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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SNS데이터는 사용자들의 일상 인 화내용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에 한 이벤트,경제,사회 ,산업 ,학문 과 같은 복잡한 지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에서 분석 활용가치가 뛰어나,지리정보시스템

(GIS)분야에서도 꾸 히 연구되어 왔다.그러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지오태깅된 SNS데이터의 수로 인해 분석 상이 될 수 있는 데이터의

수가 부족해지는 상이 발생해 왔다.이러한 데이터의 비효율성으로 인

해서,지오태깅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은 분석 상에서 제외되

어 연구 결과 도출을 한 분석 범 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탐색 기법(GeographicInformationRetrieval)

을 활용하여 사용자 개인이 생성한 단일 데이터가 의미하는 공간 정보

를 추출하는 기법을 제안하고,이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비효율성을 최소

화하고,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를 확장해 보고자 한다.자연

어처리(NaturalLanguageProcessing)와 형태소 분석,그리고 자체 구축

한 공간정보 사 (lexicalresource)을 활용하여 트윗 데이터에서 공간

단서가 될 만한 개체를 추출하고,해당 개체들이 의미하는 후보 심지

들을 도출하 다.이를 기반으로 분석 상이 되는 트윗 데이터가 의

미하는 지리 정보를 심지역(AreaofInterest,AOI)으로 표출하 다.

본 연구의 분석 수행 결과 분석 상이 되는 트윗의 구문에 ‘지명정보’

와 ‘공간 단서’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5가지 유형의 트윗에서

치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총 60개의 트윗 45개(75%)의 트윗에서

치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었다.

주요용어 :지리정보탐색,트윗 데이터,공간정보 사 ,시멘틱 매칭,

심지역

학번 :2014-2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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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연구 배경 목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InformationSystem,GIS)이 일반 을

소비자로 하여 량의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매스 미디어(mass

media)1)의 역에 편입된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이미

GIS는 소셜 미디어(socialmedia)와의 융합을 통해 지리 정보의 획득

분석 방식에 한 새로운 가능성을 개진하고 있다.이러한 흐름에 따라

spatialturn2) 상이 심화되고 있으며(Withers,2009),사회구성원 구

나 자발 으로 정보생산이 가능하고,서로의 심사를 매개로 상호작용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NetworkService,SNS)와 GIS의 융

합에 한 심 한 차 높아지고 있다(Sui와 Goodchild,2011).

SNS는 가상의 실에 구축된 공간 특성(geo-component)을 물리

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 계망이라는 특성이 있다(Takhteyev

etal.,2010).이와같은특성은지오태깅(geo-tagging)3)과같은 치획득(location-acquisition)

련 기술의 발 과 결합하여,사용자(user)들이 동 상이나 사진과 같은

개인 콘텐츠를 지리 정보(geographicinformation)와 함께 자발 으

로 생성 가능하게 하 다. 한 이 게 생성된 정보를 지속 으로 축

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 다.이는 모바일 환경의 확장과 더불어 사용

자의 심,취향을 고려한 지리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발 하고 있어,SNS 데이터를 활용한 지리 분석에 한 심도는

1) 매체, 는 정보매체의 어식 표 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을 상 로 하여 량의 정보 시사내용,당 의 이슈 등을 달하는 역

할을 담당하는 매체를 말함.

2) 정보매체들이 소셜 미디어나 기타 여러 소스로부터 획득한 치 기반의

정보를 극 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3)사진촬 시 내장된 GPS수신기를 통해 사진에 촬 한 치를 자동 으로

표시해 주는 기능으로 흔히 SNS에 사진을 포스 할 때 자동으로 사진촬

지에 한 정보가 업로드되는 경우를 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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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분야에서 꾸 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분석 상 데이터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SNS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는 명확한 한계 이 존재해 왔다.분석

상 데이터의 비효율성이란 분석을 해 수집한 체 데이터 극히 일

부에 해당하는 지오태깅된 데이터의 수로 인해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 추

출이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즉,분석 상이 될 수 있는 데이터의 수가

부족해지는 상이 발생하게 된다.지오태깅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이

터들은 종종 분석 상에서 제외되어 체 데이터에 한 종합 분석 결

과 도출을 어렵게 만든다.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한 이벤트 탐지 연구는 데이터의 비효율성

을 확인할 수 있는 표 인 연구 분야다.이벤트 탐지 련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실시간 특성에 주목한다.이는 특정 시간 의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목 을 가지고 생성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데이터가 생성된 치에 한 정확도가 요하므로,지오태깅되어

있는 데이터에 한 의존성이 클 수밖에 없다.지진의 피해상황을 실시

간으로 측한 Sakakietal.(2010)의 연구나 재난지역의 정보를 소셜 미

디어를 통해 취합한 Dashtietal.(2014)의 연구에서 지오태깅되어있는

데이터만 상으로 분석한 이유이기도 하다.

Leetaruetal.(2013)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수집한 체 1천 6백 98

만 212개의 트윗(tweet)4) 데이터 오직 1.6% 만이 지리 정보

(geographicmetadata)를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지오태깅되어있는 데이

터)로 집계되어,사용자들의 치정보 기능 활용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이는 지오태깅되어 있는 데이터에 한 의존성이 높은

이벤트 탐지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치정보를 악할 수 없는 데이터는 분석 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으로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표본의 수는 을 수밖에

4) 한 편에 해당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로 140자의 한도를 가지고

있다.미국의 경우 160자로 한정되어 있는데,여기서 나머지 20자는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할 공간으로,실제 메시지는 최 140자에 수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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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이다.

SNS데이터는 사용자들의 일상 인 화내용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에 한 이벤트,경제,사회 ,산업 ,학문 과 같은 복잡한 지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에서 분석 활용가치가 뛰어나므로,분석 데이터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해선 지오태깅되어 있지 않은 단일 SNS데이터에 한 치 정

보 분석이 필요하다.즉,텍스트로 구성된 콘텐츠가 의미하는 공간 정보

지리 치가 어디인지를 악하는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텍스트 콘텐츠가 의미하는 지명 지리 치 악하는 기법인 지리

정보탐색(GeographicInformationRetrieval)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수 있는 방법론 하나다.GIR을 활용한 연구(Voorhees,1994;

Wacholderetal.,1997;Smith와 Mann,2003;Buscaldi와 Rosso,2008;

Groveretal,2010;Ruppetal.,2013)는 최근까지도 활발히 진행 이

다.이들의 연구 사례에서는 지명정보 사 (geographiclocationnames

reference)이나 어휘 정보 사 (geographiclexicalresources)을 활용하여

질의어의 확장(queryexpansion)을 구 해 내었고,이를 통해 텍스트에

서 지명정보를 추출 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탐색(GeographicInformationRetrieval)

기법을 활용하여,SNS데이터의 텍스트 콘텐츠 구문을 분석하고,분석

상 데이터가 의미하는 공간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방법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공간 정보 분

석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를 확장해 보고자 한다.GIR 기법을

수행하기 해 지명 정보 어휘 사 을 자체구축 하 으며,이를 활용

하여 단일 SNS데이터가 의미하는 심지역(AreaOfInterest)을 최종

으로 추출하 다.

본 연구와 같은 단일 데이터의 치정보 분석 연구는 지오태깅되어 있

지 않은 데이터를 분석범 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다수의 사용자들을 한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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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제공이 아닌 사용자 개개인의 선호 정보를 좀 더 구체 으로 표

할 수 있는 개인 지향형 지리정보검색 서비스 구축을 한 기반 연구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연구 범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GIR을 이용한 트윗의 치정보 생성 기법은 ①

트윗에서 개체 탐지,②지명을 포함한 후보 개체 집합 생성 그리고 ③후

보 개체 집합의 치정보 생성 순서로 진행된다.텍스트에서 공간 정보

를 탐지하기 해선 자체 으로 공간 개체를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정보

사 을 구축해야 하며,텍스트에 포함된 단어 공간 의미를 지니는

개체(entity)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이에 본 연구에선 자체

으로 공간정보 사 을 구축하고 ①에서 ③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텍스

트에서 공간정보를 추출하 으며,그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연구의 상이 되는 공간 범 는 서울특별시 역으로 한정하 으

며,분석단 는 서울시 423개 행정동이다.시간 범 는 2015년 7월 23

일부터 2016년 2월 26일까지이며, 재 가장 향력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 터(Twitter)5)를 분석 상 데이터로 사용하 다.선정한

시간 범 동안 총 22만 6천 7백 19건의 지오태깅된 트윗 메시지를 수

집하 으며, 복성 검사를 통해 남은 11만 3천 9백 87건 ,무작 로

선정한 60건의 트윗 메시지를 연구에 활용하 다.

트윗에서 개체 탐지 과정에서는 수집한 트윗의 텍스트 콘텐츠가 내포

하고 있는 지명정보를 추출하기 해 텍스트 정제와 형태소 분석을 거쳐

동작성 명사(NCPA),상태성 명사(NCPS),비서술성 명사(NCN),고유명

사(NQQ),인칭 명사(NPP)로 분류하 다.그 후 분류된 개체들을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토픽(개체)을 추출하 다.

5)https://twitter.com/



-5-

한 추출된 명사들 공간 의미를 지니는 개체 인식을 해 서울

시 423개의 행정동 명과,행정 지역별 지하철 역명,그리고 3권역과 4권

역의 간선/지선버스 역명에 기 하여 자체 으로 공간 정보 사 (공간

지명 사 ,공간 어휘 사 )을 구축하여 앞서 분류한 개체들과의 시멘틱

매칭을 통해 유사도를 측정하여 이를 도출하 다.

추출된 후보 개체들 간의 키워드 조합을 수행하여 공간 질의어의 확장

(spatialqueryexpansion)을 유도한 다음,Daum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조합된 키워드와 부합하는 치 정보 후보군들을 추출해 냈다.

후보 개체 집합의 치정보 생성 과정에서는 거리 기반 유사도 알고리즘

을 활용하여 치정보 후보군 간 유사도를 측정하고,이를 기반으로 군

집 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유력한 군집을 도출하 다.트윗의 텍스트가

의미하는 심지역(AreaOfInterest)을 추출하기 해 유력 군집이

치한 지역에 가상의 격자를 생성하여 공간조인 연산을 수행하 다.이

후,최종 으로 분석 상 트윗이 의미하는 심지역을 표 하 다.

본 연구의 체 인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으며,2장에서는 GIR에

한 이론 논의 련 연구들을 기술하 다.3장에서는 GIR을 이용

한 트윗의 치정보 생성 기법에 해 서술하 으며 4장에서는 3장에서

서술한 방법론을 토 로 수행한 분석결과에 해 기술하 다.5장에서는

제안한 기술의 활용 방안에 하여 서술하 으며,본 연구에 한 결론

은 6장에 서술되어 있다.



-6-

그림 1-1.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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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론 논의 련 연구

데이터는 본질 으로 실을 반 하는 기록이라 정의할 수 있다(김진

,2015). 를 들어 소득 불평등 측정 지표인 지니계수의 국가별 통계

그래 는 측정 당시 각 국가들의 불평등 실을 반 하여 보여 다.그

러나 이러한 국가별 통계가 특정한 한 나라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여 보

여주지 않듯이, 실의 모든 상을 데이터로 표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왜냐하면 데이터는 어떤 주체가 특정한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다양한 제약조건 하에서 만들어낸 상의 기록이기 때문이다(김진 ,

2015).

더불어,데이터는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수단’이지 그 자체

가 ‘목표’가 될 수 없다.데이터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사용하

는 원재료와 같다는 뜻이다.원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에서 어떠한

상을 분석한다면,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내는

일도 가능하다.즉,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할 때에는 어떤 주체들이 무슨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어떠한 제약 속에서 정보를 생산하 는지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만약 그 지 못하다면,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표 되지

못하는 몇몇 상들이 발생될 수 있으며,이러한 상들은 분석에서 제

외되어 결과 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남는다.이 게 분석 과정

에서 제외되어 표 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데이터의 비효율성 문제를 발

생시켜,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데이터의 표본 수가 당 상보다 어

지게 된다.서론에서 서술한 Leetaruetal.(2013)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리 정보에 한 데이터의 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SNS

데이터의 비효율성은 극명하게 나타난다.

데이터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당 성엔 두 가지 문제가 있

다.첫째,SNS데이터는 경제,사회 ,산업 ,학문 과 같은 복잡

한 지식정보 뿐만 아니라,개인의 지극히 사 인 일상생활도 담을 수 있

다는 에서 굉장히 매력 이며.그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이다.

McLaren et al.(2011)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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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price)의 변동을 측해 내는 연구를 진행하 으며,He et

al.(2013)은 피자 업계 소비자들의 트 드를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활용

하여 측하고 이를 업계의 사업 략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이 듯 빅데이터 시 가 열리며 이러한 SNS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크

게 주목받고 있으며,일반 기업에서부터 국가 차원의 정보기 도 SNS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한,SNS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생산해 내기 해 많은 연

구가 진행 이다.

둘째,데이터의 비효율성을 여야 하는 다른 이유는 바로 SNS정

보의 편향성이다.Nielsen(2006)의 연구(그림 2-1)에 따르면, 향력 있는

1%의 사용자가 웹로그(weblog)에서 공유되는 90%의 정보를 생산하고,

9%의 사용자가 나머지 10%의 정보를 생산한다.그리고 나머지 90%의

사용자들은 11%의 사용자들이 생산한 정보를 읽고 공유만 한다.

그림 2-1.SNS데이터의 편향성(Nielse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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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takeretal.(2003)은 유즈넷(Usenet)6)의 특정 뉴스 게시 을 조사

한 결과 1만 9천의 사용자들만이 나머지 58만 사용자들을 한 뉴스를

게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한,블로그 문 검색 엔진 회사인

Technorati7)10억명의 인터넷 사용자 오직 500만 정도의 사용자만이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 다(Nielsen,2006). 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제 조건을 달아도 의 연구에서 시사한

것처럼 다수의 의견을 분석 상이 될 데이터에 기록하기 힘들다.이러

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분석 상 데이터의 표본 수마

어지게 된다면,이는 연구 결과의 효용성 타당성을 하시키는

하나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SNS데이터의

비효율성을 타개하고 분석 상이 되는 데이터의 범 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2.1.지리정보탐색

2.1.1.정의 수행과정

GIR은 지오 싱(geoparsing) 는 치정보 태그 지정 지명 인식으

로 알려져 있으며,아래의 <그림 2-2>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탐색(DataBaseretrieval)은 특정한 객체가 내포하고 있

는 정보 보다는 웹이나 특정 지리검색 서비스에서 통용되는 공간정보 데

이터의 형태를 연구하는 분야로,명확히 정의된 조건에서 모든 객체들을

검색하여,잘 정의된 구조와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 계형 데이터베이스)

6)사용자가 특정한 뉴스 서버에 속하여 게시 하나에 해당하는 뉴스 그룹

(newsgroup)을 구독하는 형태의 소셜 미디어 랫폼

7)http://technorat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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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리한다.지리 자원(geographicresources)은 공간 정보의 거가

되는 퍼런스로,지명이나 기타 지리 정보 어휘가 정리되어 있는

사 과 같은 개념이다.이는 사용자가 어떠한 정보에 한 연 정보를

검색할 때,이에 만족하는 정보를 사 에서 검색하여 제공하여,의미 으

로 모호성을 띄는 정보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정보탐색

(InformationRetrieval,IR)은 구조화되어있지 않은 텍스트에서 추출한

특정 객체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자연어처리,문헌 내용의 해석 사

용자가 지정한 질의어(query)를 활용하여 추출하는 과정에 을 둔다

(Rijsbergen,1979). 한 추출한 정보 항목들에 한 표 , 장,조직,

근 방식을 정리하여 사용자가 심 있는 정보에 한 쉬운 근을 제

공한다.

그림 2-2.Overlapping retrievalmethodsforData,

Information and Geographic Meta-data (Overell,

2009)

이를 바탕으로 정의하자면,GIR은 데이터베이스 탐색과 지리 자원,

그리고 정보탐색이 히 결합된 개념으로,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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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으로도 모호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찾는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즉, 량의 정보를 격납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리 공

간어(geographicspatiallanguage)를 인식하고 목 에 따라 특정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Purves와 Jones,2011).

텍스트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은 자연어처리를 통한 개체

탐지와 탐지한 지명 정보의 명확화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자연어처

리는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 구문을 정제(text

processing)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분석 목 에 맞게 사 정제( 처리)하

는 과정이다.개체 탐지는 정제된 텍스트에서 공간 개체,즉,지리 정

보와 련 있는 단어를 인식하는 과정을 뜻하며,이는 지리 정보

어휘가 정리되어 있는 사 (지리 자원)의 존재 유무가 굉장히 요하

다.지리 자원은 지명 사 (geographiclocationnameresources)과 어

휘 사 (geographiclexicalresources)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

며,이를 통해 인식된 개체명 정보를 키워드(keyword)형태로 추출한다.

