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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과 관련된 트윗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트윗 일부 내용을 살펴

보면 스팸, 광고와 같은 트윗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수 많은 트위터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사건과 

직접 관련된 신뢰성 높은 트윗을 찾아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트위터의 리트윗 정보, 사용자 신뢰도 측정 및 활동 분석, 팔로잉과 팔로워간의 

정보 등 사용자의 행동 분석을 이용하여 소셜 사건과 직접 관련된 신뢰성 높은 사용자의 트윗을 추

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셜 이슈 4 개에 대한 트윗 데이터

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상위 100 개의 결과에서의 정확률(P@100) 76.6%의 성능을 보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 방법이 신뢰성 높은 사용자의 트윗을 추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1. 서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 생각, 경험을 서로 공유하

기 위해 사용하는 블로그, 미니홈피, 메신저 등을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

라 한다. 트위터(twitter)는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에 

미니홈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메신저의 신속성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6].  

소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과 관련된 트윗이 폭

발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그 트윗 내용을 살펴 보

면 스팸, 광고 같은 트윗이 많이 있다. 수 많은 트위

터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필요하고 신뢰성 높은 트윗

을 찾아 읽는데 시간을 많이 걸릴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셜 사건과 

관련된 신뢰성 높은 사용자의 트윗을 추출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트위터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 다양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

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날의 트윗 글과 

리트윗 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6]에서는 트위터 

자료에서 사회적인 핵심 사건을 추출하기 위해 시간 

분석과 감성 자질 및 리트윗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리트윗을 분석한 연구로 [1]과 [2]는 사

용자들이 트윗 내용을 새로운 사용자들에게 확장해서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트윗 내용에 자신이 공감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

들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서 리트윗을 한다고 분석

하였다. [3]는 자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시간별 날짜

별로 사건과 관련된 트윗의 분포를 분석하고 사용자

가 스팸 트윗과 신뢰성 있는 트윗 중에서 어떤 트윗

을 리트윗 하는지 분석 하였다. [4]는 사용자 행위를 

주로 3 가지 영향이 있다고 가정 하였으며, 뉴스 속

보, 소셜 친구들과 사용자간의 트윗, 고유 관심과 혼

합 숨겨진 항목 모델을 제안하였다. [5]는 트위터에

서 사용자들 간의 대화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사용자 

및 주제를 추출하는 모델을 소개하였다.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트윗의 내용에 자신의 공

감을 표현하고 전파하기 위해 특정 트윗을 ‘리트윗

(retweet, 퍼 나르기)’ 하는 경향이 있다. 리트윗이 

많이 된 트윗 내용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용자의 트윗이 리트윗 횟수가 높다고 하여 신

뢰성이 높은 사용자라 할 수 없다. 신뢰성 있는 사용

자는 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서, 사건이 발생

한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소셜 사건에서 신뢰성 높은 사용자의 

트윗을 추출하기 위해 트위터 자료의 사용자 행동 분

석을 통해 다음 3 가지의 특성을 이용하였다. 1) 사

용자의 총 트윗수와 그들의 리트윗 횟수를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트윗을 쓰는 사용자를 인식 및 분류 2) 

트위터 사용자의 주 속성인 팔로워(follower)와 팔로

잉(following)간의 비율을 이용하여 트위터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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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하는 사용자를 분류 3) 사용자 프로필, 스크린 이

름, 지역 정보 및 사용자 히스토리 정보는 소셜 사건

과 관련 된 신뢰성이 높은 사용자의 트윗을 추출 하

는데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소셜 

사건에서 신뢰성 높은 사용자의 트윗을 추출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2. 소셜 사건에서 신뢰성 높은 사용자의 트윗 추출 

2.1 트위터의 리트윗 정보를 이용한 신뢰성 높은 

사용자 순위화 

   

트위터에서 리트윗이란 일종의 전달하기, 추천하

기의 개념이다. 즉, 타임라인을 통해 어떤 유용한 정

보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봤을때 나의 팔로워들에

게 그 내용을 추천 전달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

을 통하여 그 사건에 대해서 몰랐던 사용자들도 다른 

사용자의 리트윗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어떤 소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각자 알

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트윗을 쓰게 된다.  

리트윗을 많이 받은 트윗의 사용자는 그 사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 수식 (1)은 사용자가 쓴 트윗들의 리트윗 빈도

수를 구하는 식 이다. 
 

	 , 																																																					 1  

	
여기서 u 는 트위터 사용자, N 는 사용자 u 가 쓴 총 
트윗 수, D 는 사용자 u 가 쓴 i 번째 트윗을 나타낸다.  

