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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기법을 사용한 SNS 스팸의 클러스터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lustering of SNS SPAM using Heuristi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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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NS는 친구들의 친목과 인맥유지를 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종 기업, 개인 스패머들이 팔로잉

을 통해 스팸 트윗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노출, 불편을 끼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스팸 트윗에 해 연구

를 실시한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교함의 부족함과 여러 원인들로 인해 보다 정확한 분류  검출이 어려운 결과를 나

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패머들의 특징, 분류기 , 분류방법에 해 기술하 다. 한 이러한 특징  링크율과 자신

을 팔로워한 부류와 자신이 팔로잉한 부류와의 차이를 통하여 스패머 계정에 한 분류기 을 제시하 다. 실험은 무

작  스팸 계정과 일반 계정을 선정하 으며 분류기 에 따라 진행하 다. 결과로 스팸 계정은 링크율 68%, 팔로워 / 

팔로잉 비율은 27581.5 고 일반 계정은 6.12%, 팔로워 / 팔로잉 비율은 1.26 다. 

Abstract   It has good features for social networking with friends SNS is maintained. However, various enterprises, 
individuals invading the inconvenience spammers have exposure to a number of users to tweet spam.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e existing research on these spam tweets. However, the results showed a more accurate 
classification and detection is difficult because of the lack of precision and different causes. In this paper, we 
describe how to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of spammers, classification criteria. Also has a link rate and difference 
between followers and following, these features were present classification criteria for spammers account. This 
experiment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criteria. Randomized trial of spam and non-spam accounts were selected 
and account type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criteria 68% of the link ratio of spam accounts. Followers / 
Following ratio was 27581.5. Non-spam accounts was 6.12%. Followers / Following ratio was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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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웹상에서 친구·선후배·동료 등 지인(知人)과의 인맥 

계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인맥을 쌓으며 폭넓은 인

 네트워크(인간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

스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라

고 한다. SNS는 실시간 트 드에 한 정보 검색, 빠른 

속도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
[1]. 기에는 주로 친목도

모·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용되었으나 이후 비즈니스·각

종 정보공유 등 생산  용도로 활용하는 경향이 생겨났

다. 

한 스팸이란, 인터넷상 다수 수신인에게 무더기로 

송신된 자 우편 메시지, 는 다수 뉴스그룹에 일제히 

게재된 뉴스 기사. 우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수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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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무더기로 발송된 고나 선  우편물과 같은 의미이

다. 한 정확한 검색 결과보다 가치가 낮은 스팸정보를 

일부 페이지 앞 순 에 오도록 검색 엔진을 만드는 행동

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2]. 스팸은 부분의 경우에 수

신인이 원하지도 않고 심도 없는 메시지이거나 각 뉴

스그룹의 토론 주제와도 상 이 없는 기사들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는 행 를 스패

이라고 한다. 스패 은 명목상의 아주 은 비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품을 고하거나 특정 종교를 포교

하거나 심지어 특정인, 특정 상품 는 특정 기업을 비방

할 목 으로 인터넷을 악용하는 행 로 취 받는다.

최근 격한 SNS 이용자들의 증가로 기업, 개인 사업

자들의 SNS를 통한 마 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마 으로 인해 개인 SNS 이용자들은 불필요한 

정보를 강제로 노출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패머들의 

수는 증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담 직원, 아르바이트

생을 이용하여 SNS에 다수의 계정을 생성, 다수의 개인 

SNS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고성 과 정보를 남발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 SNS 이용자들이 다수

의 스패머들을 일일이 차단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행 는 

많은 시간 소요와 비용, 행동을 요구 하게 된다 

그림 1. 전 세계 SNS 이용자수 전망
Fig. 1. Predict for number of SNS user

그림 1을 보면 재  세계 SNS 이용자수는 꾸 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 상 이용자 수는 18억5천만 

명으로 거의  인구의 3명  1명꼴로 SNS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3]. 본 논문의 3장에서는 SNS 스패머의 특징에 

해 스팸 계정이라 추정되는 계정 를 들어 설명하고 

4장에서는 과거의 를 바탕으로 실험에 앞서 SNS 스패

머를 분류하기 한 기 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보았다. 5장에서는 4장에서 정한 기 을 바탕으로 무작

로 각각 50개의 스팸/일반 계정을 선정하고 SNS 내용

을 100개 씩 추출하 다 추출한 데이터에서 실험을 실시

하여 PYTHON 툴을 사용하여 실험하 으며 링크율, 팔

로워/팔로잉 비율을 통하여 SNS 스팸 계정의 기 을 제

시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명백한 기 과 특정 단어 

필터를 이용한 자동 스패머 분류를 실험하여 결과를 제

시해 보았다.

