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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누구나 트위터 같은 사이트를 쉽게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마스토돈’ 

 트위터와 같은 사이트를 쉽게 구축 할 수 있게 해주는 ‘마스토돈(Mastodon)’이 전세계적으

로 인기를 얻을 조짐을 보이고 있음 

 마스토돈은 독일의 오이겐 로흐코(Eugen Rochko)가 개발한 트위터의 클론으로, 수백 명 이용자 

단위의 미니 트위터들이 상호 연계하는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음 

 마스토돈은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포스트가 시계열로 표시되는데, 트위터와 차이점

은 하나의 게시물 당 최대 길이가 500 자로 트위터보다 길고, 복수의 마스토돈 사이트들이 사

용자에 의해 운영되며 각 사이트를 넘어 타 이용자들의 포스트를 구독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 

 각 마스토돈 사이트들은 인스턴스(Instance)로 불리는데, 이용

자들은 자신이 속한 마스토돈 사이트의 운영 정책과 맞지 않

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마스토돈 사이트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음 

 마스토돈은 신생대 제3기에 번성하다 약 100만년 전에 멸종

한 장비목(長鼻目)의 동물로 코끼리나 매머드 보다는 키가 작

고 몸이 작달막한데, 위아래 양턱에 코끼리처럼 상아 모양의 

어금니가 발달한 것으로 추정됨 

 트위터에서 개별 포스트를 새소리를 의미하는 ‘트윗(tweet)’이라고 하는 데 비해, 마스토돈에서

는 요란하게 운다는 뜻의 ‘투웃(toot)’이라고 하며, 서비스 마스코트 캐릭터는 마스토돈이 스마

트폰을 보며 즐겁게 웃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음 

 창업자 오이겐 로흐코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패트리온(Patreon)’에서 개발 자금을 모았

으며, 공식 마스토돈 사이트인 ‘mastodon.social’을 운영 중임 

 패트리온은 2013 년 설립된 미국의 창작자 후원 사이트로, 주로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기적 혹

은 일시적 후원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혜택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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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shable 

[그림 1] 트위터 잡는 마스토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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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오픈소스 분산 SNS 소프트웨어인 「GNU social」의 사양을 기본으로 하

며, 여기에 트위터의 클라이언트와 비슷한 심플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미하였음 

 공식 사이트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2017 년 3 월 말경으로,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한 이후 당시까지 일주일에 수백 

명씩 이용자가 늘어나던 것이 주당 8,000

명 이상씩 늘기 시작 

 5월 10일 현재 마스토돈 공식 사이트에는 

1,777 개의 인스턴스가 등록되어 있으며, 

총 이용자 수는 62만여 명임 

 마스토돈의 인기 배경에는 독점적인 클라

우드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으

며, 트위터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편리한 만큼 사용자 수가 수억 

명 수준까지 성장하지만, 서비스 운영 정책과 맞지 않을 경우 종종 계정 정지 및 삭제를 단행함 

 반면 마스토돈의 경우, 사용자가 다른 마스토돈 사이트로 옮길 수 있으며, 스스로 운영 정책을 

결정하고 자신만의 마스토돈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현재 전세계에서 마스토돈 사이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분산형 SNS 가 유행하는 이

유로는 게시 및 검색이 용이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함께 설치의 용이성이 꼽히고 있음 

 마스토돈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소스코드 공유 사이트인 ‘깃허브(GitHub)’의 마스토돈 공식 페이지에는 OS(운영체제)의 가상화

를 지원하는 컨테이너 기술인 ‘도커(Docker)’와 가상 시스템 관리 도구인 ‘베이그런트(Vagrant)’ 

등을 이용하여 마스토돈 사이트를 구축하

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다른 마스토돈 사이트의 사용자를 팔로우 

하는 ‘원격 팔로우(remote follow)’를 위해서

는 HTTPS 통신에 의한 인증·암호화가 필

수이며, HTTP 사이트와 HTTPS 사이트는 사

실상 분리됨 

 자기 혼자서 개인용 메모를 포스트의 형태

<자료> GitHub 

[그림 2] 마스토돈.소셜 서비스 화면 

<자료> Mastodon 

[그림 3] 마스토돈 계정과 투웃의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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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축적할 목적으로 혼자 이용하는 마스토돈 사이트의 운영도 가능하며, 원격 팔로우를 이용하

여 타임라인에 충실하게 구성할 수도 있음 

 이런 기능들은 사실 트위터와 전혀 다를 바 없지만, 마스토돈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 스스로

가 보유하고 있고, 관리자라면 쉽게 자신의 데이터를 꺼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전문가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안정감과 2007 년 트위터가 등장할 때와 

같이 정확히 무슨 서비스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지 가늠이 안 

되는 기대감이 사그러들지 않는 한, 당분간 마스토돈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Mashable, 4. 15. & NRC, 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