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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반 여론 감성 분석

Sentiment Analysis for Public Opinion 
in the Social Network Service

하상현*, 노태협**

Sang Hyun HA*, Tae Hyup ROH**

요 약 본 연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텍스트 분석기법의 응용으로서 설문 조사 기반의

여론 조사 방법론과 달리 비정형적 언어 기반의 감성 여론 조사 방법론을 제안한다. 기존의 설문 기반 여론 분석모형

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주관성에 기초한 감성 분류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

간 중 선거 관련 실시간 트위터 자료를 수집하여 속성 기반 감성 분석을 이용한 여론의 극성과 강도에 대한 실증 분

석을 수행하였다. 개별 SNS에서 사용된 단어의 극성을 분류하기 위해 Lasso 및 Ridge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극성

에 영향력이 큰 변수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변수가 극성에 미치는 긍정 및 부정에 대한 영향을 구분하고, 영향력의

강도를 분석하였다. 대중들이 소셜네트워크상에서 표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여론에 대한 긍정 및 부정의 감성 분석

을 통해 여론의 향방을 예측하고 극성분석 모형의 정확도를 측정하여, 여론 조사 분야에서 감성 분석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감성 분석, 소셜네크워크서비스, 극성분석, Lasso 회귀 분석, Ridge 회귀 분석, 여론 분석

Abstract As an application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this study proposes an atypical 
language-based sentimental opinion poll methodology, unlike conventional opinion poll methodology. An 
alternative method for the sentimental classification model based on existing statistical analysis was to collect 
real-time Twitter data related to parliamentary elections and perform empirical analyses on the Polarity and 
Intensity of public opinion using attribute-based sensitivity analysis. In order to classify the polarity of words 
used on individual SNS, the polarity of the new Twitter data was estimated using the learned Lasso and Ridge 
regression models while extracting independent variables that greatly affect the polarity variables.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of people with friends on SNS suggested a way to identify peer group 
sensitivity. Based on what voters expressed on social media, political opinion sensitivity analysis was used to 
predict party approval rating and measure the accuracy of the predictive model polarity analysis, confirming the 
applicability of the sensitivity analysis methodology in the politic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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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의 주관성은 크게 감성, 판단, 동의, 주장, 의도,

추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인간의 마음(감

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과학 분야의 주요한

관심사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 매체를 통한 소통의

기회와 채널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생성된 개인의 직

간접적 의사 표현에 대한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저

장되면서, 이를 분석하여 개인의 마음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사회적 연결망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빅데이터 관련 기술은 수리, 통계, 기계학습,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방법론과 결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인

터넷의 공간에서 이용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사회

적 관계를 맺으며, 직간접적인 의견 조정과 대중의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근 빅데이터 연구

의 주요 관심 영역이다. 심리학적 행태 이론을 기반으

로 한 설문 조사, 행태적 관찰 조사, 통계적 분석 방법

론을 통하여 인간(소비자, 고객, 유권자 등)의 인지 능

력 중 감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

나, 최근의 데이터 과학의 발전으로 이러한 인간 감성

에 대한 분석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

는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의 감정, 태도, 평가,

의견 등을 분석하는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방

법론을 통하여 정치 여론 조사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적

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감성 분석이란 상품

및 서비스, 기관이나 단체, 사회적 이슈, 사건 등에 관

하여 블로그 또는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

어 등에 남긴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람들의 감정

의 상태 및 태도에 대한 변화, 의견과 평가, 선호 등을

파악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말한다[1]. 감성 분석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과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영화평, 맛집, 호텔 등을 이용하

는 고객의 감성을 분석하여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정치적 이슈

에 대한 여론 조사 분야 및 SNS 활동에서 축적되는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피니언 마이닝의 형태로 분석되

고 있다[2]. 선거 여론 조사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11월에 시행된 미국 대

통령 선거에서 성공한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후보

캠프이다. 버락 오바마 캠프는 유권자 개개인의 성향정

보를 확보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유권자 개개

인의 선호를 파악하고 성향에 맞춰 공약을 제시하는 마

이크로 타게팅 방식의 선거운동 전략을 전개하였다[3].

