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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 사용자들을 사용 목적에 맞는 각 사용자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그간 선행 

연구들의 트위터 사용자를 분류해놓은 체계에서 나아가 2 단계 

계층구조를 갖는 트위터 사용자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 

이러한 사용자 그룹을 분류하기 위한 트위터 사용자 특성을 

제안하며 선행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간 교사 학습(Supervised learning) 위주의 

트위터 사용자 분류법의 한계점을 밝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반교사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접근 방안과 구체적인 

방법론,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Self-training 

using Ensemble Learning Algorithm)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트위터 사용자 측면에서 각 트위터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필터링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트위터 내에서 정보 공유와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그룹, 나아가 기업 및 브랜드에 관련된 정보를 자주 

트윗하는 사용자 그룹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어, 기업들의 eWOM 

마케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트위터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역할로써 분석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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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석이 되어 향후 트위터를 이해하고 나아가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을 하는데 있어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트위터, 트위터 사용자 분류 체계, 트위터 사용 특성, 

반교사 학습, 자기교육 학습,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 

학   번 : 2012-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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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생성하고 또 

실시간으로 이를 전파하고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의 발달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최신 뉴스 등의 

정보를 전파하고 또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기존 매체와 달리 양방향 정보 교류가 가능한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Micro-Blogging Service)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Wu et al, 2011). 특히 트위터(Twitter)는 마이크로 블로깅의 

대표적인 서비스로써, 텍스트 작성이 빠르고 자주 업데이트가 

된다는 특성으로 인해(Java et al., 2010) 하루에도 상당한 양의 

정보를 생성,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서, 사용 

목적에 따른 트위터 사용자 분류의 필요성을 트위터 사용자 측면, 

비즈니스 측면, 그리고 사회과학적 측면 등 세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트위터 사용자 측면에서 각 트위터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필터링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응용이 될 수 있다. 트위터의 네트워크 관계는 교환성 

(Reciprocation)이 없어, 단 한번의 클릭을 통해 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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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메시지를 손 쉽게 받아 볼 수 있다(전희성 외., 2009; 

Kwak et al., 2010). 또한 누군가가 자신의 계정을 팔로잉 

(Following)하였을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맞팔로잉을 신청하는 

것이 ‘예의(Good manner)’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존재하여 쉽게 팔로잉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Gayo-Avello et al., 

2010).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트위터 사용자들은 종종 자신에게 

불필요한 트윗을 받아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함을 역시 트윗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트위터에서 메시지의 작성자를 안다라는 

의미는, 향후 트위터의 정보를 사용자에 따라 개인화하여 

제공하거나, 필요 없는 정보를 필터링 하는 등의 지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응용이 될 수 있다(서봉원 외., 2012). 즉 트위터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자 분류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팔로잉하는 

사용자 계정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트윗을 받아보길 

원하는 사용자 그룹의 트윗을 직접 선정하여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로,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트위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용자 그룹을 알아내어 그들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사전에 기업 이미지 악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들을 

훌륭한 마케팅 창구로써 이용할 수 있다. 요즘 날에는, 하나의 재치 

있는 트윗, 명석한 블로그 글과 파괴적인 비디오가, 단 한번의 

클릭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점점 불어나, 하나의 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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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를 매장시키거나 해당 회사의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① . 

즉, 인터넷 공간에서 입소문 효과(electronic Word of Mouth; 

eWOM)는 기업의 평판 관리의 측면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트위터와 같은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는 eWOM 

마케팅에서 새로운 장을 마련할 것이다(Jansen and Zhang, 2009). 

따라서 트위터 내에서 정보 공유와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그룹, 나아가 기업 및 브랜드에 관련된 정보를 자주 

트윗하는 사용자들을 알아낼 수 있다면, 기업들의 eWOM 마케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트위터 사용자 분류는 

트위터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역할로써 분석하는 데에 

초석이 되어 향후 트위터를 이해하고 나아가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을 하는데 있어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Lasswell 은,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분석하는데 있어,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누가(Sender) 어떤 내용(Message)을 어떤 수단(Channel)을 

통해 누구 (Receiver)에게 전했으며, 이는 어떤 효과(Effect)를 

가져왔는가” 의 연구 방법론 주장하였다(Lasswell, 1948). 따라서 

트위터에서 메시지 작성자(트위터 사용자)를 분류하는 것은, 트위터 

                                      
① Tim Weber, BBC Business Editor. “Why companies watch 
your every Facebook, YouTube, Twitter move.” (from 

http://www.bbc.co.uk/news/business-11450923). 

http://www.bbc.co.uk/news/business-11450923
http://www.bbc.co.uk/news/business-114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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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첫 번째로써, 향후 사회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초석이 될 것이다. 

 

 

[그림 1] Lasswell(1948)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 사용자들을 사용 목적에 맞는 각 사용자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그간 선행 

연구들의 트위터 사용자를 분류해놓은 체계에서 나아가 2 단계 

계층구조를 갖는 트위터 사용자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 

이러한 사용자 그룹을 분류하기 위한 트위터 사용자 특성을 

제안하며 선행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간 교사 학습(Supervised learning) 위주의 

트위터 사용자 분류법의 한계점을 밝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반교사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접근 방안과 구체적인 

방법론,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Self-training 

using Ensemble Learning Algorithm)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며 그간의 트위터 사용자 분류 체계, 트위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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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를 위한 사용 특성, 교사 학습 기반의 트위터 사용자 분류에 

대해 살펴본 뒤, 이런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어 

3 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나아간, 트위터 사용자 분류 체계와 

트위터 사용자 분류를 위한 사용 특성을 제안하고, 트위터 사용자 

분류 문제에 대한 반교사 학습 접근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써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4 장에서는 실험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데이터 탐색을 통해 제안하는 트위터 사용 

특성에 따른 사용자 분류 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한 트위터 사용자 분류 실험 및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연구 의의를 되짚어 

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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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제 1 절 트위터 사용자 분류 체계 

 

트위터 사용자 분류 체계를 제시한 상당수 선행 연구들은 주로 

트위터라는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혹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상에서의 사람들의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분석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트위터에 

대한 사람들의 사용법과 사람들이 만든 커뮤니티를 찾는다던가 

혹은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로써의 트위터의 역할 규명을 통해 

사용자들을 ‘군집’화 하고 이들의 그룹의 행동 특성을 규명하는 

내용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Java et al.(2007)의 논문에서는 2 달간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76,177 명의 사용자와 이들이 작성한 1,348,543 개의 

트윗, 그리고 이들이 이루는 87,897 개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용자 

네트워크에서 Authority(in-degree)와 Hub (Out-degree)를 

찾아내고 이를 통한 사용자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핵심어(Key terms)를 비교하고 전파 양상을 분석하였다. 논문의 

저자들은 해당 분석을 통해 트위터에서의 사용자의 주된 관심사를 

일상에 대한 이야기(Daily chatter), 주고 받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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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s), 정보의 공유(Sharing information /URLs), 

그리고 최신 뉴스거리를 전달(Reporting news) 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트위터 사용자의 분류 그룹을, 네트워크의 

Hub 이자 정보 제공이 많은 정보 원천 그룹 (Information source), 

대화와 일상에 대해 많이 트윗을 하는 친목 그룹(Friends), 

마지막으로 정보를 받아 보기를 원하는 정보 수용 

그룹(Information seeker) 등 3 개 그룹의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Krishnamurthy et al.(2008)의 논문은 3 주간 135,084 명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이들의 팔로워(Follower; 본인을 팔로잉 