정보의 명확화는 추출된 개체 정보 키워드의 의성(ambiguity)8)을 제거

하는 과정으로 크게 4가지 문제 (referentambiguity,referenceambiguity,

referentclassambiguity,structuralambiguity)해결에 집 한다.

2.1.2.자연어 처리를 통한 개체 탐지

본 연구에서의 공간 정보 지명 탐지 추출 과정은,텍스트에서 공간

의미를 지니는 단어 는 토픽(개체)을 개별 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

한다.이를 해선 실제 공간정보의 지리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

지명 사 ’(geographiclocationnameresources)과,‘맞은편,뒤편,오른

편’과 같이 공간 정보를 서술하는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 어휘 사

’(geographiclexicalresources)과의 비교 분석이 필수 이다.WordNet9)이

8)하나의 문장, 는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뜻함.

9)https://wordnet.princeto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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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ikiSynonyms10),GeoNames11)는 표 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 지

명 사 시스템(그림 2-3)들이다.

그림 2-3.공간 지명 사 시스템의 ((a)WordNet,(b)WikiSynonyms,(c)GeoNames)

공간 지명 사 시스템의 표격인 ‘WordNet’은 미국 린스턴 학교

(Princeton university)의 심리학 교수 던 George A.Miller에 의해

1980년 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Ali,2011).WordNet은 어

(English)를 기본 언어로 개발된 지명 정보 사 시스템이며,명사

(nouns),동사(verbs),부사(adverbs),그리고 형용사(adjective)를 체

구문(text)에서 분리한 후,이들을 동의어(synonym)묶음(set)형태로 정

리하 다.이 시스템의 목 은 동의어 묶음 형태의 유의어 사

10)http://wikisynonyms.ipeirotis.com/search

11)http://www.geona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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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aurus)을 만들어 단어(word)들 간의 상 성과 각 단어들이 내포하

고 있는 의미의 활용성을 극 화하기 함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의 특징은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 인명,지명,기

명 등과 같이 개체명을 인식하고,인식한 상에 태그(tag)12)를 달아주는

기술인 개체명 인식(NamedEntityRecognition)을 수행할 수 있다.이는

분석 상이 되는 텍스트에서 치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객체를 추려내

어 지명 정보를 추출하는 종합 인 기술을 의미하며,텍스트에서 ‘정보’

를 추출하기 한 필수 인 기술 요소이다.Wacholderetal.(1997)특

정 공간 단어가 특정 문서군에 발생하는 빈도수를 계산하는 시스템을 제

안하 는데,반복 으로 시켜 도출한 특정 지명에 한 빈도수를 기

반으로 특정 지역의 지명 정보를 추출 하 다.이러한 방식으로 지명 정

보를 의미하는 ‘개체’를 인식하려 노력하 다.Finkeletal.(2005)의 연구

도 비슷한 맥락의 연구로 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단어의 빈도 수

뿐만 아니라 체 인 구문 분석을 통해 최 빈도수 단어를 서술하고

있는 공간 단서를 찾기 해 노력했다.

Gelernter와 Mushegian(2011),그리고 Agarwaletal.(2012)은 더 나아

가 특정 자연재해 사건,사고 발생 시 소셜 미디어 데이터가 사건 발

생 지역을 의미한다는 에 착안하여 해당 메시지가 실제 으로 의미하

는 공간 지명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이벤트 탐지 성격의 기법을 제안

하 으며, 한 화재 련 트윗을 분류하기 해 자연어처리 기반의 연

구를 수행하 다.이 두 연구는 자연어처리를 기반으로 단문의 소셜 미

디어 데이터에서 공간 개체를 구성하기 해 StanfordNER 같은 개체

명 자동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건 발생 지 의 지명 정보를 추출하

다.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텍스트를 활용한 치정보 연구는 국내의 실정

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민무홍 etal.(2011)은 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친구를 추천하기 해 의미 있는 장소 추출 기법을 제안하

는데,장소 의미를 지니는 개체를 텍스트에서 추출하기 해 자연어처

12)꼬리표를 의미하는 단어로,특정 상을 분류하기 한 인식표라 할 수 있음.



-14-

리 기법을 활용하 다. 한 임 엽과 황병연(2015)은 트 터의 실시간

성에 착안하여 자연어처리를 통해 이벤트를 탐지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의 련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해외의 연구사례에선 자연어처리

기법과 StandfordNER13)과 같은 어 개체명 인식 사 시스템을 극

활용하여 텍스트 내 공간 개체 자동 인식을 하 다. 한 국내의 연구에

서는 자연어처리 기법과 소셜 미디어 데이터 실시간 특성을 활용하여

분석에 맞는 상 개체를 추출하려 노력했다.즉,텍스트에서 치 정보

를 추출하는 가장 기본 요소는 텍스트에서 치 정보가 될 만한 ‘개체’

를 추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자연어처리

자연어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연 으로 발생 생성되어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진화해 온 언어란 뜻으로, 로그래 언어로 표되는 인공

어와 비되는 개념이다(Grishman,1984)자연어처리란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연구이다(Nagaoetal.,

1996).자연어처리에 사용되는 문법 련 용어는 <표 2-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3)미국 Stanford 학교의 NaturalLanguageProcessingGroup이 개발한 자

바 기반 어 개체명 인식 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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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설명

어간

용언(동사,형용사)이 활용할 때 모습이 바 지 않는

기 부분. 를 들어 먹(어간)+으니(어미)로 정리할 수

있음

어미 용언이 활용할 때 모습이 바 는 꼬리 부분을 뜻함

어근

(형태소 분석을 수행했을 때)단어의 심 의미가 있

는 부분을 뜻함. 를 들면 첫사랑 =첫 +사랑 으로 첫

( 사)+사랑(어근)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소리 단 임.

음
소리가 나는 단 로 음 의 수는 자의 수라고 생각하

면 쉬움.

사
(형태소 분석을 했을 때)어근에 붙여 뜻을 더하거나 문

법 기능을 하는 부분

품사 문법 성질이 공통된 단어끼리 모아 분류해 놓은 갈래

형태소
의미를 가지는 요소로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가장

작은 말의 단

표 2-1.한 문법 련 용어 정리

자연어처리의 핵심기술은 ①형태소 처리(morphologicalanalysis)기술,

②구문 처리(syntacticparsing)기술,③문맥 처리(discourseanalysis)

기술,④의미 처리 기술(semanticanalysis)기술,⑤문장 합성 기술 이라

고 할 수 있다. 형태소 분석이 가장 기 인 분석기술로 단어 단 에

서 이루어지며,형태소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문장단 ,문서단 의 구문

분석,의미 분석,담화분석이 수행된다.따라서 단어단 분석결과를 기

반으로 하는 문장단 ,문서단 의 구문/의미/담화분석이 더욱 복잡도가

높고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김길 외 3명,1996).

본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자연어처리 기술은 ①형태소 처리와 ②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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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술이다.형태소 처리 기술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열들로부터

최소 의미단 인 형태소들을 분리해 내고 각 형태소들의 문법 기능에

따라 한 품사(Part-of-speech:명사,동사,부사,형용사, 사 등)를

부착해 주고,필요하다면 단어의 원형도 복원하는 기술을 말한다. 어와

는 달리 한국어 형태소 분석은 훨씬 복잡한데,한국어는 교착어 특성

을 지닌 언어로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한 어 14)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즉, 어에서의 형태소 분석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에 해당하므로 형태소를 분리하는 일이 없는 반면,한국어는 어

을 구성하는 형태소들을 분리해 내고 각 형태소의 품사를 결정해야 하므

로 분석의 복잡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따라서 다수의 형태소 분석 결과

가장 한 형태소 열(morphemesequence)과 각 형태소에 해 품

사부착 결과를 찾는 과정을 반복 으로 수행하게 된다.

구문 처리 기술은 형태소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문장을 이루고 있는 명

사구,동사구,부사구 등의 구문들을 묶어주는 것뿐만 아니라,주어,술

어,목 어 등과 같은 주요한 문장 구성성분을 밝 내고 그들 사이의 구

문 계를 분석하여 문장의 문법 구조를 결정하는 기술을 말한다.즉,

형태소 분석된 문장이 주어지면 구문구조 문장성분에 한 문법

(syntacticgrammar)을 용하여 분석 가능한 모든 구문구조(parsetree)

를 만들고,생성된 구문구조들 가장 합한 구문구조 하나를 선택하

는 과정이다.

특정 지명을 서술하고 있거나,그 서술을 뒷받침 하는 단어들을 해당

기술들을 통해 분석하여 공간 정보와 련 있는 단어,즉 개체를 추출한다.

14)한국어 띄어쓰기 단 를 지칭하는 용어로 어의 phrase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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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 기반의 문서를 활용하기 해 개발된 확률 모형

이다.문서를 표 하기 해 단어들에 한 벡터 는 용어 집합을 이용

한다.기존의 토픽 모델링 텍스트 분류(textcategorization) 련 연구

에서 리 쓰이는 알고리즘은 Bag ofWords(BOW)15),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16),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가 표 이다. 부분의 텍스트 마이닝 련 연구에서는 장

문의 텍스트 데이터에 상기한 기법들을 용하 다(Sriram etal.,2010).

LDA는 앞서 언 한 BOW나 TF-IDF보다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써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Zhaoetal.(2011)의 연구에서 단문인 트윗 메시

지에서 LDA를 성공 으로 용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LDA를 기반으로 한 확률 분포 모델은 텍스트 마이닝 련 연구에서

활용하는 표 인 방법론이다.특정 주제들의 집합이라고 가정된 한 문

헌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확률 으로 계산하여,그 결과 값을 토픽 주제

어들의 집합으로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다.즉,텍스트의 체 맥락과 련

된 단서들을 이용하여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클러스터링 하는 방

식으로 토픽을 추론하는 모델이다(Bleietal.,2003).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토픽 모델링은 문헌들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는 다

양분야의 연구에서 분석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Griffiths와

Steyvers(2004)는 토픽 모델링을 통해,PNAS에 실린 1991년부터 2001년

사이의 논문들의 록에서 주제를 추출한 후 시기별로 각 받는 주제와

소멸되는 주제를 악하 다.Newman과 Block(2006)은 기 미국사회

와 출 문화의 이해를 해,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18세기 신문 텍스

트에서 주제를 추출하고,각각의 주제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15)문서를 자동으로 분류하기 한 방법 하나로,텍스트에 내포된 단어들의

분포를 보고 이 문서가 어떤 종류의 문서인지를 단하는 기법을 지칭함

(Scott와 Matwin,1998).

16)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요한 것인지를 표 해 으로써,

해당 단어가 가지는 요도를 악할 수 있음(Salton와 McGill,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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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지를 분석하 다.Gerrish와Blei(2010)는 동 토픽 모델(dynamic

topicmodel)을 이용하여 논문 코퍼스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제들의

내용 변화를 악하여 이를 개별 문헌의 향력을 측정하는 데 용하 다.

2.1.3.지명 정보의 명확화

자연어처리 토픽 모델링을 통한 개체 탐지를 통해 획득한 지명 정

보를 명확화 하는 것이다.정보 제공자(사용자)가 텍스트에 서술한 공간

정보 지명이 실제 지명과 일치하는지를 분석 비교하고,검색하고자

하는 지명 정보에 한 련 키워드 질의어의 확장(spatialquery

expansion)을 통해서 정보 검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다.이 과정을 통해 획득한 정보 검색의 목 은 사용자의 검색 의

도를 만족시키는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하는 것이다.하지만 종종 사용자

가 입력하는 기 질의어(initialquery)는 의성 문제로 인해 명확한 정

보를 제공받기에는 무 짧고 빈약한 경우가 많다(Xu와 Croft,1996).텍

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명 정보의 의성은 <그림 2-4>와 같은 4

가지가 있다(Smith와 Mann,2003).

Referentambiguity는 동일한 단어가 여러 장소의 이름으로 쓰이는 경

우를 의미한다. 를 들어 ‘낙산’이란 단어를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장소

는 종로구에만 33개가 있으며,도로명까지 합하면 그 수는 50개까지 늘

어난다.Referenceambiguity는 동일한 장소가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를 들어 ‘선수 공원’은 ‘인천 아시아드 선수

공원’과 ‘송 잠실 아시아 선수 공원’ 어느 지명에 더 표성이 있

는지 단을 내리기 어려운 의 표 이다.

Referentclassambiguity는 장소명이 지리 명칭이 아닌 어떤 특정

단체나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를 뜻한다. 를 들어 서울시 구의 음악

카페 ‘베토벤’은 작곡가 베토벤이란 인명 의미하기도 하는 의 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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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지막으로 structuralambiguity는 장소명을 구성하는 단어가 구조

모호성을 띄는 경우를 의미한다.이는 특정 지명을 나타내는 단어나

낱말이 나타내고자 하는 실제 지명과의 철자 오류가 발생했을 때를 말한

다. 를 들어 ‘XX노래방 압구장 ’이라는 텍스트 데이터가 있다면,이

경우엔 ‘압구정 ’을 ‘압구장 ’이라 잘못 은 것이다.

그림 2-4.지명 정보 명확화의 4가지 문제 (Smith와 Mann,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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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성 문제는 기 질의어에 한 의성을 해소하고 개선한

다면,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다 효율 으로 제공해 수

있으며,많은 연구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한다.Voorhees(1994)는 분석

상 텍스트에서 추출한 단어에 한 공간 질의문(spatialquery)구성을

해 특정 단어의 연 어(synonym)를 활용하여 질의 확장(query

expansion)을 구 해 내어 referenceambiguity와 referentambiguity를

해결하 다.Smith와 Crane(2001)은 이에 한 연장선상으로 자 도서

(digitallibrary)의 문서들이 가지고 있던 장소명에 한 모호성,즉

referenceambuiguity를 해결하고자,perseus 자 도서 소유의 량의

문서를 분석 상 데이터로 지정하고 외부 지명 색인을 활용한 지명 해

상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Buscaldi와 Rosso(2008)는

WordNet을 활용하여 텍스트에서 지명을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

으며,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지명 색인 사 (gazetteer)을 활용했

을 때의 지명정보 탐지 결과와 비교하여,지명 정보 명확화의 4가지 문제

를 해결하기 해 노력했다.

Ruppetal.(2013)더 나아가 텍스트에서 요한 주제를 추출하고,추

출한 지리정보를 지도 에 맵핑하는 연구를 수행하 는데,역사 련 텍

스트 데이터에서 공간 어휘 정보 사 을 활용하여 역사 련 말뭉치

(corpus)를 작성하 다.이를 바탕으로 질의어를 확장하여 텍스트 데이터

가 의미하는 역사 지명을 보다 효과 으로 추출하 다.Schulzet

al.(2013)은 교통사고(carcrash)와 련된 트윗을 추출하기 한 참고 자

료로 WordNet과 WikiSynonyms를 활용하여,질의어 확장에 정교함을

더했다. 이들을 활용하므로 써 사고 련 단어(crash, snarl up,

obstruction,barrier등등)들을 도출하여 자칫 연구자의 주 단에

의거한 몇몇 키워드 선정으로 제한 인 메시지를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다.

확장된 공간 질의어를 기반으로 지명의 모호성을 해결을 한 연구

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mith와 Mann(2003)나이 베이즈 분류

(naive bayes classification)기법을 활용한 지명의 모호성(topon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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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mbiguation)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 으며,이를 바탕으로 분석

상 텍스트 내의 잘못된 미국 행정지명을 바로 잡았다.우승민과 황병연

(2015) 한 머신러닝 기법인 나이 베이지안 분류 기법을 활용하여 지

명 노이즈( 의성)해소 기법을 제안하 다.

2.2.트 터(Twitter)데이터

GlobalWebIndex17)의 2015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트 터는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랫폼 상 권

에 꾸 히 랭크되고 있으며,한국리서치 TGI(TargetGroupIndex)18)의

조사에서도 국내 유율 5 (8.1%)를 차지하며 아직까지도 높은 향력

을 유지하고 있다.트 터의 개요는 <표 2-2>과 같다.

17)디지털 소비자 정보(digitalconsumerinformation)조사 기 으로 분기별로

소셜 미디어 랫폼에 한 보고서를 발행함.

(https://www.globalwebindex.net/hs-fs/hub/304927/file-2812772150-pdf/Reports/GWI_Social_Summary_Report_Q1_2015.pdf)

18)한국리서치(http://www.hrc.co.kr)의 조사를 참고함.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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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역할 유통

자제한 140자

계 팔로워 (follower)

유통 리트윗 (Retweet)

구성 타임라인,맨션, 심

특성

① 짧은 과 링크를 통해 정보 제시

② 타임라인에서 실시간 정보를 악할 수 있는 속보성

③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달

가능

④ 자신이 쓴 이 아니더라도 좋거나 유용한 정보를

리트윗을 통해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

⑤ 해시 태그(Hashtag)를 통해 련 정보 수집 가능

⑥ 심 사용자를 리스트에 등록 가능

(팔로워 수에 따라 정보의 빠른 확산 향력 증 )

표 2-2.트 터의 개요

2.2.1.트윗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분석 상 데이터로 트 터의 문자 메시지인 트윗

(tweet)19)을 선정하 다.트윗은 언어 분석이 가능한 비정형의 텍스트

데이터로(미래창조과학부,2014),텍스트 마이닝20)기법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본 연구의 분석 자원으로 쓰이는 트윗 메시지의

19)트윗이란 작은 새가 지 귀는 소리를 나타낸 어 낱말로 트 터 내에서 사용

자들끼리 상호 교환 가능한 140자 한도의 텍스트 서비스를 지칭함.