본 연구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법의 응용으로서

기존의 여론 조사 방법론과 달리 비정형적 언어 기반의

감성 여론 조사 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통

계적 분석 기반의 감성 분류 모형에 대한 대안적 방법

으로 주관성에 기초한 감성 분류 모형을 제시한다. 분

석을 위한 실제 적용 분야를 국회의원 선거 관련 실시

간 트위터 데이터 수집하여 속성 기반 감성 분석을 이

용한 여론의 극성(Polarity)과 강도(Intensity)에 실증 분

석을 하고자 한다.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

여 소셜 미디어에서 표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치

여론 감성 분석을 통해 정당 지지율을 예측하고 예측모

형의 극성분석 정확도를 측정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감

성 분석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Ⅱ. 감성 분석 이론

2012년 세계 최대의 이미지 인식 경연대회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토론토 대학의 Geoffrey E. Hinton 교

수팀이 제안한 AlexNet이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의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기반 구조로 한 딥러닝 방법론으로 우승한

이후 인공 지능기법의 현실적 적용에 대한 가능성이 확

대되었다[4]. 2010년 이후 인공지능의 발전을 이끌어온

것은 사진이나 이미지 등 영상처리중심의 인공지능 기

법이었다. 음성, 자연어, 텍스트 기반의 인공지능 기법

은 비교적 성장의 속도가 늦었다. 복잡한 인간의 언어

체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뒤로 갈수록 사라지

는 장기의존성(Long-term dependency)의 문제가딥러닝

기법 적용에 한계로 작용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구글

이 발표한 대화형 인공지능 언어 BERT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는 자연어처

리시스템에 커다란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 BERT는 학

습 속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병렬처리형 범용 딥러닝

모듈 아키텍처인 Transformer를 양방향으로 설계하여

언어사용자의 주요 단어에 집중해 의도와 문맥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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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는 범용 Attention 모델을 채택하여 인공지능 기

법을 통한 자연어 처리의 실시간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

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 능력에 근접할 정도의 높은 수

준의 대화형 인공지능이 실용화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법의 자연어 처리에의 적용은 인간

의 감성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감성 분석에 관련된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 다수의

빅데이터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다양한 연구 결과

가 발표되고 있다. 감성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텍스트 데이터를 숫자의 형태로 변환하는 다양한 워드

임베딩 기법을 적용한 언어 모델에 관한 연구, 어휘기

반 자원을 통해 감성 사전을 구축하거나, 기분류된 텍

스트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하여, 기계학습(딥러닝)에

서 사용되는 다양한 분류기법들을 적용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감성 분석의 기초 틀이 되는 감성 사전 구축에 관

한 연구로, 이상훈, 최정, 김종우는 감성 분석의 기초

작업으로 구축하는 감성 사전을 데이터의 특성별로 변

형하여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5]. 영화정보를 제

공해 주는 IMDB에서 제공되는 2년여간의 영화 감상평

가 데이터를 대상으로 맞춤형 감성 사전 구축을 위한

핵심 기법으로 SO-PMI(Semantic Orientation from

Point-wise Mutual Information)를 이용하였다. 특히,

극성 구분이 명확한 형용사에 한정한 맞춤형 사전을 활

용한 감성 분석 예측정확도는 기존의 범용 감성 사전

대비 맞춤형 감성 사전의 예측정확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맞춤형 사전 구축 단

계에서 데이터 특성별 극성분석법 적용을 통해 감성 분

석의 예측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다. 윤한중은 감성 분

석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감성 사전의 구축

이 미비하여 대부분 기계학습을 통한 감성 분석에 치중

하고 있어서 한국어 문법에 기초한 감성 분석 알고리즘

의 연구는 미흡하고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트위터 데

이터의 활용과 한국어 감성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 및

감성 분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6]. 극성분석을 위하여

한국어 감성 사전의 구축이 요구되었기에,

“SentiWordNet” 이라는 영어 감성 사전의 데이터를 추

출하여 제시한 알고리즘에 맞게 재구성하고 경량화한

뒤 한국어로 번역하여 특정 분야에 특화되지 않은 범용

적인 한국어 감성 사전을 구축하였다. 박성건, 원규식,

이수원은 Web Crawler를 통해 2014년 브라질월드컵과

관련 소식에 대한 댓글을 수집하고 형태소 분석기에 기

반을 둔 한국어 감성 사전을 구축하였다[7]. 이를 바탕

으로 브라질월드컵 관련 감성단어를 추가하여 구축한

스포츠 감성 사전으로 브라질월드컵의 주요 이슈를 탐

지하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요 선수들에 대한 감

성을 분석하였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되는 딥러닝 기법을 감성 분

석에 적용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첫째

로, 순환신경망 계열의 딥러닝 기법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하는

Recurrent Neural Network을 감성 분석에 적용한 연구

들이다. 이는 인간 언어의 누적된 자료들의 상태값의

학습을 통하여,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는 특성을 이용하여 텍스트 기반의 감성 분석에 적용하