함) 수와 팔로잉(Following; 본인이 팔로잉 함) 수에 따라 

사용자들을 3 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각 

그룹으로는 자신이 팔로잉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팔로워 수를 

거느리는 트위터 유명인 혹은 방송인 스타일의 그룹(Broadcaster), 

자신의 팔로잉과 팔로워 수가 비슷한 일반적인 케이스인 일반인 

그룹(Acquaintance), 그리고 팔로워 수보다 팔로잉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불법적인 혹은 스팸 메시지 용도의 그룹 

(Miscreant or Spammer)을 제시하였다. 특히 마지막 스팸 용도의 

그룹의 사용자들이 팔로잉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호의적인 혹은 

예의상의 맞팔로잉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마구잡이로 팔로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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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신들의 계정에 팔로잉 수를 늘려 광고 등의 메시지를 

다수에 전파하려 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Kwak et al.(2010)의 논문에서는 1 달간 트위터 

사용자 및 트윗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 중에서 스팸 등의 계정을 

필터링하여, 총 약 4 천만 명의 사용자와 약 1 억 6 백만개의 트윗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내용으로, 사용자들의 관계 정보에 

관한 분석(팔로잉 수, 팔로워 수, 맞팔의 수), 그들이 작성한 트윗 

내용에 대한 분석(Reply 여부, Mention 여부, Retweet 여부 등), 

그리고 이슈가 되는 단어(Trending Topic)를 선정하고 이를 

전파하는 트윗과 사용자의 수에 대한 분석 등을 하였다. 또한 

사용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페이지 랭크(PageRank) 알고리즘과 

리트윗(Retweet) 네트워크 기반의 순위 산출 등을 통해 트위터 

사용자들의 순위를 선정하였다. 저자들은 각 순위의 상위 20 명의 

계정을 직접 보고 분류를 하는 방식을 통해 연예인 그룹 

(Celebrities; actors, musicians, politicians 등), 뉴스 미디어 그룹 

(News Media; CNN, The New York Times 등)과 그 외 나머지 

계정들의 그룹(etc.) 등 3 가지 그룹으로 사용자를 분류하였다. 

Chu et al.(2010)의 논문에서는 4 주간 512,407 명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트위터에서의 사용자를 사람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하는 그룹(Human)과 프로그래밍 등을 통해 자동으로 메시지를 

작성 및 전달하는 계정의 그룹(Bot),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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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계정의 그룹(Cyborg)으로 분류하여, 이들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Wu et al.(2011)의 논문에서는 7 달간 트위터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각 사용자들이 자신의 팔로잉하는 

계정들을 직접 분류한 정보(Twitter list; 분류 그룹 이름 등)를 

이용하여, 트위터 내에서 존재하는 네 가지의 엘리트 사용자(Elite 

users) 그룹을 제시하였다. 각 그룹으로는, 현실 세계의 연예인 

그룹(Barack Obama, Lady Gaga 등), 뉴스 미디어 그룹(News 

Media; CNN, The New York Times 등), 주요 기관 그룹 

(Organizations), 그리고 온라인 세계의 정보를 생성 및 전달하는 

블로거 그룹(Bloggers) 등이 있다. 또한 저자들은 각 네 가지의 

엘리트 사용자 그룹을 일반 사용자들이 어떠한 단어로 명명을 

하였는지 분석을 하였으며, 이는 현실 세계 연예인 그룹은 star, 

stars, celebs 등, 뉴스 미디어 그룹은 news, media 등, 주요 기관 

그룹은 company, organization, brands 등, 그리고 블로거 그룹은 

blog, blogs, blogger 등과 같다. 

[표 1]은 트위터 사용자 분류 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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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트위터 사용자 분류 체계 선행 연구 요약 

논문 사용자 분류 
분류 기준 및 

특징 
특이사항 

Java et al. 

(2007) 

Information 

Source 

정보를 전달

하기 위해 사

용하는 계정 트위터의 주 사용 목적 4가지 

일상의 기록(Daily Chatter), 대화

(Conversations) 정보 제공

(Sharing Information), 뉴스

(Reporting News) 

Information 

Seeker 

정보를 받기 

위해 사용하

는 계정 

Friends 

친분적인 용

도로 사용하

는 계정 

Krishnamu

rthy et al. 

(2008) 

 

Broadcaster 

네트워크 유

력자 

각 트위터 사용자들의 Follower 

수와 Following 수에 따라 사용자

를 구분함 

 

Acquaintanc

e 

일반 사용자 

Miscreant 
불순한 사용

자 및 스팸 

Kwak et al. 

(2010) 

Celebrity 
유명인 (네트

워크 유력자) PageRank를 이용한 사용자 

Ranking 선정 

Retweets 수를 이용한 사용자 

Ranking 선정 

News 
뉴스를 전달

하는 계정 

etcs 일반 사용자 

Chu et al. 

(2010) 

Human 일반 사용자 

사용자를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에 해당되는 계정을 선정 
Bot 

자동 트윗 계

정 

Cyborg 
Human + 

Bot 

Wu et al. 

(2011) 

Celebrity 
현실세계 유

력자 

사전에 엘리트 사용자 그룹을 선정

한 후에, 각 그룹에 해당되는 계정

을 선정 

그들의 Follower들이 어떻게 구분

하는지(Twitter Lists) 분석 

Bloggers 
온라인 네트

워크 유력자 

Media 
뉴스를 전달

하는 계정 

Organization

s 

기업/기관의 

정보를 전달

하는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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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트위터 사용자 분류를 위한 사용 특성 

 

트위터 사용자 분류를 위한 사용 특성을 제시한 선행 연구들은 

대개, 트위터 혹은 온라인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스팸 등의 악성 

사용자를 검출하는 분야의 연구에서 많이 제시가 되었다. 이는 

트위터 등과 같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 이전에 

온라인 메일과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의 환경에서 악성 사용자를 

검출하는 연구의 연장선에서 파생된 것으로 주로 한계 내에서 익히 

알려진(Ground-truth) 악성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트위터 환경에 

맞게 이식한 사용 특성을 주로 사용을 하였다. 최근 들어, 트위터 

자체에서 사용자를 분류하는데 있어 필요한 트위터 사용 특성을 

제시한 논문들이 있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사용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로 스패머 계정을 탐지를 목표로 한 논문 2 편에서의 사용 

특성과 트위터 자체 환경에서 사용자를 분류한 논문 1 편에서의 

사용 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소개한 사람 계정, 프로그래밍 계정, 혼합적인 계정을 

분류하기 위한 Chu et al.(2010)의 논문에서는 제시한 트위터 

사용자 분류를 위해 엔트로피 요소(Entropy component), 기계 

학습적인 요소(Machine-learning component), 그리고 계정 특성 

요소(Account properties component) 등으로 3 가지의 사용 

특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엔트로피 요소로는 트윗을 작성 시간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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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 작성 간의 간격(Tweeting behavior or interval)을 

사용하였으며, 기계 학습적인 요소로는 트윗 내에 특정 컨텐츠 및 

문구(spam 목적)를 얼마나 포함하는지의 여부(Tweet content), 

그리고 계정 특성 요소로는 트윗 내 URL 의 비율, 트위터 접속 

방법(수단) 및 팔로잉, 팔로워 수의 비율 등(Account properties) 

을 제시하였다. 