20)자연어로 구성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패턴 는 계를 추출하는 가

치와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을 의미하며,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어처리(NaturalLanguageProcessing)

기술에 기반 한다(정지선,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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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은 오로지 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메시지를 구성하는 몇몇

속성(attribute)들이 기호 약자(abbreviation), 는 URL21)의 형태로

존재하며,이는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트윗 메시지의 구성 요소

<그림 2-5>에서 ①은 리트윗(Retweet)의 말로 사용자 A가 팔로잉

(following)22)하고 있는 사용자 B가 사용자 A에게 보낸 정보 가운데 가

치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사용자 A가 자신의 팔로워(follower)23)들에게

이를 알리고 싶거나 공유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즉 메시지 앞에 RT가

붙으면,이는 다른 사용자로부터 달된 메시지란 뜻이다.

②는 해쉬태그(hashtag)24)를 표 한 문자로 해쉬(hash)는 ‘샵’이라 불

리는 ‘#’ 자를 뜻하며,이를 이용해서 태그를 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2-2>에서는 ‘#양갈비’라는 특정 해쉬태그를 생성하 고,불

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동일 해쉬태그를 사용한다면 ‘#양갈비’에 한

련 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다.<그림 2-6>는 해당 해쉬태그 정보로 #

양갈비 를 해쉬태그로 활용한 모든 사용자들이 생성한 총 46,789개의

련 정보를 보여 다.

21)데이터의 치를 계층 으로 나타낸 경로명을 의미함.

22)특정 사용자가 작성한 을 구독하는 개념으로,A가 B를 팔로잉한다는 의

미는 A가 B가 생산하는 정보의 구독자가 된다는 의미임.

23)특정 사용자가 생산한 정보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을 지칭한다.A가 B를 팔

로잉한다면,A는 B의 팔로워가 됨.

24)SNS에서 ‘#특정단어’형식으로,특정 단어에 한 이라는 것을 표 해 주

는 기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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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해쉬태그 #양갈비 의 련 정보 모습

③은 맨션(mention)으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트윗을 하면서 제3자를

언 하는 것을 의미한다.즉, 에서 특정인을 언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사용자 ID’형태로 활용 가능하다.<그림

2-2>에선 ‘마리모’라는 사용자를 언 한 것이다.④는 데이터 URL로

해당 트윗 메시지의 출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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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트윗의 공간 단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게 될 GIR기법은 텍스트 구문을 분석하여 치정

보를 추출하는 기법이다.즉,텍스트 구문이 특정 치에 한 ‘지명정보’

를 제공하고 있어야 치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다시 말해 ‘지명정보’가

없다면 치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뜻이다.‘지명정보’의

존재 유무는 분석 상이 되는 트윗의 치정보 추출이 가능한가,불가

능한가를 나 는 기 이 된다.더불어,그 ‘지명 정보’를 뒷받침 하

는 ‘공간 단서’들이 존재한다면 분석 상 트윗이 의미하는 치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단일 트윗에 한 치정보를 추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텍스트 메시지의 는 <그림 2-7>와 같다.

그림 2-7.트윗 메시지의 공간 단서

<그림 2-7>트윗 메시지에서 ‘지명 정보’는 ‘이태원’이며,이를 뒷받침

하는 ‘공간 단서’는 ‘수제맥주’이다.즉,공간 단서로 인해 ‘이태원’에

치한 ‘수제맥주’집이란 추론이 가능해 진다.실제로 트윗은 ‘이그

램(Mil2gram)’이라는 맥주집의 상호 명을 가지고 있어 치정보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하지만 ‘이그램’이라는 상호명이 없다 하더라도

트윗은 이태원에 치한 ‘수제맥주집’들로 트윗 텍스트가 의미하는

치정보 후보군들을 압축할 수 있다.

만약 ‘수제맥주’도 없고 ‘이그램’도 텍스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

해 보자.지명정보인 ‘이태원’을 뒷받침해 아무런 공간 단서가 없으

니 서울의 행정구역인 ‘이태원동’보다 더 작은 단 의 지명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다.<그림 2-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명 정보인 ‘이태원’

의 공간 단서인 ‘수제맥주’를 활용하면 총 9건의 치정보 후보군으로

압축할 수 있는 반면,공간 단서 없이 ‘이태원’이라는 지명 정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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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면 총 4,126건의 치정보 후보군을 얻게 된다.즉,지명 정보

를 뒷받침하는 공간 단서의 존재 유무와 더불어,공간 단서가 많을

수록 트윗이 의미하는 정확한 치정보 후보군을 추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림 2-8.공간 단서 유무에 의한 치정보 후보군 추출의 차이

이와 같이 치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공간 단서’들을 내포하고 있

는 텍스트 메시지들은 치정보를 추출하는데 그 지 않은 트윗들보다

상 으로 높은 추출 정확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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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리정보탐색을 이용한 트윗의 치정보 생성 기법

본 연구에서 수행한 GIR을 활용한 단일 트윗의 치정보 생성 기법의

상세 흐름은 <그림 3-1>과 같다.

첫째,‘트윗에서 개체 탐지’에서는 자연어처리를 통해 정제되어 있지

않은 기존 트윗의 텍스트를 분석 수행에 알맞게 불필요한 요소들을 정리

한다.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여 정제된 텍스트를 동작성 명사(NCPA),상

태성 명사(NCPS),비서술성 명사(NCN),고유명사(NQQ),인칭 명사

(NPP)형태의 개체로 분류하여 탐지한다.그 후,토픽 모델링을 수행하

여 분류된 개체들 표성을 가지는 토픽(개체)들을 탐지한다.

둘째,‘지명을 포함한 후보 개체 집합 생성’에서는 이 게 추출한 개체

들을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 사 내의 개체명들과의 시멘틱 매칭을 통해

트윗의 서울내 행정지역별 치가 어디인지 악한다.토픽모델링 수행

시 표성이 높았던 토픽들을 활용하여 키워드 조합을 통한 지명을 포함

한 개체 집합을 형성한다.즉,공간 질의어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후보 개체 집합의 치정보 생성’에서는 조합한 후보 개체

집합을 활용하여 Daum 지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수행하고, 치정

보(X,Y)를 추출하여 치정보 후보군을 생성한다.이 후,생성된 후보군

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층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유력한 군집를 도출한다. (point)형태의 군집을 폴리곤(polygon)

형태의 심지역(AOI)으로 표 하기 해 가상의 격자를 생성하고 생성

된 격자와 형태의 군집간의 공간조인 연산을 수행한다.최종 으로

트윗이 의미하는 치와 공간조인 연산된 폴리곤 형태의 격자인 심지

역으로 표 한다.



-28-

그림 3-1.상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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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의 상세 흐름도의 과정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면,분석

상이 되는 트윗의 지명정보와 공간 단서의 포함 여부에 따라 ①지명정

보가 서술되지 않은 트윗,②1개의 지명정보가 서술된 트윗 ③1개의 지

명정보와 상호명이 서술된 트윗,④n개의 지명정보가 서술된 트윗,그리

고 ⑤n개의 지명정보와 상호명이 서술된 트윗의 총 5가지 유형의 트윗

에서 치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그림 3-2).

그림 3-2.분석 결과에 따른 트윗의 분류

1)지명정보가 서술되지 않은 트윗

그림 3-3.지명정보가 서술되지 않은 트윗 시

<그림 3-3> 트윗의 구문 ‘오늘도 굿모닝. 물 마실 시간입니다!?

https://t.co/lY0yD2f8Do’은 트윗을 생성한 사용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성

어로만 구성되어있다.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리 정보를 추론할 수 있

는 단서가 될 만한 어떠한 단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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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지명정보가 서술된 트윗

그림 3-4.1개의 지명정보가 서술된 트윗 시

<그림 3-4> 트윗의 구문 ‘날계란 톡.토핑을 제한 욕#카

#lunch#foodpic#foodstagram #instafood#맛스타그램 #먹스타그램 #먹

방 #종로 #맛집… https://t.co/TQXNCRnhSz’의 경우 ‘종로’라는 하나의

지역 정보밖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다만 <그림 3-4>의 트윗은 ‘카 ’

라고 하는 단서를 주고 있다.즉,트윗의 실제 치는 종로에 있는 카

음식 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3)1개의 지명정보와 상호명이 서술된 트윗

그림 3-5.1개의 지명정보와 상호명이 서술된 트윗 시

<그림 3-5>트윗의 구문 ‘민어지리가 있었던 자리.#삼청동 #병우네 #

민어지리 #믿고먹는용 맛집 @ 병우네 https://t.co/usVVgt9v5U’는 ‘병

우네’라는 ‘상호명’이 철자의 오류없이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이 경우

‘병우네’는 ‘특정 상호명’이자,지명정보인 ‘삼청동’을 뒷받침하는 공간

단서가 된다.구문 해석을 통해 ‘병우네’라는 식당이 삼청동에 치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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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n개의 지명정보가 서술된 트윗

그림 3-6.n개의 지명정보가 서술된 트윗 시

<그림 3-6>의 트윗은 특정 상호명은 존재하지 않지만,‘홍 ’,‘상수

동’,‘상수역’,‘산울림소극장’과 같이 1개 이상의 지명정보를 포함하고 있

으며,‘소주안주’,‘스모크치즈’,‘술집’과 같은 공간 단서들도 존재한다.

5)n개의 지명정보와 상호명이 서술된 트윗

그림 3-7.n개의 지명정보와 상호명이 서술된 트윗 시

<그림 3-6>의 트윗과는 달리 <그림 3-7>의 트윗처럼 ‘이화바로그집’

이라는 특정 상호명이 명시되어 있지만,동시에 ‘서 문’,‘ 동’,‘신 ’,

‘이 ’,‘이화여 ’와 같이 다수의 지명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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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트윗에서 개체 탐지

3.1.1.자연어처리

1)텍스트 정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자연어처리 과정은 <그림 3-8>와 같으며 KNIME

을 활용한 정제과정은 <부록 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earchAPI를

통해 수집된 트 터 데이터 ‘기 풍할맛 #장승배기맛집 #맛집 #닭

갈비 #닭볶음탕 의 간임-먼가 애매한 #음식 이지만 반정도 먹다가

#떡사리 #리면사리 그리고 #마무리 #볶음밥 까지

***http://t.co/o5RXAIYsxo’이란 텍스트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림 3-8.자연어처리 과정

PunctuationErasure는 에서 ‘#’,‘-’,‘*’과 같은 구두 들을 제거한다.

즉,‘기 풍할맛 장승배기맛집 맛집 닭갈비 닭볶음탕 의 간임 먼가

애매한 음식 이지만 반정도 먹다가 떡사리 리면사리 그리고 마무리 볶

음밥 까지 httptcoo5RXAIYsxo’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N CharsFilter는 특정 문자의 수 이하로 구성된 단어를 제거하는 과

정이다.즉, 임말이나 작성자의 오타로 인한 낱말들(RT,AX,QR등)

같이 단어를 구성하기 한 최소 문자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낱말들을

삭제하여,구문 상의 의미 없는 단어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를 들어,

‘RT“@jmseek21:김어 "곳에서 수개표해야"선인터넷 기능 제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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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투표소 수개표'주장 http://t.co/I1HycxqMWH”jjcZbc5rS”이라는 텍

스트를 입하면 단어의 구성 형태를 갖췄다고 보기 힘든 ’RT’가 제거

된다.

Number Filter는 텍스트에 포함된 숫자들을 제거하는 기능으로,

‘150917#후식 으로는 #빵꼼마 #카페 ㅎㅎㅎ #카토쇼콜라 #할머니식티라

미수 # 몬머랭 이 ㅎㅎㅎ #홍 카페’라는 텍스트가 있다면,‘150917’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열을 반환한다.Caseconverter는 어문장의 문자

(uppercase)를 소문자(lowercase)로 변환해 주는 작업이다 Stop

WordFilter는 불용어25)처리를 한 과정으로 텍스트 내에 빈번하게 사

용되어 검색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어들을 불용어라 한다(Thiel,2009).

KINME에서 제공하는 StopWordFilter에는 ‘StopWordList’를 따로 작

성할 수가 있다.이는 즉,연구자가 직 불용어를 임의로 시스템에 등록

하여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본 연구에서 3.1.2.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텍스트 구문 후미에 치하고 있는 데이터 URL을 StopWord

List에 등록하여 자동 으로 제거하 다.

포터 스테머(Porterstemmer)는 Porter알고리즘을 활용한 스테

(stemming)기법(Willett,2006)으로 흔히 ‘어간 추출’이라 불린다.Porter

알고리즘은 웹 검색 엔진에서 흔히 사용되며,단어의 미사를 제거하거

나 다른 단어로 치시키는 역할을 한다.즉,어형이 변형된 단어로부터

사 등을 제거하고 그 단어의 어간을 분리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이를

활용한 시는 <그림 3-9>와 같다.

25)검색 시 검색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 사, 치사,조사, 속사 등 검

색 색인 단어로 의미가 없는 단어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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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어간 추출 활용 시

어간을 추출한다는 의미는 ‘먹(어간)+으니(어미)’와 같이 용언의 구조

에 맞춰 단어를 나 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3-9>에서 문자열 ①과 ②

의 어간으로 각각 cat과 fish가 추출되며,이는 올바른 어간 추출의 이

다.반면에 ③의 어간으로 argu가 추출되어 올바르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이는 추출된 어간이 어근이나 단어의 원형과 일치하지 않는 경

우로,어간 추출의 목 은 어근과 차이가 있더라도 련이 있는 단어들

이 일정하게 동일한 어간으로 맵핑되게 하는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어

간은 반드시 어근과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어간 추출을 통해 검색엔진의 색인어26)수를 반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다.만약,같은 의미를 지니는 여러 품사의 단어를 모두 다 색인어로

사용하게 되면 스테 된 단어에 몇 배에 달하는 일 크기를 가지게 되

고 정보 검색에 있어서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에 해 검색결과로 출

력해주는데 있어 매우 비효율 이다.

26) 요한 단어나 항목,인명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순서에 라

별도로 배열하여 놓은 목록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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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연어처리과정을 수행하면 최종 으로 <그림 3-10>와 같은 결

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10.자연어처리 결과

2)형태소 분석

추출된 토픽들을 한나눔 형태소 분석기의 품사태그27)를 기반으로 형태

소를 분석하여 동작성 명사(NCPA),상태성 명사(NCPS),비서술성 명사

(NCN),고유명사(NQQ),인칭 명사(NPP)로 분류하고,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은 제거하 다.자연어처리 결과인 <그림 3-10>의 ‘지스 닭

갈비 한국에서 먹스타그램 인하 후문 썸’의 경우 형태소 분석을 수행

하면 ‘지스 닭갈비 한국 먹스타그램 인하 후문 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7)https://github.com/haven-jeon/KoNLP/wiki/KoNLP-examples의 Taginformation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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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토픽 모델링

이에 본 연구에서는 KNIME의 LDA 툴을 활용하여,개별 SNS메시지

에서 토픽(개체)을 추출하 으며(<부록 B>),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

할 수 있다(Bleietal.,2003).

1.Choose ～ Poisson.

2.Choose ～ Dir.

3.Foreachofthe words:

(a)Chooseatopic ～ Multinomial.

(b) Choose a word  from  , a multinomial

probabilityconditionedonthetopic.

여기서 와 는 코퍼스 단 로 정해지는 값이고,과 는 문서 단

로 정해지는 값이다.는 각 주제별로 특정 단어가 생성될 확률이 담긴

테이블(2차원 매트릭스)이며,은 문서의 길이,는 해당 문서에서 각

주제의 가 치를 나타낸다.즉,의 각 엔트리 값을 합치면 1이 된다.

는 문서의 번째 단어에 한 주제 벡터(하나의 엔트리만 1이고 나머지

는 0)이다.이 모델에서 주제의 개수는 (nooftopics)로 고정되어 있으

며,따라서 와 는 길이가 인 벡터이다.즉,어떤 문서에 해 라미

터 (주제 벡터)가 있고,앞에서부터 단어를 하나씩 채울 때마다 로부

터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고,다시 그 주제로부터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

으로 문서 생성 과정을 모델링하는 것이다(그림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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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LDA의 실행 원리(Bleietal.,2003)

와 같은 방법으로 문서 내용을 성공 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면 이미

존재하는 문서의 라미터 를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다.만약 문서 A1

과 B1이 있을 때,주제는 비슷하더라도 각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의 종류

나 빈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키워드 기반의 모델로는 유사도

를 계산하거나 주제를 분류 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그러나 이미 보유

한 많은 텍스트에 기 하여 와 를 알아 두고,개별 문서의 를 계산

할 수 있다면,이 를 가지고 유사도 계산이나 분류 작업을 쉽고 정확하

게 수행할 수 있다.