는 연구들이다. 순환신경망을 기본으로 다양한 구조로

변형된 감성 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순환신경망

의 단점 중 장기 의존성(Long-term dependency)의 문

제로 장문 분석에 대한 해결 노력으로 LSTM (Long

Short-Term Memory) 기법 및 응용에 관한 연구가 제

안되고 있다. 트리구조와 합성함수를 통해 입력된 텍스

트 데이터의 전체적인 의미를 찾는 Recursive neural

network, 필터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하

는 특징 추출의 단계를 통해 감성 분석의 정확도를 높

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도 자연어 처리

에 적용되어 감성 분석의 주요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

다. 둘째로, 서포트백터머신(SVM: Support Vector

Machine)과 나이브 베이즈(Naive Bayes)를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감성 분석 연구에 사용되고 있

다. SVM 알고리즘은 기계학습의 하나로, Vladmir

Naumovich Vapnik에 의해 1998년에 제안된 통계적 학

습이론으로서 패턴 인식을 위한 지도 학습 모델이며,

주로 분류 예측 분석과 회귀 분석기법에 널리 사용된

다. SVM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는 훈련 데이터들을 고

차원 공간으로 사상(Mapping)시킨 후에 두 분류 사이

의 차이를 최대화시키는 초평면(Hyperplane)을 찾는 방

법이다. SVM 알고리즘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

과 해석이 쉽고, 실제 응용하면서 인공신경망 수준의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적은 학습 자료만으

로 신속하게 분별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동균 등은 트위터 사용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트위터

데이터를 구성하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사람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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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실험 과정

Figure 1. Process of the research experiment

감정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SVM 알고리즘을 적용하였

다[8]. 기계학습 후 트위터 데이터의 감정 표현 여부를

분류하고, 감정이 있는 트위터 데이터의 경우 4가지의

감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약 75%의

적중률로 실제 감정 파악 문제에 의미 있는 결과를 확

인하였다. 박종호는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수집된

약 17만 건의 트위터 데이터 중, 3121건의 샘플 데이터

로 극성 예측모형을 생성하고, 이 예측모형을 통하여

새로운 트위터 데이터의 극성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연

구를 진행하였다[9]. 각 후보였던 “박원순”, “정몽준” 키

워드로 자료를 수집하여 수집된 데이터에 대하여 기계

학습의 일종인 SVM 알고리즘을 통한 극성예측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선거 데이터와 같은 극

성분석이 명확한 데이터는 SVM 알고리즘과 같은 기계

모형을 통하여 자동으로 새로운 트위터의 극성을 판단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송은지는 온라인 웹사

이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띄어쓰기와 철자 등에 오류

가 많아 기존의 사용하던 형태소 분석기로 분석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성과 중성, 어절 패

턴 사전을 이용해서 보정할 수 있는 감성 분석 모듈을

제안하였다. 감성 분석 모듈 구성에 있어 학습으로 누

적된 속성 DB를 사용하여 SVM 알고리즘을 통한 긍정

과 부정의 글들을 분류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10].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는 조건부 확률에 베이즈 정리

(Bayes Theorem)를 적용하고 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

들이 발생할 확률에 대한 독립성을 가정하여 입력 벡터

를 분류하는 확률적 분류 방법이다. 이 알고리즘은 일

반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편이며, 알고리즘의 구조와 가

정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매우 잘 작동할

수 있다. 학습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더욱 정확도가 높

으며, 적절한 전처리를 거치면 SVM 알고리즘과 비교

될 만큼 우수한 분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

[11][12].

