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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PS, WiFi 등을 이용한 치정보수집이 보편화되고, 트 터와 같은 SNS와 목을 통해 LBSNS가 증가하고 있다. 

LBSNS에서 작성된 메시지에는 메시지가 생성된 지역에 한 치정보 는 메시지가 언 하는 지역에 한 치정보

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치정보 기반의 심정보 가 가능해진다. 트 터에서는 자신이 달받은 메시지를 재

송하는 리트윗(retweet)을 통해 정보의 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치기반의 사용자 심정보를 

효율 으로 시키기 해서 치기반의 자동 리트윗 기능, 즉 사용자 심정보를 자동으로 리트윗하는 기능을 스

마트 리트윗으로 정의하 다. 트 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심지역을 설정하고 심지역이 같은 사용자들 간의 소셜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리트윗 서비스는 트 터 Open API, 구 맵 Open API 등을 기반으로 매쉬업 서비

스로 구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마트 리트윗 서비스를 통해 심정보의 공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 한다.

ABSTRACT

It is prevalent to gather the location information from GPS, WiFi and etc, and therefore LBSNS (Location-Based SNS) has increased 

rapidly (such as location-augmented Twitter services). The message created from LBSNS include the specific area of interests which the 

message is created in or mentions. It is easy to propagate the location-based information of LBSNS by adapting the retweet function which is 

efficient way to propagate the message in tweeter. In this paper, we have defined the smart retweet as a automatic retweet function for efficient 

propagating the messages which is geo-tagging the location of interests. We have designed the smart retweet system based on the tweeter 

system. The user could specify the area of interests and build the social networking among the users which have interested in common area. 

The smart retweet system have been implemented by mesh-up services based on Open-API of trweeter and google map. It is expected that the 

smart retweet service proposed in this paper makes easy sharing of the location-based interest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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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내장한 모바일 디바

이스의 수요 증과 데이터 통신의 제약이 어들면서 

GPS, WiFi 등을 이용한 치정보수집이 보편화되고 있

다. 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LBS(Location-Based 

Services)는 무선 인터넷 분야의 핵심 응용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한 최근 인터넷 상에서 가장 주목받고  서비스는 

트 터[1,2,3]와 같은 SNS(Socail Network Services)이며, 

스마트폰의 보 과 함께 유선 서비스에서 모바일 서비

스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LBS와의 결합을 통한 치

기반 SNS서비스인  LBSNS(Location-Based SNS)가 도

입되어 격히 성장하고 있다. LBSNS에서 작성된 메시

지는 메시지가 생성된 지역에 한 치정보 는 메시

지가 언 하는 지역에 한 치정보를 포함한다. 사용

자의 치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인 맞

춤형 정보로써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지역 트랜드(Local Trends), 주변 트윗들(Nearby Tweets) 

등 트 터 기반의 LBS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트 터에

서 어떠한 주제의 트윗들이 유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

는 Trends는 치정보와 결합되어 지역별로 사용자들 

사이에 유행되는 주제를 알려주는 지역 트랜드 서비스

로 발 되었다.

트 터는 페이스북과 같은 다른 SNS와 다르게 상

방의 동의 없이 상 방이 작성한 트윗들을 구독하면서 

응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보 달의 매체[4]로

써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한 트 터에는 리트

윗[5]이라는 기능이 제공되는데, 이는 자신이 구독한 메

시지를 자신의 팔로워들(followers)에게 재 송하는 것

으로써, 트 터에서의 정보 력을 높이는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신이 구독하는 트윗 에서 심정

보를 재 송하는 리트윗 서비스를 치정보와 결합하

여 심지역의 정보를 재 송하는 지역 리트윗 서비스

를 제안한다. 치기반 심정보의 는 사용자의 

심지역을 설정하고 소셜 계를 맺는 단계와 지역 리트

윗을 실행하는 단계로 구성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는 트 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심지역을 설정하고 

심지역이 같은 사용자들은 서로 친구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지역정보 서비스에서는 심지

역을 ‘서울’, ‘부산’과 같은 지역 명으로 나타내었다. 지

역 명과 같은 텍스트 형식은 자신의 맞춤형 심지역을 

표 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지도상에

서 도, 경도 좌표를 이용하여 지정한 두 좌표를 기반으

로 2차원 역으로 맞춤형 심지역을 표 한다. 온라인

에서 친구 계인 사용자들은 계를 맺는 기 을 무엇

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계의 구조가 다를 수 있다. 를 

들면 트 터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는 심 있는 사

람들을 팔로잉(following)하여 계를 맺는다. 본 논문에

서 다루는 LBSNS에서는 심지역을 기 으로 사용자

들 간의 소셜 계를 형성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치기반 심정보의 를 

해 지역 리트윗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트 터

에서의 리트윗은 사용자의 단에 의해 수동 으로 실

행되었다. 치기반 트 터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리트

윗 상을 단하기 해서는 사용자가 재 자신의 타

임라인에서 자신의 심지역에서 생성되었거나, 해당

지역을 언 하는 트윗들을 일일이 찾아야 한다. 그런

데 트윗 내에 포함된 치정보는 사용자가 직 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지오코드(Geocode) 형태이므로 리

트윗 상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등록한 심지역에 부합하는 트

윗이 타임라인에 있을 경우 자동으로 검색해서 리트윗

할 수 있는 기능을 스마트 리트윗으로 정의하고, 효율

으로 스마트 리트윗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

안한다.

