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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 을 통해 수집된 시시각각 발발하는 사건/사고들 , 연 된 사

건이 시간과 장소 으로 어떠한 연속성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 으로 력이 큰 

사건/사고를 ‘이슈 이벤트‘라고 정의, 도메인별로 발생하는 연속성 이벤트 유형과 특성을 규명한다. 한, 

소셜미디어 상에서 발생한 연속성 이벤트를 자동으로 탐지, 이를 추 하는 이슈 이벤트 연속성 분석 시

스템에 해 기술하며, 이를 통해 추출된 특정 도메인에 한 이슈 이벤트들의 연속성을 시간  장소 

축으로 도식화하여 분석하고, 나아가 이슈 이벤트의  양상을 통해 소셜미디어 간의 상 계를 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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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Issue Event Analysis in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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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reveals continuity of related events which are occurred and changing from moment to 

moment accident/events collected from various social media channels. Among them, we especially 

define the events which have big social influence as “issue event” and investigate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continuous issue event for each domain. We also introduce a automatic issue 

detection system in  social media text. Based on the extracted issue event results in a particular 

domain, we analyse the continuity of those events by illustrating in time and place-axis. 

Furthermore, we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media in terms of issue events 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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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웹 2.0 시 의 개막과 함께 과거에 뉴스를 달

하는 매체 던 인쇄물이 웹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직 웹을 이용하여 뉴스를 제

공하는 인터넷 신문 사이트도 다수이다. 나아가 

개인이 각자의 논평을 덧붙여 1인 신문사가 되는 

소셜 뉴스 서비스도 등장하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트 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

디어 서비스의 폭발 인 인기에 힘입어, 개인이 

직  목격하고 경험한 사건/사고 내용의 실시간 

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셜미디어가 기존 통

인 언론사보다 더 빠르고 력 있는 뉴스보

도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1].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채 을 통해 수집된 시

시각각 발발하는 사건/사고들 , 연 된 사건이 

시간과 장소 으로 어떠한 연속성이 나타나는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 으로 력이 

큰 사건/사고를 ‘이슈 이벤트‘라고 명명하고자 한

다. 

일반 인 의미의 ‘이벤트’는 문제가 되거나 

심을 끌만한 일을 말하는 반면, 디지털 정보처리

를 한 정보추출(Information Extraction) 에

서의 ‘이벤트’는 사용자 혹은 주어진 주제에 해당

한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추출 상

(target)을 의미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이벤트

의 특성에 따라 단발성 이벤트와 연속성 이벤트

로 분류하 다. ‘단발성’ 이벤트란 자동차 사고나 

도난 사고 등과 같이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하여

도 타 지역 혹은 다른 시간 에 발생한 유사 사

건과 연 성이 없는 이벤트를 의미한다. 반면, 연

속성 이벤트는 감염성 질병이나 태풍과 같이 최

 이벤트가 발생한 뒤 시간 흐름에 따라 인  

지역으로 동일한 이벤트가 확산되는 이벤트를 말

한다. 단발성 이벤트에 비하여 연속성 이벤트가 

사회 으로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 상에서 발생한 연속성 이벤트를 자동으로 

탐지, 이를 추 할 수 있다면 이벤트의 최  발생 

이후의 이벤트 발생 경로와 확산 범 의 분석이 

가능해 지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 인 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논문의 주안 은 도메인별로 발생하는 연속

성 이벤트 유형을 정의하고, 해당 이벤트들의 연

속성을 시간  장소 축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한 미디어 유형별로 발생된 이벤트의  양상

을 악하기로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속성 이벤트와 련한 기존 연구에 

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이벤트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속성 이벤

트의 특성을 규명한다. 4장에서는 이슈 이벤트 연

속성 분석을 한 시스템을 소개하고, 5장에서는 

실제 추출된 특정 도메인에 한 이슈 이벤트 연

속성을 시간  장소 축으로 도식화하여 분석하

고, 나아가 소셜미디어간의 상 계를 악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해 

언 한다. 

