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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SNS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 불안의 시공간 분포를 시각화 하는 기법을 

소개한다. Open API인 twitter4j를 이용하여 트 터로부터 시공간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 트윗의 작성자가 불안한지 아닌지 표시한 훈련 데이터를 비한다. 이 훈련 데이터와 한  형태소 

분석기 Open API인 KOMORAN을 이용해 사 을 구축하고, 불안 분류기를 개발한다. 트 터로부터 수

집한 시공간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분류기로 분류하여, 지도에 표시해 으로써 사회 불안을 시각화

한다. 사회 과학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불안을 체계 으로 연구함으로써 불안으로부터 생기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정치  양극화, 사교육 경쟁, 청년 실

업, 자살, 노후 빈곤, 출산, 증오 범죄 등 다양한 사회  

문제 상을 겪고 있다. 이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과 반

목으로 인한 것이며, 사회  연 의 해체와 신뢰 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긴 하게 연

되어 있으며 이들을 포 하는 근본 원인으로 사람들이 느

끼는 '불안'에 주목해야 한다.[1-5]

 기존의 사회 과학 연구는 사회 구성원 일부에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법은 불안같

은 감정과 정서에 한 체계  연구를 하기에 개인이 자

신의 실제 감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고,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존재한다.[6]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소셜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 사람들은 설문조사 보다 소셜 네트워

크에서 더 솔직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보다 효과 이고 

신뢰성이 있는 방법으로 수집이 가능하다. 추가 으로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류하므로 시간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불안 분석 시각화는 에서 나열

한 많은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사회 과학자들이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불안의 변화 

추세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상들과의 

련성을 탐구하고 지역별 상황과 상  격차에 한 세

부  진단  정책 마련에 활용 가능하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련 연구들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알고리즘  사  구축 방법에 해

서 소개한다. 4장에서는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5장에

서 결론  추후 연구에 해서 논의한다.

2. 련연구

 2.1 베이즈 정리

 베이즈 정리는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이 일어

날 확률을 설명하는 정리다.[7] 를 들어, 한 사람의 나이

가 30일 확률을 P(B), 한 사람이 암에 걸렸을 확률을 

P(A)라고 할 때, 한 사람의 나이가 30살이면, 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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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OMORAN을 이용한 형태소 분석의 시

<표 1> 비불안 사  시

<표 2>불안 사  시

단어단어단어비불안 



×


×


 
…수식 (2) 

단어단어단어불안 


×

×

 

…수식 (3)

암에 걸렸을 조건부 확률 P(A|B)를 알 수 있다.

 베이즈 정리에서는 수식 (1)로 조건부 확률을 정의한다.

 
∙ 

…수식 (1) 

 2.2 나이  베이즈 분류

  나이  베이즈 분류는 확률들 사이의 독립을 가정하는 

베이즈 정리를 용한 확률 분류이다.[8] 나이  베이즈 

분류기는 지도 학습 모델에서 효율 으로 학습되며, 분류

에 필요한 라미터를 추정하기 한 트 이닝 데이터의 

양이 어도 되고, 간단한 디자인과 단순한 가정에도 불구

하고 많은 복잡한 실제 상황에서 잘 작동한다.

2.3 라 라스 평활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나이  베이즈 분류의 경우 사

에 없는 단어가 등장할 경우 확률이 0이 되므로 평활화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 사 에 없던 

단어가 등장할 경우 해당 단어와 사 에 등록된 모든 단

어에 빈도 수 1을 더하고, 계산을 진행하는 라 라스 평활

화를 사용한다.

 2.4 사회 불안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나쁜 심리

 효과를 유발하고, 심하게는 심리 장애로도 연결된다. 

양극화, 경쟁 과열, 자살 등의 사회 문제는 불안을 해소함

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3. SNS데이터의 불안 분류와 시각화

 3.1 데이터 수집  사  구축

 Open API인 twitter4j[9]를 이용하여 트 터로부터 시공

간 정보가 포함된 트윗을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해 외국 객의 트윗으로 추

정되는 한 의 비 이 낮은 트윗과 고로 추정되는 #(해

시태그)가 3개 이상인 트윗을 제거한다. 이 게 수집된 트

윗들을 불안과 비불안으로 분류한다.

 분류기 개발을 한 불안 단어 사 을 구축하기 해 

Open API인 KOMORAN[10]을 이용해 수집된 트윗들을 

형태소 단 로 나 다.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의 품사  

NNG(명사), VV(동사), VA(형용사), MM( 형사), MAG

(일반 부사)만 사용한다.

 (그림 1)은 KOMORAN을 이용하여 '잘 부탁드립니다.'

를 분석한 시이다. '잘/MAG', '부탁/NNG', '드리/VV', 

'ㅂ니다/EF', './SF'로 분석된다. 이  '부탁/NNG'와 '드

리/VV'만을 사  구축에 활용한다.