LDA 모델을 이용하기 해서는 토픽 단어 그룹 개수인 값을 임의로

정의해야 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문인 트윗 메시지에서 토픽을 추

출하기 한 최 의 값을 정의하기 해 값을 바꿔가며 실험을 수행

하 고,가장 어색하지 않게 추출되는 값을 트윗 메시지의 길이에 따라

5에서 10사이로 선정하 다.

LDA에서 모델 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①variational

reference(Bleietal.,2003)와 ②Gibbssampling(Griffiths와 Steyvers,2004)

로 구분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식은 Gibbssampling으로,식

(3-1)로 특정 단어의 토픽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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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식 (3-1)은 문서 집합에서 번째에 나오는 단어 의 토픽이 일 확률

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에 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① 토픽에 할당된 체 단어 해당 단어의 유율이 높을수록 일

확률이 크다

② 가 속한 문서 내 다른 단어가 토픽 에 많이 할당될수록 일 확률

이 크다.

즉,한 문서에 같이 등장하는 빈도가 큰 단어들은 같은 토픽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의 조건을 반복(itereation)하여 토

픽을 찾아내게 된다. 를 들어 “#압구리 #압구정동 #먹쉬돈나 #떡볶이 #

먹스타그램 #???#맛있는 #일요일 언니랑 화보고 떡볶이타임!????@먹쉬돈나

압구정 https://t.co/UN1LQgYSMi”의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이 구문

에선 ①의 규칙에 따라 토픽(먹쉬돈나 는 떡볶이)가 유율이 가장

높으므로 메시지의 토픽이 (먹쉬돈나 는 떡볶이)일 확률이 높다.결

과 으로 의 ① 는 ②의 방식에 따라 서로 련 있는 단어들끼리

당한 크기의 토픽으로 분류되며, 용 는 <그림 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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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LDA 용 시

3.2.지명을 포함한 후보 개체 집합 생성

3.2.1.공간정보 사 구축

GIR은 정제되어있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공간정보를 추출하는 일

련의 과정을 뜻한다.GIR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해 분석

상이 되는 텍스트의 자연어처리 과정도 요하지만,이에 못지않게

요한 것이 자체 구축한 말뭉치나 기타 외부 지명 어휘 사 을 활용한

지리 정보의 명확화이다.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423개의 행정동 명과,행

정 지역별 지하철 역명,그리고 3권역과 4권역의 간선버스 역명에 기

하여 자체 으로 공간 지명 정보 어휘 정보 사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 다(표 3-2).3권역의 간선 버스노선은 301,302,303,3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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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분류 내용

강남구

지하철역

삼성(무역센터),선릉,역삼,강남,압구정,신사,매

,도곡, 치,학여울, 청,일원,수서,청담,강남

구청,학동,논 ,신논 ,언주,선정릉,삼성 앙,

은사,압구정로데오,강남구청,선정릉(한국과학창

의재단),선릉,한티,도곡,구룡,개포동, 모산입

구,수서

행정동

신사동,논 1동,논 2동,압구정동,청담동,삼성1

동,삼성2동, 치1동, 치2동, 치4동,역삼1동,역

삼2동,도곡1동,도곡2동,개포1동,개포2동,개포4동,

세곡동,일원본동,일원1동,일원2동,수서동

3권역/4권역

간선버스

일원본동주민센터, 용아 트, 치동은마아 트,

학여울역,한국무역센터,학동역,반포역,래미안포

아 트,개포주공3단지,개포주공4단지,개포동역,도

곡역,매 역,말죽거리,뱅뱅4거리,강남역,신논

역,구룡마을,개포주공1단지,매 삼성아 트SK리

더스뷰,매 역양재최의원,양재역말죽거리,강남베

드로병원,도곡개포 한신아 트,개포시 아 트,개

포우성아 트,구룡산,강남한양수자인아 트,방죽

마을,세곡문화복지회 , 왕 등학교,은곡마을,은

곡마을진입로,LHe편한세상,LH이편한세상,세곡푸

르지오,한남 교 망카페,경기여고,개포주공5단지,

강남구민회 , 베스티안병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역삼 학교,강남세 란스병원,모커리

표 3-1.자체 구축한 공간 정보 사 시(강남구)

340,341,350,351,360,362,370이며,4권역의 간선 버스노선은 400,

401,402,405,406,407,420,421,440,441,461,462,463,470,471,472

이다. 복되는 노선의 역들은 어휘사 구축과정에서 배제하 다.

한 ‘앞, ,뒤,오른편,오른쪽,왼편,왼쪽,뒤쪽,앞에, 에,뒤에,

맞은편,건 편’과 같이 공간 요소를 서술하는 어휘를 추가하 으며,

구축한 공간 정보 사 은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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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도곡1차아이 크,역삼월드메르디앙,기쁨

병원,도곡 슬아 트,수도 기공고,시립개포도서

,개포 학교,신사역,교보타워사거리,교보타워,

세곡 학교,세명 등학교,래미안강남힐즈,강남더

샵라르고오피스텔,못골마을,신사동사거리,신사사

거리,신사동고개,언북 학교,호림아트센터,일지아

트홀,압구정동노인복지센터,압구정 출소, 고

등학교, 림교회,강남 힐스테이트에코,세곡2지

구3단지,세곡2지구4단지,수서역KT수서지 ,궁마

을,태화기독교사회복지 ,수서삼성아 트,푸른마

을아 트앞, 치역강남구민회 ,서울교회,일원동

한솔아 트, 상록수아 트, 시립수서청소년수련 ,

수서119안 센터,로즈데일빌딩,삼일자동차학원,강

남자동차검사소, 연자동차학원앞, 국악고등학교,

국악고교사거리,도곡한신아 트,삼익아 트,총지

사, 동 앙교회,GS타워,차병원,차병원사거리,

언주역,언주역2번출구,논 고개,강남을지병원,삼

성역,한국무역센타, 은사역,청담역,경기고등학

교,강남구청,강남세무서, 동고,한양아 트,갤러

리아백화 ,압구정로데오역, 아 트,압구정역,

수서역,일원역, 모산입구역, 치아 트,개원 학

교, 치동미도아 트,은마아 트,은마아 트입구

사거리, 치역,한티역,선릉역,역삼럭키아 트,럭

키아 트,우성아 트,무역센터,역삼세무서,신논

역,논 역,휘문 고등학교,개나리아 트,코엑스,

코엑스북문,삼성 앙역,선정릉역,신사 학교, 리

마호텔,청담 등학교,뱅뱅사거리,뱅뱅 라자,신분

당선강남역, 치동국제아 트,압구정역4번출구,논

동고개,역삼역,경남아 트,개포1단지연 매장,

개포고등학교,개일 등학교,그랑 리백화 ,구룡

학교,단 부고, 치아이 크,도성 등학교,진선

여고,무형문화재 수회 ,한국토지주택공사앞,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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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건소,강남구립국제교육원,강남구청역,강남경

찰서면허시험장,강남경찰서,삼성1 출소,청담동래

미안아 트,삼성동서 아 트,진흥아 트,연 매

,포스코빌딩,강남운 면허시험장,포스코건 편,

역삼e-편한세상아 트,개포주공7단지,래미안하이

스턴, 치순복음교회,도곡1동주민센터,서울상록회

,한국기술센터,아가방빌딩,포스코P&S타워,한

서병원,한국자산신탁,르네상스호텔,도성 교사거

리,역삼동개나리아 트,신한은행데이터센터, 래

티넘아 트, 동고교,라마다서울호텔,신구 학교,

씨네시티,도산공원,한별구립어린이집,아크로힐스,

동시장, 청역,쟁골마을,삼정호텔,수도공고,구

룡역

공간 어휘
앞, ,뒤,오른편,오른쪽,왼편,왼쪽,뒤쪽,뒤편,

앞에, 에,뒤에,맞은편,건 편

3.2.2.최소 편집거리 알고리즘을 활용한 시멘틱 매칭

본 연구에서는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 사 과 트윗 메시지에서 추출한

명사들 간의 유사성을 단하기 하여 두 문자열의 유사도를 도출할 수

있는 최소 편집거리 알고리즘(Levenshtein,1966)을 이용하여 시멘틱 매

칭을 수행하 다(<부록 B>).

편집거리는 두 문자열의 차이를 측정하기 한 문자열 측정 단

(stringmetric)로써,다른 문자열을 획득하기 해 하나의 문자열을 수

정하는데 필요한 편집 작업의 최솟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유사도를 측

정한다(Gilleland,2009).즉,두 개의 문자가 있을 때 문자 ‘a’를 문자 ‘b’

로 바꾸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비용의 측정에는 삽

입(insertion),삭제(deletion),치환(substitution)의 세 가지 비용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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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최소 편집거리를 구하기 해서는 2차원 배열을 이용하며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3-13).우선 열(row)에 문자열 A(장승배기물닭갈비)를,

행(column)엔 문자열 B(장한평소갈비)를 순차 인 숫자로 변환하여 입력

한다.문자열 A의 ‘장’과 문자열 B의 ‘장’은 서로 같은 문자이며,이럴 경

우 각선 쪽의 값을 그 로 가져온다.다음으로 비교될 문자열 A의

‘승’과 문자열 B의 ‘장’은 서로 다른 문자이다.이러한 경우 각선 ,

좌측, 가장 작은 값에 1을 더한 값을 가져온다.이러한 과정을 거

쳐 최종 으로 문자열 A와 B의 최소 편집거리는 5가 된다.

그림 3-13.최소 편집거리 계산 과정

“#압구리 #압구정동 #먹쉬돈나 #떡볶이 #먹스타그램 #???#맛있는 #일

요일 언니랑 화보고 떡볶이타임!????@먹쉬돈나압구정 https://t.co/UN1LQgYSMi”

의 트윗에서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추출한 개체(토픽)를 최소 편집거리

알고리즘을 용하여 공간정보 사 과 시멘틱 매칭을 수행하면 <그림

3-14>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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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최소 편집거리 알고리즘 용 시

3.2.3.연 키워드 조합을 통한 후보 개체 집합 형성

연 키워드 조합을 통한 후보 개체 집합 형성은 자연어처리 토픽

모델링을 통해 추출한 개체들,즉,사용자가 텍스트에 서술한 공간 정보

지명이 실제 지명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다.본 과정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지명 정보에 한 련 키워드 질의어의 확장(spatial

queryexpansion)을 통해서 정보 검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그러나

종종 사용자가 입력하는 기 질의어는 의성 문제로 인해 명확한 정보

를 제공받기에는 무 짧고 빈약한 경우가 많다(Xu와 Croft,1996). 기

질의어에 한 의성 해소와 검색 정확도를 높이기 해 본 연구에서는

추출한 개체들 간의 조합을 통하여 질의어의 확장을 유도했다.

3.3.2.의 토픽 모델링 과정에서 추출한 토픽(개체)들을 활용하여 연

키워드 조합을 실시하 다.<그림 3-15>의 왼쪽과 같이 토픽 모델링을

통해 추출한 개체(토픽)들 표성이 가장 큰 주제들로 압축한다(그림

3-15,오른쪽).여기서 표성이란 토픽 모델링(LDA)수행을 통해 도출

된 각 주제별 수(weight)이다.토픽 모델링은 연구자가 할당한 임의의

값에 만족하는 토픽의 수가 나올 확률이 충족될 때 까지 <그림 3-11>

의 연산을 반복(iteration)한다.<그림 3-15>의 경우,‘먹쉬돈나’라는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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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분석 상이 되는 트윗 구문의 다른 토픽들 보다 크며,이는

‘먹쉬돈나’가 가장 향력 있는 토픽이라는 뜻이다.‘먹쉬돈나’는 410,

220,185,165의 수를 가지고 있으며,이 가장 높은 410의 수를

해당 토픽의 LDA 수로 취한다.추출된 나머지 토픽들(떡볶이,언니,

압구정 ,맛,타임,압구리,압구정동)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장 높은

LDA 수를 할당한다.

이 게 각 토픽의 가장 높은 LDA 수를 취하는 이유는 후보 개체

집합(연 키워드 조합)을 형성하기 해서이다.만약 연 키워드 조합

시,‘먹쉬돈나’라는 개체가 복으로 조합( ,‘먹쉬돈나,먹쉬돈나’)되면

기 질의어의 의성 해소라 볼 수 없으며,같은 질의어의 반복에 의한

무의미한 조합이다.

그림 3-15.연 키워드 조합을 한 표 토픽(개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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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i-boss의 연 키워드 조합 툴

인 SubKeyCreator를 활용하여 추출한 개체들을 조합 하 다.<그림

3-15>의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가장 표성(weight)이 큰 4개의

개체인 ‘먹쉬돈나’,‘떡볶이’,‘언니’,‘압구정 ’을 활용하여 연 키워드

조합을 통한 후보 개체 집합을 형성했다(표 3-3).

No 후보 개체 집합

1 {먹쉬돈나,떡볶이}

2 {먹쉬돈나,언니}

3 {먹쉬돈나,압구정 }

4 {떡볶이,먹쉬돈나}

5 {떡볶이,언니}

6 {떡볶이,압구정 }

7 {언니,먹쉬돈나}

8 {언니,떡볶이}

9 {언니,압구정 }

10 {압구정 ,먹쉬돈나}

11 {압구정 ,떡볶이}

12 {압구정 ,언니}

표 3-3.키워드 조합을 통한 후보 개체 집합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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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후보 개체 집합의 치정보 생성

자연어처리와 토픽 모델링,그리고 질의어의 확장을 통해 획득한 개체

집합들을 활용하여 Daum 지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수행하면 개체

집합들이 의미하는 치정보 후보군(X,Y 좌표를 가진)이 형성되게 된

다.텍스트에서 추출된 개체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활용되느냐에 따라

치정보 후보군의 수는 달라진다.이 게 추출된 서로 다른 치정보 후

보군들 트윗이 실제 의미하는 후보군이 무엇인지에 따른 후보군의 분

류가 후보 개체 집합의 치정보 생성 과정에서 수행하는 가장 핵심이

다.

여러 개체들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사성이 높은 상 집단을 분류

하고,다른 집단에 속한 개체들의 유사성과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객체

간의 상이성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은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이다.

군집분석은 군집의 개수,내용,구조 등이 완 히 알려지지 않는 상태

에서 특성을 악하며,군집들 간의 계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탐색 통계분석의 성격을 띤다(Han과 Kamber,2005).유

사도만 정의되면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용이 가능하며,데이터에 한

사 지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분석에 용하는데 용이하다(이종상,

2013).군집 분류 기법은 데이터 마이닝(datamining),의사결정(decision

making),패턴분석 분류(patternanalysisandclassification),머신러

닝(machinelearning)등의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최

근에는 새로운 군집 분류 알고리즘 개발에 한 연구보단 존하는 기법

을 응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군집 분석 방법은 각 측정치 사이의 유사성의 척도로써 무엇을 사용하

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Guhaetal.,1998).유사도를

결정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간단한 단 기 에는 각 측정치 사이의 거리

(distance)가 있다.거리를 기반으로 한 유사도 측정에는 유클리디언 거

리(Euclideandistance),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distance),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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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코스키 거리(Minkowskidistance)가 표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리에 한 유사도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크고,거리가

멀수록 유사도가 낮은 사실을 군집화 단계에 용한다.이러한 유사도

측정 척도에 기 하여 군집내의 변량에 한 군집간의 변량을 최 화시

키는 방법에 따라 계층 (hierarchical)방법과 비계층 (non-hierarchical)

방법이 존재한다.

계층 군집분석은 유사성이 가까운 순서 로 개체들을 군집화 해 가

는 방법이다.반면에 비계층 군집분석은 군집의 심이 되는 seed

들 집합을 선택하여 그 seed 과 유사성이 높은(거리가 가까운)개체들

을 군집화 하는 방법이다(Han과 Kamber,2005).하지만 비계층 군집

분석의 경우 분석 에 군집 수에 한 연구자 개인의 상이 필요하며,

처음 선정한 seed 들에 한 향력이 무 높아 군집 분류 결과가 계

속 다를 수 있다. 한 군집의 수와 seed값의 치의 결합 조건이 무

많아서 군집 분류를 한 계산이 용이하지 못하고 오래 걸린다는 단 이

있다(Han과 Kamber,2005).

본 연구에서는 분석 수행에 걸리는 시간(computationtime)에 비례하

는 정확도를 고려했을 때,개체끼리 유사도를 측정하여 가장 유사한 개

체끼리 순차 으로 묶어 분할해 가는 계층 군집분석 방식이 더 효과

이라 단했다.Seed 의 향력이 큰 비계층 방식의 경우,사 에

군집의 개수를 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seed가 될 치정보 후보군

과 군집 개수를 정의할 수 없다.

