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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이벤트는 발생 직후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편차

가 크다. 이에 따라 비정상 인 이벤트를 탐지하고 의미를 악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한 

측 분석에 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는 이벤트의 체 인 미래 경향에 

한 수치 결과를 측할 뿐, 이벤트가 내포하는 의미에 한 측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는 비정상 인 이벤트가 내포하는 토픽의 조합을 통해 미래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한 시각

 측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먼  트윗에서 실시간으로 비정상 이벤트를 탐지한다. 그 

다음 과거 유사한 사례를 탐색한 다음 이벤트와 련된 토픽들을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의미 있

는 토픽의 조합을 통해 미래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분석할 수 있다. 실험은 두 가지 상황에 

한 측 분석을 수행하 으며,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 다.

키워드: 측 분석, 시각  분석, 소셜 미디어 데이터 분석, 비정상 이벤트 탐지

Abstract Emergence events are the cause of much economic damage.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that these events cause, it must be possible to predict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Accordingly, many researchers have focused on real-time monitoring, detecting events, and 

investigating events. In addition, there have also been many studies on predictive analysis for 

forecasting of future trends. However, most studies provide future tendency per event without 

contextual compositive analysis. In this paper, we present a predictive visual analytics system using 

topic composition to provide future trends per event. We first extract abnormal topics from social 

media data to find interesting and unexpected events. We then search for similar emergence patterns 

in the past. Relevant topics in the past are provided by news media data. Finally, the user combines 

the relevant topics and a new context is created for contextual prediction. In a case study, we 

demonstrate our visual analytics system with two different cases and validate our system with 

possible predictive story lines.

Keywords: predictive analysis, visual analytics, social media data analysis, abnormal even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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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풍･폭설과 같은 자연재해, MERS(메르스)･조류독감

과 같은 감염성 질병, 항공기추락･선박사고 등 다양한 

사회  이벤트는 인명피해와 직간 인 경제  비용을 

래한다. 이벤트는 발생한 다음 후속 응을 어떻게 하

는지에 따라 사회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반 가 될 수

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벤트의 성격과 향후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에 해 미리 인지하고 이에 따른 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요하다. 와 같은 측을 해서는 이

벤트를 탐지하고, 의미를 분석한 다음 미래 경향을 측 

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먼  소셜 미디어 데이터

에서 이벤트를 탐지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성능이 입증되었다. 

한 시각  분석 기법을 통해 특정한 이벤트가 미래에 

어떠한 경향을 나타낼지에 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었

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는 측 결과로 이벤트의 체

인 경향만 보 을 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한 더 이상의 분석이 제공되지 않았다. 한 체 인 

경향에 한 측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 이벤트를 구성

하는 세부  요소에 한 측연구는 미흡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정상 인 이벤트가 내포하는 토픽의 

조합을 통해 미래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한 시각  측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시스템은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서 특이한 이벤트를 나타내는 비정상 

토픽을 실시간으로 검출한 다음 비정상 토픽과 뉴스 데

이터를 이용하여 재 발생한 특이한 이벤트와 가장 유

사한 과거 이벤트를 검출한다. 다음 과거 이벤트와 련

된 뉴스 데이터에서 토픽들을 다시 추출한다. 사용자는 

과거 유사한 이벤트에서 도출된 토픽들을 분석 한 다음, 

재 발생한 이벤트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토픽들의 

조합을 통해 의미 있는 패턴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제

안한 시스템은 토픽의 조합을 통해 미래에 어떠한 상황

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해 사용자에게 알려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

에 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한 측 분석 기법과 

시각  분석 시스템에 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두 개

의 사건에 한 실험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2. Related work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상황 는 생각을 업로드 하는 등 수

백만 개의 데이터가 매순간마다 생성된다.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시공간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 는지 실시간으로 악할 수 

있어 많은 연구자들은 특이한 이벤트를 탐지하려는 연

구를 수행하 다. Chae et al.[1]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토픽을 추출한 다음 Seasonal- 

