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빅데이터 및 검색포털 트렌드와 마약류 사건 
통계간의 비교 및 의미분석 연구
최은정1,3, 이수련2, 권혜민2, 김명주1,3*, 이인수4, 이승훈4

1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2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학생 
3서울여자대학교 바른AI연구센터, 4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A Study on the Comparison and Semantic Analysis between 
SNS Big Data, Search Portal Trends and Drug Case Statistics

Eunjung Choi1,3, SuRyeon Lee2, Hyemin Kwon2, 
Myuhngjoo Kim1,3*, Insoo Lee4, Seunghoon Lee4

1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Seoul Women’s University
2Student,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Seoul Women’s University

3Right AI with security & Ethics(RAISE) Research Center, Seoul Women’s University
4Digital Investigations Division, Supreme Prosecutor’s Office

요  약  SNS는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생각이나 행동을 파악할 수 있고 검색포털의 트렌드는 사용자들의 관심사와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본 논문에서는 SNS의 트윗과 검색포털 트렌드에 마약류관련 단어 노출 
정도와 마약류 사건 통계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관계를 분석하였다. SNS와 검색 포털 트렌드의 추이가 일정한 시차
를 두고 검찰청 통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마약류관련 단어들이 언급된 트윗들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2020년 10월에 수집된 5만건 트윗에서는 실제 마약류의 판매에 관련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SNS모니터링만으로도 마약류관련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구체적 판매 
또는 구매관련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추후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로 나타나는 관련 
범죄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범죄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다.
주제어 : 소셜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 군집분석, 의미분석, 비교분석

Abstract  SNS data can catch the user's thoughts and actions. And the trend of the search portal is a 
representative service that can observe the interests of users and their changes. In this paper, the 
relationship was analyzed by comparing statistics on narcotics incidents and the degree of exposure 
to narcotics related words in tweets of SNS and in the trends of search portal. It was confirmed that 
the trend of SNS and search portal trends was the same in the statistics of the prosecution office with 
a certain time difference.In addition,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weets in which narcotics related words were mentioned. In the 50,000 tweets collected in January 
2020, it was possible to find meaning related to the sale of actual drugs. Therefore, through SNS 
monitoring alone it is possible to monitor narcotics-related incidents and to find specific sales or 
purchase-related information, and this can be us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crime monitoring and prediction systems can be proposed as related crime analysis may 
be possible not only with text but also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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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NS는 웹을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플랫폼 서

비스로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소통,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SNS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역할을 넘어 트윗, 피드 등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 문제에 대한 인식, 이슈에 대한 반응[1-3] 등 다양
한 분석의 데이터셋으로 활용되고 있다. SNS가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SNS는 수
많은 사용자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대중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서 때로는 여론조사보다 더 높은 정
확도를 보여주기도 한다[4-6] 

SNS는 사용자의 생각이나 마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일상도 빈번히 공유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위나 
동선 등도 쉽게 알 수 있고 때로는 불법적 거래, 범죄 사
실 역시 나타나기도 한다. 

대중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검색포털 트렌드
가 있다. 사용자들이 검색창에 입력하는 키워드를 빈도수
를 기준으로 관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범죄역
시 관심 또는 직간접적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트렌드
로 나타날 수 있다.

SNS 분석을 통해 범죄사실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범죄 현황과 어떠한 관계를 보여주는지도 알 수 있다. 트
위터 데이터를 처리한 후 Forbes 기사를 기반으로 미국
의 안전한 도시 10개 안전하지 않은 도시 10개를 선정해 
범죄 강도와 트위터에서 관찰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7]하거나 감정 분석을 사용하여 트위터 데이터의 콘
텐츠를 분석하여 트윗의 긍정과 부정을 평가한 후 범죄 
사건 데이터에 트위터 데이터와 기상 요인을 추가하여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평가[8]를 한 연구도 있다. 멕시코 
시티 검찰청 계정의 범죄 데이터와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트윗 활동 수가 상관관계가 있다[9]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10년간의 검찰청 마약류 동향[10]은 Fig. 1과 같
다. 2010년 7,215건 이던 것이 최근 12,851건으로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2020년 9월까지만 마약류 동향
이 발표되어서 2020년은 1월부터 9월까지의 건수만 포
함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SNS에서 마약류 관련 단어에 대한 빈
도수와 대중의 관심을 보여주는 구글, 네이버 트렌드와 
마약류 범죄통계 현황과 비교한다. 또한 SNS에서 마약류

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트윗들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
악해 본다.