군집분석을 한 유사도의 척도는 거리를 기 으로 했으며,가장 표

인 거리 척도인 유클리디언 거리기반 유사도(Eucliedean distance

similarity)를 활용하 다.이 후 측정된 유사도를 기반으로 계층 군집

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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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개체 집합의 치정보(X,Y)후보군 추출

형성한 개체 집합을 활용하여 Daum 지도에서 심지 후보군을 검

색하 다(그림 3-16).3개 이상의 조합 키워드는 Daum 지도에서 오히려

검색 정확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이러한 이유로 질의어의 확장

은 2개 단어의 조합까지만 허용하 다. 한 Daum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고 biz-gis의 지오코딩 툴을 활용하여 심지 후보군을 지오코

딩 하 다.

그림 3-16.개체 집합의 치정보(X,Y)후보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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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치정보 후보군 간 유사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치정보 후보군 간 유사도 측정방식으로 유클리디언

거리 측정법을 활용하 다.단순히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2차원에 두

이 있고 그 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거리측정이 어렵지

않다.허나,다차원 좌표에서 두 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이 게 n차원의 공간에서 두 간의 거리를 알아내는 것이 유클

리디언 거리로,‘L2Distance’라고도 불리며,거리가 짧을수록 유사하다

단한다(Huang,2008).두 와 가 각각      과

     의 좌표를 가질 때 유클리디언 거리를 활용한 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식 (3-2)).

 



 




 (3-2)

유클리디언 거리 유사도는 일반 으로 유사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깝고,

낮을수록 0에 수렴하게 표 하므로 다음과 같은 추가 인 연산을 수행한

다(식 (3-2)).아래의 수식에서 는 식 (3-2)에서 구한 유클리디언 거리

수이다.




(3-3)

유클리디언 거리를 기반으로 각 지 들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한 결과

는 <그림 3-17>과 같다.①은 3.3.1 의 공간 질의어 확장을 통해 Daum

지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후보 심지 들이며 ②는 유클리디언 거

리 기반 행렬,그리고 ③은 유클리디언 거리 수(유사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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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유클리디언 거리 기반 유사도 측정

3.3.3.계층 군집 분석

계층 군집분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들을 하나씩 군집화하고

순차 으로 다른 군집을 포함하는 큰 군집을 형성하면서 다른 군집과의

복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아래서 진행되는 방법으로,<그림 3-18>와

같이 병합 (AGNES)방법과 분할 (DIANA)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Han과 Kamber,2005).병합 방법은 상향식(bottom-up)방법으로 각

객체를 가각의 군집으로 배치한다.군집들은 어떤 기 에 따라서 단계

으로 병합이 되는데,이때의 기 을 로 들면 유클리디언 거리를 활용

하여 최단거리에 치한 군집끼리 병합하는 것이 기 이라 할 수 있다.

객체 모두가 결과 으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여 합쳐질 때까지 반복

으로 수행한다.

분할 방법은 하향식(top-down)방법으로 객체 모두를 하나의 기

군집으로 형성하기 해 사용한다.군집은 군집의 가장 가까이 이웃해

있는 객체들 간의 최 유클리드 거리와 같은 기 을 사용하여 분할한

다.즉,유클리디언 거리 값이 크다( 치상으로 멀리 있다)는 것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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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해서 먼 분할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그림 3-18.병합 (AGNES),분할 (DIANA)군집분류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구 상을 포함하는 하나의 군집에서 시작하여

가장 이질 인 상이나 군집을 분리시키면서 최 의 군집을 찾는 방식

인 분할 방법에 기 한 계층 군집기법을 용하 다.

분할 방법에는 최단 거리,최장 거리,평균 거리, 심 거리,그리고

Ward연결법이 존재하며(Kidane와 Bonds,2015),이 최단,최장,평

균 거리 연결법이 가장 으로 쓰인다.이 세 개의 연결법을 비교하

면 <그림 3-19>와 같다.

그림 3-19.계층 군집분석의 세 가지 연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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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일(최단)연결법(nearestneighborselection;singlelinkagemethod)

단일(최단)연결법은 군집 간의 최소 거리를 이용하는 것으로,군집

에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멤버들만 고려하기 때문에 외톨이 항(outlier)

에 민감하다.즉,멀리 떨어져 있는 개체가 하나라도 새로 추가되면 체

군집 구조가 변해버릴 수도 있다. 한 군집의 반경이 각 군집의 구성원

들 간의 최 거리를 갖게 하면 단일(최단)연결 군집 기법은 매우 큰

반경을 갖는 군집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계층 군집분류의 최단 거리

는 식 (3-4)로 정리할 수 있다.

min∈∈ (3-4)

두 군집  와  사이의 거리 dUV 를 각 군집에 속하는 임의의 두 개

체들 사이의 거리 최단거리로 정의하여 가장 유사성이 큰 군집을 묶

어 나가는 방법이다.이러한 단일(최단)연결법은 수리 인 면이 매우 우

수하며,이에 따라 컴퓨터 처리시간이 비교 빠르다. 한 자료에 한

단조변환에 하여 나무구조가 불변하기 때문에 순서 의미를 갖는 자

료에 하여 좋은 결과를 제공한다.그러나 두 군집이 몇 개의 개체들로

연결된 ‘고리 상’이 있을 경우 부 한 결과를 낳게 된다.군집의 수가

고,이상 개체 단에 유리한 장 이 있다.

2)완 (최장) 연결법(furthest neighbor selection;complete linkage

method)

완 (최장)연결법은 두 군집의 각 개체 가장 멀리 있는 개체의 거

리를 단하는 것으로,두 군집들 간의 조합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가 상

으로 비슷할 때만 가깝다고 간주한다.이 연결법 한 외톨이 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며,작은 반경을 갖는 함축 인 군집을 추구한다.하지만

일부 개체들은 자신들의 남은 군집들보다 다른 군집에 훨씬 더 가까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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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계층 군집분류의 최장 거리는 식 (3-5)와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max∈∈ (3-5)

두 군집  와  사이의 거리  를 각 군집에 속하는 임의의 두 개

체들 사이의 거리 최장거리로 정의하여 가장 유사성이 큰 군집을 묶

어 나가는 방법 이다.이와 같은 최장 연결법은 최단연결법과는 조

인 계가 있다.일반 으로,최단 연결법이 고립된 군집을 찾는데 유용

하다면,최장연결법은 군집들의 응집성에 을 둔다고 할 수 있다.즉,

군집간의 거리가 고,개체 수가 은 군집을 얻는 경향이 있다.

3)평균 연결법(averagelinkagemethod)

평균 연결법은 두 군집의 개체들로 구성된 각 마다의 평균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다.크기가 각각 N1,N2인 두 군집 사이의 거리를,

각 군집에서 하나씩의 개체를 택해 연결한 모든 가능한 N1×N2 가지의

거리 dij의 평균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식 (3-6)).

 




 (3-6)

두 군집  와  사이의 거리  를 각 군집에 속하는 모든 개체들

의 평균거리로 정의하여 가장 유사성이 큰 군집을 묶어 나가는 방법이

다.즉,각 군집의 모든 개체들 간의 최소 혹은 최 값을 찾기 해 모든

거리 을 계산하여야 하며,이들의 평균을 구한다.

계층 군집화의 경우 일단 한 군집에 속하게 되면 다른 군집으로 재

할당되는 경우가 없으며,군집 사이의 거리를 다르게 정의하면 다른 결

과가 나타날 수 있다(Ahmedetal,2013).이에 각 개체간의 거리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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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군집간의 거리에 한 정의가 필요하다.단일(최단)연결법은 군

집의 수가 어들고 이상 개체 단에 유리하며 완 (최장)연결법은 군

집간 거리를 최소화 하는 경향이 있어 개체 수가 은 군집을 얻는 경향

이 있다.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트윗 데이터의 텍스트는 어떠한

통계 추론과정에 의한 순서 의미를 갖는 데이터(단일 연결법)가 아

니다. 한 텍스트간의 유사성(최소 편집 알고리즘)과 이를 기반으로 추

출한 후보 군집간의 거리를 척도로 유사한 객체들을 분리하는데 목 이

있으므로 군집의 응집성을 기 으로 분류하는 완 (최장)연결법과는 차

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Ahmedetal.(2013)이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한 계층 군집분석의 를 참고하여, 의 언 된 세 가지 연결법

평균거리 연결법을 활용하여 군집 분석을 수행하 으며,군집 내 개

체 간 거리 임계치 값(distancethreshold)은 0.3으로 설정했다.(<부록

C>).

3.3.4.군집 지역 격자 생성 공간 조인

지오태깅 되어있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하나의 심 지 (POI)만

추출 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물다. 한 지오태깅되어 있지 않은 텍

스트 데이터에서 심지 하나를 추출 했다고 해도,추출한 심지 이

정말 텍스트가 의미하는 지 이 확실한 지에 한 결론은 쉽게 내릴 수

없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집 분석을 통해 추출된 유력 군집이 치하

는 공간 역(area)을 추출하기 해 분석 상이 되는 지역에 가상의 공

간 역을 생성하여,공간 조인 연산을 수행하 다.

심지역을 생성하기 해 Jenness Enterprises28)에서 제공하는

RepeatingShapesforArcGIS10툴을 활용하여 격자(Grid)형태의 가

상의 공간 역을 생성하 다(그림 3-9).RepeatingShapesforArcGIS10

28)http://www.jennessent.com/arcgis/repeat_shap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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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에서 제공하는 격자 형태는 (point),원(circle),사각형(square),직사

각형(rectangles),세모(triangle),그리고 헥사곤(hexagon)이다.물리 형

상이 다를 뿐 분석 으로 차이 은 없으며,연구자의 주 인 심

미 기 에 따라 헥사곤(그림 3-20,좌)형태로 격자를 생성하 다.이

후,포인트 데이터로 형성된 심 지 후보군(그림 3-20)에서 붉은 삼

각형 포인트들)을 폴리곤화 시키기 해, 심지역 후보군과 생성된 격

자와의 공간 조인 연산을 실시하 다.

그림 3-20.군집 지역(동작구)격자 생성(헥사곤,좌 /사각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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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심지 (POI)단 의 심지역(AOI)(좌)과 행정동 단 의

심지역(우) 시

4.실험 용 결과

본 연구는 총 60개의 트윗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본 연구에

서는 <그림 4-1>과 같이 행정동 단 가 아닌 POI수 에 가장 가까운

최소 공간 단 의 AOI를 추출하려 노력하 다.

4.1.지리정보탐색 수행 환경

본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오 소스 툴을 활용하여 총 60개의 트윗을

상으로 GIR을 수행하 다.따라서 구체 인 GIR기법에 한 서술에

앞서 연구 수행에 활용한 툴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그림 4-2).

나임(KNIME)29)은 오 소스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랫폼으로,자

체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분석 패키지를 제공한다. 한 다른 오 소스

랫폼은 Weka나,R,Python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를 나임에서 불러와

활용할 수도 있다.복잡한 코딩 작업 없이,패키지를 활용한 간단한 논리

회로 구성만으로도 연구자가 구 하고자 하는 특정 알고리즘을 수행할

29)https://www.kn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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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이 나임의 최 장 이다.본 연구에서 활용한 나임의 논리

흐름도는 <부록 A>,<부록 B>,<부록 C>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사용

한 패키지는 textprocessing 툴킷,Numeric Distances,Hierarchical

Clustering(DistMatrix),HierarchicalClusterAssigner,ColorManager,

String Matcher, Table Creator, String To Document, Topic

Extractor(Parellel LDA), LatitudeLongitudeToCoordinate, Similarity

Search,그리고 MapViewer이다.

Rstudio30)는 통계,데이터 마이닝 그래 를 한 오 소스 로그

램인 R을 한 통합개발환경(IntegratedDevelopmentEnvironment)으로

R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KoNLP31)패키지,

그리고 한나눔 형태소 분석기32)를 활용하여 텍스트 구문을 분석하 다.

i-boss의 연 키워드 조합 툴인 SubKeyCreator33)를 질의어 확장

조합에 활용하 다.ArcMap10은 Esri사에서 제공하는 공간분석 툴로써

격자 생성 심지역 추출을 해 활용하 다.마지막으로 텍스트에서

추출한 개체명의 의 표 해소를 해 biz-gis에서 개발한 지오코딩

툴34)을 활용하 다.

30)https://www.rstudio.com/

31)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KoNLP/KoNLP.pdf

32)KAIST에서 1999년 개발한 형태소 분석기.

33)온라인 마 랫폼으로 개발된 로그램으로 키워드를 형태소별로 구분한 후

연 규칙 마이닝으로 연산해 세부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http://www.i-boss.co.kr/ab-1486499-25)

34)http://www.biz-gis.com/index.php?mid=pds&document_srl=187250



-59-

그림 4-2.지리정보탐색 수행에 활용한 툴 모음

4.2.데이터 수집 처리

트 터에서 제공하는 SearchAPI35)를 활용하여 2015년 7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6일까지 총 22만 6천 7백 19건의 트윗 메시지를 수집하

다.이 동일한 사용자가 하나의 키워드에 해 두 번 이상 내용을 작

성한 경우에는 ArcMap의 ‘FindIdentical’36)과 ‘DeleteIdentical’37)툴을

활용하여 복성 검사를 수행하 다.최종 으로 분석 단 인 서울시

423개 행정동에 해당하는 11만 3천 9백 87건 무작 로 선정한 총 60

개의 트윗 메시지를 분석에 활용하 다(그림 4-3).

35)트 터의 핵심 콘텐츠 기능을 외부 사이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된 인터페이스로 구나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OpenAPI’라 지칭함.

36)http://pro.arcgis.com/en/pro-app/tool-reference/data-management/find-identical.htm

37)http://desktop.arcgis.com/en/arcmap/10.3/tools/data-management-toolbox/delete-identica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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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SearchAPI를 통해 수집한 서울시 트 터 분포

트 터의 SearchAPI를 활용하여 수집 가능한 트윗 메시지의 다양한

속성 정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필드는 ‘text’,‘coordinates’이다(표

4-1).

상필드 데이터 타입 설명

text String 트윗 메시지의 텍스트 정보

coordinates Double
트윗 메시지의 치 정보로써,geoJson38)

(lng,lat)형태로 표

표 4-1.SearchAPI를 통해 수집한 필드 내용

38)속성정보를 주고받는 산업계 데이터 표 인 JSON에 형상 정보가 추가된

것으로 ,선,폴리라인,폴리곤과 같은 속성들을 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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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트윗 유형별 용 결과

4.3.1.지명정보가 서술되지 않은 트윗

<그림 3-1>상세 흐름도의 첫 번째 ‘END’사례인 ‘지명정보가 포함되

지 않은 경우’의 트윗에 한 실험 용 결과는 <그림 4-4>과 같다.

그림 4-4.실험 용 결과 01

<그림 4-4>의 텍스트 구문은 ‘오늘도 굿모닝.물 마실 시간입니다!?

https://t.co/lY0yD2f8Do’으로 치 정보를 의미하는 단서가 서술되어

있지 않다.자연어처리 토픽 모델링을 용했을 시,‘굿모닝’,‘오늘’,

‘물’,‘마실’,‘시간’이라는 토픽을 추출 할 수 있었다.이를 바탕으로 자

체 구축한 공간 정보 사 과 시멘틱 매칭을 수행한 결과 서울의 어느 행

정동 단 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이러한 경우 분석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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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개의 지명정보가 서술된 트윗

<그림 4-5>트윗의 경우 텍스트에 ‘코엑스’라는 지명 하나만 서술되어

있다.토픽 모델링 분석결과 ‘카 ’,‘우동’,‘코엑스’의 단어가 표성을

가지는 토픽(개체)들로 조사되었으며,시멘틱 매칭결과 강남구에 치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토픽 모델링 수행시 weight가 가장 높았던 토픽

들을 활용하여 후보 개체 집합(키워드 조합을 통한 질의어 구성)을 수행

하 다.Daum 지도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우 노카 ’,‘유연카 ’를

포함한 총 8개의 치정보 후보군을 도출하 으며,유클리디언 거리를

척도로 계층 군집분석을 수행하 다.그 결과 ‘코나야 르나스몰 ’과

‘에그오그무역센터 ’으로 구성된 군집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그림

4-4>와 같이 심지역을 표출하 다.정확도 측정 결과 트윗이 의미하

는 실제 치는 ‘코나야 르나스몰 ’으로 나타났으며,도출된 분석결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수행 결과 <그림 4-5>의 사례와 같이 하나의 지명정

보만 서술되어 있는 경우의 트윗(총 8개)들은 모두 최종 으로 도출된

심지역 안에 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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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실험 용 결과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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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개의 지명정보와 상호명이 서술된 트윗

상호명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는 ‘특정 상호명’하나의 지

명정보만 서술되어 있는 경우와 ‘특정 상호명 +@’의 다수의 지명정보가

서술되어 있는 경우로 나 수 있다.어차피 지명정보가 1개냐 다수냐의

차이인데 따로 나 는게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트윗에 서술된 지

명정보가 1개뿐이든 다수이든 그것이 특정 상호명을 정확히 명시한 정보

일 경우 분석 수행과정이 달라진다(그림 3-1).