Trend Decomposition Procedure based on Loess 

smoothing (STL)을 용하여 시각  분석 기법을 통해 

비정상 이벤트를 탐지한 연구가 있으며, 총격사건, 시 , 

지진 등 세 가지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 다. Yeon et al.[2]은 트 터에서 비정상 토픽

을 추출한 다음 토픽들 간의 시계열 상 계 분석을 

통해 비정상 이벤트를 시각  분석 기법을 통해 탐지하

는 방법을 제안하 으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을 통해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 다. T. Sakaki et al.[3]은 소셜 미디어 데이터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지진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

하 으며, 사용자의 치 정보를 이용하여 진앙지를 추

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외에도 소셜미디어 데이

터를 이용하여 특이한 이벤트를 탐지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4-7]. Becker[8]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서

의 이벤트 속성에 해 정리하 는데, 이벤트는 planned 

vs. unplanned, trending vs. non-trending, exogenous 

vs. endogenous 로 분류하 다. 산업 지수, 주가, 특정 

이벤트에 한 향후 트 드에 한 측 연구는 과거부

터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주로 통계  근 방법을 기

반으로 한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하 다. Bollen et 

al.[9]은 트 터에서 의 감성 정보를 정량화하여 다

우 존스 산업 지수를 측하 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감성 정보를 이용하여 선거 도를 측한 연구가 있다

[10,11]. 통계 인 방법은 측 결과가 단순한 수치 정보

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부족하면 잘못된 결

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한 근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로 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각  분석 기법

을 이용한 측 연구가 두되었다. El-Assady et 

al.[12]은 시각  분석 기법을 이용한 측 분석 연구에

서 두 가지의 근 방법을 제안하 는데 하나는 기계 

학습 기법을 용한 측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시각화

된 데이터와 화형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시각  분석 

기법으로 분류하 다. Hao et al.[13]은 peak-preser-

ving amoothing 방법을 이용하여 시계열 데이터에서 

장기 측을 한 시각  분석 시스템을 제안하 다. 

Yafeng Lu et al.[14]은 트 터와 IMDB(Internet 

Movie Database)를 이용하여 개  정 화의 상 

수익을 측하는 시각  분석 시스템을 제안하 다.

3. Predictive Visual Analytics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시

스템은 Java, R, JavaScript로 구 하 으며, Java는 트

윗과 뉴스 데이터 수집  텍스트 분석을 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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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각  측 분석 시스템

Fig. 2 Predictive visual analytics system

그림 1 시각  측 분석 시스템 구조

Fig. 1 System diagram for predictive visual analytics

R은 비정상 정도와 시계열 상 계를 계산하는데 이용

하 으며, JavaScript는 지도, 차트, 그래  등을 시각

인 요소로 표 하고, 시스템과 사용자간의 인터 션을 

구 하는데 이용하 다. 데이터는 트윗과 뉴스 데이터를 

이용하 다. 트윗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비정상 이벤트를 

탐지하는 용도로 이용하 다. 뉴스 데이터는 이벤트와 

련된 과거 사례를 탐색하고, 련된 토픽을 추출하며, 

미래를 측하는데 이용한다. 본 장에서는 시각  측 

분석 모듈에 해 설명하며, 2015년 3월 24일에 발생한 

먼윙스 항공 추락사건에 한 를 들어 기술한다.

3.1 Abnormal topics view

비정상 이벤트를 탐지하기 해 트윗에서 토픽을 추

출하여 각 토픽들 간의 비정상 정도를 계산한다. 토픽을 

추출하기 해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를 이

용하며, LDA는 주어진 문서에서 특정한 주제에 해

표 1 토픽 모델링 결과 

Table 1 Topic modeling examples

Propagation Topics

0.342 morning coffee spring mood park cold

0.275 school start leave ready change manhattan

0.275 morning cold change word street drive

0.025 germanwings plane flight crash passengers alps

특정한 단어들이 포함되는지에 한 확률 모형이다. 표 1

은 2015-03-24 07:10 (EDT) 미국 뉴욕에서 수집된 트

윗에 한 토픽 모델링 결과를 나타낸다.

