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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소셜 빅데이터에 대한 심층적 언어분석을 통해 이슈를 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소셜위즈덤 시스템을 소개한다. 소셜위즈덤은 키워드의 단순 빈도 정보 외에도 이슈의 신규성, 중요

성, 파급력, 관심도, 신뢰도 등을 수치화한 이슈성지수에 기반한 이슈성 측정이 가능하여 정확한 이

슈탐지가 가능하다. 또한, 추가적인 정보로 단순 긍부정 분석이 아닌 17 개의 세부감성을 분석해서 

제공하고 긍부정에 대한 호불호의 원인분석 정보도 제공하므로, 소셜미디어 분석에 기반한 깊은 인

사이트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1. 서론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편화된 사용과 클라우드 기
술의 발전으로 개인과 조직의 활동기록이 축적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
고, 특히 소셜미디어 기반의 인터랙션 데이터를 분석
하여 활용하자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1]. 소셜미디
어 상의 인터랙션 데이터는 현재 시점의 사회 구조 
특징 및 사회 구성원의 행동 패턴을 내재하고 있으므
로, 소셜미디어를 이해하고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여 
현재의 주요 이슈를 탐지하고 모니터링하여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 
기존의 소셜미디어 분석서비스는 키워드 단순 빈도 

정보와 단순 긍부정 정보 등을 분석해서 결과로 제시
하고 있다[3]. 하지만, 기존 서비스는 항상 많이 출현
하는 단어나 계절적, 이벤트성으로 정기적으로 출현
하는 고빈도 이슈와 실제 이슈성이 높아진 이슈를 자
동으로 구분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심층 언어분석 기술과 정보추출 기술을 활용하여, 현
재 이슈를 탐지/모니터링하고 세부 오피니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소셜위즈덤 시스템을 소개한다. 2 장에서는 소셜위
즈덤 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3 장에서 소
셜위즈덤 시스템을 외부에 오픈하여 시범서비스한 내
용을 소개한다. 4 장에서 결론 및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2. 소셜위즈덤 시스템 

소셜위즈덤 시스템은 다양한 소셜웹 콘텐츠(뉴스/블로
그/트위터)로부터 이슈를 탐지 및 모니터링하여, 이슈
의 향후 전개과정에 대한 예측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셜위즈덤은 문서 수집/저장/필터링 모듈, 언어분석 

모듈, 정보추출 모듈, 이슈탐지 모듈, 이슈모니터링 
모듈로 구성된다 (그림 1). 

 

(그림 1) 소셜위즈덤 시스템 구성도 

2.1. 수집/필터링/정보추출 단계 
이슈 탐지는 뉴스, 블로그, 트위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뉴스, 블로그 문서는 크롤러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하고, 트위터 문서는 공개된 스트리밍 API 를 사
용해서 수집한다. 수집된 문서들은 스팸/중복/허위평
판 필터링을 통해 무의미한 문서들이 제거되고[4], 양
질의 문서들에 대해서 언어분석을 수행해서 언어분석 
결과를 지식베이스로 저장한다. 
언어분석과정은 한 개의 입력 문서를 대상으로 문장
분할, 띄어쓰기 오류수정[5]을 포함하는 구어체 전처
리 과정과 형태소분석, 개체명인식[6], 구문분석, 의미
관계분석[7], 감성분석[8]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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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생성/소
멸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슈 탐지/모니터링에서 
실시간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소셜위즈덤은 
바로 전날 데이터까지 이슈를 분석해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매일 수집되는 약 370 만 문서를 당일에 언어
분석하고 정보추출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빅
데이터 분산 처리 플랫폼인 Hadoop[9]과 비관계형 분
산 데이터베이스인 HBase[10]를 사용해서 정보추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Hadoop/HBase 시스템은 1 개
의 Master 와 30 개의 Slave 로 구성된 30 대의 서버로 
운용된다. 하루에 수집되는 문서 개수와 언어분석 시
간은 <표 1>과 같다. 