스마트 리트윗 서비스는 트 터 Open API[6, 7, 8], 

구 맵 Open API 등을 기반으로 매쉬업 서비스로 구

하 다. 사용자의 심지역 등록과 스마트 리트윗 정

의를 하여 추가로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모듈로 구

성하 고, 트 터 Open API를 이용하여 트 터와 자

신의 타임라인 호출과 팔로잉 맺기 등에 한 필요한 

정보교류를 하도록 하 다. 한 사용자가 등록한 

심지역을 구 맵과 연동하여 시각 으로 표 할 수 

있게 하 다.

본 논문이 기여한 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LBSNS에서 심

역에 한 표 을 2차원으로 확장하 다. 기존의 단일 

좌표 주의 치정보가 아니라, 2차원 역으로 치정

보를 표 함으로써, 사용자 맞춤형 심 역의 표 이 

가능해진 장 이 있다. 둘째, 심 역이 서로 동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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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들 간에 소셜 계를 맺고, 해당 지역의 정보를 효율

으로 공유하기 해서 트 터의 리트윗 기능을 확장

한 스마트 리트윗을 제안하 다. 스마트 리트윗은 사용

자가 지정한 심 역에 해당하는 트윗이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심 역이 동일한 다른 사용자들에게 

하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와 가 빠른 장 이 있다. 

셋째, 트 터의 Open API를 사용하여, 스마트 리트윗 서

비스를 구 하 다. 새로운 서비스가 아닌, 기존 많은 사

용자를 확보하는 트 터를 기반으로 확장 서비스로 구

하 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의 활용성을 극 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

에 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치기반 심정보의 

 단계를 지원하기 한 서비스 모델링 내용을 설명

한다. 4장에서는 스마트 리트윗 서비스 구 내용에 

해 다룬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향후 과제를 다

룬다.

Ⅱ. 련연구

LBS는 사용자의 치를 활용하는 서비스로, 사용자

의 치를 확인하기 한 기술로는 네트워크 기반의 

Cell-ID기술, AOA(Angle of Arrival) 기술,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기술과 단말기 기반의 TOA(Time of 

Arrival)기술, GPS기술, A-GPS(Assist-GPS)기술 등이 활

용되고 있다[9]. 일반 으로 GPS 등의 단말기 기반 방식

은 정확한 치 추 이 가능한 반면 실내에서는 GPS 수

신이 불가하여 두 방식을 혼합한 하이 리드 방식이 사

용되고 있다.

LBS 기술이 SNS와 결합하여 생겨난 서비스가 

LBSNS이다.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부착

된 GPS 수신기를 통해 획득한 치정보를 기반으로 온

라인상에서 사용자들 간에 지역정보의 공유를 가능하

게 해 다. 치정보는 개인화 서비스에 용할 수 있는 

특화된 정보로서 활용도는 매우 높다. 구 이나 마이크

로소 트를 비롯해 많은 회사들이 지도 서비스를 이용

하여 다양한 LBSNS를 제공하고 있다.

트 터도 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트

터 웹 사이트에서는 실시간 트윗들의 인기 트랜드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10].  세계에서 트 터를 

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어떤 주제로 트윗을 작성하고 있

는지 순 별로 보여 다. 트 터에서도 치정보를 제

공하면서 내가 사는 지역, 혹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의 심사를 트윗으로 알아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트윗

이 어느 지역의 트윗인 것인가를 별하기 해서 트윗

에 치정보를 포함시켰다. 심이 있는 지역에 무슨 주

제를 담은 트윗들이 있는지 검색하기 해서 사용자는 

직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트 터 등을 통한 치정보제공뿐 아니라, 특정 장소

에 한 메시지를 공유하기 한 연구로는 GeoNotes 

[11], TwittsIn[12] 등이 있다. GeoNotes는 모바일 디바이

스를 활용해서, 특정한 치에 한 노트를 남기고, 주변

에 있는 사용자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보공유를 해서는 이 서비스만

을 사용해야 하므로, 특정한 치를 기반으로 한 정보공

유가 실질 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재 사용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트 터 등을 활용한 

치정보의 공유 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리트윗 서비스는 동일한 심 역의 사용자들

간에 정보공유를 효율 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트

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다수의 사용자 확보가 용

이한 장 이 있다.