토픽의 수치화된 비정상 정도를 계산하기 해 본 논문

에서는 Seasonal-Trend Decomposition based Loess 

smoothing (STL)을 용하 다. STL은 데이터를 추세

(trend)변동, 계 (seasonal)변동, 불규칙(remainder)변동

으로 분해하여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추세변

동은 데이터의 증감에 한 체 인 경향성, 계  변동

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 으로 같은 패턴으로 변화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규칙변동은 추세에서 벗어난 정도

를 의미한다. 각 토픽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생 양상에

서 벗어난 정도를 계산하기 해 remainder value (R(d))

를 이용하여    를 계산하며 

  ≥   ( 체의 5%)를 비정상 토픽이라고 한다.

그림 2(a)는 트윗 데이터에서 토픽을 추출한 다음 비

정상 정도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다. 붉은색 박스는 비

정상 토픽을, 녹색 박스는 정상 토픽을 의미한다. pass-

engers, crash, airplane, survivors라는 비정상 토픽을 

통해 비행기 추락 사건이 발생함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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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토픽 ‘crach’ 에 한 피어슨 상  분석 결과의 

Fig. 3 Similarity pattern analysis for the abnormal topic ‘crash’ using Pearson’s correlation

3.2 Similar pattern analysis

부분의 이벤트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체

인 흐름이 유사한 과거 이벤트가 존재한다. 이에 착안하

여 재 발생한 토픽의 트 드와 토픽이 포함된 뉴스 

문서의 트 드간의 시계열 상  분석을 통해 유사한 과

거 이벤트를 탐색한다. 그림 3에서는 토픽 crash에 해 

재 시 을 기 으로 과거 7일간 트윗 발생 패턴과, 

crash라는 단어가 포함된 뉴스 기사의 7일 동안 발생 

패턴간의 피어슨 상 계수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다. 

계산된 결과 값은 그림 2(b)와 같이 캘린더 차트를 이

용하여 시각화하여 사용자는 상 정도를 보고 재 발

생한 이벤트와 가장 유사한 과거 이벤트를 찾을 수 있다.

3.3 Predictive analysis using topic composition

분석 시 에서 발생한 먼윙스 항공 추락사건과 유

사한 사례로는 아시아나 항공 추락사건, 말 이시아 항

공 실종사건, 말 이시아 항공 미사일 피격사건 등이 있

다. 세 가지 유사한 사례는 이벤트가 의미하는 내용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 개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추상 인 흐름은 사건발생 - 응 -조사 - 방

으로 유사한 의미 변화를 가진다. 한 유사한 사례에서 

언 되는 련 토픽도 유사하다. 이에 착안하여 우리는 

과거 유사한 이벤트에 해당하는 뉴스 문서에서 토픽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생 패턴 정보를 그림 3과 같이 

표 하 다. 사용자는 토픽간의 유사도와 상 정도를 참

고하여 토픽을 조합하여 새로운 패턴을 만든다. 그리고 

조합된 새로운 패턴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살펴 본 

다음 재 사건에선 언제 발생할 것인지 유추할 수 있

다. 그림 4는 먼윙스 항공 추락사고 사례를 이용한 

측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a)는 아시아나 항공 

추락사건(2013-07-06)에서 investigators, pilot 토픽 조

합을 통해 생성된 패턴의 추이와, 토픽의 조합이 실제 

먼윙스 항공 추락사건에서 어떠한 패턴을 지녔는지에 

해 비교하 다. 조합된 패턴은 이벤트 발생 직후 이슈

화 되었으며 약 5일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이슈

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사례 모두 사건이 발생한 

직후 조종사에 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5일 뒤 조종

사 과실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림 4 먼윙스 항공사고 사례를 이용한 측 분석 결과

Fig. 4 Two new contexts created by combining topics 

for the Germanwings case

그림 4(b)는 우크라이나에서 말 이시아 항공 미사일 

피격 사건(2014-07-17)에서 plane, victim 토픽 조합을 

통해 도출된 패턴과 실제 사례에서 나타난 패턴 간을 

비교하 다. 패턴은 사건 발생한 직후 며칠간 이슈화 되

고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4. Case study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실험을 통해 제안한 측 

분석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첫 번째 실험으로는 

2015년 3월 24일에 발생한 먼윙스 항공 추락 사건으

로, 3장에서 기술하 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미국 동부

에서 발생한 폭설 사례를 분석하 다.

