리스트
사건
날짜
발생한 사건
번호
2010.11.17

천안함

2010.11.30

추적 60 분 방영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1 주년
프로그램 발표

2010.12.02

유니셰프 친선대사

2011.01.28

김연아 악마가면
박지성 2 골
박지성 은퇴
차범근 고백
일본지진 발생
일본 쓰나미 경보
일본 대지진 발생

2010.11.23
2011.03.21

<표 1> 카이제곱값을 계산하기 위한 분할표
자질 w 가 포함되어
자질 w 가 포함되
있는 트윗
어있지 않은 트윗
시간 t0 의 트윗들
a
b
시간 t0
c
d
이전 시간 트윗들

김연아

2010.11.07

박지성

2011.01.31
2011.02.01
2010.11.30

시간 t0에서의 카이제곱 값의 계산 수식은 다음과 같
다.

ChiSquare( w, t 0) 

(a  b  c  d )(ad  bc) 2
(a  c)(b  d )(a  b)(c  d )

(3)

각 자질 별 ChiSquare(w, t0) 값에 핵심 사건이 감성
자질과 함께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정보를 활용한
OpScore(w, t0) 값을 이용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ChiOpScore ( w, t 0)    ChiSquare ( w, t 0)
 (1   )  OpScore( w, t 0) ( 4)
여기서 λ는 카이제곱 값에 가중치를 더 주기 위한 파
라미터로 본 논문에서는 0.7로 실험하였다.
4. 실험 및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실험 하기 위해 천안함,
김연아, 박지성, 지진 총 4가지의 이슈에 대해 트위터
자료를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3월 26일까지 <표
2>와 같이 수집하였다.

지진

2011.03.09
2011.03.11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E11
E12

정답
자질
개수
2
3
4
4
3
3
5
7
2
3
3
1

<표 3>은 각 이슈에 대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
들과 핵심 사건 자질의 상위 10에서의 정답 개수를
정리한 표이다. 각 사건에 대한 정답은 사람이 직접
판별 하였다.
수집된 각 이슈의 데이터를 시간별로 기본 자질들
을 추출하고 그 자질들에 대해 단어 빈도수를 구한다
음 단어 빈도수에 대해 각 자질들을 순위화 하였다.
추출된 자질들 중 상위 50개의 자질들을 따로 추출하
여 감성자질을 이용한 OpScore 값으로 재순위화 하였
고, 또 다른 방법으로 카이제곱만을 이용하여 재 순
위화 하였다. 마지막에는 OpScore 값과 카이제곱 값을
함께 이용한 ChiOpScore 값으로 재순위화 하였다.
아래의 <표 4>는 천안함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
어난 날짜의 트위터 데이터에 대해 각 단계별로 추출
된 핵심 사건들을 상위 10 까지 순위화한 것이다.
천안함 이슈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실험한 결
과 단순히 단어 빈도수 로만 계산 하였을 경우에는
실제적인 연평도 포격이라는 핵심 사건이 비교적 낮
은 수준에 랭크 되어있지만, 감성 자질과 함께 순위
화한 경우에는 새로운 핵심 사건인 “연평도 사건”이
추가 되면서 “연평도 포격”은 랭크가 2단계 상승했음
을 알 수가 있다. 카이제곱으로만 순위화 했을 경우

