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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뉴스, 인터넷 기사를 통해 정보를 인지하기 전에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경

우가 발생하는 문제점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간 트윗 분석으로 현재 발생한 식품안전 키워드와 어느 지

역에서 발생했는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키워드 연관관계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추출

한다. 이와 더불어, SNS 등 다양한 정보 소스로부터 추출한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워드 

클라우드 등 데이터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여 시각화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기법은 식품안전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콜레라 감염 발생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식품 안 , 트 터, 트윗, 실시간 분석, 데이터 시각화, 워드 클라우드, 키워드 연 계

그림 1 .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물 검색

‘식 독’ 련 트윗 정보 제

그림 2 . 특정 GPS좌표의 주변에서 작성된 게시물 검색

서울특별시 화문 반경 20Km 정보

그림 3 . 특정 GPS좌표의 주변에서 작성된 게시물 검색

인천 역시 주안역 반경 20Km 정보

1. 서론
SNS는 뉴스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파할 수 있다. 미국

에서 이륙하려던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

생했을 때, 승객들은 트위터를 활용해서 구조 요청을 했

고, 빠르게 구조가 이뤄졌다. 이처럼, SNS는 실시간 정

보를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본 논문은 SNS 

중 트윗 정보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식품안전 사고를 

인지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거

나 식품안전 관련 지식정보 자료로서 온톨로지를 구축하

는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1,2].1)

2. 실시간 트위터 분석
트위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은 

Python에서 제공하는 twython library를 이용하여 구현

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SNS의 게

시물을 활용하여 식품 안전정보를 보다 빠르게 사용자에

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3,4]. 이 프로그램은 2가지 방

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특정 키워드가 포함

된 게시물을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

다. 예를 들어,‘식중독’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경우

에 트위터에 식중독이 포함된 트윗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전송받는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추가로 게시물 내용을 분

석하여 발원지와 발생의 원인 등을 분석한다.

둘째, 특정 GPS 좌표의 주변에서 작성된 게시물 정보

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국민대학교의 GPS

좌표를 입력해 두면 지정한 영역에서 작성된 게시물을 

1) 이 논문은 2015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국가과
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단 사업(No. CRC-15-05-ETRI)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에서 작

성된 게시물들을 분석하여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발

견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얻은 정보는 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시각화하여 사용자에게 한눈에 보여주

- 305 -



제28회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6년)

그림 5 . 문서를 텍스트 일로 장

그림 7 . D3.js로 시각화

빈도수가 많이 포함된 단어를 기 으로 연 계

그림 6 . 연 계 어휘 추출

그림 4 . 트 터 정보에 한 워드 클라우드 생성

기 위하여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2)를 활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키워드들을 R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이
용하여 시각화하였다.

3. 키워드 연관관계 분석
연관관계 분석은 문서에 나오는 단어끼리 어떤 연관관

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삼국

지 문서를 분석하면 유비의 측근들은 유비의 주변에 나

타나고 조조의 측근들은 조조의 주변에 나타나게 된다. 

연관관계 분석을 분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텍스트 파

일로 문서가 들어오면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한 문장씩 형태소 분석을 시작한다. 한 문장의 명사들은 

각각을 Key와 Value 쌍의 형태로 만들어서 한 문장에 함

께 출현했음을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석이 끝났

으면 Key를 내림차순 정렬하여 출현 빈도가 높은 Key순

으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D3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연관관계 분석은 문서에서 많이 출현한 단어와 그 단

어들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

어서 단어의 빈도 정보만 활용하는 ‘wordcolud’방법보

다 더 자세하게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2) http://cafe.daum.net/nlpk/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의 실시간 정보를 키워드와 위치 

기반으로 제공받고 빈도수로만 게시물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키워드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R과 D3를 이용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하였다. 연구 결과로 개발된 연관관계 분

석 프로그램은 문서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거나 콜

레라 발생 및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 바이러스의 

발생을 인지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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