Benevenuto et al.(2010)의 논문은 트위터에서의 스패머 

계정을 탐지를 목표로 한 연구로써, 트위터 사용 특성을 컨텐츠 

요소(Content attributes)와 사용자 행동 요소(User behavior 

attributes)로 크게 2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컨텐츠 요소는 

사용자들이 작성하는 트윗의 내용에 관한 특성들로써, 트윗 내에 

URL 의 수, 단어의 수 등 총 39 개의 사용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사용자 행동 요소는 사용자들의 트위터 사용 특성을 추출한 것으로, 

팔로잉의 수, 팔로워의 수 및 트윗 작성 간격 등 총 23 개의 사용 

특성을 제시하였다. 

Pennacchiotti et al.(2011)의 논문에서는 트위터 사용자 

분류를 정치적 성향(Political affiliation), 인종(Ethnicity) 및 특성 

브랜드의 팬 여부(Starbucks fans) 등 세 가지 분류 그룹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추출한 사용 특성으로는, 사용자 계정 

정보에 관련된 특성들(User profile “Who you are”)으로 팔로잉 

및 팔로워 수, 계정 생성 날짜 등이 있으며, 사용자가 트윗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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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패턴에 관한 특성들(User tweeting behavior “How you 

tweet”)로 트윗의 수와 RT, Reply, URL 등의 수와 비율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작성하는 트윗의 내용에 관한 

특성들(Linguistic content of user tweet “What you tweet”)로 

자주 쓰는 단어 및 주제(Topic)을 사용하였고, 마지막으로 트윗을 

누구를 대상으로 작성하는지에 관한 특성들(User social network 

structure “Who you tweet”)로 친구(서로 팔로잉을 함), 자신의 

트윗에 답변 (Reply) 혹은 전달(Retweet)한 수 등을 이용하였다. 

[표 2]는 트위터 사용자 분류를 위한 사용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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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트위터 사용자 분류를 위한 사용 특성 선행 연구 요약 

논문 사용 특성 
사용 특성 설

명 
특이사항 

Chu et al. 

(2010) 

Entropy 

Component 

트윗 작성 시

간대 

사용자를 세 그룹으로 구

분하여 각 그룹에 해당되

는 계정을 선정 

Machine-

learning 

Component 

특정 content

의 포함 여부 

Account 

Properties 

Component 

사용자 계정 

특성 

Benevenuto et 

al. (2010) 

Content 

Attributes 

작성 트윗의 

특성 
어떤 사용 특성이 사용자 

분류(Spammer 여부)에 

큰 역할을 하는지 파악 
User Behavior 

Attributes 

사용자 계정 

특성 

Pennacchiotti 

et al. (2011) 

User Profile 
사용자 계정 

특성 
정치적 성향(Political 

Affiliation), 인종

(Ethnicity), 특성 브랜드

의 소비자(Starbucks 

Fans) 등 다양한 유저 분

류를 실험 

User Tweeting 

Behavior 

트윗 작성 패

턴 

Linguistic 

Content of 

Tweets 

작성 트윗의 

특성 

User Social 

Network 

누구에게 트윗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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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교사 학습 기반의 트위터 사용자 분류 

 

기존의 트위터 사용자 분류법에 대해 연구하였던 논문들 역시, 

대부분 온라인 환경에서 악성 사용자를 검출하는 연구의 

연장선에서 파생된 것으로 트위터 내의 스패머 등의 악성 사용자를 

분류 혹은 검출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았으며, 근래에 들어 트위터 

자체 성질에 기반한 사용자 분류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절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교사 학습 기반의 트위터 사용자 

분류에 관한 논문들은 앞 절에서 사용 특성을 제시하였던 선행 

연구들과 동일하다. 본 절에서는 세 논문의 실험 데이터 선정 

방법과 사용자 분류를 위한 데이터 마이닝 학습방법 및 알고리즘을 

소개하고자 한다. 

앞선 두 절에서 연달아 소개한 Chu et al.(2010)의 논문은, 

제시한 사용자 분류 그룹(Human, Bot, Cyborg)의 분류 학습기 

개발 및 실험을 위해, 각 그룹별 1,000 명의 사용자(혹은 계정)를 

직접 살펴보며 일일이 정하여 실험 데이터를 선정하였다. 저자들은 

앞서 소개한 3 가지 범주의 사용 특성(Entropy, Machine-learning, 

Account properties component) 별로 총 3 개의 분류기를 

학습하여 최종적으로 각 분류기의 산출물을 토대로 의사 결정기 

(Decision Maker)를 설계하여, 사용자 계정을 분류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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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내에서의 스패머 탐지법을 제시한 Benevenuto et al. 

(2010)의 논문에서는, 전체 5 천만 명의 사용자 중에서 직접 

355 개의 스패머 계정과 710 개의 일반 사용자 계정을 선정하여 

실험 데이터로 사용을 하였다. 분류기로는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SVM)을 사용하였으며, 총 1,065 명의 

계정 데이터를 5-묶음 교차 검증법(5-fold cross-validation)을 

통해 분류기 학습 및 성능 평가를 하였다. 

Pennacchiotti et al.(2011)의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 3 가지 분류에 대해 실험을 하였다. 우선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분류를 위해 10,338 명의 사용자를 수합하여, 각 50%의 

비율로 사용자 그룹을 나누었으며, 인종에 따른 분류 실험에서는 

3,000 명의 아프리카 계 미국인(African-American) 사용자 

계정과 3,000 명의 다른 인종 출신 사용자 계정을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브랜드 팬 여부를 위한 실험 데이터는 5,000 명의 

브랜드 팬 계정과 5,000 명의 팬이 아닌 일반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였다. 각 분류 문제에서의 분류기로는 모두 Gradient 

Boosted Decision Trees(GBD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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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 연구의 한계점 

 

그간의 트위터에서 사용자 분류 체계에 대해 제시를 하였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사람들의 트위터 사용에 대한 이해가 주 

목적으로써,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자 분류 방법은 사용 특성에 

따른 사용자 군집화 혹은 직접 사용자 계정에 들어가서 일일이 

분류한 방법들이었다(Java et al., 2007; Krishnamurthy et al., 

2008; Kwak et al., 2010). 혹은 애초에 사용자 분류 체계를 

선정한 뒤에, 각 그룹에 맞는 사용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그들의 

팔로워 등을 수집하여 사용자 네트워크 분석을 한 접근법이 

있었다(Wu et al., 2011). 사용자 분류 체계를 제시한 선행 

연구들에서의 사용자 분류 방법은 아래 [표 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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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용자 분류 체계를 제시한 선행 연구에서의 사용자 분류 

방법 

논문 사용자 분류 사용자 분류 방법 

Java et al. 

(2007) 

Information 

Source(sharing) 

사람들의 Twitter 사용에 대한 이

해가 주 목적으로써,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자 분류 방법은 사용 특

성에 따른 User Clustering 혹은 

직접 사용자 계정에 들어가서 

Manual Classify 

Information Seeker 

Friends(friendship-

wise) 

Krishnamurthy 

et al. (2008) 

Broadcaster 

Acquaintance 

Miscreant(or 

spammer) 

Kwak et al. 

(2010) 

Celebrity 

News 

etcs 

Wu et al. 