<표 1> 수집문서 및 언어분석시간(하루 단위) 

매체 수집량 
언어분석 
시간1 

언어분석 
결과 

뉴스 
3,800문서 

(8.5MB) 
3분 45MB 

블로그 
210,000문서 

(240MB) 
73분 2.25GB 

트위터 
3,500,000문서 

(1.35GB) 
113분 3.74GB 

합계 
3,713,800문서 

(1.59GB) 
189분 6.04GB 

정보추출과정은 언어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이슈 모니
터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며, 이
형태 정규화 모듈, 정보성 분석 모듈, 연관어 추출 모
듈, 경쟁어 추출 모듈, 오피니언 분석 모듈, 사건 기
반 이슈추출 모듈, 이슈성 기반 이슈추출 모듈로 구
성된다. 이형태 정규화 모듈은 “주식회사 애플”, 
“Apple”, “Apple Inc.”, “(주)애플”과 같은 이형태들을 원
형인 “애플”로 복원해 준다. 원형은 가장 많이 사용되
는 형태가 선정하였고, 약 15 만개의 원형/이형태 어
휘쌍이 구축되어 사용된다. 정보성분석 모듈은 트위
터의 파급력을 분석하기 위한 모듈로써, 트위터 사용
자와 트윗 문서 자체의 영향력을 분석한다[11,12]. 연
관어추출 모듈은 문장 단위를 기반으로 연관성이 높
은 (복합)명사, 개체명들을 추출해서 지식베이스로 저
장한다. 단어 연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Jaccard’s 
coefficient 와 Chi-square 변형수식을 적용하였고, 기간
별/미디어별 가중치 랭킹 모델을 추가적으로 적용하
였다. 경쟁어추출 모듈은 “애플삼성”과 같이 경쟁
관계에 있는 2 개의 개체명 쌍을 추출해서 지식베이
스로 저장한다. 경쟁어 추출 방법은 한 문장에 출현
한 동일한 유형의 개체명이 경쟁관계에 있는지 없는
지를 분류하는 바이너리 분류문제로 접근하였다[13]. 
분류모델은 Support Vector Machines(SVMs)을 사용하였
고, 경쟁표현이 있는 문장과 없는 문장을 각각 
positive 와 negative 학습데이터로 구축해서 SVMs 모
델 학습에 이용하였다. 오피니언분석 모듈은 정책/기
업/상품/인물에 대한 찬성/반대, 장점/단점, 호/불호의 
이유를 분석한다. 오피니언분석 방법은 개체명에 기
반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서술형인식기를 통해 선정

                                                           
1 30대 Hadoop 시스템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임 

된 대상의 원인에 대한 문서를 추출하고[14], 추출된 
서술형 문서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방법을 통해 유사
한 문서들의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각각
의 클러스터에 레이블을 생성해서 지식베이스로 저장
한다. 사건 기반 이슈 추출 모듈은 현재 기업, 공공 
분야에서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사건유형 30 여 개
를 미리 정의하고,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매칭되는 
사건을 이슈로 추출해서 템플릿으로 저장한다[15]. 이
슈성 기반 이슈추출 모듈은 단순 빈도수에 기반해서 
이슈어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성이 반영된 이
슈어를 추출한다. 이슈성 측정방법은 이슈 대상어들
의 신규성, 중요성, 파급력, 관심도 및 미디어 별 신
뢰도 등을 수치화하여 이슈성 지수로 사용한다. 
2.2. 이슈검색 단계 
이슈검색 단계는 사용자가 날짜와 질의어를 입력하면 
질의어와 관련된 이슈를 탐지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이슈 모
니터링, 이슈 상세보기 과정으로 구분된다. 
이슈 모니터링 과정은 입력된 질의어와 관련된 이슈
들을 상세히 보여준다. 

 

(그림 2) 빈도 및 이슈성 기반 이슈 검색 화면 

(그림 2)는 “애플” 질의어에 대한 빈도 및 이슈성 결
과를 보여준다. A그래프는 질의어의 단순빈도 정보를 
나타내고, B그래프는 이슈성 정보를 나타낸다. B그래
프의 특정날짜를 클릭하면 해당 날짜의 이슈성이 가
장 높았던 이슈를 레이블로 보여준다. (그림 2)에서는 
9 월 8 일의 이슈로 “애플 아이폰 5 LTE 세계”가 추출
된 것을 보여주는데, 아이폰 5 가 LTE 로 나온다는 것
이 빈도 정보는 낮지만 실제로 이슈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 빈도 검색 모듈은 질의어의 매체 별 출현 빈
도정보를 날짜 별로 보여주며(그림 2-A), 기존 소셜미
디어 분석서비스들에서 보여주는 정보와 유사하다. 
이슈성 기반 이슈 검색 모듈은 질의어의 날짜 별 이
슈를 단순 빈도가 아닌 이슈성 지수에 기반해서 보여
준다(그림 2-B). 기존의 빈도기반 이슈측정 방법에서
는 항상 많이 출현하는 단어나 계절적, 이벤트성으로 
정기적으로 출현하는 고빈도 단어와 실제 이슈화된 
단어를 구분하기 힘든 반면, 본 모듈에서는 빈도 정
보 외에도 신규성, 중요성, 파급력, 관심도, 신뢰도 등
을 수치화한 이슈성 지수에 기반하므로 이슈성 여부
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긍/부정 감성 검색 모듈은 질의어의 날짜 별 감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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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긍정과 부정 그래프로 보여준다 (그림 3). 