TwittsIn 서비스는 트 터상에서 친구 계를 맺고 있

는 사용자들이 인근 지역에 있을 경우에 서로 상 방의 

존재를 알려 으로써, 온라인상으로 형성된 인맥에 

해서 오 라인 만남을 유도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그러

나 상 방의 존재를 알려주는 기능의 부가 서비스를 

해서 별도의 서버를 통해 트 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

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리트윗 서

비스는 특정 치에서 발생되는 정보의 공유서비스를 

통해 부가 으로 인근 치에 존재하는 친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은 장 이 있다. 즉 

본 서비스의 부가 기능으로서 TwittsIn 서비스를 구 할 

수 있다.

Ⅲ. 스마트 리트윗 서비스 모델링

3.1. 지오태그(Geotag)

치정보에 한 태깅(Tagging)은 기존의 키워드 

심의 방법과 좌표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문자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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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키워드 심의 방법, 들 들어, ‘서울’, ‘부산’

과 같은 지역 명 키워드 형식은 자신의 맞춤형 심지역

을 표 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좌표를 활용한 지오

태깅이 요구된다.

그림 1. 사용자 심지역과 치기반 트윗에 한 
지오태그의 표

Fig. 1 Representation of Geotag for User's Interesting 
Area and Location-based Tweet

트 터에서는 트윗에 치정보 태그를 부착하여 트

윗에 하여 치검색을 지원하고 있으나, 하나의 좌표

로 특정한 치만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요

구되는 사용자 심 역과 치기반 트윗을 표 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치가 아닌 역정보로서의 지오

태그가 요구되며,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두개의 

좌표를 이용하여 최소 경계 사각형(MBR, Minimum 

Bounding Rectangle)으로서 2차원 역으로 지오태그를 

표 한다.

3.2. 지오팔로워(Geofollower)

치기반 트 터 서비스에서 자신의 심지역과 유

사한 심지역을 가지는 사용자를 팔로우하여 계를 

맺을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심지역을 기반으로 

한 팔로워를 지오팔로워라고 정의한다. 사용자 A가 사

용자 B의 심지역을 팔로우 하기 해 계를 맺을 경

우 사용자 A는 B의 지오팔로워이다. 지오팔로워 계

에 있는 사용자들은 서로 심지역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3. 치정보 모델링

트윗  사용자 심지역을 표 하기 해 사용되는 

지오태그의 치정보는 정  속성과 동  속성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정  속성은 기 설정 이후 치가 변하

지 않는 것을 뜻하며 동  속성은 치정보가 지속 으

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치기반 트윗과 사용자 심지역은 

치정보 속성에 따라 표 1과 같이 4가지 모델로 구분하

다. TS(트윗-정 ) 모델은 트윗이 특정 지역정보를 알

리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반면 TD(트윗-동

) 모델은 트윗 작성자의 치에 따라 트윗의 치정

보도 함께 움직이므로 자신의 재 치의 주변 정보를 

알리고자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AS(사용자-정 ) 

모델은 사용자가 특정지역에 한 정보를 얻고 싶을 경

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AD(사용자-동 ) 모델은 이동

하면서 실시간으로 주변 정보를 얻고자할 경우에 사용

될 수 있다. 

사용자 심지역(A)

정 (S) 동 (D)

치기반

트윗(T)

정 (S) TS-AS TS-AD

동 (D) TD-AS TD-AD

표 1. 치정보 모델링
Table. 1 Modeling of Location Information

3.4. 스마트 리트윗

치기반 트 터 서비스에서 작성한 치기반 트윗

을 하기 해서는 지역 리트윗을 실행해야 한다. 

지역 리트윗은 리트윗 기능에 치정보를 결합한 것

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심지역에 한 정보를 재

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기반 트윗은 지오태그를 

가지고 있다. 지오태그는 좌표로 이루어진 지오코드

로 구성이 되어있어 사용자들이 쉽게 직 으로 이

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트윗  사용자 

심 역에 한 지오태그를 분석해서 자동 으로 리

트윗 상을 검색하고 리트윗을 실행하는 스마트 리

트윗을 제안하 다. 리트윗 상 검색은 트윗의 지오

태그와 사용자 심지역 지오태그가 치 으로 서로 

겹치는지를 검사(Overlap 공간 연산자)하는 방법을 사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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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마트 리트윗 서비스 흐름도
Fig. 2 Services Flow of Smart Retweet