(2011) 

Celebrity 

애초에 각 그룹에 맞는 사용자를 

manually 지정한 뒤에, Data 를 수

집 

Bloggers 

Media 

Organizations 

 

교사 학습 기반의 트위터 사용자 분류법에 대해 연구 및 

제시한 논문들은 스스로가 한계점으로 밝힌 바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의 각 사용자 그룹간의 사용자 수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험 데이터의 비율을 설정하였다(Chu et al., 2010; Benevenuto 

et al., 2010; Pennacchiotti et al., 2011). 이는 분류기가 

학습하는데 있어, 현실 세계의 문제와 다른 환경에서의 사용자 분류 

기준을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현실 세계의 문제로의 적용에 

한계를 지닌다. 아래의 [표 4]는 교사 학습 기반의 트위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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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의 사용자 분류 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표 4] 교사 학습 기반의 트위터 사용자 분류법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의 사용자 분류 방법 

논문 사용자 분류 사용자 분류 데이터(사용자) 설정 

Chu et al. 

(2010) 

Human 
각 클래스 별 1,000 명의 사용자를 

manually 선정 
Bot 

Cyborg 

Benevenuto 

et al. (2010) 

Spammer 
355 Spammers 와 710 Non-

Spammers 를 manually 선정 Non-

Spammer 

Pennacchiotti 

et al. (2011) 

Political 

affiliation 
모든 분류에 대해서 50/50 의 비율로 

사용자 manually 선정 
Ethnicity 

Starbucks 

fans 

 

따라서, 현실 세계의 문제로의 적용을 고려하였을 때, 각 

사용자 분류 그룹간 사용자 수의 비율을 알 수 없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많은 사용자에 대해 직접 일일이 분류를 할 수 없는(High 

labeling cost) 환경에서 트위터 사용자 분류기 학습을 위한 실험 

데이터 선정 및 분류 접근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소수의 분류된 사용자 정보를 통해, 각 그룹간 사용자 

비율이 다른 다수의 사용자 집단을 분류할 수 있는 접근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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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할 수 있는 트위터 사용자 분류법에 대한 접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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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트위터 사용자 분류 체계 제안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로써의 트위터의 성격 및 특징으로는, 

메시지(트윗)의 전달 방식이 사용자 간의 팔로잉 네트워크를 통해 

작성자에서 팔로워로, 또 그 팔로워의 팔로워들로 퍼져나간다는 

것이 있다. 즉, 기존의 매체에서의 메시지 전달 방식이,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녔다면, 트위터에서의 전달 방식은 스스로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또한 메시지 발송자에게 

메시지를 역으로 보낼 수 있는 양방향성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메시지의 전달에 트위터에서의 사용자 간의 팔로잉이 

핵심적인 역할, 즉 메시지 전파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트위터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자 분류 체계 역시, 트위터 

사용자들이 어떠한 목적 및 이유로 다른 사용자 계정을 팔로잉 

하는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을 하여야 한다. 

서봉원 외(2012)의 논문에 따르면, 트위터에서의 팔로잉의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정보 공급원으로써 

즉, 정보(트윗)을 받아 보기 위해 뉴스 미디어 성질의 계정을 

팔로잉하는 이유가 있으며, 다음으로는 가장 대다수 유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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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하여 친구 및 지인의 계정을 

팔로잉한다. 또한, 특정 기관의 정보를 받기 위하여, 여러 단체, 

기관 및 광고성의 계정을 팔로잉하기도 하며, 실수 혹은 호의로 

인해 딱히 관심이 없는 계정에도 팔로잉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팔로잉에 대한 호의 혹은 

예의로써 맞팔로잉을 하는 행위를 통해 팔로잉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마지막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자 분류를, 기관/단체의 계정과 개인의 계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관/단체의 계정의 하위 그룹으로는 뉴스와 같은 공공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뉴스 미디어 그룹과 자신의 정보를 

일반 사용자들에게 알리고 그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신을 

홍보하는 일반 회사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Java et al.(2007)에 따르면, 트위터 사용자들의 사용 목적은 

크게 정보의 공유, 정보의 탐색/수용 및 사교를 들 수 있는데, 이를 

본 사용 그룹 체계와 연결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선행 연구를 통한 트위터 사용자 그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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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 et al.(2011)의 논문에서는, 트위터에서는 뉴스 미디어 및 

기관 등의 공식적인 사용자(Public user)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세하는 ‘semi-public’ 성격을 보이는 개인 사용자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예로는 트위터 등의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활발한 정보 공유, 재창조 능력 및 

뛰어난 사교성으로 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리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는 이른바 파워 블로거와 

같은 사람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강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고 재생산하는 데에 큰 목적을 보인다. 또한 

트위터에서는 이미 오프라인에서 정체성이 익히 알려진, 현실 

세계의 유명인이 온라인 네트워크 공간에서도 유명세를 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Kwak et al., 2010; 이은주, 2011). 예를 들어, 

한류 스타의 공식 계정의 경우, 많은 양의 트윗을 작성하지도 않고, 

그들이 작성하는 메시지가 뉴스와 같은 공공의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팬임을 자청하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스타의 

일상을 엿보기 위해 스타의 계정을 팔로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예인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유명인들은 자신의 근황 등을 

공유함과 동시에, 트위터를 통해 자신들의 많은 팬들과 소통을 하고 

친분을 쌓는 데에 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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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트위터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자의 분류 체계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안하는 계층적 트위터 사용자 분류 체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분류 체계와 선행 연구들에서의 

분류 체계의 비교는 아래 [표 5]에 요약을 하였으며, 차이점으로는 

선행 연구들과는 다르게 2 단계 계층 구조를 갖는 사용자 분류 

체계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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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선행 연구들과의 사용자 분류 체계 비교 

Java et al. (2007) 

Information 

Source(sharing) 
정보를 전달하기 위

해 사용하는 계정 
Information Seeker 

정보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 
Friends(friendship-wise) 

친분적인 용도로 사

용하는 계정 

Krishnarmuthy et al. 

(2008) 

Broadcaster 네트워크 유력자 
Acquaintance 일반 사용자 
Miscreant(or spammer) 불순한 사용자 

Kwak et al. (2010) 

Celebrity 
유명인 (네트워크 

유력자) 
News 

뉴스를 전달하는 계

정 
etcs 일반 사용자 

Chu et al. (2010) 
Who is Tweeting on 

Twitter: Human, Bot, or 

Cyborg? 

Human 일반 사용자 
Bot 자동 트윗 계정 
Cyborg Human + Bot 

Wu et al. (2011) 
Who Says What to 

Whom on Twitter 

Celebrity 
유명인 (현실세계 

유력자) 
Bloggers 

유명인 (네트워크 

유력자) 
Media 

뉴스를 전달하는 계

정 
Organizations 

기업/기관의 정보를 

전달하는 계정 

제안하는 사용자 분류 체

계 

기관/단

체 
뉴스 미디어 

뉴스를 전달하는 계

정 
일반 회사 (뉴스 미

디어 제외) 
기업/기관의 정보를 

전달하는 계정 

개인 

오프라인 유명인 
유명인 (현실세계 

유력자) 
온라인 유명인 

유명인 (네트워크 

유력자) 
일반인 사용자 일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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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트위터 사용자 분류를 위한 사용 특성 제안 

 

앞서 제시한 트위터 사용자 분류를 위해서는 사실 각 사용자가 

작성한 트윗의 문맥상의 내용(Context)을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하여, 그들이 어떠한 목적과 의도로써 트윗을 작성하고 

나아가 트위터 자체를 사용하는지를 파악하여 분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트위터는 트윗 작성에 있어 140 자 길이 제한을 두고 있어 

이로 인하여 온라인 특유의 파괴적인 언어 사용 및 언어의 함축적 

표현이 잦으며, 길이 제한으로 인해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는 

URL 을 통하여 전달한다(Java et al., 2007; 이은주, 2011). 따라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문맥상의 내용 분석을 통한 사용자 분류가 

힘들다. 