Ⅱ. 관 련 연 구  

보통 스팸 유 는 엄청 많은 양의 URL코드를 어 놓

으며 스팸 단어  해시 태그 도 한 많은 양을 보유

하고 있다 보통 로필을 은 나이로 설정해 두고 있으

며, 팔로우 당하는 것보다 자신이 팔로우 하는 경우가 압

도 으로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4].

그림 2. 삼성경제 연구소 팔로잉/팔로워 수
Fig. 2. Following/Follower for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그림2를 보면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팔로잉은 12,597명

이고 팔로워는 228,713명으로 팔로잉수에 비해 팔로워수

는 약 18배가량 차이가 난다 일반 SNS 이용자에 비하면 

비정상 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3에서 보듯이 삼성경제연구소의 SNS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부분의 트윗이 링크를 달고 있음을 알수 있

다[5]. 이러한 링크를 클릭해보면 부분 자사의 홈페이지

와 정책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내용은 일반 

SNS 이용자들에겐 불필요한 정보인 경우가 부분이다.

SNS에서는 스패머들의 다양한 반 사례에 처해 

나감에 따라 "스팸"의 범 도 계속 변경되고 있으며, 스

팸 계정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 를들어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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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삼성경제연구소의 트윗 내용
Fig. 3. Tweet of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① 유해 링크 올리기 (피싱  유해사이트 포함), ② 

공격 인 팔로잉 ( 심을 끌기 한 량 팔로잉/언팔로

잉), ③ @답   @멘션을 남용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원하지 않는 메시지 보내기,[6] ④ 여러 개의 계정 만들기 

(수동 는 자동 툴 이용), ⑤ 심을 끌기 해 실시간 

트 드 스팸, ⑥ 복 SNS를 계속 올리기, ⑦ 무분별한 

링크 올리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다수의 스팸활동으로 

인해 SNS활동자들은 스팸 스트 스를 겪고 있다[7].

Ⅲ. SNS 스패머의 인식 및 분류방법

특정 계정이 스패머라고 단되어 스팸계정으로 신고

할 때는 ①스팸 계정의 로필을 방문, ②인물 아이콘을 

클릭, ③“@username님을 스팸 계정으로 신고하기”를 클

릭 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팸으로 신고된 계정은 해당 사용자가 자신을 팔로

우하거나 답 을 보내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트 터 본사

의 본안 이 계정을 조사하여 해당 계정에 해 일시/

구 지를 결정한다[8].

이 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팸 SNS 계정은 팔로잉수에 

비해 팔로워 수가 압도 으로 많고, SNS활동 내용에서

는 다수의 경우가 링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

한 링크는 자기 집단의 고를 나타내는 경우가 부분

이며 유익한 정보제공등의 목 이 아닌 단순한 쓰 기 

정보인 경우가 많았다
[9]. 한 링크를 통하여 자기집단의 

홈페이지나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10]. 

이것은 SNS에서는 나타내기 힘든 내용을 담기 해 링크

를 이용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
[11].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SNS 내용에서 링크의 빈도 퍼센티지를 측정하여 스

팸/일반 SNS계정의 기 을 정하 고 이에 따라 스팸 

SNS 계정 여부를 분류하는 실험을 실시하 다.

Ⅳ. 실험 및 분석

1. 실험데이터

실험 데이터는 SNS 이용자들  임의로 일반인 계정 

50개와 특정 회사 계정 50개를 선별하 다. 선별된 계정 

 가장 최근의 SNS 내용을 기 으로 각각 100개를 추

출하 다. 총 추출된 SNS 내용은 스팸 계정 5,000개, 일

반 계정 5,000개로 총 10,000개의 데이터를 기 으로 실

험을 진행 하 다. 

구분 계정 수
각 계정의 

추출 SNS의 수
총 데이터 수

스팸 50 개 100 개 5000 개

일반 50 개 100 개 5000 개

표 1. 실험 데이터
Table 1. Data

2. 실험 결과

가. 스팸 계정 실험

python을 이용하여 기존 youtube SNS 계정에서 추출

한 100개의 데이터를 로드하여 print line, 명령어를 사용

하여 한 씩 출력하 다.