이러한 선행연구의 배경에서 본 감성 분석 여론 조

사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진다. 첫째, SNS

사용자의 비정형적인 문자언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

회 여론의 방향과 강도를 감성 분석으로 파악하고자 한

다. 지금까지 여론 조사 대부분은 정량적으로 측정 가

능한 외적 상황 정보와 설문 조사에 기반을 둔 결과를

통계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으나, 내부 감성을 바탕으

로 한 숨겨진 마음을 파악하여 여론의 향방을 제시한다

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둘째, SNS상에서 표현한

대화를 통해 수집된 내용을 Lasso 및 Ridge 회귀 모형

의 극성분석을 통하여 감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통하여 대표적으로 여론 조사가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선거 여론 조사 분야에서 정당, 후보, 이슈에

대한 여론 분석을 파악하고자 SNS상에서의 대화를 감

성 분석을 통하여 실증 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여론 조사에서 현실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Ⅲ. 여론 감성 분석모형

1. 연구 모형 설계

감성 분석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 수행 과정은 소셜

미디어와 같은 매체/미디어에서 생성된 정보를 수집하

는 “데이터수집”, 수집된 정보에서 언어로 표현되는 문

맥에서 작성자의 주관이 드러나는 부분을 추출하는 “주

관성 탐색”, 마지막으로 “주관성의 극성 및 강도 파악”

하는 과정으로 단계를 나눌 수 있다(참고, <그림 1>).

분석을 위하여,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실시간 트위

터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형태소로 분리된 트위터 데이터 개별의견에 극성변

수를 추가하는 극성 태깅을 시행하고 각 단어를 독립변

수, 종속변수로 처리하는 데이터 행렬의 구성하였다. 이

렇게 추출된 독립변수와 극성변수에 대하여 Lasso 및

Ridge 회귀 분석을 통하여 개별 트위터 데이터 감성 분

석을 진행하여 극성 예측모형 생성하고 예측정확도를

분석한다. 또한, 예측정확도를 기반으로 하여 모형의 정

당성 및 한계점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

점에 대한 고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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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트위터 API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Figure 2. Data collection using Twitter API

그림 3. 트위터 데이터 형태소 분리

Figure 3. Twitter data morphology detachment

그림 4. 트위터 데이터의 극성 태깅

Figure 4. Polarity tagging of Twitter data

2. 자료 수집 및 전처리 과정

본 연구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트위터 테이터

감성 분석을 위하여 트위터 API인 Twitter4J의 Java

Wrapper를 사용하여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2016년 3월 31일부터 2016년 4월 12일까지

"총선", "국회의원", "선거", "413",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더민주", "새누리", "국민의당", "공천" 등 10

개의 키워드로 총 1,048,574건의 트위터 자료를 수집하

였다(참고, <그림 2>).

수집된 트위터 데이터를 한나눔 형태소 분석기

(Java)를 활용하여 관사, 전치사, 조사, 접속사와 같은

불용어를 제거하고 트위터 데이터의 원문을 각각 형태

소 단위로 분리하였다. 형태소 단위로 분리된 개별 단

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참고. <그림 3>).

형태소 단위로 분리된 트위터 데이터의 개별의견에

극성변수를 추가하는 극성 태깅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수집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트위터 데이터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관하여 트위

터 데이터의 극성을 태깅하였다. 정당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트위터의 의견이 해당 정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1,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0으로 총 5,934개

의 트위터에 대하여 극성을 표시하였다. 그 결과 새누

리당의 경우 총 1,126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총 4,056

개,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747개의 트위터 데이터에 대

해서 각각 극성이 부여되었다. <그림 4>는 트위터 데

이터의 극성 태깅한 결과를 보여준다.

극성 태깅된 트위터 데이터에 대하여 각각의 단어를

하나의 독립변수로, 극성변수인 “새누리당”, “더불어민

주당”, “국민의당”을 종속변수로 하는 데이터 행렬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트위터에 포함되는 단어는 1, 포함

되지 않는 단어는 0을 부여하였으며, 정당별로 극성변

수를 변경해가며 총 세 종류의 데이터 행렬을 생성하였

다. <그림 5>은 트위터 데이터의 행렬화 결과를 나타

낸다.

Lasso 회귀는 Tibshirani에 의해 제안된 방법론으로

회귀계수의 축소를 통하여 예측정확도를 높이고, 이와

함께 영향력이 적은 회귀계수 값을 쉽게 0으로 수렴하

게 만드는 변수선택의 기능이 있어 해석력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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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트위터 데이터의 행렬화

Figure 5. Matrix of Twitter data

Lasso 회귀는 Ridge 회귀의 예측정확도와 변수선택

의 해석력을 모두 가진 분석 방법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Lasso 회귀의 추정량은 다음의 식(1)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Lasso 회귀에서는 회귀계수의 절대값의 합을 페널티

(Penalty)로 대입한다. 한편 λ는 tuning parameter가 크

면 클수록 더욱 많은 회귀계수를 0으로 수렴한다.