트위터에서 스패머 계정의 검출을 연구한 Benevenuto et 

al.(2010)의 논문에 따르면, 스패머와 스패머가 아닌 계정은 트윗 

작성의 의도 및 트위터 사용의 목적이 다르기에, 그들 계정의 사용 

특성도 다르다. 따라서 트위터 사용 목적에 따라 가는 각 그룹 별 

트위터 사용 특성도 다를 것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 그룹을 분류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앞서 2 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트위터에서 사용자 분류를 위한 대다수의 논문이 트위터 사용 

특성 등을 이용한 사용자 분류 연구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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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 장 2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Chu et al.(2010)의 

논문에서는 트윗을 작성하는 시간대, 특정 내용의 포함 여부, URL 

비율, 팔로잉/팔로워 수 등을 사용 특성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Benevenuto et al.(2010)의 논문에서는 트윗 컨텐츠 요소와 

사용자 행동 요소(팔로워 등의 수, 트윗 작성 시간대 등)로 

나누었으며, Pennacchiotti et al.(2011)의 논문에서는 크게 

4 가지의 범주 아래, 팔로워의 수, URL 의 비율, 트윗 작성 간격 

등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각 연구들에서의 트위터 사용 특성의 분류 체계는 각기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지만, 주로 비슷한 사용 특성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따라 트윗 작성 패턴 - 트윗 작성 

시간대(Chu et al., 2010; Benevenuto et al., 2010), 트윗 작성 

간격(Pennacchiotti et al., 2011), 트윗에 포함되는 내용 – 특정 

내용의 포함 여부, URL 비율(Chu et al., 2010), 트윗 컨텐츠 

요소(Benevenuto et al., 2010), 트윗 내 RT/Reply/hashtag/URL 

수와 비율 등(Pennacchiotti et al., 2011) 그리고 사용자의 사회적 

활동 – 팔로잉 팔로워 수(Chu et al., 2010; Benevenuto et al., 

2010; Pennacchiotti et al., 2011) 등 아래의 [표 6]과 같이 크게 

3 가지의 특성군으로 묶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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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의미에 따른 트위터 사용 특성의 군집 

논문 논문에서 제시한 사용 특성 의미에 따른 특성군 

Chu et al. 

(2010) 

트윗 작성 시간대 트윗 작성 패턴 

특정 content 포함 여부 
트윗 포함 내용 

작성 트윗 내 URL 비율 

Following, Follower 수 등 사용자의 사회적 활동 

Benevenut

o et al. 

(2010) 

트윗 작성 간격 트윗 작성 패턴 

트윗 내 URL 등의 비율 트윗 포함 내용 

Following, Follower 수 등 사용자의 사회적 활동 

Pennacchio

tti et al. 

(2011) 

트윗 작성 간격 트윗 작성 패턴 

트윗 내 URL, hasghtag, RT 

등의 비율 트윗 포함 내용 

Reply, Retweet 비율 

Following, Follower 수 등 
사용자의 사회적 활동 

Friend(맞팔) 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사용 특성들을 

의미에 맞게 3 가지 특성군으로 나누어 제시를 한다. 첫째는 트윗 

작성 패턴 특성으로써 트윗 작성 시간 간격의 최소, 최대, 평균, 

중간 값 및 표준 편차를 포함한다. 다음으로는 트윗 내용 특성으로 

트윗의 길이, 단어의 개수(공백 단위)의 최소, 최대, 평균, 중간 값 

및 표준 편차와 작성한 트윗 중 URL, RT, Reply, Mention 을 각각 

포함하는 트윗의 비율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사회적 활동 

특성에서는 사용자 계정의 팔로워, 팔로잉, 맞팔, 작성 트윗의 수와 

팔로워/팔로잉 비율을 포함한다. [표 7]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트위터 사용 특성이며, 선행 연구들에서의 사용 특성과의 비교는 

아래 [표 8]에 요약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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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제안하는 트위터 사용 특성 

사용 특성군 사용 특성 

트윗 작성 패턴 특성 트윗 작성 간격 – 최소, 최대, 중간, 평균값 

트윗 내용 특성 

트윗 길이 – 최소, 최대, 중간, 평균값 

트윗의 단어 개수 – 최소, 최대, 중간, 평균값 

URL/RT/Reply/Mention 포함 트윗의 비율 

사용자의 사회적 

활동 특성 

Follower 의 수 

Following 의 수 

Reciprocal(맞팔)의 수 

Follower-Following Ratio 

 

[표 8] 선행 연구들과의 사용 특성 비교 

Chu et al. (2010) 

Entropy 

Component 
트윗 작성 시간대 

Machine-learning 

Component 

특정 content 의 포함 

여부 

Account Properties 

Component 
사용자 계정 특성 

Benevenuto et al. 

(2010) 

Content Attributes 작성 트윗의 특성 

User Behavior 

Attributes 
사용자 계정 특성 

Pennacchiotti et al. 

(2011) 

User Profile 사용자 계정 특성 

User Tweeting 

Behavior 
트윗 작성 패턴 

Linguistic Content 

of Tweets 
작성 트윗의 특성 

User Social 

Network 
누구에게 트윗하는지 

제안하는 사용 특성 

트윗 작성 패턴 특성 트윗 작성 간격 

트윗 내용 특성 트윗에 포함되는 내용 

사용자 사회적 활동 

특성 

사용자의 트위터에서의 

친구 및 구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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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트위터 사용자 분류 문제에 대한 반교사 학습 

접근 방안 

 

앞선 2 장 4 절에선, 트위터 사용자 분류 문제에 있어 소수의 

분류된 사용자 정보를 통해, 각 그룹간 사용자 비율이 다른 다수의 

사용자 집단을 분류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고 지적하였다. 이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트위터 사용자 분류 문제에 있어서 데이터 

(사용자)의 특징으로는 첫째로 전체 사용자 중에서 영향력이 큰 

사용자 집단(elite 집단; 기관/단체 사용자와 개인 사용자 중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유명인 사용자)의 비중은 상당히 작은 수준, 대략 

0.05% 이다(Wu et al., 2011). 이러한 영향력이 큰 사용자 집단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용자에 비해 트윗 작성 수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즉, 트윗 작성 수가 많은 사용자 집단에서 그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트위터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각 

사용자들에 대해 그들의 분류 집단을 선정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의력이 높은 판단 기준이 필요로 하는 등 많은 비용이 

든다(High Labeling Cost). 즉, 소수의 분류된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 분류기를 학습하여 사용자 분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위터 사용자 문제의 환경에서 그간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교사 학습 위주의 접근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사전에 

사용자들을 분류를 하면서 각 그룹의 비율을 현실과 다르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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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상으로 맞추어 분류기를 학습하고 K-묶음 교차 검증법(K-

fold cross validation)을 통해 성능을 평가한 것이다(아래 [그림 

4]). 그러나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분류기가 학습을 하는 

샘플 데이터 집단과 현실 문제에 있어서의 모집단(트위터 전체 

사용자)의 각 사용자 분류 집단의 비율이 달라, 분류기가 현실 

세계의 문제와 다른 환경에서의 사용자 분류 기준을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그 한계를 지닌다. 