2. 관련 연구

그날 처음 발생한 사건, 는 같은 사건을 다루

는 기사들을 탐색하고, 에 발생한 사건과 

련된 사건인지를 추 해 나가는 기술을 사건 탐

색  추  (Topic Detection and Tracking, 이하 

TDT) 이라고 한다[2][3]. TDT 이벤트[3]는 이  

이벤트와 련하여 어떤 사건이 특정 시간 혹은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말하며 를 

들어 선거 운동, 재난 복구 과정 등이 있다. 창

기의 TDT 기술[5]은 주제의 형태에 따라 문서를 

군집/분류하는 수 에 머물 지만, [6]에서는 개체

명과 명사, 명사 구의 공기 빈도를 활용하여 이벤

트를 구축하여 이벤트를 탐지하 다. 한 [7]에서

는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ation)와 각 

카테고리 별로 분류된 자질을 사용하여 이벤트를 

추 하 다. TDT 기술은 스트림으로 입력되는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새로운 이벤트를 탐지하거

나 입력된 쿼리(query)나 키워드(keyword)에 해

당하는 주제를 탐지하는 것이 부분이라 연속성 

이벤트의 확산 유형  확산 범 를 분석하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모바일 단말의 보편화로 인해 소셜미디어

가 폭발  증가하는 추세에 힘입어 최근에는 사

용자의 치 정보를 제공되는 트 터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약 3년치 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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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질병별 뉴스 분포

데이터를 분석하고 감정 인 단어를 추출하여 지

역 간의 분 기(mood)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8]가 

진행되었고, 트 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특성과 다양한 주제를 허용하는 포 인 특성을 

활용하여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 상을 때때로 

뉴스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 더 빠르게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9][10]가 제기되었다. 본 

논문 에서는 소셜미디어  뉴스와 트 터와의 

이벤트  경로, 연 계 등을 분석하기로 한

다.

3. 연속성 이슈 이벤트 특성 조사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연속성 이슈 이벤트의 특

성을 악하기 해, 먼  특정 기간 내의 뉴스 

미디어를 분석하 다. 2010년 11월부터 2013년 2

월 사이의 웹 뉴스를 수집하여, 시간  장소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이슈 이벤트 선정을 한 기

 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주로 ‘보건/의료’ 

련 뉴스기사에서 ‘질병‘ 도메인의 이벤트가 시

간과 장소의 연속성을 보이며 보도됨을 알 수 있

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6월부터 2012년 12월 사

이에 보도된 ‘보건/의료’ 분야 592,734건의 뉴스를 

상으로 수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의 편의를 

해 문서 내에 나타난 질병명, 시간 정보, 장소 

정보는 한국 자통신연구원(ETRI)과 목원 에서 

개발한 언어분석[11]  이벤트 정보추출기[12]를 

활용해 자동으로 추출한 결과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 다. <표 1>은 수 조사 결과이다.

구 분 뉴스 건수

보건/의료 뉴스 체 592,734

시간 정보가 표 된 뉴스 314,421 (53%)

장소 정보가 표 된 뉴스 32,142 (5%)

질병명이 나타난 뉴스 115,215 (19.4%)

44개 연속성 질병명이 나타난 

뉴스
2,142 (3.6%)

시간/장소/연속성 질병명이 

함께 나타난 뉴스
175

<표 1> 보건/의료 뉴스 조사 결과

<표 1>에서 나타나듯이, 뉴스의 특성상 특정 

사건 즉 이벤트의 발생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경

우가 많았고 ( 체 592,734건  314,421건으로 

53%), 사건 발생 장소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는 

상 으로 게 나타났다 ( 체  5%). 한 

‘보건/의료’ 분야의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명

확한 질병명이 나타난 뉴스는 체 19.4%에 그쳤

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에 출

한 다양한 이벤트  본 논문에서는 ‘질병’ 도

메인을 주요 이슈 이벤트로 선정하 으며, 그 

에서도 연속성을 갖는 이슈 이벤트를 선정하기 

해 아래와 같은 기 을 용하 다.