<표 4> 각 방법을 이용해 추출한 상위 10 자질

1
2
3
4
5
6
7
8
9
10

지진
46795

Freq

OpScore

ChiSquare

ChiOpScore

천안함 사건

천안함 사건

천안함 연평도

천안함 연평도

천안함 연평도

천안함 침몰

대포폰 사찰

천안함 사태

천안함 북한
천안함 사태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연평도 사건

훈련 북한

연평도 사건
연평도 포격

민간인 사찰

북한 소행

북한 도발

민간인 사찰

북한 도발

천안함 연평도

사찰 천안함

대포폰 사찰

대포폰 사찰

연평도 포격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사찰 천안함

연평도 포격

천안함 북한
민간인 사찰

사건 천안함
민간인 사찰

천안함 북한
북한 도발

사건 천안함

북한 천안함

대포폰 민간인

훈련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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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감성 자질과 함께 사용해서 순위화한 결과와 비
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감성 자질과 카이제곱 값을 함께 사용한 ChiOpScore
값으로 순위화한 결과가 가장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하지만 4가지 이슈의 트위터 데이터에
서 천안함의 연평도 포격과 지진의 일본 지진 발생이
라는 사건 외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험 방법
에 상관없이 핵심 사건 자질들이 높은 랭크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이는 어느 이슈에
대해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 이슈와 함께 사건
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 때문에 트윗의 개수가 증가
할수록 핵심 사건 자질들의 단어 빈도수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감성 자질이나 카이제곱 값은 영향을
미치치 않을 정도로 단어 빈도수 값이 커지기 때문에
단순한 단어 빈도수로도 핵심 사건 자질들을 효과적
으로 추출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아래의 <표 5>는 <표 3>에서 제시한 사건 리스트
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뒤 상위 10 안에 핵심 사건으
로 볼 수 있는 자질들이 정답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
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즉, 1/3은 3개의 정답 자질중에
1개를 포함한 것을 나타낸다. E는 <표 3>의 사건번호
이다.
<표 5> 비교 실험 결과 (상위 10에서의 정답 포함율)
Freq
OpScore
ChiSquare
ChiOpScore
사건 번호
E1
1/2
1/2
2/2
2/2
E2
2/3
2/3
2/3
3/3
E3
3/4
4/4
3/4
4/4
E4
2/4
3/4
3/4
4/4
E5
1/3
1/3
2/3
3/3
E6
2/3
3/3
0/3
0/3
E7
3/5
4/5
5/5
5/5
E8
5/7
5/7
7/7
6/7
E9
2/2
0/2
2/2
2/2
E10
3/3
3/3
3/3
3/3
E11
2/3
1/3
3/3
3/3
E12
1/1
1/1
1/1
1/1
평균

70.0%

71.6%

82.0%

90.5%

실험 결과에서 E1, E2, E4, E5, E7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우 단어 빈도수만을 이용한 방법보다 감성 자질이
나 카이제곱, 또는 그 둘을 함께 이용했을 경우에 성
능이 좋았다. 특히, 감성 자질과 카이제곱 값을 함께
이용한 방법의 평균값은 90.5%로 다른 방법들에 의한
결과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E6의
경우 카이제곱을 이용한 방법이나 감성 자질과 카이
제곱을 함께 이용한 방법이 상위 10에는 들지 못하고
상위 50개안에만 드는 것을 확인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하여 핵심 사건을 추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핵심
사건을 추출 하는 방법으로는 단어 빈도수 만을 이용
한 방법, 단어 빈도수와 감성 자질을 함께 이용한 방
법, 카이제곱만을 이용한 방법, 단어 빈도수와 감성
자질과 카이제곱을 함께 이용한 방법으로 비교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4가지 이슈에 대해 각 사건별로 상위 10의
정답 포함율을 따져 보았을 때, 단순한 단어 빈도수
로 추출 했을 경우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들이
상위 10 안에 보다 많은 핵심 사건 자질들이 포함 되
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트위터 데이터를 통합하여 특정
자질의 단어 빈도수 값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
본 자질을 추출 할 때에도 바이그램 보다 트라이그램
(trigram)을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핵심 사건 자질들
을 추출하도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본 논
문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특정 트윗의 리트윗
(retweet) 정보와 댓글 정보 또한 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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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어느 특정 이슈에 관한 트위터 데이
터가 그 이슈에 사건이 발생 했을 경우 트윗의 개수
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보를 이용하여, 총 4 가지의 이
슈에 대해 트위터 데이터를 모은 다음 시간별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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