그림 4. youtube 계정의 데이터를 로드
Fig. 4. Data load for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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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명 링크 확률

Jade 3%

Ginnifer Goodwin 13%

james byatt 4%

표 4. 일반계정 링크 확율
Table 4. Link ratio for spam accounts 

데이터 명 팔로잉 팔로워 배율

Samsung USA 33,160 354,126 10.68

표 3. 스팸계정 팔로잉/팔로워
Table 3. Fllowing/Fllower for spam accounts

Samsung Mobile 293 5,565,689 18995.53

Samsung Content 3,300 185,689 56.27

youtube 537 335,151,390 624118.04

⦙ ⦙ ⦙ ⦙
Hyundai USA 8,967 96,326 10.47

Allianz 222 5,365 24.17

Visa 1,186 132,310 111.56

평균 배율 27581.5

그림 5. youtube 계정의 데이터 word 단위로 분할
Fig. 5. Divide into word units for Youtube data 

python NLTK를 import하여 f.split 명령어로 스팸 계

정으로 정한 youtube 계정의 로드된 데이터를 각각의 단

어별로 분할하 다.

나. 스팸 계정 실험 결과

- 스팸 계정 링크 확률

각 계정에서 100개의 SNS 활동 데이터를 추출한 후 

그  링크가 있는 데이터의 수를 확인한다.

데이터 명 링크 확률

Samsung USA 52%

Samsung Mobile 59%

Samsung Content 73%

youtube 97%

YouTube Trends 100%

YouTube Creators 61%

⦙ ⦙
eBay 92%

ZARA 93%

Hyundai USA 62%

Allianz 68%

Visa 46%

평균 링크 확률 68%

표 2. 스팸 계정 링크확율
Table 2. Link ratio for spam accounts

- 스팸 계정 팔로잉, 팔로워 수

각 계정에서 팔로잉 수와 팔로워 수를 비교한다(팔로

워/팔로잉 수)

3. 일반 계정 실험

그림 6. 일반인 계정의 데이터를 로드
Fig. 6. Data load for non spam accounts

python을 이용하여 기존 youtube SNS 계정에서 추출

한 100개의 데이터를 로드하여 print line, 명령어를 사용

하여 한 씩 출력하 다.

그림 7. 일반인 계정의 데이터 word 단위로 분할
Fig. 7. Divde to word units

가. 일반 계정 링크 확률

각 계정에서 100개의 SNS 활동 데이터를 추출한 후 

그  링크가 있는 데이터의 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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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maslow 61%

Katie Scragg 0%

Kirst Harris 1%

⦙ ⦙
Gemma Williams 16%

Ryan Murphy 0%

James Haggerty 5%

평균 링크 확률 6.12%

나. 일반 계정 팔로잉, 팔로워 수

각 계정에서 팔로잉 수와 팔로워 수를 비교한다(팔로

워/팔로잉 수)

데이터 명 팔로잉 팔로워 배율

Jade 405 3923 9.69

Ginnifer Goodwin 159 718 4.52

james byatt 858 321 0.37

james maslow 1404 1227 0.87

⦙ ⦙ ⦙ ⦙
Griffo 240 243 1.01

Gemma Williams 330 240 0.73

Ryan Murphy 1066 498 0.47

James Haggerty 907 406 0.45

평균 배율 1.26

표 5. 일반계정 팔로잉/팔로워 비율
Table 5. Fllowing/Fllower for non spam accounts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NS를 이용하여 무분별한 SPAM을 

다수의 에게 사용하는 SPAMMER를 분류하기 하

여 링크율과 자신을 팔로워한 부류와 자신이 팔로잉한 

부류와의 차이를 통하여 스패머 계정에 한 분류기 을 

제시하 으며 이러한 기 에 따라 실험을 진행 하 다 

실험은 무작 의 스팸 계정과 일반 계정을 선정하 으며 

분류기 에 따라 진행하 다 스팸 계정은 링크율 68%, 

팔로워 / 팔로잉 비율은 27581.5 고 일반 계정은 6.12%, 

팔로워 / 팔로잉 비율은 1.26 다. 스팸/일반 계정간의 

링크율 차이는 약 11배의 차이가 났으며 팔로워 / 팔로잉 

비율의 차이는 약 21890배나 차이가 났다. 두 부분모두 

스팸계정과 일반 계정 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다 SNS

의 속한 성장과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인해 마  분

야에서는 SNS를 돈이 들지 않는 고채 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무분별한 고를 실시하고 

있다 SNS 이용자는 이로 인해 불필요한 정보를 개인이 

일일이 분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본 논

문에서의 실험결과를 토 로 SNS SPAM 계정을 분류하

여 처리해주는 로그램을 개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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