1) 사회  력이 있는지 (발생빈도)

2) 염성(유행성)이 있는지

3) 기 발생 이후 지속성이 있는지

조사 결과, 이러한 기 에 해당하는 질병명은 

‘구제역’, ‘식 독’, ‘신종 루’ 등 44개가 기 선정

되었으며, 해당 질병명이 나타난 뉴스 건수는 

2,142건으로 체 3.6%에 해당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연속성 분석을 해서는 시간  장소 정보가 

모두 표 된 뉴스만을 상으로 하는데, 이런 조

건을 만족하는 뉴스는 이 에서 175건이 수집되

었다.

<그림 1>은 44개 질병 이벤트 후보 도메인의 

분포를 도식화 한 것이다. 상  질병을 보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식 독’, ‘신종 루’, ‘구제역’, 

‘비 리오’, ‘인 루엔자/AI’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부 질병별 뉴스 세부 건수는 <표 2>와 같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슈 이벤트의 연속성을 

분석하기 해서는 소셜미디어에 보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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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뉴스미디어 언어분석  

<그림 3> 이벤트 정보 추출 결과

이벤트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1) 사회  

력과 2) 염성, 3) 지속성이란 특성을 만족하며, 

동시에 미디어 내의 문장에 시간과 장소정보가 

명시 으로 표 되어 있는 문서를 상으로 선정

해야 한다. <표 2>의 상  질병 이벤트의 연속성 

합 조건을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은 특성을 

발견하 다.

질병명 건수 질병명 건수

식 독 23 장염 2

신종 루 22 A형간염 1

구제역 14 감기 1

비 리오 9 녹내장 1

인 루엔자 9 병 1

AI 8 사증후군 1

장균 8 장출 1

독감 7 딸기코환자 1

일본뇌염 7 말라리아 1

폐질환 6 무좀 1

c형간염 5 박테리아 1

폭염 5 백일해 1

수족구병 5 루셀라 1

RS바이러스 4 비만 1

요로결석 4 성조숙증 1

결핵 3 수두 1

노로바이러스 3 신증후군 1

발열성질환 2 쓰쓰가무싱 1

백내장 2 염 1

보튤리즘독소증 2 유행성 병 1

비염 2 의료사고 1

<표 2> 세부 질병별 뉴스 발생 건수

질병명
연속성 합 조건

합여부
염/유행성 지속성 시간/장소

식 독 O O O O

신종 루 O O 해외지명 -

구제역 O O O O

비 리오 - O O -

인 루엔자 O O 해외지명 -

장균 O - O -

<표 3> 이슈 이벤트 후보 도메인별 특성

상  질병 이벤트  ‘비 리오’는 단순 질병 

발생의 경우로, 염성이 없었고, ‘ 장균’ 역시 지

역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속성이 발견되지 

않아 상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연속성 합 조

건을 모두 만족하는 후보 도메인은 ‘식 독/신종

루/구제역/인 루엔자‘로 선정되었으나, 이 에

서 ’신종 루‘와 ’인 루엔자‘와 련된 뉴스가 

부분 해외에서 동시다발 으로, 혹은 산발 으로 

발병한 사례를 보도한 경우로, 장소의 연속성을 

악하기 어려운 을 고려, 제외하 다. 본 논문

에서는 이 같은 특성을 종합 으로 고려한 결과,  

최종 으로 ’식 독‘과 ’구제역‘ 질병을 이슈 이벤

트 후보로 정의, 이들 간에 시간과 장소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연속성이 분석되는지를 악하기로 

한다.