 

 
[그림 4] 기존의 교사 학습 접근 방안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수의 분류된 사용자 정보와 다수의 분류되지 않은 사용자 정보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반교사 학습 접근 방안을 제시한다(아래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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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반교사 학습을 통한 트위터 사용자 분류 문제 접근 

방안 

 

반교사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이란, 분류된 데이터 

(Labeled data)의 수가 적고 분류 데이터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비용이 큰 문제에서 많은 양의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Unlabeled 

data)를 분류기 학습에 이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학습 

방식이다(Zhu, 2008). 반교사 학습 과정에는 많은 양의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의 정보를 이용하기에, 교사 학습에 비해 실제 모집단의 

분류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다(Rosenberg et al., 

2005; Han et al., 2006). 그 예는 아래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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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교사 학습을 통한 분류 기준(좌)과 반교사 학습을 통한 

분류 기준(우)의 차이 

 

반교사 학습의 방법론은 크게 5 가지를 들 수 있으며, 그 

설명은 아래의 [표 9]와 같다(Zhu, 2008). 

 

[표 9] 반교사 학습 방법 요약 

방법론 특징 적용가능 문제 

EM with 

generative 

mixture models 
 

데이터가 well-

clustered 되어 

있을 때 

Co-training 
feature를 둘로 나누어 각각 

학습 

데이터의 

feature들이 두 

집단으로 분류 

가능할 때 

Graph-based 

methods 

label smoothness over the 

graph by similarity 

비슷한 feature를 

보이는 두 점이 

같은 class일 

확률이 높을 때 

Transductive 

Support Vector 

Machine 

(TSVM) 

sparse region에 decision 

boundary (SVM) 생성 

데이터가 이미 

SVM을 통한 교사 

학습법이 널리 

알려져 있을 때 

Self-training 
classifier로 labeling 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학습 

교사 학습법이 

존재하나, 

복잡하고 개선이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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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트위터 사용자 분류 문제에 있어서 그간 선행 

연구를 통해 다양한 교사 학습법이 존재하였으나, 현실 문제로 

적용을 위한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로 하여, 자기교육(Self-

training) 방법론을 통한 접근을 하고자 한다. 

자기교육 학습법은 분류된 데이터를 학습한 분류기를 통해,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 여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 

중에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를 선별하여 이를 분류된 데이터와 

합하여 다시 분류기를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학습 

방식이다([그림 7]; Rosenberg et al., 2005). 따라서 자기교육 

학습에서는 분류에 사용하는 분류기의 성능에 따라 큰 성능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기교육 학습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분류기를 사용하여 분류 성능의 향상을 

보장하는 앙상블(Ensemble) 방식을 도입하여 분류기의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 보완하고자 한다(Dong et al., 2011). 

 

 
[그림 7] 자기교육 학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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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 

 

본 절에서는 트위터 사용자 문제에 있어서, 반교사 학습 접근 

방안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분류기가 소수의 분류된 데이터를 학습을 

하여,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를 각 분류 그룹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의 분류 정보를 분류된 데이터에 포함하여 

다시 분류기를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자기교육 학습 방법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나아가,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의 분류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분류기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앙상블 학습 방법으로, 여러 분류기의 분류 예측 값을 종합하여 각 

데이터당 분류된 그룹의 확률 값 혹은 점수(Prediction score)를 

사용하여 최종 분류 그룹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그림 8]). 

 

 
[그림 8]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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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분류기의 분류 예측을 통해 전체적인 분류 성능을 

보장하는 앙상블 학습 방식으로는 크게 두가지 방법론을 들 

수 있다. 첫째는 확률값 기반의 선택(Probability-based) 

앙상블 방식으로써, 각 분류기가 산출하는 각 데이터 당 각 

분류 그룹에 소속될 확률을 수합한 뒤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갖는 분류 그룹에 해당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데이터에 대해 세개의 분류기가 예측한 각 그룹에 

소속할 확률값이 아래의 [표 10]과 같다면, 확률값 기반의 

선택 앙상블 방식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장 높은 확률값인 

0.89 를 갖는 clss 0 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 

 

[표 10] 앙상블을 위한 데이터 예시 – 확률값 기반 

Classifier Prob.(class0) Prob.(class1) 

Base(1) 0.24 0.76 

Base(2) 0.18 0.82 

Base(3) 0.89 0.11 

 

두번째 방식으로는 과반수 투표 방식의 선택(Majority 

voting) 앙상블 방식이 있다. 이는 각 데이터에 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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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들은 이를 어떠한 분류 그룹에 분류할지를 산출하게 

되고, 이를 종합하여 과반수 이상의 분류기가 분류하는 분류 

그룹에 해당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식이다. 예들 들어, 앞서 

예시로 설명하였던 [표 10]의 상황에서 각 분류기들은 

확률값이 아닌, 각 데이터를 더 높은 확률값을 갖는 분류 

그룹에 분류를 하고(1(분류 적합) - 0(분류 부적합)), 

앙상블은 이를 수합하여 과반수 이상의 분류기가 분류한 분류 

그룹에 데이터를 분류하게 된다. 즉, 앞선 [표 10]의 상황은 

과반수 투표 방식의 선택 앙상블에서는 각 분류기들이 아래의 

[표 11]과 같이 분류 예측을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앙상블은 

이 데이터를 두개의 분류기가 예측한 class1 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 

 

[표 11] 앙상블을 위한 데이터 예시 – 과반수 투표 방식 

Classifier Prob.(class0) Prob.(class1) 

Base(1) 0 1 

Base(2) 0 1 

Base(3)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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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확률값 기반의 앙상블은 각 분류기들이 

최고로 보장하는 데이터들의 분류 예측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반면, 과반수 투표 기반의 앙상블은 과반수 이상의 분류기가 

보장하는 데이터들의 분류 예측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단일 

분류기를 사용하는 분류 예측보다 좋은 성능을 보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방식의 앙상블의 장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예측 점수 생성 앙상블을 제안한다([그림 9]). 

 

[그림 9] 예측 점수 생성 앙상블 

 

본 앙상블 방식에서는 우선, 각 분류기들이 각 데이터에 

대한 분류 그룹별 확률값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과반수 투표 

기반의 앙상블 방식으로 해당 데이터의 분류 예측 그룹을 

선정한다. 각 데이터 별로 분류 예측 그룹이 선정되면, 각 



 

 39 

분류기별 선정된 예측 그룹의 확률값 중에서 가장 큰 

확률값을 선정하여 이를 예측 점수로 선정을 한다. 위의 

계속된 예제에서 해당 데이터는 [표 11]의 방식의 선택에서 

class1 로 분류가 되며, [표 10]의 정보에 따라 이 데이터의 

예측 점수는 0.82 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 점수 생성 앙상블에서 각 데이터의 예측 

점수를 산출하면,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에서 예측 점수가 큰 

N(분류되지 않은 사용자의 수 |U| / 알고리즘 회전수 K)명의 

사용자를 선정하여 이들의 예측 분류 정보를 분류된 사용자 

정보에 추가하여, 분류기를 재학습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 10]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의 개념도이며, 알고리즘에 필요한 

파라미터는 알고리즘 회전수 K 이다. 

 

[그림 10]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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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설정 및 결과 

 

 

제 1 절 데이터 설명 

 

본 연구에서 트위터 사용자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3 주 

(2012 년 6 월 10 일부터 30 일) 동안 트윗 작성량이 많은 상위 

7,727 명의 사용자들과 그들이 작성한 트윗 5,548,136 개 그리고 

사용자들의 팔로잉 관계 10,838,079 개 이다. 이를 통해, 앞서 

제시한 사용 특성들 총 20 개를 추출하였다. 