Fig. 1. Status Of Crackdown On Drug Offenders

2. 관련연구
2.1 트위터 기반 텍스트 마이닝 연구

트위터는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중 하
나로 사용자는 트윗이라는 짧은 텍스트로 자신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9]. 일반적으로 트윗은 작성 가능한 글자 
수가 140자로 제한되며 트윗을 통해 정보 공유, 새로운 
시사에 대한 정보, 상태 메시지, 커뮤니티 내 대화를 할 
수 있다. 트윗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마케팅, 고객 관리 
등에 사용되거나 선거, 전염병 발생, 범죄 예측, 국가 혁
명과 같은 다양한 대규모 사건을 예측하는 데에도 사용
될 수 있다[11]. 

트위터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자연어 처리
(NLP)기술을 사용하는 연구가 있었다. 트윗의 의미론적 
이벤트 콘텐츠를 추출하거나[12], 트위터에서 비정형 데
이터를 분류하고 텍스트 구문을 분석하여 처리 및 추출
하였다[11].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윗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단어 빈도를 계산하거나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해 범죄 발생을 예측하였다. [7]은 트위터에서 사실을 
제시하는 단락은 제거하고 저자의 주관적인 정보를 추출
하기 위해 자연어 처리, 텍스트 분석을 하였으며 감정 분
석을 통해 특정 주제를 추출하고 저자의 태도를 확인하
였다. 주관성 분류를 위해서는 Naive Bayes 분류와 Cut 
Based 분류를 사용하였다. [12]는 LDA(잠재 Dirichlet 
할당)모델을 사용해 주제를 검출하였다. 검출된 트윗의 
주제 중 범죄와 관련이 있는 단어 빈도를 계산하여 범죄 
발생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였다[13].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한 분석 방법으로는 추출한 트윗을 긍정과 부정으로 
데이터를 분류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범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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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범죄 패턴을 탐지하였다[7,8,12,14]. 

2.2 위치 기반 분석
위치를 통한 분석 방법으로는 범죄 핫스팟 지도와 커

널 밀도 추정(KDE)방법을 이용하거나 트윗의 위치 데이
터를 이용한 연구들이 있었다. [15]는 트윗 구문을 분석
하여 위치 정보를 출력하였다. 위치 정보를 출력하기 위
해서 NER(Named Entity Recognition), 규칙 기반 패
턴 매칭, 지명 사전 매칭 등과 같은 다양한 오픈 소스를 
사용하였다. [16]는 수년간 수집된 데이터와 다양한 범죄 
유형이 합쳐져 정확한 핫스팟 지도를 생성하여 총기 관
련 범죄를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9-11]
은 멕시코 시티 내의 범죄 밀도 분석을 위해 트위터에 게
시된 좌표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좌표와 사용자 프로필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같은 방
법을 사용하였다. 