4. 이슈 이벤트 연속성 분석 시스템

이슈 이벤트 연속성 분석을 해서는 소셜미디

어에 나타난 텍스트 문장에서 이벤트 정보를 추

출해야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한국 자통

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이벤트 정보추출기[11]를 활

용하 다. 이슈 이벤트 정보 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각 문장의 언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벤트가 출 할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 문장’을 

선별한다[12]. 이벤트 문장은 이벤트 정보의 핵심 

요소로 사건의 구체 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으로, 본 논문에서는 ‘구제역’과 ‘식 독’ 질병

이 나타난 문장을 상으로 삼았다. 이벤트 ‘발생 

시간’과 이벤트 ‘발생 장소’는 연속성을 분석하기 

한 기 으로 사용된다.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연속성 이슈 이벤트 분석  35 

             a) 인터페이스 구성도  b) 실제 분석 결과 제시 

<그림 4> 이벤트 연속성 분석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2>는 2011년 1월 8월의 보도된 ‘구제역’ 

련 뉴스의 자동 분석 결과를 시한 것으로, 문

장 내의 <EVENT>, <LOC>, <DATE> 태그는 

각각 이슈 후보 이벤트, 이벤트 발생 시간 정보, 

이벤트 발생 장소 정보의 후보를 의미한다[12]. 

시된 4 문장 , 상 이벤트와 시간, 장소 정보

가 모두 포함된 문장은 2번째 문장으로, 최종 추

출된 이벤트 정보를 요약하면 <그림 3>과 같다. 

특히 실제 문장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 된 시간

정보와 장소정보는 각각 8자리 숫자

(YYYY-MM-DD)와 GPS 좌표 체계로 정규화 된

다[9].

<그림 4>는 이벤트 연속성을 시각 으로 분석

하기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이

다. <그림 4.a>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로는 실험 

문서에서 추출한 이벤트 발생 시간과 이벤트 발

생 장소 정보를 구체 으로 나타내는 부분과 추

출된 시간  장소정보를 기반으로 지도상에 이

벤트 확산경로를 표시하기 한 부분, 그리고 실험 

문서에서 이벤트 정보가 추출된 실제 이벤트 문

장을 확인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b>는 실제 이벤트 정보가 분석된 결과를 제시

한 이다.

5. 이슈 이벤트 연속성 분석 결과

이벤트 연속성을 분석하기 하여 분석 상 

도메인의 이벤트 정보를 수집하고 시간  장소

정보를 기 으로 이벤트의 확산 방향을 시각 으

로 분석하 다. 분석 내용은 다음 두 가지 이다. 

첫째, 연속성 분석 상 도메인의 이벤트 발생과 

이벤트 확산 유형을 분석한다. 둘째, 웹 뉴스와 

소셜 마이크로블로그 간의 상 계  두 소셜

미디어 간의 정보 확산 방향을 분석한다.

5.1 이슈 이벤트 연속성 분석 결과

이슈 이벤트 연속성 분석을 해 ‘구제역‘ 사건

이 집  보도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 사

이의 신문기사 250건과 ’식 독‘이 주로 발생한 

여름철을 상으로 2012년 6월부터 2012년 11월 

사이의 뉴스 71건을 수집하 다. <그림 5>는 ‘구

제역’ 련 상문서를 이벤트 정보추출기[12]의 

입력으로 활용, 실제 추출된 이벤트 정보를 시공

간 축으로 분석 결과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시간

과 지역을 기 으로 4단계로 분류를 하 다. 

<그림 5.a>는 구제역의 1차 확산 단계로 2010

년 11월 29일에서 2010년 12월 9일 사이에 발생

한 이벤트들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경상북도 안동

에서 최 로 발생하여 경상북도 천군, 의성군, 

양군, 고령군 등 경상북도 내에서 지리 으로 

가까운 곳에 치해 있는 지역들만 이벤트 연속

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5.b>은 구제역 2차 확산 단계로 2010년 

12월 11일에서 2010년 12월 20일 사이에 발생한 

이벤트들의 집합이다. 경기도 양주시, 주시, 고

양시 등 구제역 1차 확산 단계와 비슷한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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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뉴스 이슈 이벤트 발생          b) 트윗 이슈 이벤트 발생              

<그림 6> 이슈 이벤트와 소셜미디어와의 상  계

    a) 1차 확산  b) 2차 확산   c) 3차 확산        d) 최종 확산 결과

<그림 5> ‘구제역‘ 이벤트 연속성 분석 결과

로 경기도 지역 내에서 지리 으로 가까운 곳에 

치해 있는 지역들만 이벤트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5.c>는 구제역 3차 확산 단계로 2010년 