Lasso 회귀는 λ 제약 조건을 사용하여 영향력이 없는

변수의 회귀계수를 0으로 만들어 예측에 필요한 중요한

변수만을 선택해 차원을 축소하고, 변수선택이 가능해

예측모형의 해석력을 높여주며, 회귀계수의 절대값에

페널티를 부여하기 때문에 적은 수의 변수만을 선택하

여 해석을 편리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Ridge 회귀는 Hoerl와 Kennard이 제안한 방법론으

로 회귀계수의 크기에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회귀계

수를 축소하는 방법이다. Ridge 회귀의 추정량은 다음

의 식(2)과 같이 구할 수 있다.

Ridge 회귀는 조율 모수에 의해 최소제곱 추정치보

다 회귀계수 크기가 축소되어 편의는 있지만, 분산을

줄이기 때문에 예측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Lasso 및 Ridge 회귀 분석의 차이점은 각각 다른 변

수 감소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Lasso의 경우 중요

한 변수는 유지되지만, 나머지는 제외된다. Ridge 회귀

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변수의 계수를 0에 가까운 값으

로 줄일 수는 있지만, 해당 변수를 0으로 만들면 불완

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트위터의 극성을 분류하기 위해

Lasso 및 Ridge 회귀 모형을 이용한 감성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극성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추출

함과 동시에 주요 독립변수가 극성변수에 미치는 극성

을 평가하고 학습된 Lasso 및 Ridge 회귀 모형을 이용

해 새로운 트위터 데이터의 극성을 예측하였다. 주요

독립변수인 트위터 내의 단어의 추출 및 극성분석을 위

한 Lasso 및 Ridge 회귀 모형에 대해 식 (3)과 (4)의 목

적 함수를 만족하는 회귀계수를 각각 추정한다. 여기에

서 β는 회귀계수, λ은 회귀계수 β의 크기를 결정하
는 파라미터, 는 독립변수의 수를 나타낸다.

이진값 응답의 경우 손실 함수는 식 (5)와 (6)과 같

이 정의된다. 여기서 는 독립변수이고 번째 데이터

의 번째 독립변수를 의미한다. 는 종속변수이고 번

째 데이터의 극성변수를 나타내며 n은 데이터양을 나

타낸다.

식 (5)에서 는 테이터가 긍정일 확률을 의미.

  일 때 즉, 트위터 테이터가 긍정이면, 식 (5)는

log 로 감소 되고  에서 최소화된다.

  일 때 즉, 트위터 데이터가 부정인 경우, 식 (5)

는 log  가 되며,  에서 최소화된
다. 따라서 Lasso와 Ridge 회귀 모델은 긍정 또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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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당 모형별 감성 분석 정확도 결과

Table 1. Model accuracy of sentiment analysis by party

정당 분석모형
전체
정분류율

긍정
트윗
정분류율

부정 트윗
정분류율

극성표시
건수

(긍정/부정)

새누리당
Lasso 0.98 1 0.97 207/919

Ridge 0. 908 0.52 1 207/919

더불어
민주당

Lasso 0.98 1 0.98 850/3211

Ridge 0.83 0.21 1 850/3211

국민의당
Lasso 0.99 1 0.98 345/402

Ridge 0.98 0.95 0.99 345/402

그림 6. Lasso 및 Ridge 회귀 수행코드

Figure 6. Lasso and Ridge regression code

그림 7. 정당별 트위터 데이터 극성 분포

Figure 7. Polarity distribution by party

의 트위터 데이터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손실 함수를 최

소화하도록 훈련된다. Lasso와 Ridge 회귀 모형 학습에

서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트위터 데이터의 경우, 학습

된 모델은 태그가 붙은 트위터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들이고 종속변수의 출력 값을 사용하여 트위터 테이터

의 극성을 감지한다.

<그림 6>과 같이 트위터 데이터의 극성분석을 위

한 Lasso 및 Ridge 회귀 모형 수행코드를 작성하였다.