이중에서 반교사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분류한 

사용자는 7,727 명의 사용자 중에서도 트윗 작성량이 많은 상위 

1,011 명의 사용자이며, 이 중에서 기관/단체의 사용자는 202 명 

(뉴스 미디어 85 명, 일반 회사 117 명), 개인 사용자는 809 명 

(오프라인 유명인 6 명, 온라인 유명인 10 명, 일반인 사용자 

793 명)이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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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설명 

 

사전에 분류한 사용자의 예시는 아래 [그림 12]와 [그림 

13]과 같다. 뉴스 미디어 그룹의 경우, 방송국 및 신문사 등의 공식 

계정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제공 계정 등 공식적인 정보 전달 및 

전파 목적의 사용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뉴스 미디어를 제외한 일반 

회사 그룹으로는 홍보 목적을 위한 다양한 영리 목적의 공식 및 

일반 사용자 계정(회사의 CEO, 홍보 담당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 유명인으로는 온라인 세계에서 유명세를 누리는 웹툰 작가 

및 유명 블로거의 계정이 있으며, 오프라인 유명인으로는 연예인 

계정 및 정치인, 시민 단체의 대표 계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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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사용자 분류 예시 – 기관/단체 사용자 

 

[그림 13] 사용자 분류 예시 – 개인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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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데이터의 탐색 결과를 통해, 실험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에서 트위터 사용자 분류의 현실 세계 문제의 특성, 전체 

트위서 사용자 중에서 영향력이 큰 사용자 집단(elite 집단)의 

소수성과 트윗 작성 수가 많은 사용자 집단에서 그 비율이 높은 

성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그림 14]는 수집한 트윗 작성수를 기준으로 사용자 

집단 중에서 기관/단체 사용자(elite 집단; 온/오프라인 사용자 

계정은 극히 소수여서 제외함)의 비율 시각화한 것이다. 처음 

최상위 사용자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50% 정도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점점 하위 집단으로 살수록, 기관/단체 사용자의 비율이 

33.3%, 11.6%에서 최종적으로 9.1%까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데이터는 전체 사용자 중에서도 상위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용자 집단이 점차 트윗 작성량이 적은 하위 집단으로 

갈수록 기관/단체 사용자의 비율은 점점 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4] 트윗 작성수 별 각 그룹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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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데이터 탐색: 사용 특성에 따른 사용자 분류 

체계의 적합성 

 

본 절에서는 사용자 분류 실험에 앞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분류 체계가 역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용 특성을 

이용하여 분류할 수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인 데이터 탐색을 통해 

적합성 확인을 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해 7,727 명의 사용자를 수집하였고 사전에 

1,011 명의 사용자의 계정을 직접 확인하며 202 명의 기관/단체의 

사용자와 809 명의 개인 사용자를 분류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분류된 사용자 1,011 명의 데이터를 분류 기준의 해석이 용이한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방법을 통해 각 그룹별 사용 목적을 

제안하는 사용 특성으로 설명 가능성을 제시한 내용을 소개하겠다.  

[그림 15]는 1,011 명의 분류된 사용자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여 의사결정나무 방법을 통해 분류 기준을 확인한 결과이며, 

[그림 16]은 다수의 개인 사용자 그룹에 대해 언더 샘플링(Under 

Sampling)을 하여 각 분류 그룹간 사용자 수의 비율을 맞추어 

의사결정나무 방법을 통해 분류 기준을 확인한 결과이다. 두 경우 

모두, 각 분류 그룹간 사용자 수의 비율에 상관없이, 작성한 트윗 

길이의 최소값(text_min) 특성이 각 사용자 그룹의 분류에 있어 첫 

번째 기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7]은 의사결정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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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트윗 길이의 최소값과 작성 트윗 내 

RT 포함 비율(RT) 특성으로 사용자의 분포를 시각화한 것이다. 

작성한 트윗 길이의 최소값이 일정 수준 이상(적어도 어느 길이 

이상의 트윗을 작성)이고 RT 의 비율이 적은(새로운 정보를 창출) 

사용자 그룹에서 기관/단체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성한 트윗 길이의 최소값이 일정 수준 이상이며 RT 의 

비율이 높은(정보를 전달) 집단에서는 기관/단체의 비율과 개인의 

비율이 대략 반반으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5] 의사결정나무 방법을 통한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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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언더 샘플링을 통한 의사결정 나무 분류 기준 

 

[그림 17] 의사결정나무 분류 기준을 통한 사용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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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 특성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작성한 트윗 길이의 

최소값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즉 의사결정나무의 첫 번째 분류 

기준으로 대체 가능한 사용 특성을 탐색해보았다. 총 20 개의 사용 

특성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그림 18]에서 볼 

수 있듯이, 작성한 트윗 길이의 최소, 평균, 중앙값과 작성한 트윗 

단어 개수의 최소, 평균, 중앙값 들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0.739)을 

확인하였다. 또한 작성 트윗 내 URL 포함 트윗의 비율(URL)과 

이들의 상관관계도 비교적 높음(0.504)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9]). 

 

[그림 18] 사용 특성을 대상으로한 상관관계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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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사용 특성을 대상으로한 상관관계 분석 2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트윗 내 URL 포함 트윗의 비율 

(URL)과 작성 트윗 내 RT 포함 비율(RT) 특성으로 사용자의 

분포를 시각화하였을 때([그림 20]), 앞서 소개한 [그림 17]과 

비슷한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0]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사용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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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관/단체 사용자(뉴스 미디어, 일반 

회사)는 개인 사용자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트윗의 작성 내용이 

길고(트윗 및 단어의 최소, 평균, 중앙값이 높음), URL 을 포함하는 

트윗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간의 선행 연구들에서 트위터에서의 

정보 전달의 주된 방법이 URL 을 통한 트윗 작성임을 고려하였을 

때(Java et al., 2007; 이은주, 2011), 기관/단체의 사용자는 개인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높은 트윗을 많이 작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관/단체의 사용자의 트위터 사용이 정보 공유에 

강한 목적성을 지니고, 상대적으로 개인 사용자는 이들의 정보를 

탐색하고 수용하는데 강한 목적성을 지니는 것을 기준으로 분류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분류 체계의 1 단계 계층([그림 

21])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제안하는 사용자 분류 체계의 1단계 계층 

 

또한 사용 특성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통해, URL 포함 

트윗의 비율과 트윗 작성 길이 등에 관한 특성이 높은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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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을 알 수 있었고, 즉 정보 전달 위주의 사용 목적을 갖는 

사용자 분류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특성, 

트윗 및 단어의 최소, 평균, 중앙값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URL 

포함 트윗의 비율 특성보다 사용자 분류를 하는데 있어 더 명확한 

기준이 됨(의사결정나무의 첫 번째 분류 기준)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데이터 탐색 결과로, 반교사 학습 중에서도 자기교육 

학습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기교육 학습에서는 분류기의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임을 

확인하였을 때, 그 학습 방법론의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의사결정나무(Tree)와 인공신경망(Neural)을 통해 

분류된 사용자 1,011 명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실험한 결과,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분류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그림 22]). 