를 들어 ‘우연히 들어온 #카 #잠실 #석 호수 #키이로메시야 왔다!

#고로 #얌얌 이 게 #주말 #먹방 #먹스타그램 #맛스타그램 #꿀꿀 #배

불러 히히 ?#좋다 #늦은 심 @ 키이로메시야 https://t.co/qLN5TRnmtb’

와 같은 트윗은 ‘잠실’,‘석 호수’와 같이 다수의 지명정보가 서술되어

있지만 ‘키이로메시아’라는 특정 상호명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Daum 지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시 정확히 ‘키이로메시야’라는 하나의

후보 개체만 도출한다.

이와 같은 경우의 분석수행 결과는 <그림 4-6>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보기만해도 먹음직스러운 #니쿠우동 #고토히라우동 #rx100m3#홍

맛집 #홍 #인친 #맞팔 #먹스타그램 #우동 #일식 @ 고토히라우동

https://t.co/tBy1xTtON6’의 토픽 모델링과 시멘틱 매칭 수행결과 서울 마포구에

치하고 있는 트윗이며,‘코토히라우동’,‘홍 ’와 같은 단어들이 토픽으로서 표

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그림 4-6>의 트윗이 다른 트윗과 다른

은 ‘고토히라우동’이라는 특정 식당을 지칭하는 상호명이 철자의 오류 없이 명확

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이다.이는 후보 개체 집합 형성을 한 키워드를 조합하

여 Daum지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했을시,명확한 개체 하나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상 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로 분석을 통해 획득한 후보 개체

집합을 활용하여 검색을 하면 ‘코토히라우동’하나의 개체 집합을 얻을 수 있어

그 다음 분석과정들이 필요 없어지는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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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실험 용 결과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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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n개의 지명정보가 서술된 트윗

다수의 지명정보가 서술되어 있는 경우의 분석 결과는 <그림 4-6>와

같다.<그림 4-7>의 트윗은 ‘신 ’,‘연세 ’,‘이화여 ’,‘서강 ’와 같이

특정 지러 명칭을 뜻하는 단어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경우 시

멘틱 매칭을 통한 유사성 측정시 더 높은 매칭률을 보 다.하지만 지명

정보를 하나만 포함하고 있거나 명확한 상호명을 가지고 있는 트윗과 비

교시 상 으로 더 많은 수의 치정보 후보군을 도출하 다. 치정보

후보군은 후보 개체 집합 형성과정,즉 키워드 조합을 통한 질의어 구성

에 따라 그 수가 결정된다.<그림 4-7>의 트윗과 같이 지명 정보가 다

수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들은 토픽 모델링 수행시,LDA 수(weight)가

동일한 토픽이 추출되는 빈도가 다른 트윗에 비해 높았으며,이는 키워

드 조합 시에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주었다.결과 으로 효율 인 키워드

조합으로 이어지지 않아 다수의 치정보 후보군을 도출하 고,이는 더

넓은 심지역 추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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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실험 용 결과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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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n개의 지명정보와 상호명이 서술된 트윗

<그림 4-8>는 ‘등갈비달인’이라는 특정 상호명과 더불어 ‘천호동’,‘천

호’,‘통시장’,‘천호동로데오거리’와 같은 다수의 지명정보가 같이 서술

되어 있다.‘등갈비’는 공간 단서가 된다.토픽 모델링 결과 ‘천호’,‘등

갈비달인’,‘통시장’등의 개체들이 추출되었으며,공간정보 사 과의

시멘틱 매칭 결과 강동구 천호동에 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형

성한 후보 개체 집합 ‘천호,등갈비달인’을 활용하여 Daum 지도 데이

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 총 3개의 후보군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나머

지 과정은 <그림 3-1> 상세 흐름도에 묘사된 바와 같다.실제 트윗의

치는 ‘등갈비달인2호 ’으로 확인되어 추출한 심지역안에 성공 으로

치하 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상호명이 명확하기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지

명정보가 하나이든 다수이든 공간 단서만 서술되어 있으면 모두 추출

한 심지역안에 성공 으로 표 되었다.하지만 <그림 4-9>과 같은

외도 있었다.

<그림 4-9>의 트윗은 앞서 설명한 ‘보기만해도 먹음직스러운 #니쿠우

동 #고토히라우동 #rx100m3#홍 맛집 #홍 #인친 #맞팔 #먹스타그램

#우동 #일식 @ 고토히라우동 https://t.co/tBy1xTtON6’과 같이 ‘한방 정

통 삼계탕’이라는 명확한 특정 상호명을 텍스트에 포함하고 있다.하지

만 ‘토픽 모델링’항목에서 비교해 볼 수 있듯이 ‘한방 정통 삼계탕’이란

상호명이 하나의 토픽으로 추출된 것이 아니라 ‘한방’,‘정통’,‘삼계탕’으

로 나눠져서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토픽 모델링은 구문의 띄어쓰

기 상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Sriram etal.,2010).즉,띄어쓰기

형태에 따라 텍스트에서 추출되는 토픽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방정통삼계탕’과 같은 하나의 형태로 토픽이 추출되지 않은 결과 4

개의 후보군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최종 으로 ‘원조한방정통삼계탕’을

심지역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하지만 실제 데이터의 치 조사결과

트윗의 치정보는 ‘한방정통삼계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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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실험 용 결과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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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실험 용 결과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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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데이터의 비효율성 해소 결과

본 연구는 데이터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제외되는 데이터의 치정보를

추출하기 해 GIR 기법을 용하 으며, 체 인 분석 수행 결과는

<표 4-2>와 같다.이때,실험 트윗에 하여 지명정보 비 포함 트윗과

본 연구에서 분류한 유형별로 지명정보가 포함된 트윗을 수동 추출하여

참조 데이터로 사용하 다.

<표 4-2>(a)와 같이 실험에 사용된 트윗은 지오태깅된 트윗,즉 공간

단서가 포함된 트윗이 38개(63.3%)이고,비 지오태깅된 트윗,즉 공간

단서가 포함되지 않은 트윗이 22개(36.7%)로 이루어져 있다.다시 말

하면, 체 60개 트윗 에서 63.6%의 트윗이 공간 단서를 포함하고

있었다.<표 4-2>(b)와 같이 제안된 기법을 용한 결과, 체 60개의

트윗 45개(75%)가 공간 단서를 포함한 트윗으로 추출되었다.결과

으로,기존에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던 63%의 트윗을 75%까지 확장

할 수 있었다.

치정보가 추출되지 않은 트윗에 해서 분석한 결과 공통 이 있었

다.바로 ‘지명정보’를 뒷받침할 만한 ‘공간 단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다.1개의 지명을 포함하고 있지만 공간 단서가 없는 경우(②의

실패 사례)올바른 치정보를 추출할 수 없었다. 를 들어 ‘올해 2월부

터 시작한 비는 인테리어 하나하나 정성껏 직 만들고 다듬느라 이제

야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7개월 걸렸습니다^̂ 조 만 기다려주세요.

#신 이제 목수는...http://t.co/2pUIDGvuHG’는 ‘신 ’이란 지명정보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간 단서가 없어 후보 개체 집합 형성 시

‘신 ,목수’와 같은 집합이 형성되었고 결과 으로 ‘목수사랑’과 ‘나무를

심는목수들’이라는 치정보 후보군을 추출하 다.이는 트윗의 텍스트

구문과 비교분석 했을 시 상 이 없다(그림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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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태깅 비 지오태깅 합계

38개

(63.3%)

22개

(36.7%)

60개

(100%)

(a)실험 트윗

유형

지명정보 비

포함
지명정보 포함

합계

① ② ③ ④ ⑤

수동

추출
9개 8개 11개 12개 20개 60개

제안된

기법

용

0개 5개 11개 9개 20개 45개

0% 75%

① :지명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트윗

② :1개의 지명정보가 서술된 트윗

③ :1개의 지명정보와 상호명이서술된트윗

④ :n개의 지명정보가 서술된 트윗

⑤ :n개의 지명정보와 상호명이서술된트윗

(b)분석 결과

표 4-2.분석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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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1개의 지명정보를 서술하고 있지만 공간 단서가 없는 경우

n개의 지명정보가 서술되어 있는 경우(④의 실패 사례) ‘빨래 다

센치해짐..bb#창문밖풍경 #성내동 #잠실 #삼성동 다 보임.사실은 폰자

랑^̂‘과 같은 트윗은 ’성내동‘,’잠실‘,’삼성동‘과 같이 다수의 지명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이들을 뒷받침할 만한 공간 단서가 없어 후보

개체 집합 형성시 ’성내동,잠실‘,’잠실,삼성동‘과 같은 후보 개체 집합

밖에는 형성할 수 없었다.결과 으로 행정동 단 이하의 지명 정보는

추출할 수가 없었다(그림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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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n개의 지명정보가 서술되어 있으나 공간 단서가 없는 경우

특정 상호명이 서술되어 있는 트윗의 경우 공간 단서가 서술되어 있

지 않은 경우는 본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며,결과 으로 모두 성공

으로 치정보를 추출 할 수 있었다.추가 인 실험 용 시는 <부

록 D>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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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활용 방안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심지역정보를 심으로 개개인의 선호 정보

우선순 지정과 같은 다양한 옵션을 통해 구체 이고 부가 인 속성정

보를 제공하는 지리정보검색 서비스인 GeographicAreaTrackr를 제안

하고자한다.본 서비스의 목표는 단일 트윗 데이터의 공간 정보 추 이

며,다수의 사용자들을 한 량 정보의 합(合)이 아닌 개인 지향형 서

비스 랫폼 개발을 한 기 서비스라는 과 한 개체명 인식을

한 공간 정보 사 이 제공된다는 에 의의가 있다. 용 가능한 SNS데

이터는 트 터,인스타그램(Instagram),유튜 (YouTube)로 한정한다.

서비스의 상세정보는 <그림 5-1>와 같다.

그림 5-1.GeographicAreaTrackr지리정보검색 서비스의 메인화면

<그림 5-1>은 제안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메인화면으로 ①개체 추출

(keywordextractor),②개체 후보군 분류(classification),그리고 ③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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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각화(AreaOfInterest)의 메인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④는

사용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한 드롭다운(drop-down)

메뉴 버튼으로 이를 선택하므로 써 각 메인 카테고리의 상세 옵션을 확

인할 수 있으며,⑤는 WGS84좌표체계에 기반을 둔 지도로써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 수행에 따른 결과를 구체 으로 시각화한다.

개체 추출 메뉴는 분석하고자 하는 SNS텍스트에서 자연어처리과정을

통해 동작성 명사(NCPA),상태성 명사(NCPS),비서술성 명사(NCN),고

유명사(NQQ),인칭 명사(NPP)를 추출하고 구축된 공간어휘사 과의

키워드 매칭을 통해 텍스트가 의미하는 공간어를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

하며,상세 옵션은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개체 추출(keywordextractor)의 상세 옵션 정보

①은 분석 상이되는 SNS데이터가 사용자의 컴퓨터 내에 치하는

경로를 보여주며 분석하고자 하는 SNS데이터는 ②의 ‘FILE’버튼을 름

으로써 등록할 수 있다.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기본 포맷은 CSV39)

39) 일 확장자의 한 종류로 CSV 형식의 일은 텍스트 일로 보존하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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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제한한다.기본 으로 JSON(JavaScriptObjectNotation)40)형태

로 수집하여 CSV형태로 변환된 SNS데이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속성정보로 분류되어 있다.이 게 분류된 속성정보

는 고유의 컬럼(column)정보에 따라 분류된다.③의 드롭다운 버튼은

이 게 분류된 SNS데이터의 컬럼 분석 상이 되는 하나의 칼럼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다(그림 5-3).물론 여기선 반드시 텍스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칼럼(text)이 선택되어야 한다.이 후,선택된 필드에서

자동 으로 동작성 명사(NCPA),상태성 명사(NCPS),비서술성 명사

(NCN),고유명사(NQQ),인칭 명사(NPP)가 추출된다.④는 외부 공간

어휘정보 사 을 선택하는 옵션으로 <그림 5-3>과 같이 서울의 행정

지역 별 공간어휘 정보사 을 제공하며,원하는 지역의 사 을 선택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5-3. 상 칼럼 선택(좌)옵션과 외부 공간 어휘 정보 사 선택(우)

옵션

서 처리기나 편집기에서 열람 편집할 수 있으며,각 항목마다 쉼표

(Comma)로 구분하여 기록함.

40)속성-값 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오 젝트를 달하기 해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개방형 표 포맷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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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는 키워드 매칭에 따른 유사도를 구하는 과정으로 본 서비스에선 편

집거리 알고리즘인 Levenshtein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유사도를 도출한

다.⑥수행(Generator)버튼을 르면 ①에서 ⑤까지의 선택 사항들을 차

례로 수행하며,⑦의 진행 표시등을 통해 분석 수행률을 확인할 수 있다.

⑧은 수행 결과에 따른 키워드 유사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그림 5-2>

에서는 동작구에 련된 텍스트 데이터란 결과가 나왔으며,이를 우측의

지도처럼 시각화 하여 제공한다.

개체 후보군 분류를 한 서비스 화면은 <그림 5-4>와 같다.①은....

②는 추출된 심지 의 분류기법 옵션을 제공하며,본 서비스에서는 계

층 분류기법을 제공한다.③수행 버튼을 르면 계층 분류가 수행되

며 이에 한 결과를 ⑧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④부터 ⑦은 화면조정

메뉴로 ④는 ⑧의 시각화된 정보를 확 하는 기능이며,⑤는 축소,⑥은

체화면으로의 복귀 기능이며,⑦은 Panning기능이다.

그림 5-4.개체 후보군 분류(classification)의 상세 옵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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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의 심 지역 시각화 카테고리는 텍스트 메시지가 의미하

는 유력 공간역을 시각화하는 뷰어의 기능을 담당한다.①은 이 카테고

리에서 수행하는 메인 기능인 핫스팟 탐지에 한 경고등이며,②는 수

행 버튼의 기능을 한다.③,④,⑤.⑥의 기능은 후보 지 분류 카테고

리의 ④,⑤,⑥,⑦의 기능과 동일하다.마지막으로 ⑦은 추출된 유력 공

간 역에 한 정보를 표출한다.유력 공간 역에 치한 3개의 심지역

을 지명,주소,그리고 좌표와 함께 제공하며 추출된 지역을 실제 지도

에 맵핑하여 격자 형태로 표출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5-5. 심 지역 시각화(AreaOfInterest)카테고리의 상세 옵션



-80-

6.결론

데이터의 비효율성이란 분석을 해 수집한 체 데이터 극히 일부

에 해당하는 분석 가능한 데이터 표본 수로 인해 연구 수행에 한계가 있

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SNS는 데이터 생성의 주체인 사용자들의 치

정보 기능(geo-tagging)활용 비율이 낮다.이로 인해 치 정보 분석에

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는 체 수집 데이터에 비해 많지 않아

부분 활용에 그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GIR을 활용하여 단일

트윗이 의미하는 치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으며 지오태깅되

어 있지 않아 종종 락되었던 SNS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어처리와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단일 트윗

의 텍스트 콘텐츠가 내포하고 있는 토픽들을 추출해 내었다 한 비정형

의 트윗이 내포하고 있는 지명의 모호성 해상도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공간 지명 어휘 정보 사 을 자체 으로 구축하 고,이를 기반

으로 키워드 매칭을 수행하여 추출된 명사와 공간 정보 사 간의 유사

도를 측정하 다.

결과 으로 측정된 유사도를 기반으로 하여 공간 개체를 인식할 수 있

었으며,인식된 공간 개체를 활용하여 키워드 조합을 수행,공간탐색 질

의어의 확장을 유도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지명을 명확화 할 수 있었다.

Daum 지도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지명과의 비교검색을 통해 후

보 심지 들을 도출하여,거리기반 유사성을 측정하 고,측정된 유사

도를 기반으로 계층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최종 후보군을 선정하 다.

그 후 가상의 역을 생성한 후,군집분석의 결과와 공간조인 연산을 통해

분석 상 SNS데이터가 의미하는 심지역을 추출 하 다.