리트윗이 많이 된 순서로 사용자를 순위화하여 신
뢰성 있는 사용자를 추출한다. 

 
2.2 트위터 사용자의 행동 분석을 통한 신뢰성 높
은 사용자 분류   
 
본 논문에서는 소셜 사건에서 신뢰성 높은 사용자

를 추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 가지 사용자 행동 
요소를 이용하여 분류한다. 

 
2.2.1. 신뢰성 있는 트윗을 쓰는 사용자를 인식 및 
분류 
 
신뢰성 있는 트윗 또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는 트윗을 쓰는 사용자를 수식 (2)를 통해 사용자의 
신뢰성(UReliabilty)을 측정한다. 

 

	 																																								 2  

 
여기서 N 은 사용자 u 가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한 기
간 내에 쓴 모든 트윗 수 이며 FreqRT 는 사용자 u 가 
쓴 트윗이 얼마나 많이 리트윗 되었는지 나타낸다. 
즉, UReliability 값은 사용자가 트윗 하나를 작성하였

을 때 그 트윗이 리트윗된 평균을 의미한다.  

<표 1> UReliability 값을 통한 사용자 분류표 

사용자

그룹 
UReliability   설명

총 리트윗 수 총 트윗 수

A 80 이상 High Low 
B 2.5~80 High High 
C 0.5~2.5 Low Low 
D 0.5 이하 Low High 
(High 는 UReliability 값이 2.5 이상, Low 는 2.5 미만) 

<표 1>는 UReliability 값에 따라 각 사용자를 4 가
지 그룹으로 분류한 표이다. 사용자 그룹 A 는 트윗

을 적게 작성하지만(Low) 그에 비해 리트윗된 수는 

아주 높은(High) 사용자이다. 그래서 A 는 사건과 직

접 관련 있는 사용자 및 사건에 대해서 멘션을 하는 

유명한 사용자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A 분류 안에 

있는 사용자가 트윗 하나를 작성할 때 그것이 평균 

80 개 이상의 리트윗이 된다는 것이다.  

사용자 그룹 B 는 트윗을 많이(High) 작성하고, 리

트윗 된 수도 많은(High) 시용자이다. 그래서 B 는 

신뢰성 높은 사용자로 분류한다. 

사용자 그룹 C 는 트윗을 적게 작성하고(Low) 리트

윗 된 트윗 수도 적은(Low) 사용자이다. 따라서 C 는 

일반 사용자로 분류한다.  

사용자 그룹 D 는 트윗을 많이(High) 작성하지만 그 

중에서 리트윗 된 트윗이 거의 없는(Low) 사용자이다. 

따라서 D 는 스팸 사용자로 분류한다. 

각 그룹 사용자들은 2.2.2 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2.2.2. 트위터 활동을 잘 하는 사용자를 분류 
 
트위터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만들어주는 특징

을 팔로잉, 팔로워라고 볼 수 있다. 팔로잉은 구독하

기를 원하는 트위터 이용자. 사용자 a 가 사용자 b 를 
팔로우 하면, b 가 작성하는 트윗들을 받아 볼 수 있
다. 팔로워는 자신의 트윗을 구독하기를 원하는 트위

터 이용자. 사용자 a 가 트윗을 작성하면 a 의 팔로워

들의 해당 트윗을 볼 수가 있다. 
트위터 사용자의 팔로잉과 팔로워 수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얼마나 트위터 활동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사용자 활동성(UActivity)을 측정한다. 

 
	개수

	개수
																																					 3  

 
각 사용자의 UActivity 값을 구한 결과를 분석하여 

<표 2>과 같이 트위터 사용자를 크게 3 가지 그룹으

로 분류한다. 
 CLB 사용자: 이 사용자를 팔로워 하는 수가 많으        
므로 유명한 사람(celebrity)으로 분류 

 NRM 사용자: 팔로잉하고 팔로워 비율이 비슷한 경
우 일반 사용자(normal)로 분류 

 SPM 사용자: 이 사용자를 팔로워 하는 사용자 거
의 없는데 팔로잉 수가 높아 스팸(spam) 사용자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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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UActivity 값을 이용한 사용자 분류표 

사용자 

그룹 
UActivity 설명 

CLB 1.5 이상 Follower >> Following 

NRM 0.5~1.5 Follower ≈ Following 

SPM 0.5 이하 Follower << Following 
 
그림 (1)의 UReliability 분포 그래프는 트위터 사용

자의 총 리트윗과 총 트윗간의 분포이며 UActivity 분
포 그래프는 트위터 사용자의 팔로잉과 팔로워간의 
분포이다. 사용자 행동 분석을 통하여 2.1 절에서 나
온 결과를 사용자의 신뢰도에 따라 4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재순위화한다. 
 