 

[그림 22] 의사결정나무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사용자 분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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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용자 분류 실험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R(Studio) 환경에서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을 위해 복수의 분류기가 필요한데, 본 

실험에서는 세 가지의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분류 

알고리즘은 의사결정나무로써, conditional inference trees(R 

Package party)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분류 알고리즘은 

인공신경망 모델로 R Package nnet 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hidden layer 의 수는 2 개로, 기타 파라미터로는 

weight decay = 5e-4, 최대 반복 학습 수는 200 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 분류 알고리즘은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써, R Package 

e1071 을 사용하였다.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을 

위한 파라미터, 알고리즘 회전수 K 는 30, 60, 120 으로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아래의 [그림 23]와 같다. 오분류 비율 

(Misclassification ratio)은 5~6% 수준이었으며, 알고리즘 회전수 

K 에 크게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과 교사 학습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는 아래 [그림 24]와 같다. 본 비교를 위해 

사용한 교사 학습 알고리즘은 위에서 설명한 세 분류 알고리즘에 

동일한 앙상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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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의 성능 

 

 [그림 24] 교사 학습 알고리즘과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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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류가 

교사 학습 알고리즘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오분류 비율 1/3 수준). 물론 실험의 결과만을 본다면, 교사 

학습 알고리즘에서 한 사용자를 기관/단체 사용자 그룹에 분류할 

확률을 낮춘다면, 전체적으로 개인 사용자 그룹에 많이 분류를 하게 

되어, 그 결과가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트위터 사용자 분류의 현실 문제를 고려하여 성능 

비교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래의 [그림 25]와 같이 분류된 

사용자와 분류되지 않은 사용자에서 개인, 기관/단체 그룹의 사용자 

비율을 다음과 같다. 소수의 분류된 사용자(labeled data)에서의 

비율은 4:1, 다수의 분류되지 않은 사용자(unlabeled data)에서의 

비율은 15:1 로, 현실 문제와 같이 점점 다수의 사용자 그룹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류된 

사용자 정보만을 학습하여 분류기를 구축하는 교사 학습 

알고리즘의 경우, 분류되지 않은 사용자 즉 테스트 그룹에서도 각 

그룹의 비율을 분류된 사용자와 비슷하게 3.7:1 수준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은, 반교사 

학습으로 다수의 분류되지 않은 사용자 정보를 같이 학습하여, 

분류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 분류 예측을 실제 분류되지 않은 

사용자의 그룹 간 비율에 비슷하게 16.4:1 수준으로 분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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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현실 문제를 고려한, 두 방법론의 성능 비교 

 

즉, 현실 문제에서 전체 사용자 집단에 대한 분류하고자 하는 

각 그룹간 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각 그룹간 비율이 현실과 

다른 소수의 분류된 사용자 정보를 통해 전체 사용자를 올바르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반교사 학습 접근 방안이 

기존의 교사 학습 접근 방안보다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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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연구 의의 

 

 

제 1 절 결론 및 연구 의의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 사용자들을 사용 목적에 맞는 각 사용자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새로운 트위터 사용자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아래 [그림 26]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그간 선행 연구들의 트위터 사용자를 

분류해놓은 체계에서 나아가 2 단계 계층구조를 갖는 트위터 사용자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4 장 2 절의 데이터 탐색을 통해 사용 

특성에 따라 사용자 분류 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26] 제안하는 계층적 트위터 사용자 분류 체계 



 

 56 

이어, 사용자 그룹을 분류하기 위한 트위터 사용자 특성을 

제안하며 선행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특성을 

찾아내었으며, 제시한 새로운 특성이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사용자 특성에 비해 사용자 그룹을 분류에 더 적합한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아래의 [그림 27]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정보력이 높은 트윗을 작성한다라는 사용자 특성으로써, 트윗 

길이와 단어 개수의 최소, 평균, 중앙값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쓰였던 트윗 내 URL 포함 비율 지표보다 

사용자 분류에 있어 더 효과적임을 4 장 2 절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27] 제안한 사용 특성의 적합성 

 

마지막으로 그간 교사 학습 위주의 트위터 사용자 분류법의 

한계점을 밝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반교사 학습 접근 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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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제안하였고, 4 장 3 절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인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아래의 [그림 28]과 같이, 반교사 학습 접근은 트위터 

사용자 분류 문제에 있어, 소수의 분류된 사용자 정보를 통해, 각 

분류 그룹 간 비율이 다른 다수의 사용자에 대해서 그 비율을 

유사하게 추정하며 사용자를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4 장 3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반교사 학습을 통한 사용자 분류는 

교사 학습에 비해 오분류 비율이 확연히 낮은(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8] 제안하는 반교사 학습 접근과 분류 예측 성능 요약 

 

본 연구의 결과는 트위터 사용자 측면에서 각 트위터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필터링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트위터 내에서 정보 공유와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그룹, 나아가 기업 및 브랜드에 관련된 정보를 자주 

트윗하는 사용자 그룹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어, 기업들의 eW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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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트위터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역할로써 분석하는 데에 

초석이 되어 향후 트위터를 이해하고 나아가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을 하는데 있어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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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제시한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2 단계 계층 구조를 갖는 사용자 분류 체계에서 

첫 번째 단계인 기관/단체 사용자 그룹과 개인 사용자 그룹을 

분류하는 내용에 대해 다루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아래의 

[그림 29]와 같이, 첫 단계 사용자 분류 이후에, 2 단계 계층의 

세부적인 사용자 분류를 위한 분류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림 29] 향후 연구 방향 – 세부 사용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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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자 

분류기, 앙상블을 이용한 자기교육 학습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 

방향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반교사 학습 방법 중 자기교육 

학습법은 분류된(labeled)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분류기를 통해 

분류되지 않은(unlabeled) 데이터를 분류(labeling)하여 생성되는 

분류된 데이터를 분류기 학습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분류기의 성능에 따라 큰 성능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분류기’ 자체의 성능 

향상을 통하여 자기교육 학습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반교사 학습 방법 중 하나인, 동시 학습(Co-

training)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시 학습 방법론은, 데이터 

분류 및 학습에 필요한 특성들(features)이 복수의 독립적인 

집단으로 분류가 가능할 때, 각각의 특성 집단들을 별개의 분류기로 

학습을 하여, 서로의 분류 정보를 이용하는 반교사 학습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트위터 사용자 분류를 위한 사용 

특성은 아래 [그림 30]과 같이 분류가 될 수 있어, 각 분류 집단 

별로 분류기를 학습하는 동시 학습 방법론을 통해 사용자 분류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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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향후 연구 방향 - 동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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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mi-supervised learning 

approach to Twitter user 

classification 
Self-training using Ensemble Learning 

Algorithm 
 

Hunkee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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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oposed new approach to classify twitter users 

by their own purpose to use. For this, two-level hierarchical 

twitter user classification system will be proposed. Also, new 

twitter user behavioral features are suggested and used for 

classify twitter users by proposed user classification system. 

And this research reveals that the proposed features are more 

competent evidential features for the matter of twitter user 

classification. Lastly, this paper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supervised learning for twitter user classification from 

advanced researches, and argued that semi-supervised 



 

 67 

learning could be deal with this problem. Furthermore, this 

paper proposed “Self-training using Ensemble Learning 

Algorithm” for twitter user classification based on self-

training algorithm which is one method of the semi-supervised 

learning. 

The result of this paper could be used for tweets filtering 

service to provide twitter users with the tweets they want and 

need. And in business aspect, it will helpful to the companies 

who want to know the one who has great impact on twitter 

communities with powerful tweets about the appraisal or brand 

value of the companies. At the las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be the basic research of twitter communication model, and 

this method could be apply to understanding twitter as of a 

communicatio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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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behavior, semi-supervised learning, self-training, self-

training using ensemble learn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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