2.3 검색포털 트렌드 기반 예측 연구
구글트렌드는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로 구글의 검색 

키워드 추세를 지수화하고, 도표로 만들어 실시간으로 보
여준다[17]. 키워드를 검색하면 나라 및 지역별 관심도,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보여주며 키워드와 관
련된 주제,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 결과로는 설정
한 지역과 기간 중에서 검색 횟수가 가장 많았던 때를 
100으로 정해서 키워드의 관심도 수치를 제공한다. 주가 
및 트렌드 예측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선거, 전염병 발생
과 같은 대규모 사건을 예측하는 데도 사용된다. 구글트

렌드를 기반으로 예측한 논문들도 많이 있다. [18]은 
BMW와 벤츠의 연 매출 및 주가 예측을 위해 구글 데이
터값을 회귀 방정식에 넣어 분석하였다. 구글 트랜드 분
석 결과 BMW의 기업 매출을 약 94%정도 맞출 수 있었
고, 정확도도 꽤 높았다. 하지만 매출 및 주가의 고객층이 
높은 연령층이라면 검색량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
점이 존재했다. [19]은 소비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검색해 정보를 습득하므로 스마트 스피커
의 검색량과 판매량이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자기 
희귀 누적 이동평균 모델(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al)을 이용하여 구글트렌드를 분
석하여 구글트렌드의 검색량의 증감과 스마트 스피커 판
매량의 증감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결과 통계 

트위터에서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마
약”이 언급된 트윗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먼저 마약이 언
급된 트윗의 개수를 산출하였으며, 트윗의 개수가 급격하
게 떨어지는 변화가 나타난 달에 대해서는 실제 트윗의 
내용을 크롤링했다. 개월당 최대 5만 개의 트윗을 크롤링
했으며 총 57만2674 개의 트윗을 추출하였고 이 중 마
약이 언급된 트윗의 개수는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 
110,857개였다. 

Fig. 2. Drug Crime and Twitter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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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requency Analysis Histogram

검색포털의 트렌드에서의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 랩을 이용하였다. 트렌드에서 는 
마약이 검색된 횟수를 일별/주별/월별 각각 합산하여 조
회기간 내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인 변
화를 나타낸 “트렌드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3.2 비교 연구
트위터와 검찰청에서 제공한 마약류 사범 통계 추이는 

Fig. 2와 같다. 2018년 7월과 비교하여 2018년 8월은 
트위터 마약 언급량이 전달 대비 48.35%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개월 뒤 검찰청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8월과 9월의 검찰청 마약류 사범 단속 건
수는 각각 1486건 925건으로 8월과 비교해 9월은 
37.75% 줄어들었다. 마찬가지로 2019년 2월부터 4월까
지 트위터에서의 마약 언급량이 전월 대비 각각 
43.439%, 43.4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19
년 3월부터 5월까지의 마약류사범 단속 건수도 각각 전

월 대비 각각 58.75%, 102.821% 증가하였다. 검색 트렌
드 수치와 검찰청 통계를 비교한 차트는 Fig. 3과 같다. 
검색 트렌드 수치를 검찰청 통계와 비교한 것 역시 트위
터와 같다. 검색 트렌드의 수치가 증가하거나 낮아지면 1
개월에서 2개월 후의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도 증가하거
나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트위터는 총 27개월기간동안 22개월간 증감여부가 
동일했고 검색 트렌드는 구글 트렌드는 15개월, 네이버 
데이터랩은 25개월간 동일하게 나타났다. 동일하지 않은 
기간에는 약 1개월에서 2개월의 시차를 두고 동일한 증
감을 보여주었다. 트위터의 경우는 추가적인 의미 분석이 
가능해서 범죄 발생 혹은 범죄 동향과의 상관관계를 추
출할 수 있을 것이다.

3.3 의미 분석 연구
SNS에서 추출된 마약류 데이터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

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근 2020년 10
월을 기준으로 마약을 언급한 트윗 총 5만 건을 대상으
로 빈도분석을 하였다. 가장 많이 연관되어 나타나는 단
어 상위 30개 결과는 Fig. 4와 같다. 마약류 사건 중에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연루되어 발생한 경우 이슈화가 되
어 사건 규모에 비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여기서 추출된 결과 중에서 연예인 이슈와 사회적 이
슈와 관련된 단어를 제외하고 보게 되면 마약류의 은어
로 의심되는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된 단
어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진행했고 결과
는 Fig. 5와 같다. 

