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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매일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Online Social Netowrks(OSN)에서는 하루 수억 건의 많은 메시
지가 올라온다. 이 수많은 메시지 사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메시지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좀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원하는 메시지와 정보를 찾기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연구가 되고 있다. 특히 맵을 통해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많은 시스템이 중점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까지 해서 보여주는 시스템은 거의 없다. 본 논문에서는 OSN
중에 하나인 트위터에서 PlanetLab System을 이용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과 수집된 데이터를
맵을 통해서 보여주는 시각화, 키워드 분석을 통한 검색, 필터링 기능, Sentiment Analysis & Word
Cloud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만든 위치기반 SNS 데이터 맵핑 시스템을 제안하고, 초기 프로
토타입인 SNS Map 시스템을 구축한다.
1. 서 론
현재 많은 Online Social Networks(OSN)에서 하루 수억 건의
많은 메시지가 올라온다. 이 메시지들 사이에서 사용자가 원하
는 메시지와 정보를 찾아보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양이다. 이
러한 이유로 좀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어떠한 사건들을 알아보
고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당장 올라오고 있는 트윗의 위치를 맵으로 보여주는
Tweeping.net [1], 트윗의 위치와 키워드, 해시태그까지 검색
가능한 The one million tweet map [2], 구글 맵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맵으로 트윗들을 보여주고 검색 가능한 Harvard
TweetMap ALPHA [3], 그리고 A WORLD OF TWEETS [4] 등이 있
다. 이러한 좋은 시스템들에 더해서 본 논문에서는 트윗의
Mapping 작업뿐만 아니라 검색된 트윗을 분석해서 제공까지 해
주는 시스템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는 트
위터와 관련된 사이트 시스템에 관해서 설명하며, 3장에서는
본 논문의 SNS Map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4장에서는 데이터
를 수집하는 방법과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설명하고, 5장
에서는 SNS Map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해서 설명
하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에 관해서 기술한다.
2. 관련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인 SNS Map 시스템과 관련된 시
스템 총 4가지를 소개한다. 표 1에서 보다시피 총 4가지의 시
스템을 비교 분석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모두 여러 가지 맵
을 사용해서 트위터를 맵 상에 출력하는 기능은 모두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기능은 검색이 가능한 필터링 기능이다.
Tweetping.net, A WORLD OF TWEETS을 제외한 나머지 두 시스템
은 검색 필터링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분석 기능인데 어떤
시스템에서도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는 않았다. 다음으
로 데이터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인데 이 기능도 The one
million tweet map, A WORLD OF TWEETS만 간단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 번째 기능은 실시간 트윗이다. Harvard의
TweetMap ALPHA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실시간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여준다. 이와는 반대로 TweetMap ALPHA는 2013/12/
3 ~ 12/17일까지 15일간의 데이터만을 간략하게 사용해서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TweetMap ALPHA는 다른 시스템과는 다르게

여러 종류의 맵을 사용함으로써 맵의 형태를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다시피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분
석을 실제로 하고 맵핑 작업까지 같이 해주는 시스템은 존재하
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의 SNS Map 시스템에서는 맵핑은 물
론, 키워드 검색, 간단한 툴을 이용한 분석 부분과 실시간 &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한 범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1. 트위터 관련 사이트 시스템
A
The one
Harvard
종류
WORLD
Tweetping
million
Tweet
OF
[1]
tweetmap
Map
기능
TWEETS
[2]
ALPHA[3]
[4]
맵핑
O
O
O
O
키워드
X
O
O
X
검색
분석
X
X
X
X
대륙별
데이터량
X
O
X
O
통계
실시간
O
O
X
O
트윗
과거
X
X
O
X
데이터
3.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시스템 구조는 그림 1처럼 데이터 수집
부분, 맵핑 부분, 분석 & 결과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데이터
수집은 PlanetLab [5]의 각 노드에서 Twitter Streaming API
[11]를 통해서 각 노드에 트위터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
하게 된다.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를 한 시간마다 서버
로 이동시켜서 중복처리 작업을 거쳐서 MongoDB [12]에 저장시
킨다. 맵핑은 2가지 부분이 있다. Heat Map을 이용한 실시간
맵핑 부분, MongoDB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색되는 키워
드에 따라서 검색 결과를 맵핑 해주는 부분이다. Heat Map 같
은 경우에는 Heat Map을 실행할 경우 바로 실행이 되면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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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맵핑을 해주고 데이터는 MongoDB에 저장된다. 검색 키
워드 부분은 검색을 하게 되면 MongoDB에서 키워드에 맞는 데
이터를 불러와 맵에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분석 부분도 키워드
검색을 할 경우 불러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하게 되고 분석
된 결과는 그림이나 그래프로 출력해주게 된다.