Ⅳ. 실험 및 결과

1. 감성 표현 극성 분포

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율 예측을 위한 트위

터 감성 분석을 위하여 공식선거운동 기간 내에 선거

관련 수집 데이터 1,048,574건 중 5,934건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새누리당의 경우 총 1,126개, 더불어민주당

의 경우 총 4,061개,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747개의 트위

터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극성이 부여되었다. 데이터

전처리 및 극성 태깅을 한 결과 트위터의 극성 분포는

전반적으로 각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트위터 데이터가

긍정적인 트위터 데이터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새

누리당의 경우 추출된 1,126건의 트위터 데이터 중 긍

정적 성향의 트위터 데이터는 18.3%(207개), 부정적 성

향의 데이터는 81.7%(909개)이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4,061건의 트위터 데이터 중 긍정적인 데이터는

20.9%(850개), 부정적인 데이터는 79.1%(3,211개)로 나

타났다. 또한, 국민의당의 경우는 747건 중 긍정적 성향

의 트위터 데이터는 46.1%(345개)로, 53.9%(402개)는

부정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추출된 실험

표본 트위터 데이터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의

원 선거 관련 트위터 데이터는 각 정당에 긍정적인 감

성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감성 표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은 정당별 트위터 데이터의 긍정과

부정 감성의 분포를 보여준다.

2. 여론 감성 분석모형 정확도

아래의 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트위터 데이

터에서 극성 태깅된 추출 데이터 5,934개 중 새누리당

에 대한 트위터 데이터 1,126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4,061건, 국민의당에 대한 747건의 트위터 데이터에 대

한 Lasso 및 Ridge 회귀 모형을 통한 감성 분석결과와

정확도를 나타낸 결과이다(참조,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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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더불어민주당 Lasso 분석 결과 주요 영향 단어

Table 3 Key affecting words to the Minju party

긍정 영향 단어 부정 영향 단어

단어 계수 단어 계수

해산 12.280 접근금지 -6.800

개혁적 8.893 서초 -5.569

색누리 8.761 바뀐애 -5.389

심판하자 8.641 민중연합당 -3.779

용기 8.455 강동원 -3.740

새누리당의 경우, Lasso 회귀 모형의 전체 정분류율

0.98, 긍정 트윗 정분류율 1, 부정 트윗 정분류율 0.97이

며, Ridge 회귀 모형의 경우 전체 정분류율 0.908, 긍정

트윗 정분류율 0.52, 부정 트윗 정분류율 1로써 Lasso

회귀 모형이 Ridge 회귀 모형보다 트위터 감성 분석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새누리당의 부정 트윗

수가 긍정 트윗 수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당시 민심이

새누리당에 부정적이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

된다. Ridge 회귀 모형에서 부정 트윗 분류율은 높고 긍

정 트윗 분류율이 낮은 것은 긍정 트윗 수가 상당히 적

어 학습데이터로써 긍정 데이터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학습을 통해서 긍정은 무시하고 부정의 분류율을 높이

려고 하는 Lasso 및 Ridge 모형의 클래스 불균형 문제

(Class Imbalance Problem)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Lasso 회귀 모형의 전체 정분

류율은 0.98, 긍정 트윗 정분류율 1, 부정 트윗 정분류

율 0.98이며, Ridge 회귀 모형의 경우 전체 정분류율

0.83, 긍정 트윗 정분류율 0.21, 부정 트윗 정분류율 1로

써 Lasso 회귀 모형이 Ridge 회귀 모형보다 트위터 감

성 분석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민의당의 Lasso 회귀 모형은 전체 정분류율 0.99,

긍정 트윗정 분류율 1, 부정 트윗 정분류율 0.98이며,

Ridge 회귀 모형의 경우 전체 정분류율 0.98, 긍정 트윗

정분류율 0.95, 부정 트윗 정분류율 0.99을 나타냈으며,

일관적으로 Lasso 회귀 모형이 Ridge 회귀 모형보다

트위터 감성 분석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민의당의 경우 긍정 트윗 수와 부정 트윗 수가 비슷

한 것은 당시 민심이 새로운 제3정당에 대한 기대감으

로 전반적인 여론이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극성 영향 단어 분석결과

새누리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단어는 “비

상대책위원회”, “김용민”, “영구집권”, “대통령님”, “서

구”, “이혜훈” 등이 볼 수 있으며 당시의 일반 민심이

새누리당에 우호적이지 못했기에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단어를 보면 “경선탈락”, “노무현정

부”, “세월호”, 성완종”, “김종인”, 국정원”, “진박”등의

단어가 보인다. 세월호 사건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새누리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당시

공천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진박”은 새누리당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는 새누리당

에 대한 Lasso 회귀 모델링의 결과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단어를 정리한 표이다.