Fig. 3. Drug Crime and Search Portal Trends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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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luster Analysis Graph 1

Fig. 6. Cluster Analysis 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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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luster Analysis Graph 1-1

Fig. 8. Cluster Analysis Graph 1-2

판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삽니다”, ”인증”, ”텔레그
램” 등의 단어 군집이 생성되어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있
었다. 이외에도 “아이스”, “작대기”, “도리도리” 등과 같은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 군집도 생성되었다. 마약류를 트위
터를 통해 거래할 때 검색을 피하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약류에 대한 
데이터는 은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수
집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빈도분석과 군집분석의 결과
를 바탕으로 마약 은어 후보 단어의 리스트를 추출했다.

 

number Candidate word of drug slang
1 DOLIDOLI
2 Candy
3 Ice
4 Stick
5 HULI
6 CANDY

Table. 1. List of Slang By Cluster Analysis

마약 은어 후보 단어들을 조합하여 다시 크롤링을 진
행하고 크롤링된 데이터로 다시 군집분석을 진행하여 
Fig. 6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크리스탈”, “샤브샤
브”, “도리도리”, “후리”등의 은어가 “판매”,“연락주세요”, 
“텔레(텔레그램)” 등과 같은 구매와 관련된 단어와 연결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실제 마
약 거래를 위한 글은 Fig. 9와 같다. 마약을 거래하기 위
해 실제로 은어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소지하고 있는 마약의 실제 사진과 마약을 직접 거래하
기 위한 새로운 사이트의 링크 정보도 첨부되어있었다.

Fig. 9. Tweet Example About Drug Sales

마약 은어 후보 단어의 조합으로 크롤링한 데이터로 
만든 군집에는 2차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군집도 포착
되었다. “도리도리”로 연결되는 단어들은 “부산”에서의 
성범죄를 모의하는 듯한 군집이었고, “대마”, “물뽕”으로 
연결되는 단어들 역시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군집으로 범죄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SNS 빅데이터 및 트렌드와 마약류 사

건 통계를 비교해보고 데이터와 통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두 데이터와 사건 
통계 간의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7
월, 8월 9월과 2019년 2월, 3월, 4월, 5월과 2020년 5
월 6월의 두 데이터를 살펴보면, SNS 및 검색 엔진 트렌
드에서의 마약 관심도의 변화 1~2개월 후에 검찰청 데이
터도 변화했다. 검색 엔진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장
소이고 트위터는 구매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장소이다. 이
를 고려해보았을 때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다면 
SNS와 검색어 트렌드를 통해 마약 사건의 사전 징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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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SNS가 마약 범죄 모니터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마약을 언급한 트윗을 1차 크롤링하여 빈도
분석과 군집분석을 진행했다. 마약과 함께 쓰인 상위 30
개의 단어 중 당월의 연예인, 사회적 이슈를 제외한 단어
들이 있다. 군집분석을 통해 이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파악했는데, “판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 보아 위 단어들은 마약 은어 
후보 단어로 추측해볼 수 있으므로, 위 단어들의 조합으
로 2차 크롤링을 진행했다. 2차 크롤링 결과데이터를 군
집분석해 본 결과, 예상대로 마약 판매를 위해 은어를 사
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군집도 포착했다. 본 연구에서는 SNS 빅데이터 및 검색 
트렌드와 범죄 통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세 
데이터의 추이를 파악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진행했다. 결
과적으로 마약의 수요와 공급을 위해 SNS가 플랫폼으로 
활용되며, 그 수단으로 은어가 이용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 볼 때 3.2에서 보았던 두 자료의 상관관계
는 실제 마약사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약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알려진 이슈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가 증가할 경우 실제 마약 사건 발생의 증
가로 볼 수 있다. 즉, SNS 데이터만으로도 마약 사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에는 소셜 데이터 분석을 확장하여 범죄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을 구현하여 범죄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
행할 것이다. SNS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로 확장하고 
실제 사건 수사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자료를 
수집하여 범죄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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