 
그림 (1) URelibility 분포와 UActivity 분포 

 

 
그림 (2) 신뢰성 높은 사용자 트윗 추출하는 알고리즘 

 

<표 4> 신뢰성 높은 사용자 분류 

 그룹명 설명 

1 A-NRM 사건과 관련된 일반 사용자 

2 B-NRM 신뢰성 높은 일반 사용자 

3 A-CLB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유명한 사용자

4 B-CLB 신뢰성 있는 유명한 사용자 

5 C 일반 사용자 

6 D 스팸 사용자 
 
사용자 행동 분석을 통하여 트위터 사용자를 총 6 개 
그룹으로 <표 4>과 같이 분류한 다음에 일반 사용자

와 스팸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신뢰성이 높은 4 개

의 그룹 사용자의 트윗을 분석하여 사건 자질과 관련

성이 높은 트윗을 추출한다. 
 
2.3 사건과의 관련성을 반영한 사용자의 트윗 추출 
 
신뢰성 높은 사용자의 트윗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2)과 같다. 1~5 번 줄은 신뢰성 높은 사용자를 
추출 하는 과정이다. 4 번 하고 5 번 줄에서는 2.2 절
에서 소개한 사용자 u 에 해당하는 UReliabily 값과 
UActivity 값을 계산한다. 8 번 줄은 추출된 신뢰성 높
은 사용자와 사건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 데이터를 수집한다. 14 번 줄에서 사건과의 관련

성 있는 사용자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이용한다. 
 사용자 이름과 스크린 이름에 국가명이 있을 때 
 사용자 프로필에 공식 트위터, 뉴스, 지역 이름 같
은 단어가 있을 때 

 사용자 지역 정보가 사건 발생 지역 정보와 일치        
했을 때  

해당하는 사용자를 기관과 개인 사용자로 표시한다. 
일반 개인 사용자보다 어떤 기관에서 작성한 트윗이 
신뢰성 있기 때문에 기관 사용자가 쓴 트윗 보다 처
리한다. 16 번 줄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트윗에서 사건 
자질을 포함하면서 리트윗이 많이 된 트윗을 신뢰성 
높은 트윗으로 추출하여 출력한다.  

 
3. 실험 및 결과 

3.1 실험 집합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실험하기 위해 지진, 
천안함, 김연아, 박지성 총 4 가지 이슈에 대해 트위터 
자료를 2010 년 11 월 1 일부터 2011 년 3 월 26 일까지 
<표 3>와 같이 Twitter API 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표 3> 트위터 실험 데이터 

이슈 지진 천안함 김연아 박지성

트윗 문서 수 467,955 84.195 26,844 131,533

유일한 트윗 수 316,059 64,626 23,626 123,528

리트윗된 유일한 

트윗 수 
12,285 2,633 750 1,966

총 리트윗 된 트윗수 151,896 19,569 3,218 8,005

트윗 쓴 사용자수 146,139 28,431 13,543 51,475

*  http://twitter4j.org 트위터 API 를 이용한 라이브러리 

신뢰성  높은  사용자  추출  알고리즘: 
 
입력: EventTerm ‐  사건  자질  //예: “일본  지진” 
          TweetSet ‐  사건  자질을  포함한  트윗  데이터 
          UserSet ‐  트윗을  쓴  사용자  집합 
 
0 //신뢰성  높은  사용자  분류 
1 ReliableUserGroup = {}   
                  //신뢰성  있는  사용자  집합을  공집합으로  설정 
2 for each u in UserSet     
3    if UReliability(u) ∈ {A or B} then 
4        if UActivity(u) ∈ {CLB or NRM} then 
5              add u to ReliableUserGroup 
6 //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7 for each u in ReliableUserGroup 
8      get u property(profile, location, screen name) from Twitter*
9 //사용자를  기관과  개인으로  분류 
10 ORG = {}    //기관  사용자  집합을  공집합으로  설정 
11 PER = {}    //개인  사용자  집합을  공집합으로  설정 
12 //사건과  관련된  신뢰성  높은  사용자  트윗  출력   
13 for each ru in ReliableUserGroup 
14      if EventTerm appear in u.profile //기관  사용자 
15          for each d in TweetSet 
16              if (Max RT(u,d)) ^ d include EventTerm 
17                    add d and u to ORG 
18      else          //개인  사용자 
19          for each d in TweetSet 
20              if (Max RT(u,d)) ^ d include EventTerm 
21                    add d and u to PER 
22 Print ORG //기관  사용자  집합의  모든  트윗을  출력 
23 Print PER //개인  사용자  집합의  모든  트윗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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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건과 사용자의 정확률 평가결과(p@100) 