분석 결과 총 60개의 트윗 45개의 트윗에서 치정보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 가능했던 기존 63%(60개 38개)의 트윗을 75%(60개 45

개)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 치정보를 추출하지 못한 사례의 경우 지명

정보를 뒷받침해 주는 공간 단서가 부재하다는 공통 이 있었다. 를

들어 1개의 지명정보만 서술되어 있는 경우의 분석 결과인 ‘카 우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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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버섯삼겹살카 우동?최근 먹은 것 가장 맛있었다!고기냄새

가 조 나긴했지만 생각날 맛?#카 #우동 #카 우동 #코엑스 맛집

@… https://t.co/1MiFLK8vNV’은 지명이 ‘코엑스’하나 어도 ‘카 ’라는

개체(단어)가 ‘코엑스’라는 지명정보의 공간 단서가 되어 다.즉,코엑

스에 치한 카 음식 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며.실제 후보 개체 집합

형성(질의어 구성)과정에서도 ‘카 ,코엑스’라는 개체 집합을 통해 코엑

스의 카 집을 검색할 수 있었다.

한 ‘다시 찾은 성수족발 탐방!#맛집 #먹스타그램 #성수족발 @ 성수

족발 https://t.co/9rKEH8kyty’와 같이 ‘성수족발’이라는 지명정보를 뒷받

침하는 공간 단서가 없어도,특정 상호명이 유일한 지명 정보일땐

치정보를 추출하는 정확도가 높았다.하지만 ‘이거 보고 잘 찾아올수 있

겠지?..# #연남동 #맛집… https://t.co/vQKYKBBRls’과 같은 트윗은

‘연남동’이란 지명정보가 서술되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여 후보 개체 집

합을 형성할 공간 단서가 서술되어 있지 않아 치정보를 추출할 수

없었다.

n개의 지명정보가 서술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다.‘빨래 다 센치

해짐..bb#창문밖풍경 #성내동 #잠실 #삼성동 다 보임.사실은 폰자랑^̂’

와 같은 트윗이나 ‘나와 와이 의 오랜 냉 .주변사람들도 힘이 안돼.....

#길동 #천호동 #상암동#다 싫다...https://t.co/843IFail6n’과 같은 트윗은

다수의 지명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서술한 지명정보를 뒷받침할 만한

공간 단서들이 무해 치정보를 추출하기 한 성공 인 후보개체

집합을 형성할 수 없었다..

한 자연어처리와 토픽 모델링을 통해 추출한 개체들과의 시멘틱 매

칭을 해 자체 으로 구축한 공간 정보 사 의 경우,풍부하지 못하고

편 된 지명들로 인해 제한 인 공간 개체밖에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은

분명히 아쉬운 이다.더불어 감성어로 구성된 텍스트 메시지의 경우

공간 경험이나 특정 지명을 서술하는 문장이 없어 공간 정보 사 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치 정보를 인식 추출 할 수 없었다.

더 깊이 있는 텍스트 구문 분석을 해선 감성어 사 과 같은 어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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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가 지 의 수 보다 더 많이 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한계에도 불구하고 량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특정

주제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닌,단일 데이터의 주제(지명을 포함한 개체)

를 찾아 그 주제와 맞는 유사한 성질의 속성 정보들( 치정보 후보군)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는 과,지오태

깅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치 정보에 한 연

구에서 빈번히 락되었던 데이터를 활용해 보려는 시도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이러한 사용자 개개인이 작성한 단일 트윗의 치정보 분

석 연구는 다수의 사용자들을 한 량의 정보제공이 아닌 사용자의 개

별 선호 정보를 좀 더 구체 이고 부가 인 속성정보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개인 지향형 지리정보검색 서비스 구축을 한 기반이 될 수 있

다는 에서 정 이다. 한 이러한 개인 공간 정보를 축 하고,

SNS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다른 특성들, 를 들어 데이터의 이동성

특정 이벤트,경제,사회 ,산업 ,학문 과 같은 복잡한 지식정보

들을 결합하여 활용한다면 보다 훌륭한 정보검색 옵션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지 후보 추출을 한 질의어 확장 기법에도 더 많은

연구가 추가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리 정보를 검색하기 한 질의어를 어떻게 구성 조합

하느냐에 따라 추출할 수 있는 심지 의 개수가 확연히 달랐다.

WordNet이나 WikiSynonyms같이 특정 명사의 동의어를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뿐만 아니라,한국어와 어 간의 이 어휘 목록(bilingual

lexicon)과 다의어(polysemy)정보를 제공해 수 있는 체계 인 시스

템 한 필요하다.이에 향후 외부공간지명 정보나 공간어휘를 표 할

수 있는 퍼런스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공간 질의어 확장

에 한 연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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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A>KNIME을 활용한 텍스트 정제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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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KNIME을 활용한 토픽 모델링 최소 편집 거리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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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KNIME을 활용한 계층 군집기법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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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실험 용 결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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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행정지역

서울

특별시

강남구

신사동,논 1동,논 2동,압구정동,청담동,삼성1

동,삼성2동, 치1동, 치2동, 치4동,역삼1동,역

삼2동,도곡1동,도곡2동,개포1동,개포2동,개포4동,

세곡동,일원본동,일원1동,일원2동,수서동

강동구

강일동,상일동,명일1동,명일2동,고덕1동,고덕2동,

암사1동,암사2동,암사3동,천호1동,천호2동,천호3

동,성내1동,성내2동,성내3동,길동,둔 1동,둔 2

동

강북구

삼양동,미아동,송 동,송천동,삼각산동,번1동,번

2동,번3동,수유1동,수유2동,수유3동,우이동,인수

동

강서구

염창동,등 1동,등 2동,등 3동,화곡본동,화곡1

동,화곡2동,화곡3동,화곡4동,화곡6동,화곡8동,가

양1동,가양2동,가양3동,발산1동,공항동,방화1동,

방화2동,방화3동,우장산동

악구

보라매동,은천동,성 동, 앙동,청림동,행운동,

청룡동,낙성 동,인헌동,남 동,신림동,신사동,

조원동,미성동,난곡동,난향동,서원동,신원동,서

림동,삼성동, 학동

진구

곡1동, 곡2동, 곡3동, 곡4동,능동,구의1동,

구의2동,구의3동, 장동,자양1동,자양2동,자양3

동,자양4동,화양동,군자동

구로구

신도림동,구로1동,구로2동,구로3동,구로4동,구로

5동,가리 동,고척1동,고척2동,개 1동,개 2동,

개 3동,오류1동,오류2동,수궁동

천구 가산동,독산1동,독산2동,독산3동,독산4동,시흥1

표 E-1.서울시의 행정동

<부록 E>공간 지명 정보 어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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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흥2동,시흥3동,시흥4동,시흥5동

노원구

월계1동,월계2동,월계3동,공릉1동,공릉2동,하계1

동,하계2동, 계본동, 계1동, 계4동, 계2*3동,

상계1동,상계2동,상계3*4동,상계5동,상계6*7동,

상계8동,상계9동,상계10동

도 구

문1동, 문2동, 문3동, 문4동,방학1동,방학2

동,방학3동,창1동,창2동,창3동,창4동,창5동,도

1동,도 2동

동 문구

용신동,제기동, 농1동, 농2동,답십리1동,답십

리2동,장안1동,장안2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1동,

휘경2동,이문1동,이문2동

동작구

노량진1동,노량진2동,상도1동,상도2동,상도3동,

상도4동,흑석동,사당1동,사당2동,사당3동,사당4

동,사당5동, 방동,신 방1동,신 방2동

마포구

공덕동,아 동,도화동,용강동, 흥동,염리동,신

수동,서강동,서교동,합정동,망원1동,망원2동,연

남동,성산1동,성산2동,상암동

서 문구

충 동,천연동,북아 동,신 동,연희동,홍제1동,

홍제2동,홍제3동,홍은1동,홍은2동,남가좌1동,남

가좌2동,북가좌1동,북가좌2동

서 구

서 1동,서 2동,서 3동,서 4동,잠원동,반포본

동,반포1동,반포2동,반포3동,반포4동,방배본동,

방배1동,방배2동,방배3동,방배4동,양재1동,양재2

동,내곡동

성동구

왕십리2동,왕십리도선동,마장동,사근동,행당1동,

행당2동,응 동, 호1가동, 호2*3가동, 호4가

동,옥수동,성수1가제1동,성수1가제2동,성수2가제1

동,성수2가제3동,송정동,용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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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성북동,삼선동,동선동,돈암1동,돈암2동,안암동,

보문동,정릉1동,정릉2동,정릉3동,정릉4동,길음1

동,길음2동,종암동,월곡1동,월곡2동,장 1동,장

2동,장 3동,석 동

송 구

풍납1동,풍납2동,거여1동,거여2동,마천1동,마천2

동,방이1동,방이2동,오륜동,오 동,송 1동,송

2동,석 동,삼 동,가락본동,가락1동,가락2동,문

정1동,문정2동,장지동, 례동,잠실본동,잠실2동,

잠실3동,잠실4동,잠실6동,잠실7동

양천구

목1동,목2동,목3동,목4동,목5동,신월1동,신월2

동,신월3동,신월4동,신월5동,신월6동,신월7동,신

정1동,신정2동,신정3동,신정4동,신정6동,신정7동

등포구

등포본동, 등포동,여의동,당산1동,당산2동,도

림동,문래동,양평1동,양평2동,신길1동,신길3동,

신길4동,신길5동,신길6동,신길7동, 림1동, 림2

동, 림3동

용산구

후암동,용산2가동,남 동,청 동,원효로1동,원효

로2동,효창동,용문동,한강로동,이 1동,이 2동,

이태원1동,이태원2동,한남동,서빙고동,보 동

은평구

녹번동,불 1동,불 2동,갈 1동,갈 2동,구산동,

조동,응암1동,응암2동,역 동,신사1동,신사2동,

증산동,수색동,진 동

종로구

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부암동,평창동,무악동,

교남동,가회동,종로1*2*3*4가동,종로5*6가동,이화

동,혜화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숭인1동,숭

인2동

구

소공동,회 동,명동,필동,장충동, 희동,을지로

동,신당동,다산동,약수동,청구동,신당5동,동화

동,황학동, 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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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구

면목2동,면목4동,면목5동,면목본동,면목7동,면목

3*8동,상 1동,상 2동, 화1동, 화2동,묵1동,

묵2동,망우본동,망우3동,신내1동,신내2동

노선 구 역 이름 역 수

1호선

동 문구 청량리,제기동,신설동

10종로구 동묘앞,동 문,종로5가,종로3가,종각

구 시청,서울역

2호선

구
시청,을지로입구,을지로3가,을지로4가,동

문역사문화공원,신당

54

성동구
상왕십리,왕십리(성동구청),한양 ,뚝섬,성

수,용답,신답

진구 건 입구,구의( 진구청),강변(동서울터미 )

송 구 잠실나루,잠실(송 구청),신천,종합운동장

강남구 삼성(무역센터),선릉,역삼,강남

강서구 까치산

서 구 교 (법원*검찰청),서 ,방배

동작구 사당,신 방

악구 낙성 ,서울 입구( 악구청), 천,신림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림(구로구청),신도림,도림

천

등포구 문래, 등포구청,당산

마포구 합정,홍 입구,신 ,이 ,아

표 E-2.서울시 지하철역의 행정지역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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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구 충정로(경기 입구)

동 문구 용두(동 문구청),신설동

양천구 양천구청,신정네사거리

3호선

은평구 구 발,연신내,불 ,녹번

33(경기

도 고양

시 덕양

구 소재

의 ‘지

축 ’역

제외

서 문구 홍제,무악재,독립문

종로구 경복궁(정부서울청사),안국,종로3가

구 을지로3가,충무로,동 입구,약수

성동구 호,옥수

강남구
압구정,신사,매 ,도곡, 치,학여울, 청,

일원,수서

서 구
잠원,고속터미 ,교 (법원*검찰청),남부터

미 ( 술의 당),양재(서 구청)

송 구 가락시장,경찰병원,오

4호선

노원구 당고개,상계,노원

26

도 구 창동, 문

강북구
수유(강북구청),미아(서울사이버 학),미아사

거리

성북구 길음,성신여 입구(돈암),한성 입구(삼선교)

종로구 혜화,동 문

구
동 문역사문화공원,충무로,명동,회 (남

문시장)

용산구 서울역,숙 입구(갈월),삼각지,신용산,이

동작구 동작( 충원),총신 입구(이수),사당

서 구 남태령

5호선 강서구
방화,개화산,김포공항,송정,마곡,발산,우

장산,화곡,까치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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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정(은행정),목동,오목교(목동운동장앞)

등포구
양평, 등포구청, 등포시장,신길,여의도,

여의나루

마포구 마포,공덕,애오개

서 문구 충정로(경기 입구)

종로구
서 문, 화문(세종문화회 ),종로3가(탑골공

원)

구 을지로4가,동 문역사문화공원,청구

성동구 신 호,행당,왕십리(성동구청),마장,답십리

동 문구 장한평

진구
군자(능동),아차산(어린이 공원후문), 나루

(장신 )

강동구
천호(풍납토성),강동,길동,굽은다리(강동구

민회 앞),명일,고덕,상일동

6호선

은평구
응암,역 ,불 ,독바 ,연신내,구산,새 ,

증산(명지 앞),디지털미디어시티

38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성산),마포구청,망원,합정,상

수, 흥창(서강), 흥(서강 앞),공덕

용산구
효창공원앞,삼각지,녹사평(용산구청),이태원,

한강진

구 버티고개,약수,청구,신당

종로구 동묘앞,창신

성북구
보문,안암(고 병원앞),고려 (종암),월곡(동

덕여 ),상월곡(한국과학기술연구원),돌곶이

노원구 석계,태릉입구,화랑 (서울여 입구)

랑구 화산(서울의료원)

7호선 도 구 도 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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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수락산,마들,노원, 계,하계,공릉(서울과학

기술 ),태릉입구

랑구
먹골, 화,상 (시외버스터미 ),면목,사가

정,용마산

진구
곡,군자(능동),어린이 공원(세종 ),건

입구,뚝섬유원지

강남구 청담,강남구청,학동,논

서 구 반포,고속터미 ,내방

동작구
이수,남성,숭실 입구(살피재),상도,장승배

기,신 방삼거리

등포구 보라매,신풍, 림(구로구청)

구로구 남구로,천왕,온수(성공회 입구)

천구 가산디지털단지

8호선

강동구 선사,암사,천호(풍납토성),강동구청

12
송 구

몽 토성(평화의문),잠실(송 구청),석 ,송

,가락시장,문정,장지,복정

9호선

강서구
개화,김포공항,공항시장,신방화,마곡나루,

양천향교,가양,증미,등 ,염창

38

양천구 신목동

등포구 선유도,당산,국회의사당,여의도,샛강

동작구 노량진,노들,흑석( 앙 입구),동작( 충원)

서 구 구반포,신반포,고속터미 ,사평

강남구 신논 ,언주,선정릉,삼성 앙, 은사

송 구
종합운동장,삼 사거리,삼 ,석 ,방이사거

리,신방이,올림픽공원

강동구 오륜,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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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성동구 왕십리,서울숲

13강남구

압구정로데오,강남구청,선정릉(한국과학창의

재단),선릉,한티,도곡,구룡,개포동, 모산

입구,수서

송 구 복정(동서울 학)

신분당

선

강남구 강남

4
서 구

양재(서 구청),양재시민의숲(매헌),청계산입

구

앙선
동 문구 청량리,회기

6

랑구 랑,상 ,망우,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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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구 역 이름