미국 기상청에서는 2015년 1월 26일～27일 미국 동부 

지역에 기록 인 폭설이 내릴 것으로 상하 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1월 26일 오  9시에 비정상 토픽 snow-

storm, snow, snowday, winter, snowfall를 검출하 다.

비정상 토픽 snow를 이용하여 과거 유사한 사례를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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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 동부해안 폭설 사례에 한 토픽 조합 화면

Fig. 6 Visual interface for topic composition of case of heavy snowstorm on the east coast of the USA

그림 5 미국 동부해안 폭설 사례에 해 캘린더뷰를 이

용한 과거 유사 사례 탐색 

Fig. 5 Calendar view of similar pattern analysis for case 

of heavy snowstorms on the of the USA

색하기 해. snow가 포함된 트윗과 뉴스 미디어 패턴간

의 상 정도를 계산한다. 사용자는 그림 5와 같이 상 정

도가 높은 날짜를 필터링할 수 있으며 재와 유사한 과

거 패턴을 비교할 수 있다. 미래 측을 해 과거 사례를 

용할 날짜를 선택하면, 시스템은 그림 6과 같이 과거 

이벤트와 련된 뉴스 문서에서 토픽을 추출한다. 그림 6

에서 각 토픽은 뉴스 문서에서의 토픽 트 드를 나타내며, 

사용자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 토픽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토픽을 조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는 조

합한 토픽에 한 상호정보량과 상 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7(a)와 같이 school, closing 토픽의 조합은 이

벤트가 발생한 기에 이슈화 되었다. school, closing 

토픽의 조합은 학교 폐쇄를 의미하며, 실제로 미국 정부

에서는 폭설 이벤트가 발생한 직후 학교 휴교령을 내렸

다. 그림 7(b)는 flood, watch 토픽의 조합을 통해 도출

된 패턴과 실제 사례에서 나타난 패턴 간을 비교하 다. 

flood, watch 토픽의 조합은 홍수 발생 가능성을 의미

한다. 패턴은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 약 일주일정도 충분

한 시간을 가진 다음 이슈화 되었다. 재와 과거 사례

그림 7 폭설 이벤트에서 토픽의 조합을 통한 측 분석 결과

Fig. 7 Two new contexts created by combining topics 

for the snowstorm case

모두 폭설이 발생한 다음 약 일주일 뒤에 이 녹아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패턴은 매우 흥

미로운 정보를 가진다. 폭설이라는 이벤트가 시간이 흐

른 다음 홍수라는 이벤트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악할 수 있다. 우리는 제안한 시스템을 통해 이벤트가 

새로운 이벤트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악하고 이에 

따른 응책을 수립할 수 있다.

5.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비정상 인 이벤트가 내포하는 토픽의 

조합을 통해 미래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한 시각  측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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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먼  트윗에서 비정상 토픽을 탐지한다. 다음 비

정상 토픽이 의미하는 이벤트와 유사한 과거 사례를 탐

색하며, 이에 해당하는 뉴스 문서에서 토픽을 추출한다. 

사용자는 조합된 토픽들의 유사도와 시계열 상 계를 

참조하여 측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턴을 생성한다. 시

스템은 조합된 토픽들의 시간 흐름에 따른 발생 정보를 

통해 새로운 패턴이 재 발생한 이벤트에서 언제 발생

할지 측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측 방법으로는 하

나의 유사한 사례에 해서만 용하 는데 향후 연구

로는 재 발생한 이벤트에 한 과거 여러 이벤트들을 

학습하여 향후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한 

측분석을 연구할 것이다.

※ 원본 그림은 http://vis.sejong.ac.kr/publications/ 

2015-predi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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