 그룹 지진 천안함 김연아 박지성 정답률

1 A-NRM 34/43 12/16 17/23 10/14 74.5%

2 B-NRM 5/6 0 0 0 83.3%

3 A-CLB 14/22 18/28 14/19 23/29 69.9%

4 B-CLB 12/17 2/3 1/1 0 78.8%

5 C 6 9 20 42 
76.6%

6 D 6 44 37 15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트윗중 스팸,광고를 제외한 

신뢰성 높은 트윗을 작성하는 사용자를 추출한다. 각 
이슈에서 대표적인 사건 각각 한개를 선택하여 사건 
발생한 날짜 전후로 7 일 동안의 데이터 중 신뢰성이 
높은 사용자를 수집하였다.  
 

3.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 사용자의 신뢰성 

(UReliability)과 활동성(UActivity) 행동 분석과 사용자 
프로필, 지역, 리트윗 정보를 이용하여 소셜 사건에서 
신뢰성 높은 사용자 트윗을 추출 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각 사건 문서에서 수식 (1)을 통하여 리트윗 빈도

수가 높은 상위 100 명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에 선택

된 100 명을 신뢰성 높은 사용자인지를 분석하기 위
해 먼저 신뢰성(UReliability) 값 기준으로 분류한 다음

에 활동성(UActivity) 값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A-NRM, 
B-NRM, A-CLB, B-CLB 총 4 그룹의 신뢰성이 높은 사
용자가 쓴트윗 중에서 사건과 관련 되어있으면서 리
트윗 수가 높은 트윗 1 개를 분석한 결과에서 정확률 
(P@100)를 계산 한 성능 평가는 <표 5>와 같다.  

실험 결과에서 사건과 관련된 일반 사용자 (A- 
NRM)이 다른 그룹 사용자 비교해 74.5%의 성능을보

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4 개 그룹의 총 추출된 신뢰

성 높은 사용자 트윗에서 76.6%의 평균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성능 평가에서 사건의 종류에 따라 B-
NRM 그룹에 포함하지 않는 사용자가 많았다.  

<표 6>는 B-NRM(신뢰성 높은 일반 사용자)과 A-

NRM(사건과 관련된 일반 사용자) 그룹에서 추출한 
트윗 예이다. 예제 1 과 2 는 사건과 관련된 일반 사
용자가 쓴 트윗 이다. 사용자 ‘brightboyjames’ 의 지역 
정보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지진의 피해자로 볼 
수가 있다. 예제 3 은 신뢰성 높은 일반 사용자가 쓴 
트윗이며 일본 지진 사건에 대해서 신뢰성이 높은 정
보를 주는 사용자이다. 대한민국 청와대의 공식 트위

터 ‘bluehousekorea’는 한국 외교통상부의 공식 트위터 
‘mofatkr’의 일본 지진과 관한 트윗을 리트윗 했음으

로 이 트윗의 신뢰성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 사용자의 신뢰성 
(UReliability) 와 활발성 (UActivity) 행동 분석과 사용

자 프로필, 지역, 리트윗  정보를 이용한 소셜 사건에

서 신뢰성 높은 사용자 트윗을 추출 방법을 제안하였

다. 트위터 사용자를 총 4 개의 그룹으로 분류 한 결
과 사건과 관련된 사용자가 76.6%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그룹 사용자 비교해 신뢰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신뢰도가 높은 사용자

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확
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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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뢰성 높은 사용자의 트윗 예 

예

제 
그룹 사용자 UReliability UActivity

RT 
수 

트윗 내용 

1 A-NRM brightboyjames 
(일본유학생) 

236.10 0.79 1028 "@DrunkenTigerJK 동경에 거주하는 유학생입니다 
일본 지진발생으로 도쿄에서 유학중인 제 동생 김
도웅(22)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리트윗좀 부탁

드립니다.저도 도쿄에있어 대피소에서 연락을기다

리는중입니다." 
2 A-NRM joysunjin 

(지진 피해자

가족) 

141.00 1.15 423 "제발무한 알티 좀 해 주세요. 이번일본지진으로 
김종무 센다이 동북대학 박사과정 유학생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ㅠ" 

3 B-NRM bluehousekorea 
(청와대 공식 
트위터) 

50.12 0.98 274 "RT @mofatkr: 현재 지진발생지역 근처에 계시던 
가족이나 지인중 연락이 안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영사콜센터 02-3210-0404 로 성함, 연락처 및 여행

지역/체류지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T 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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