3권역

간선버스

4권역

간선버스

강동구

강동공 차고지,강일리버 크6단지,강일리버 크8

단지,강일리버 크7단지,강일동공 차고지,강일

등학교,강동경희 병원,한 외고,고덕종합상가,

고덕주공2단지,고덕평생학습 ,온조 왕체육 ,길

동자연생태공원, 앙보훈병원,보훈회 ,둔 2동주

민센터,강동역,동신 학교,천호역,천호역 백

화 ,강동구청역,강동구청역1번출구,상일동역,상

일동역교차로,강동자이, 라자아 트,고덕역,고

덕 학교,동부기술교육원,신암 학교,암사역,천

호동공원,상일 등학교,길동사거리,천호사거리,

배재 고등학교,서울장애인종합복지 ,명일역,서

울시동부기술교육원,강동롯데캐슬퍼스트,암사3동

주민센터,강일 선사고,양지종합시장,삼성 나루

아 트,암사동유 ,암사역선사 아 트,친구병

원, 라이어펠리스아 트,강동자이,천호역5번출

구,강일동주민센터,일자산입구,강동세무서,한

고,강동아트센터,고덕리엔 크1단지,강동첨단업

무단지,상일여고,고덕천,강동성심병원,성내구립

도서 ,명일여고,천동 등학교,둔 종합상가,보

성 고교,성내동미주아 트,십자성마을,구강사,

천일 학교,굽은다리사거리,삼성엔지니어링,서울

컨벤션고

진구

진구청,건 앞,구의사거리,아차산역,어린이

공원후문,군자역,신성시장, 원고, 원고교앞,

나루역, 진경찰서, 진소방서,화양리,어린이

공원역,화양천주교회,화양동성당,동아자동차운

학원,자양동,잠실 교북단,동서울우편집 국,구

의2동주민센터,아차산역, 곡동입구, 곡동입구삼

거리,군자역4번출구,용마 등학교,군자교,군자교

입구,군자역5번출구,신성시장, 곡동종 ,용암사

표 E-3.서울시 3권역/4권역 간선버스 행정지역별 버스역



-115-

입구,새밭교회,강변역,테크노마트,능동사거리,세

종 학교,건국 학교,건 입구역,노룬산시장,건

입구역사거리,건 병원,구의시장,자양사거리,

화양 등학교,자양 등학교

랑구

용마한신A, 화 학교, 화 학교삼거리,동원시

장,혜원여 고,혜원여 고후문,혜원목욕탕,면목6

거리,상 역,상 1동주민센터,신 학교, 랑구

청, 랑구청사거리,성원아 트,망우지구 ,상

터미 ,면목동,용마산역,용마폭포공원, 호어울

림아 트,용마한신아 트,면 등학교,면목본동

출소,엘지아 트앞,신내 용아 트, 용아 트

신내테크노타운,성원아 트경남아 스빌,면목동

호어울림아 트,면목동 원칸타빌아 트,서울의료

원,서울의료원후문

서 문

구

서 문경찰서,충정로역,서 문역,북가좌동,북가

좌동삼거리,DMC래미안e편한세상아 트,모래내시

장,가좌역,사천교,연희104고지앞,구성산회 ,서

문우체국,연세 학교,연세 학교정문,연세 앞,

세 란스병원,세 란스병원앞,이화여자 학교,이

후문, 천시장, 화 등학교,독립문공원,극동

아 트,홍제역,독립문역,한성과학고,무악재역,홍

제원아 트,인왕산 아 트,아 역,웨딩타운,

연세로,문학의거리,명물거리,신 기차역,종근당

서 구

롯데칠성,우성아 트,수 서 역 ,서 진흥아

트,서 동신동아아 트,서 푸르지오써 ,롯데캐

슬클래식,구립서 어린이도서 ,서울교육 학교,

서울고,서울메트로,연세사랑병원,방배동래미안타

워,동덕여 고,잠원한신아 트,뉴코아아울렛,고

속터미 ,고속터미 호남선,고속터미 경부선,신

반포역,센트럴시티,서울고등학교, 항병원,염곡

공 차고지,염곡동차고지,구룡사,구룡사앞,구룡

사입구,염곡동구룡사,언남고교,양재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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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시민의숲역,시민의숲,양재역,서 구청, 술

의 당,서 역, 검찰청,서울 앙지방검찰청,서

울성모병원,서울지방조달청,양재꽃시장,일동제약

사거리,언남고포이성당앞,서울시인재개발원,남부

터미 ,서 3동주민센터,서 아트자이아 트,반포

한강공원,세빛섬,서 동삼성아 트,AT센터,도로

교통공단서울지부,도로교통공단,코트라,방배동래

미안아트힐,국립국악원,경남임 아 트,방배3동주

민센터,구방림시장,방림시장,방배동경남아 트,

내방역2번출구,방배열린문화센터,방배 라자,방배

동 삼호아 트,구반포역,심산문화센터,반포 교남

단 한강시민공원입구,탑성마을,안골마을,서 포

스타입구,서 포 스타2단지,서울특별시어린이병

원,강동송 비군훈련장,헌인릉,강남서 비

군훈련장,헌인농장,헌인마을,서울농업기술센터,

서울농업기술센타,세곡동사거리,반포동,내곡동주

민센터,교육개발원입구,하나로마트,식유 우면성

당,서 에코리치,서 힐스아 트,네이처힐,LH서

아 트,화훼단지,양곡도매시장,서 동무지개아

트,서일 등학교,국제 자센터,서 학교,방

배동신동아아 트,방배역, 우효령아 트,종로교

회,꽃마을,삼호물산,양재노인종합복지 ,동원산

업앞,서 우성1차아 트,서 우성2차아 트,창신

교회,서울교 ,서울교 사거리,서 아트자이,방

배경찰서,잠원성당,뉴코아아울렛,법조단지,서울

시품질시험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성 마을,일

동제약, 일동제약사거리, 제일약품사옥, 사평역,

KCC사옥

용산구

한강진역,블루스퀘어,이태원역,보 동주민센터,

동빙고동,서빙고역,국립 앙박물 ,용산역,용산

자상가,원효로2가,남정 등학교,용산구보건분

소,효창공원앞역,효창동주민센터,숙명여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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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입구역,용산 고교,후암시장,후암삼거리,용

산구청,크라운호텔,국군재정 리단,해방 ,녹사

평역,남산3호터 ,서울 부기술교육원,하얏트호

텔,남산도서 ,한강 학교, 호베스트빌,서빙고

등학교,서빙고동주민센터,한남동주민센터,남산

술원,보 동신동아아 트,한국폴리텍1 학,보

동입구,이태원119안 센터,장충단로입구,남산체육

,용암 등학교,이태원2동주민센터,보성여 고입

구,후암약수터,삼성리버빌아 트,이태원동 남산

림아 트,용산동아아 트,이태원주공아 트,한신

아 트,한남오거리,한남5거리,순천향 학병원,용

산노인종합복지 ,한남동하이페리온,이태원시장,

갈월동,삼각지,삼각지역, 쟁기념 ,해 턴호텔,

한남역

구

남 문경찰서,염천교,숭례문,을지로입구역,로얄

호텔,서울시청,시청앞,시청입구,서울역버스환승

센터,남 문시장,힐튼호텔,백범 장,남 문시장

악세사리 문상가,서울신문사, 교,롯데백화 ,

북창동,숭례문남산방향,롯데 라자,덕수궁,삼

성 라자,버티고개,송도병원,약수동주민센터,동

국 학교,을지로6가,국립 앙의료원,방산시장,훈

련원종합체육 ,동 문역사문화공원, 희동,국립

극장,한국의집,한옥마을,퇴계로3가, 한극장,퇴

계로5가,제일병원,퇴계로6가,퇴계로2가, 희문,

희동사거리,회 역,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충무

아트홀,황학동롯데캐슬,황학동,신당역, 앙시장,

부소방서,충무로역,명동역,성동고등학교,손기

정체육공원,서울역서부,명동입구,충무로역2번출

구,약수역,장충체육 ,동 문역사문화공원,한국

경제신문사,서 문역사거리,농 앙회,남 문세

무서,서울백병원,평화방송,서울노동청,서소문,시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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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원본동주민센터, 용아 트, 치동은마아 트,

학여울역,한국무역센터,학동역,반포역,래미안포

아 트,개포주공3단지,개포주공4단지,개포동역,

도곡역,매 역,말죽거리,뱅뱅4거리,강남역,신논

역,구룡마을,개포주공1단지,매 삼성아 트SK

리더스뷰,매 역양재최의원,양재역말죽거리,강남

베드로병원,도곡개포 한신아 트,개포시 아 트,

개포우성아 트,구룡산,강남한양수자인아 트,방

죽마을,세곡문화복지회 , 왕 등학교,은곡마을,

은곡마을진입로,LHe편한세상,LH이편한세상,세곡

푸르지오,한남 교 망카페,경기여고,개포주공5단

지,강남구민회 ,베스티안병원,서울지방고용노동

청,고용노동부,역삼 학교,강남세 란스병원,모

커리한방병원,도곡1차아이 크,역삼월드메르디앙,

기쁨병원,도곡 슬아 트,수도 기공고,시립개포

도서 ,개포 학교,신사역,교보타워사거리,교보

타워,세곡 학교,세명 등학교,래미안강남힐즈,

강남더샵라르고오피스텔,못골마을,신사동사거리,

신사사거리,신사동고개,언북 학교,호림아트센터,

일지아트홀,압구정동노인복지센터,압구정 출소,

고등학교, 림교회,강남 힐스테이트에코,

세곡2지구3단지,세곡2지구4단지,수서역KT수서지

,궁마을,태화기독교사회복지 ,수서삼성아 트,

푸른마을아 트앞, 치역강남구민회 ,서울교회,

일원동한솔아 트,상록수아 트,시립수서청소년수

련 ,수서119안 센터,로즈데일빌딩,삼일자동차학

원,강남자동차검사소, 연자동차학원앞,국악고등

학교,국악고교사거리,도곡한신아 트,삼익아 트,

총지사, 동 앙교회,GS타워,차병원,차병원사거

리,언주역,언주역2번출구,논 고개,강남을지병원,

삼성역,한국무역센타, 은사역,청담역,경기고등

학교,강남구청,강남세무서, 동고,한양아 트,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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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아백화 ,압구정로데오역, 아 트,압구정

역,수서역,일원역, 모산입구역, 치아 트,개원

학교, 치동미도아 트,은마아 트,은마아 트

입구사거리, 치역,한티역,선릉역,역삼럭키아

트,럭키아 트,우성아 트,무역센터,역삼세무서,

신논 역,논 역,휘문 고등학교,개나리아 트,

코엑스,코엑스북문,삼성 앙역,선정릉역,신사

학교, 리마호텔,청담 등학교,뱅뱅사거리,뱅뱅

라자,신분당선강남역, 치동국제아 트,압구정

역4번출구,논 동고개,역삼역,경남아 트,개포1

단지연 매장,개포고등학교,개일 등학교,그랑

리백화 ,구룡 학교,단 부고, 치아이 크,도

성 등학교,진선여고,무형문화재 수회 ,한국토

지주택공사앞,강남보건소,강남구립국제교육원,강

남구청역,강남경찰서면허시험장,강남경찰서,삼성1

출소,청담동래미안아 트,삼성동서 아 트,진

흥아 트,연 매 ,포스코빌딩,강남운 면허시험

장,포스코건 편,역삼e-편한세상아 트,개포주공7

단지,래미안하이스턴, 치순복음교회,도곡1동주민

센터,서울상록회 ,한국기술센터,아가방빌딩,포

스코P&S타워,한서병원,한국자산신탁,르네상스호

텔,도성 교사거리,역삼동개나리아 트,신한은행

데이터센터, 래티넘아 트, 동고교,라마다서울

호텔,신구 학교,씨네시티,도산공원,한별구립어

린이집,아크로힐스, 동시장, 청역,쟁골마을,삼

정호텔,수도공고,구룡역

종로구

종각역,조계사,세종문화회 ,우리은행종로지 ,

종로1가,풍문여고,덕성여 고,종로4가,종로5가,

종로6가,종로신진시장,흥인지문,충신동,혜화역,

혜화동로터리,혜화동로타리,창경궁,이화동,이화

장,동묘앞역,동 문역, 화문, 호아시아나본

앞,서울역사박물 ,경교장,강북삼성병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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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거리, 십자병원,종로2가,종로2가사거리,삼

일교,수표교,통신 ,마로니에공원,동 문,숭인

동, 장시장

송 구

서울버스종 ,아이코리아,한림연 술고교,구송

세무서,가든 이 ,송 공 차고지,장지공 차

고지, 인타운6단지,송 인타운아 트,송 마

루도서 ,버들어린이집,장지동주민센터,송 인

타운1단지,송 인타운2단지,구립송 복지센터,

문정동푸르지오아 트,문정동래미안아 트,가락동,

가윤 식장,경찰병원,제일오피스텔,가락시장,가

락시장역,송 역,석 호수,한솔병원,잠실역,잠실

종합운동장,종합운동장역,복정역,장지역,문정역,

석 역,잠실역,롯데월드몰,잠실 교남단,잠실5단

지,잠실2동주민센터,신천역,종합운동장사거리,잠

실 교, 례신도시24단지, 례신도시푸르지오,

례신도시,훼미리근린공원,가락소매시장,잠실엘스

아 트,잠실119안 센터,석 호수서호4거리,호수

임 아 트,방이2동주민센터,풍납동극동아 트,송

,석 동한솔아 트,송 구민회 ,송 구민회

구의회,송 강동등기소,아주 학교, 여고,

삼 4거리,올림픽회 ,잠실나루역,롯데월드,복정

역환승주차장,송 푸르지오,송 푸르지오시티,한

화오벨리스크, 례동, 례서로, 례신도시22단지,

송 인타운아 트11단지,송 인타운8단지,송

인타운9단지,문 학교,건 아 트,문덕 등

학교,문정고등학교,가락동미륭아 트,문정1동주민

센터,문정동로데오거리,가락축 공 장,문정2동주

민센터,문정로데오거리입구,문정 아 트,문정

래미안 아 트앞,문정동 우아 트,송 구립산

모건강증진센터,잠실 교 망카페,새마을시장,미

란호수아 트,호수임 아 트,잠실진주아 트,

올림픽공원,방이시장입구,방이동사거리,석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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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잠실트리지움,풍납시장,잠실 크리오아

트,송 여성문화회 ,송 등학교,배명고등학교,

배명사거리,올림픽병원,평화의문 장,몽 토성역,

신천동진주아 트,잠실우성4차 아 트,아시아

선수 아 트,잠실 학교,장미종합상가,오 공원

사거리,방이역,거여 등학교,마천동사거리,청암

노인요양원,마천시장,송 보훈회 ,백제고분,보

인고교,올림픽선수 ,올림픽공원역,서울체육 고

등학교,개롱역,송 도서 ,삼학사길사거리,송

사회복지 ,삼 삼밭나루공원,건 말공원,신가

등학교,한성백제박물 ,올림픽청소년체육문화회 ,

방이우체국,성동구치소,홍이공원,가주 등학교,

잠실여고,문 고등학교

동 문

구

용두동,용두동사거리,제기동역,서울약령시,청량

리 청과물 도매시장,청량리역환승센터,서울성심병

원,떡 교,서울시립 학교,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

해성국제컨벤션고교, 농우체국,청솔우성아 트,

답십리종합상가,답십리지구 ,동 문 학교, 한

노인회동 문구지회,동 문세무서,청량리미주아

트,한국의류시험연구원,답십리교회,신설동로터리,

신설동로타리,제기역 약령시장,제기동,장한평역,

동 문구청,용두역,답십리역,서울풍물시장,신설

동역,신답 등학교,용두로타리,서울시동부병원,

청년회의소,동 문우체국,황물로사거리,풍안시장,

동답 교,촬 소사거리,동 문구답십리도서 ,성

바오로병원

성동구

도선사거리,황학교,무학여고,왕십리교회,텐즈힐

몰,마장축산물시장,응 동주민센터,응 동 아

트,삼성래미안아 트, 남시장, 옥 등학교,

옥수 앙교회,옥수동종 ,뚝섬,서울숲,응 삼거

리,코스모타워,성동구역,왕십리역,상왕십리역,

호역,한양 학교,왕십리,상왕십리,황학교,텐즈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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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텐즈힐아 트,청계벽산아 트,왕십리센트라스,

답십리역사거리,행당신동아,행당 르지오아 트,

성동세무서,제인한방병원,성수2가3동주민센터,리

버하우스,상원,한양 정문,한양 부속고등학교,

행당동삼부아 트,도로교통공단앞,청계9가,비우당

교,왕십리2동주민센터,세왕병원,한양 정문,성수

등학교,서울효사랑병원

동작구

사당1동 악시장앞, 술인마을,보라매공원,보라매

병원,신 방삼거리, 림 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

교,강남 학교,흑석동한강 아 트,흑석동한강

아 트,흑석동,흑석동효사정앞,CTS기독교TV,노

량진수산시장,유한양행,동작실버센터입구,사당역,

이수역,경문고,배나무골,동작역,국립 충원,흑석

역,명수 아 트,노들역,노량진역,남성시장,경

문고등학교,정 마을,이수교,명수 아 트,

갯마을,배나무골앞,사당동우체국

악구

서울미술고등학교,인헌 학교,인헌고등학교,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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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atasets extracted from socialmedia contain the fullof

knowledge aboutreallife,such as certain events,economic,and

socialphenomena.Duetothisreason,theacademicfieldrelatedto

GeographicInformationSystems(GIS)hasfocusedonutilizing the

datasetstofigureoutthehiddeninformation,whichmayrevealthe

new perspectiveofoursociety.But,alackofgeo-taggeddatahas

alwaysbeenaproblem.Thenongeo-taggeddatahaveoftenbeen

excluded because itis notpossible to be assured ofthe exact

locationthatthedataindicates.

In this study,we propose the process to extract geographic

information from the single social media text message using

GeographicInformationRetrievaltechnique,andtrytofindawayto

usenongeo-taggeddatasetswiththeproposedprocess.NLP(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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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Processing),andmorphologicalanalysisareusedtorefine

the textmessage.The self-constructed reference which contains

geographiclexicalandlocationnamesinformationarealsoutilizedto

extractthespatialtermsthatthetextmessagemayhave.Afterthat,

wetrytovisualizetheAOI(AreaOfInterest)ofthemessage.

This kind ofstudy willbe an importantbase to establish an

user-friendlygeographicinformationsearchplatform.

Keywords :Geographic Information Retrieval,Geographic lexical

resources,Toponym abmiguity,Toponym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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