표 2. 새누리당 Lasso 분석 결과 주요 영향 단어

Table 2. Key affecting words to the Saenuri party

긍정 영향 단어 부정 영향 단어

단어 계수 단어 계수

다짐 9.982 김어준 -7.115

비상대책위원
회 9.635 경선탈락 -6.315

야권연대 8.473 비례1번 -4.094

김용민 8.278 노무현정부 -4.003

강동원 8.276 세월호 -3.662

민주적 7.924 노망난 -3.626

비전 7.827 대리인 -3.279

영구집권 7.768 진박 -2.924

이혜훈 7.475 청와대 -2.693

이한성 7.359 민집모 -2.590

더불어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주요 단어를 보

면 “개혁적”, “색누리”, “심판하자”, “집결”, “집권당”,

“분탕질” 등의 단어가 보인다. 당시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과 개혁을 원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Lasso 회귀 모델링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단어를 정리한 표이

다.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단어를

보면 “광주시민”, “바뀐애”, “지도부”, “퇴출”, “김종인

씨” 등의 단어가 보인다. 당시 광주지역에서 더불어민

주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았으며, 지도부의 공천문제와

셀프 공천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

래의 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Lasso 회귀 모델링 결

과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단어를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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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7.493 침몰 -3.525

공천권 7.421 양비론 -3.460

집결 7.420 퇴출 -3.360

진영의원 6.386 유승민의원 -2.976

후폭풍 6.324 아사리판 -2.946

국민의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단어를 보면

“공천학살”, “독선적”, “숙의배심원단”, “좌파”, “노무현

정신”, “안철수님”, “김종인비례” 등이 보인다. 당시 김

종인씨의 셀프 공천이 국민의당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단어를 보면 “안빠”, “이삭줍기”, “분열”, “광주경

선”, “철수당”등이 보인다. 당시 안철수 사당화 논란, 더

불어민주당 탈당의원들의 국민의당 입당, 야권분열 책

임 등이 국민의당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아래의 표는 국민의당에 대한 Lasso 회귀 모델링

결과 영향을 미친 주요 단어를 정리한 표이다.

표 4. 국민의당 Lasso 분석 결과 주요 영향 단어

Table 4. Key affecting words to the Kookmin party

긍정 영향 단어 부정 영향 단어

단어 계수 단어 계수

비례명단 9.713 안빠 -7.056

서울시장 8.700 나가주세요 -6.779

국보위 6.730 이삭줍기 -6.121

숙의배심원단 5.230 폭력 -5.758

비대위 3.783 황창화 -5.492

대선후보 3.462 집결 -5.265

안철수님 3.389 당적 -5.076

희망 3.274 분열 -4.854

김종인비례 3.165 광주경선 -4.487

노원 3.101 철수당 -4.125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트위터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Lasso 및 Ridge 회귀 분

석 알고리즘을 통해 각 정당에 대한 트위터 데이터의

감성 분석결과 및 예측정확도 그리고 도출된 결과에 대

해 분석하고자 하였고, 실제 정당 지지율과 트위터 데

이터 감성 분석결과로 예측된 정당 지지율을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SNS상에서 대화로 표현되는 메시지

상에서의 주요 단어 형태소 분석을 통하여 긍정 및 부

정의 메시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둘

째, 정당별로 유권자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여론 조사

의 한 방향으로 감성 분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분석결과에서 부정 트윗 분류율은 높고

긍정 트윗 분류율이 낮게 나오는 클래스 불균형 현상은

감정의 표현 빈도상 SNS에 제시되는 부정적 의견 수가

긍정 의견보다 많음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여론 조사 분석기법의 한 방법으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선거 정치 여론 조사의 보조적 도구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SNS 사용자들의 간접적 의사 표현을 통한 텍스트 기반

의 감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계점으로는, 트위터가 집중된 연령대의 주된 사용

자층과 개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보다 특

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동일한 트위터 데이터가 다수 생성되는 등의 문

제로 인하여 측정 자료 수집에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트위터 이외의 다수의 SNS 데이터를 이용한 확장 연구

를 통하여 일반화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치문화 여건에 맞는 정교한 SNS 감성

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 및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이

정책 대안 제시와 같은 정치 분야 및 마케팅 분야에서

소비자 반응과 같은 감성 분석이 요구하는 다양한 다른

영역에 관한 적용 연구를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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