다. Random 샘플링 기반의 1개의 노드, GPS location 기반의 9
개의 노드를 한 세트로 구성시켰다. 한 세트당 24시간 데이터
를 수집하고 다음 노드로 전환 시킨다. 노드 연결이 끊어지거
나 에러가 날 경우 다음 기다리고 있는 노드로 대체하면서 지
속적인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다.
표 2 데이터 수집량 비교 (단위 : 만)
수집 범위
수집량/시 수집량/일 수집량/주
location
10
240
1680
1 node
random
15
360
2500
location
40
960
6700
PlanetLab
random
15
360
2500
5. 결과: SNS Map System
본 논문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트위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도에 맵핑하고 시간에
따른 감정분석 결과 그래프를 제공한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
법에는 Sentiment Analysis와 Word Cloud가 있다. 앞에 2가지
의 기법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Leaflet [10]을 통해서 지도에
맵핑 시켜주는 맵핑 기능, 분석된 Sentiment Analysis를
Time-series graph로 전환해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그림 1. SNS Map Architecture
4. 데이터 수집
트위터에서 여러 API를 제공하는데 Streaming API를 통해서
트윗 데이터를 받아 올 수 있다. 하지만 전체 트윗 데이터의
1%라는 제약이 있고, 또한 Request limit가 존재해서 긴 시간
에 걸쳐서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면 IP Block이 걸리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lanetLab을 이용한다. 한 IP에
수집 가능한 시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차례의 실험을 통한 결
과 약 3~4일간 수집할 수 있고 더 지나게 될 경우 IP가 Block
이 되고 계속해서 수집할 경우 수집 시간이 계속해서 단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서 적절한 타임 스케쥴에 따라
서 IP Block을 피해서 계속해서 수집할 수 있게 타임 스케쥴을
만들었다. Twitter Streaming API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
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2가지의 방법
으로 수집한다. 첫 번째로 전체 트위터 중에서 랜덤으로 트위
터를 가져오는 Random 샘플링 방식, 두 번째로 일정 영역을 지
정시켜서 지정된 영역에서 트위터를 가져오는 GPS Location-ba
sed 방식으로 수집한다. Random 샘플링 방식은 전체 트윗의 1%
를 무작위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이와는 반대로 Location-base
d는 일정 지역에 영역을 지정해서 GPS 좌표를 기반으로 수집하
는 방식이다.
4.1 PlanetLab
PlanetLab은 컴퓨터 네트워킹과 분산 시스템 연구를 돕기 위
한 시스템으로, 전 세계 485개의 사이트에 총 1,038개의 노드
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현재 SNS Map은 약 230
개의 노드를 사용한다. 우리의 실험으로는, Twitter Streaming
API를 통해 한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으는 데이터의 양과
PlanetLab 노드들을 이용해서 모으는 데이터양에서 Random 샘
플링 방식은 전혀 차이가 없지만, GPS Location-based의 경우
에는 표 2의 한주의 총 수집량에서 볼 수 있다시피 3.98배의
차이가 난다.
4.2 Time Schedule
트윗 데이터의 지속적이고 누락 없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
해서 230대의 노드를 효율적인 타임 스케쥴에 따라서 배치했

5.1 Sentiment Analysis & Word Cloud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2가지의 방법을 사용한다. 글이
나 문장에 대해서 감정분석을 할 수 있는 Sentiment Analysis,
글이나 문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빈도 분석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가 달라지는 Word Cloud 방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로
Sentiment Analysis의 경우에는 SentiWordNet [8]을 이용했다.
SentiWordNet은 Opinion Mining에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서,
WordNet이라는 영어 어휘 사전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다. 이
사전 셋은 형용사, 명사, 동사와 동의어 세트를 이용해서 점수
를 매기게 된다. 주어진 사전을 이용해서 반(Semi)-감독 머신
러닝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SentiWordNet을 단어 사전으로서만 활용해서 해당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점수를 매겨서 전체적인 문장의 점수를 평가하는 방
법으로 사용했다. SentiWordNet을 사용해 트윗 하나당 Positiv
e, Negative, Neutral 단어에 해당하는 점수를 매겨서 단어의
점수를 합산하여 나온 점수에 따라서 긍정적인 트윗, 부정적인
트윗, 일반적인 트윗 등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
쳐서 나온 결과가 그림 5에 해당하게 된다. Word Cloud의 경우

