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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API를 통해 트위터 데이터 수집 → 사용 언어에 기반하여 한국어 계정 및 트윗 선별 → 분석 

● 기간: 2012.12 ~ 2013.1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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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반적 사용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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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용자수 

629만 

75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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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규 가입자 

216002 

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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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ctive Accounts / Total Accounts 

1172877 

10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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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weets 

1.7억 

1.6억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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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당 월평균 트윗수 

152.90 

131.37 

1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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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ReTweets / # of total Tweets 

26.2% 

25.5%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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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의 트윗량 증가는 국정원과 연관있을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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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 인용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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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의 URL 사용 패턴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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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URL 포함 트윗의 증가경향 

2010년 8월 1일부터 9월30일 

자료(장덕진, & 김기훈. (2011). 

한국인 트위터 네트워크의 

구조와 동학)에서는 전체 트윗의 

13.7%가 url을 포함하고 있었음.  

 

 2013년 1월 16%로 시작해서 

11월에는 24%로. 게다가 

점차 증가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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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뉴스, 커뮤니티 (논쟁의 장) URL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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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매체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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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매체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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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 사용자: RT-ed vs.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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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 2013년 9월  팔로워 수 기준 상위 5인> 

 

 

 

 

 

 

순위 스크린네임 팔로워 수 작성 트윗 RT받은수 

1 siwon407 3,737,000 43 10,600 

2 donghae861015 3,547,884 27 90,976 

3 psy_oppa 3,395,166 2 681 

4 shfly3424 2,455,575 16 112,135 

5 special1004 2,350,358 0 2,605 

1위~5위는 남성 연예인들이 차지, 그런데 작성 트윗량이 그렇게 많지 않음.  

# of Fol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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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 2013년 9월 트윗량 기준 상위 5인> 

 

 

 

 

 

 

순위 스크린네임 작성 트윗 팔로워수 RT받은수 

1 kor_newsfeed 22,673 291 30 

2 koreanlyr 16,320 21 0 

3 antkdyd03 16,071 732 473 

4 ku_mirang 14,398 2,821 4,827 

5 zzbadazz 14,280 509 2 

작성 트윗량에 비해 팔로워 수, RT 받은 횟수는 높지 않음.  

# of Tw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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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 2013년 9월 RT 받은 횟수 기준 상위 5인> 

 

 

 

 

 

 

순위 스크린네임 RT받은수 작성트윗 팔로워수 

1 ibgdrgn 154,142 121 1,986,196 

2 bts_twt 148,573 261 91,575 

3 whdgus1004 118,906 82 190,626 

4 shfly3424 112,135 16 2,455,575 

5 imlololovely 104,628 917 11,148 

# of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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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Exposure  

● 노출도: 어떤 트윗이 다른 
유저들의 리트윗, 멘션 등
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
하는 정도의 척도 

● 전파력: 다른 계정의 트윗
을 RT를 통해 매개하여 다
른 계정에게 전달케 한 정
도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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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이벤트의 효율 측정 – 탐색 

- 1월~11월간 매월 RT 횟수 기준으로 상위 25개 트윗, 총 25 X 11 = 275개 

트윗을 추출. 

 

- 1)기관 혹은 기업의 RT 이벤트 트윗, 2) 남성 아이돌이 쓴 트윗, 3)이벤트
가 아닌 RT 독려글, 4)일반글로 분류.  

 

 

 

 

 

 

 

RT 추첨  

이벤트  
남성연예인  

RT 독려 

(이벤트x) 
일반유저 글 총계 

138 130 5 2 275 

50.18% 47.27% 1.82% 0.7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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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이벤트의 효율 측정 – 탐색 

- RT추첨 이벤트 글 중  노출도 기준 상위 10,000위에 들어가는 비율은 약 20% 

 

- 남성 연예인이 쓴 글은 1개를 제외하고 모두 노출도 기준 10,000위 안쪽에 랭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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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이벤트의 효율? 

노출도 기준 RT 이벤트의 효율은 좋지 못하다. RT 횟수가 늘어도 노출도가 크게 증
가하지 않음. RT 이벤트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계정 때문에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 

반면 남성 연예인 계정의 경우는 RT횟수 대비해서 노출도가 더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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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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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82-2-886-6077     Fax: +82-2-886-6104 
E-mail: info@cyram.com www.cyram.com / 

www.netminer.com 
 

Unleashing  
Hidden Power of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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