 3.2 분류기 시스템 설계

 

 에서 구축된 사 을 이용하여 나이  베이즈 분류기를 

개발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분류기는 임의의 트윗이 들

어왔을 때, 최  우도 추정을 이용하여 해당 트윗이 불안

일 확률과 비불안일 확률을 계산해 더 확률이 높은 쪽으

로 분류한다. 사 이 <표 1>, <표 2>와 같을 때, 단어1, 

단어3, 단어2로 구성된 트윗이 비불안일 확률은 수식 (2), 

불안일 확률은 수식 (3)이다. 비불안일 확률이 더 높으므

로, 해당 트윗은 비불안으로 분류된다.

3.3 시각화

 트 터로부터 시공간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불안 분류기로 해당 트윗이 불안한지 분류하여 지도에 표

시해 다. 지도는 통계청의 Open API를 사용한다. 시각화 

시스템은 본 연구 의 홈페이지에서 사용해볼 수 있다.*

 지도는 축 에 따라 한국, 도시(특별시·도), 소도시(시·

군·구)로 표시된다. (그림 2)의 지도는 소도시를 표시하고 

* http://166.104.140.75:62000/Emotional_Analyzation/EA/ 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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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 까지의 불안 분포

<표 3> 최  사후 확률과 최  우도 추정에 한

성능 비교 표

불안  


≈ 

 비불안  


≈ 
…(4) 

트윗비불안 
 트윗불안 

임계값 …(5) 

있다. 하단의 타임 테이블을 조정하여 지도에 표시되는 데

이터들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림 2)의 지도는 2106

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다. 타

임 테이블 에 있는 토  버튼을 르면 지도에 불안 지

수가 표시되는 방법이 바 다. 불안 지수가 표시되는 방법

은 두 가지로  지수와 정규 지수로 표시된다.  지

수는 해당 도시의 트윗 1,000개  불안 트윗이 몇 개인지

를 나타낸다. 정규 지수는 해당 도시의 트윗  불안 트윗

의 비율이 다른 도시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 인가를 나

타낸다. (그림 2)의 지도는 정규 지수로 표시되고 있다. 지

도의 도시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해당 도시의 정보가 

툴 으로 제공된다. 지역 명, 인구 수, 트윗 수, 10,000명 

당 트윗 수, 불안 지수가 표시된다. (그림 2)의 지도는 서

울 특별시, 등포구 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은 상태이

다. 지도의 도시를 클릭하면, 우측에 도시의 상세 정보가 

표시된다. 우측 상단에는 해당 도시의 트윗들로 생성한 워

드 클라우드가 표시되고, 우측 하단에는 해당 도시의 상세 

정보가 표시된다. 상세 정보에는 툴 에서 표시되던 정보

와 해당 도시의 트윗들이 출력된다. (그림 2)에서는 서울

특별시, 동작구의 정보를 출력하고 있다.

4. 성능

4.1 최  사후 확률과 최  우도 추정

 본 논문에서 트 이닝에 사용한 트윗은 75,051개이다. 이 

75,051개의 트윗  불안 트윗은 7,366개이고, 비불안 트윗

은 67,685개이다. 이는 서로의 등장 확률 차이가 매우 큰 

균형 이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  사후 확률을 사용하면 성능 하가 발생하

는데, 이는 우리가 비한 테스트 데이터 셋 6,822개에서

도 알 수 있다. <표 3>은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평가해본 

결과이다.

 최  사후 확률의 경우 비불안 재 율과 정확도에서  우

수한 성능을 보 지만, 불안 재 율에서 성능이 좋지 않아 

종합 성능이 최  우도 추정의 0.590보다 낮은 0.458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  우도 추정을 사용한다.[12-14]

4.2 임계값 

 본 논문에서 사용한 최  우도 추정을 이용한 나이  베

이즈 분류기의 성능을 최 화 시키기 한 임계값을 찾는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분류기는 식 (5)가 참일 경우 불안으

로 분류하고, 거짓일 경우 비불안으로 분류한다. 임계값을 

변경해가며,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본 논문은 불안을 분석하기 한 논문이므로 지표  불

안 재 율과 정확도를 요시한다. 따라서 두 지표를 동시

에 활용하는 (불안 재 율 * 정확도)를 성능 지표로 한다. 

이 성능지표가 임계값 2.5에서 0.7294로 가장 높기 때문에 

임계값을 2.5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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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임계값에 따른 성능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SNS로부터 시공간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를 수집  분류하여, 사회 불안의 분포를 시각화하는 기

법을 소개했다. 사회 과학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체계 으

로 불안을 연구하고, 사회 불안 문제들의 원인 악  해

결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기법에 한 향후 연구로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첫 째는 분류의 추가이다. 불안 뿐 아니라 

분노, 행복, 슬픔 등 세분화된 감정 별 기술을 개발한다. 

두 번째는 분류기의 성능 개선이다. 트 이닝 데이터를 추

가하고, 최  우도 추정을 사용한 나이  베이즈 분류기 

외에 다른 알고리즘을 시도하여 더 성능이 좋은 분류기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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