그림 2. 2014년 4/10~4/30 미국지역(GPS 기반), 키워드
“Korea”로 검색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Word Cloud
에는 Python image library(PIL), Numpy를 활용해서 단어의 빈
도수에 따라서 단어의 크기가 변하게 만들어진 오픈소스 [5]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그림 2는 2014년 4/10~4/30 동안에 미국
지역에서 Korea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트윗들에 대한 Word
Cloud 분석 결과이다. 결과를 보게 되면 Pray for, ferry 등의
단어로 여객선과 기도와 관련된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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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표시함으로서 사
람들이 무슨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지에 따라서 주요 관
심거리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
5.2 Mapping and Time-series graph
지금까지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 작업까지 마친 데이터를 보
여주는 방법에는 다른 시스템에서 볼 수 있듯이 맵을 통한 맵
핑 작업이다. 수집되는 트윗 데이터에는 GPS 정보가 다 있어서
GPS 좌표 값에 따라서 맵에다 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보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트윗이나 특정 단어가 들
어가는 트윗들만 따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맵과 분석을 같이
하는 작업을 통해서 보여 주게 된다. 지도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Twitter Streamin
g API를 통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모이고 있는 데이터를 그림 3
과 같이 구글 맵을 통해서 Heat Map을 보여주게 된다. 2장에서
소개한 다른 시스템에도 있는 필수 기능으로 현재 수집되고 있
는 트윗 양에 따라서 지도 음영의 정도가 달라진다.

Positive로 긍정을 뜻하는 색깔로 긍정적인 어휘를 많이 포함
한 트윗의 숫자를 나타낸다. 그림 5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은 4/16일에 우리나라에 대한 글을 적던 미국인들의 숫자가 갑
자기 증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부정적인 어휘가 많이 들어
가는 트윗들로 보아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을 예측할 수 있
다. 바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다.

그림 5. 2014년 4/10~4/30 미국지역, Korea라는 키워드 검색의
Sentiment Analysis Graph

그림 3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Heat Map
두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모여지는 데이터를 보고 실제로 원
하는 키워드나, 지정되는 날짜나 시간을 지정해서 검색하게 되
면 지정된 트윗들만 따로 검색해서 지도에 맵핑을 하는 방법이
다. 맵핑을 하는 작업에는 Leaflet을 사용했다. Leaflet은 자
바스크립트 오픈소스로서 Leaflet은 지도에 최대 축소를 통해
서 그림 4와 같이 트위터 하나하나의 글을 직접 모두 다 읽어
볼 수 있고 지도의 축척에 따라서 자동으로 영역도 조절해준
다. 또한, Leaflet은 JSON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트위터에

그림 4 검색 필터링을 통해 검색 된 트윗을 Leaflet을
이용해 확대한 맵
서 제공해주는 데이터와 형태가 맞아 사용기가 매우 편리하다.
검색 키워드와 날짜 등에 따라서 제한된 검색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를 Leaflet을 통해 맵에 맵핑 시켜준 후에는 Sentiment
Analysis를 통해서 추출된 결과를 통계적 그래프를 통해서 요
약해 출력한다. 그림 5는 2014년 4/10~4/30일까지 날짜를 제한
하고 Korea라는 단어가 들어간 트윗을 미국지역에서만 선택해
서 감정 분석을 실행시켜서 정리한 결과이다. 연두색은
Neutral로 감정을 나타내는 글이 아닌 어떠한 사실을 나타내는
글이거나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글
에 해당한다. 빨간색은 Negative로 부정을 뜻한다. 트윗에 부
정적인 어휘가 많이 들어간 경우를 나타낸다. 파란색은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인 시간 동안 효율적이고도 많은 양의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과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좌
표를 통해서 맵에 표시해주고, 특정 키워드 검색, 분석 등을
통해 나온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는 위치기반 SNS 데
이터 맵핑 시스템을 제안하고, 그 초기 프로토타입으로 SNS
Map을 구현했다. 중점적인 향후 과제로는, 대규모의 SNS 데이
터를 처리하고 지도에 맵핑 시켜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시스템에서는 우선 ALPHA 버전 구현물
로 우선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인스
타그램, Pinterest, Tumblr, Foursquare 등 GPS 정보, 사진,
글 등을 이용하는 다른 OSN의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서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확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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