 

(그림 3) “애플”의 긍정/부정 검색 화면 

사건 기반 이슈 검색 모듈은 미리 정의된 30 여 개의 
사건유형을 기반으로 질의어와 관련된 사건 중 이슈
성이 높은 상위 5 개를 <사건유형, 사건주체, 사건대
상> 트리플 형태로 날짜 별로 보여준다(그림 4). 각각
의 원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사건을 나타내고, 동일
한 수평선에 위치한 원은 동일 사건으로써 날짜 별 
정보를 보여준다. 원의 크기는 해당 사건의 이슈성 
정도를 나타낸다. 사건 단위 모니터링은 특정 개체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들을 세분화하여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빈도 기반 모니터링보다 깊은 인사이트
를 제공한다. 

 

(그림 4) “무상급식”의 사건 기반 이슈 검색 화면 

이슈 상세보기 과정은 이슈정보 외에 인사이트를 얻
을 수 있는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5) 오피니언 검색 화면 

 오피니언 검색 모듈은 질의어에 대한 호/불호의 원
인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아이폰” 질의어에 대
해서 좋아하는 이유로 “최고성능 카메라” 등이 나오
고, 싫어하는 이유로 “수리비용이 많이 청구됨” 등이 

제공되며(그림 5), 분석결과를 통해서 전반적인 호감
도 뿐 아니라 여론의 세부적 분석을 통해 호/불호의 
원인파악이 가능하다. 
세부 감성 검색 모듈은 질의어에 대한 감성분석 결과
로 17개의 세부 감성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그림 6). 

 

(그림 6) “아이폰”의 세부 감성 검색 화면 

(그림 7)은 긍정/부정의 감성분류에서 보다 세분화된
17개 세부 감성 분류표를 보여준다. 
 

 

(그림 7) 소셜위즈덤 세부감성 분류표 

연관어 검색 및 경쟁어 검색 모듈은 질의어에 대한 
연관어 및 경쟁어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8)은 “애플” 
질의어에 대한 연관어와 경쟁어 검색 화면을 보여준
다. 

 

(그림 8) 연관어, 경쟁어 검색 화면 

3. 시범서비스 및 소셜미디어 추이 분석 

소셜위즈덤 시스템은 2011년부터 개발되었고, 2012년 
6 월 20 일부터 9 월 19 일까지 3 개월 동안 외부에 오
픈해서 시범서비스를 진행하였다. <표 2>는 시범서비
스 기간 동안 소셜위즈덤에 접속한 사용자 접속빈도 
정보이다. 3 개월 동안, 36,369 개의 IP 가 접속되었고, 
77,545개의 질의어가 입력되었다. 
(그림 9)는 전체 기간 중 소셜미디어 상에 많이 나타
난 상위 8 개 엔티티 유형들의 추이 변화 그래프이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기관, 인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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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지역 4 개이며, 4.11 총선 기간 중에는 기관과 인
물이 두드러지게 많이 출현하였다. 

<표 2> 시범서비스 접속현황 

항목 접속빈도 

전체 접속 IP 
전체 36,369 
주 평균 466 

엔진유형별 
접속 IP 

이슈 브리핑 1,510 
이슈 모니터링 3,158 
이슈 상세보기 1,160 

 

 

(그림 9) 소셜미디어 추이 분석 

3 개월 동안 입력된 전체 질의어는 4,318 개이며, 중복
을 제외한 단일한 질의어는 975 개이다. 고빈도 질의
어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시범서비스 현황: 고빈도 질의어 정보 

4. 결론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분석
시스템은 단순 빈도 정보와 단순 긍부정 정보만을 기
반으로 이슈를 탐지하므로, 항상 많이 출현하는 단어
나 계절적, 이벤트성으로 정기적으로 출현하는 고빈
도 이슈와 실제 이슈성이 높아진 이슈를 자동으로 구
분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그에 비해서, 소셜위즈덤
에서는 빈도 정보 외에도 신규성, 중요성, 파급력, 관
심도, 신뢰도 등을 수치화한 이슈성 지수에 기반한 

이슈성 측정이 가능하여 정확한 이슈탐지가 가능하고, 
17 개 세부감성분석 및 호/불호에 대한 원인분석 정보 
제공을 통해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과거 및 현재의 소셜미디
어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이머징 이슈를 사전에 탐
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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