12월 2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이벤트들의 집합이다. 구제역 3차 확산 단계는 

국  확산 기 단계로도 볼 수 있으며 경기도 

지역 일 에서 강원도 지역 는 충청북도 지역

으로 이벤트의 연속성이 조 씩 확산되는 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d>은 구제역 4차 확산 단계로 2011년 

1월 1일에서 2011년 1월 15일 기간 사이의 발생

한 이벤트 집합이다. 구제역 4차 확산 단계는 구

제역이 국 으로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기 구제역 1차 확산과 2차 확산 단

계에서는 경상북도 지역과 경기도 지역 내에서 

지리 으로 가까운 곳만 이벤트 연속성을 보 으

나 3차 확산 단계 이후에는 국 으로 이벤트가 

발생하는 상을 보 다.

5.2 이슈 이벤트와 미디어 간의 상 계 분

석 결과

이슈 이벤트와 소셜미디어 간의 상 계를 분

석하기 해 웹 뉴스 미디어와 트 터를 상으

로 이슈 이벤트를 분석하 다.

<그림 6>은 웹 뉴스를 상으로 ‘식 독’ 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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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문서를 수집하고 해당 이벤트들의 연속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6.a>의 식 독 발생 분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6월 1일에서 2012

년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이벤트의 집합이며 구

제역 도메인과는 상반되게 지역  연속성은 나타

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도시에 질

병이 집하는 상만 보 다. 이는 ‘식 독’ 정보

가 각 주요 도시별로 리, 뉴스에 보도 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웹 뉴스와 소셜미디어 간의 상 계를 분석

하기 하여 ‘식 독이 발생했다‘ 혹은 ’식 독에 

걸렸다‘라는 언 을 한 트윗 문서를 수집하 다. 

문서 수집 기간은 웹 뉴스에서 식 독 문서를 수

집한 기간과 동일하게 2012년 6월 1일에서 2012

년 11월 30일까지의 문서를 수집하 으며, 수집된 

문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정보 사

용을 허용하는 사용자의 25개의 트윗 문서만 활

용하 다. <그림 6.b>는 웹 뉴스와 소셜 웹 서비

스간의 상 계를 나타낸다.

 동일한 기간에 수집된 웹 뉴스와 소셜미디어 

모두에서 식 독이 비슷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상이 뉴스와 소셜 

개인 미디어 모두에 표 됨을 의미하며, 두 미디

어간의 상 도가 매우 높음을 반증하는 이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시간과 장보 축을 기반으로 이

벤트들의 연속성을 분석하 다. 특히 사회 으로 

력이 큰 사건/사고를 ‘이슈 이벤트‘라고 정의, 

도메인별로 발생하는 연속성 이벤트 유형과 특성

을 규명하 다. 한, 소셜미디어 상에서 발생한 

연속성 이벤트를 자동으로 탐지, 이를 추 하는 

이슈 이벤트 연속성 분석 시스템에 해 기술하

으며, 이를 통해 추출된 특정 도메인에 한 이

슈 이벤트들의 연속성을 시간  장소 축으로 도

식화하여 분석하고, 나아가 이슈 이벤트의  

양상을 통해 소셜미디어간의 상 계를 악하

다.

이벤트 연속성 분석 결과, ‘구제역’ 도메인에서

는 이벤트의 발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  지

역으로 이벤트가 확산되다가 마지막에는 국

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

독’ 도메인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 인 

이벤트 연속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

인 뉴스와 트 터 간의 이벤트가 발생한 지역이 

유사한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슈 이벤트 연속성을 분석하

기 해서는 근본 으로 소셜미디어 문서에서 자

동으로 이벤트 문장을 추출 성능에 따라 연속성 

분석 성능 역시 련되어 있으므로, 이벤트 자동 

추출 성능 향상을 한 다양한 어휘 자질을 탐구

하고자 한다. 한, 다양한 도메인으로 연속성 분

석을 확장, 도메인별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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