Ⅳ. 스마트 리트윗 시스템

4.1. 시스템 구성

스마트리스윗 시스템은 크게 트 터 연동모듈, 사용

자 지오태그 처리모듈, 트윗 지오태그 처리모듈, 리트

윗 자동 검색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트 터 연동모듈

은 트 터 OpenAPI를 활용하여 트 터와의 인터페이

스를 수행한다. 사용자 지오태그 처리모듈은 사용자의 

심 역 지오태그를 갱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용

자 심 역이 정  모델(AS)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

청에 의해 심 역 정보가 사용자-정  심 치 DB

에 장된다. 반면에 동  모델(AD)인 경우에는 사용자

의 재 치가 지속 으로 사용자- 재 치DB에 갱신

된다. 트윗 지오태그 처리모듈은 트윗에 태깅된 지오태

그를 장하거나, 지오태그를 태깅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치기반 트윗이 정  모델(TS)인 경우에는 트윗-정

 치DB에 지오태그를 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반

면에 동  모델(TD)인 경우에는 사용자- 재 치DB에

서 재 사용자의 치를 기반으로 트윗의 지오태깅을 

수행해야 한다. 리트윗 자동 검색 모듈은 사용자의 

심 역 지오태그와 치기반 트윗 지오태그의 Overlap 

연산을 통해서 스마트 리트윗 상을 검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2. 시스템 흐름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리트윗의 과정은 그림 

2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타임라인 갱신요청을 한다. 타임라인은 트

터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가 보이는 공간을 의미

한다. 이 때 본인의 치정보도 함께 송한다.

② 서버에서는 먼  사용자의 치정보에 해서 사용

자 지오태그 처리모듈을 통해서 사용자- 재 치DB

에 장한다. 이를 통해 동  치모델이 지원될 수 

있다.

③ 트 터 연동모듈을 통해 트 터에게 사용자의 팔로

잉들의 트윗을 요청하여, 타임라인에 보여질 트윗들

을 받아온다. 트 터에서 송된 트윗에는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지오태그가 없는 상태이다.

④ 트윗 지오태그 처리모듈을 통해서 각 트윗에 해서 

지오태깅을 수행한다. 정  모델인 경우에는 트윗-정

 치DB에 장해 두었던 지오태그를 그 로 사용

하고, 동  모델인 경우에는 사용자- 재 치DB를 

통해 해당 트윗 작성자의 재 치를 기반으로 지오

태그를 생성한다.

⑤ 리트윗 자동 검색 모듈을 통해서 리트윗 상을 검색

한다. 이때 사용자 심 치와 트윗의 지오태그간에 

Overlap 연산을 수행한다. 사용자 심 치의 경우에 

정 모델인 경우에는 사용자-정  심 치DB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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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된 지오태그를 그 로 사용하고, 동 모델인 경우

에는 사용자- 재 치DB를 통해 사용자의 재 

치를 기반으로 지오태그를 생성한다.

⑥ 검색된 리트윗 상에 해서 트 터로 자동 리트윗

을 요청한다.

4.3. 로토타입 구

스마트 리트윗 서비스는 트 터 Open API, 구 맵 

Open API를 기반으로 매쉬업 서비스로 구성하 다. 사

용자들이 설정한 심지역을 구 맵의 MapView를 통

해 그림 3과 같이 시각화하 으며, PHP 스크립트 언어

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를 구성하 다. 그림 4는 스마트 

리트윗 서비스의 타임라인이다. 타임라인에 보여지는 

트윗은 모두 지오태그를 부착한 트윗들이며, 지오태그 

정보도 마찬가지로 MapView를 통해 지오태그가 언

하는 지역을 알 수 있다.

그림 3. 스마트 리트윗 서비스 사용자들의 심지역
Fig. 3 SmartRetweet Service User's Interesting Area

그림 4. 스마트 리트윗 서비스 타임라인
Fig. 4 TimeLine in SmartRetweet Service

 

Ⅴ. 결론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속히 발 하고 있는 치기반 SNS

에서 치기반의 심정보를 효율 으로 하기 

한 방법을 제안하 다. 지오태그를 트윗에 삽입하여 

치정보를 표 하고, 사용자 심지역을 나타내는 

치정보로 사용하 다. 트 터의 리트윗을 이용하여 

치기반 트윗을 리트윗하는 것을 로컬 리트윗으로 정의

하 다. 지오태그는 직 으로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지오코드형태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지역 리트윗 상

을 찾기 어려운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지역 리트윗 

상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스마트 리트윗 기법을 제안

하 다.

스마트 리트윗 서비스는 트 터 Open API, 구 맵 

Open API를 기반으로 매쉬업 서비스로 구 하 다. 사

용자 로 일 정보로 등록된 심지역 표 을 구 맵

의 MapView를 이용하여 시각화하 다. 향후 과제로는 

리트윗 상 트윗의 시간 제약조건에 한 연구가 요구

된다. 즉, 트윗 작성시에 스마트 리트윗 유효기간 개념을 

정의하여, 해당 유효기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리트윗 되

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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