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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정치성향 분석

Political Information Filtering on Online News Comment

최혜봉*, 김재홍**, 이지현***, 이민구****

Hyebong Choi*,  Jaehong Kim**, Jihyun Lee***, Mingu Lee****  

요 약 본 연구는 인터넷 뉴스 댓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뉴스 댓글 사용자의 정치적 성향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인터넷 뉴스 댓글과 작성자의 정치 성향을 함께 제공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50만 건 이상의 인터넷 뉴스 댓글의 특성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정치적 성향을 효과적으로 추정하

기 위한 특징을 추출한다. 어휘사전 기반 알고리즘과 유사도 기반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두 알고리즘을

비교하고 효과를 검증한다.

주요어 : 인터넷 뉴스 댓글, 정치 성향 분석, 빅데이터 분석, 텍스트 마이닝

Abstract We proposes a method to estimate political preference of users who write comments on internet news. 
We collected and analyzed a massive amount of new comment data from internet news to extract features that 
effectively characterizes political preference of users. We expect that it helps user to obtain unbiased information 
from internet news and online discussion by providing estimated political stance of news comment writer. 
Through comprehensive tests we prove the effectiveness of two proposed methods, lexicon-based algorithm and 
similarity-ba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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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

격한 변화는 대중의 정보 습득 방법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인터넷 포털 및

게시판 등 디지털 정보 매체가 활자 신문이나 책과 같

은 전통적인 정보 매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2019

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은 대중들의 뉴스 및 시사 정보 습

득 경로 중 39.1%를 차지한다. 이는 뉴스 시사 매체 중

2위에 해당하며, 3위인 종이신문(1.8%)에 비해 약 20배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1].

인터넷 포털은 대중들이 뉴스 시사 정보를 얻는 주

요 수단으로 접근성과 편리성에서 기성 활자 매체에 비

해 우월성을 갖는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을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4.2%로

‘인터넷 포털은 언론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27.1%)

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매체를 신뢰하

는 정도에서도 기성 활자 매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셜

미디어, 메신저 서비스, 동영상 플랫폼의 미디어보다 높

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댓글을 통해 독자들 사이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은

디지털 매체가 기성 활자 매체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

징이다. 인터넷 뉴스 이용자는 댓글을 통해 뉴스 주제

에 대한 여론을 유추해내고 기사의 질을 판단하는 경향

이 있다[2][3]. 인터넷 뉴스 이용자 중 댓글을 작성하는

이용자는 압도적 소수이며, 사용자 대다수는 댓글을 읽

는 수동적인 참여자이다. 2009년 동아일보와 한국인터

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뉴스 이용자의 0.12%

가 전체 댓글의 33%가량을 작성한다고 한다[4][5]. 소

수 댓글 작성자 집단의 나이, 성별, 사회계층,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스 댓글에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논의는

편향성을 나타낼 위험이 크다. 이는 온라인 뉴스 이용

자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데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뉴스 댓글 작성자의 댓글 작

성 기록을 사용하여 해당 작성자의 정치적 성향을 추정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터넷 뉴스 이용자가

뉴스 댓글을 통해 기사의 질과 뉴스 주제에 대한 여론

을 추론할 때, 댓글을 작성한 사용자들의 정치적 성향

을 함께 인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 수용

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50만 건 이상의 인터넷 뉴스 댓글의 빅데이터

를 분석하여 인터넷 뉴스 댓글과 댓글 이용자들의 특성

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인터넷 댓글 분석을

통해 사회현상, 제품이나 기업, 브랜드의 평판 등 복합

적이고 다양한 대중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파악하고자

하였다[7][8].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정파성을 지닌

사용자 그룹의 특성이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 어떻게 발

현되는지 분석하고, 사용자의 정치 성향을 추정하기 위

한 특성(feature)으로 추출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댓글 작성 이력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정치

성향을 효과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댓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는 이

용자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패턴을 특성화(feature

extraction)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치 성향을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기대효과와 한계점을 고찰하였다.

Ⅱ. 관련 연구

1. 디지털 매체의 정보 편향성

전통적인 활자 매체에 비해 디지털 매체는 정보 이

용자들의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강화되는 경향

이 나타난다. 확증편향이란 정보 수용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

보를 수용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정보의 양이 방대하며 매우 빠르게 유통된다[9].

따라서 이용자는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통제력을 갖게

되며, 선호하는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방어적 동기를

가진 이용자의 확증편향이 강해진다[10].

SIDE(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Effects: SIDE)모델은 디지털 매체가 정보 이용자들의

확증편향에 기여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11].

SIDE 모델에 따르면, 공유된 집단정체성은 개인의 개

성이 잘 드러나지 않은 환경에서 더욱 강한 집단정체감

을 형성한다. 이러한 경향은 다시 구성원들의 집단 지

향적 인식과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디지

털 매체는 공개된 게시글과 댓글 등을 통해 집단정체성

을 공유하며, 익명성으로 인해 개개인의 개별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환경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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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감을 강하게 느끼며 이는 다시 집단 의견 동조로

이어진다[12]. 즉 SIDE 효과에 의해, 정보 수용자 개인

의 의견은 집단정체감을 강하게 느끼는 쪽으로 그리고

다른 집단의 의견을 배척하는 쪽으로 극화된다. 따라서

인터넷 뉴스 댓글과 같은 디지털 매체에서의 토론은 정

보 수용자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수

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확증 편향적인 태도에 빠지기

쉽게 한다.

편향적인 정보 수용을 피하기 위해, 정치 기사의 댓

글 정파성을 분류하는 연구들이 제안되었다[13]. 사용자

댓글을 단어 가방 모델(Bag of Words)을 사용하여 벡

터화한 후 신경망 분류기를 학습하여 댓글의 정파성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단어 가방 모델의 특성에 의해 대

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어휘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분류하는 벡터의

차원이 높아짐에 따라,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로 인해 계산 비용이 증가하고 과적합의 위

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정치 성향을

판단하기에 효과적이고 예측력 있는 특성(predictive

feature)을 추출하는 것이 예측의 정확도와 모델의 계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50만 건

이상의 대규모 댓글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댓글 이용자 그룹의 어휘적 특성을 분석한

다. 분석 결과 발견한 어휘적 특성을 사용하여 어휘 사

전을 구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사용자의 정

치 성향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텍스트 마이닝 분석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비정형 데이터

(Unstructured data)를 다루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

하나이며, 비정형 데이터는 정해진 구조적 제약 없이

(schema-free) 생성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14]. 비정형

데이터는 크게 비디오/오디오와 같은 미디어 데이터와

평서문(plain text) 데이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평서

문을 분석해서 정보나 지식을 추출하는 방법들을 텍스

트 마이닝이라고 총칭한다.

비정형 데이터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비정형

데이터의 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 비정형 데이터의 추

출/변환/탑재 과정을 ETL 프로세스(Extract,

Transform, Loading)라고 한다. 텍스트 마이닝에서 사

용하는 대표적인 ETL 프로세스에 분절화(tokenization)

가 있다. 분절화는 평서문을 토큰(token)단위로 나누는

과정으로 토큰은 텍스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의미성

을 갖는 최소 단위 요소이다. 분석 목적과 언어적 특성,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형태소(morpheme), 단어(word),

어구(n-gram), 문장(sentence), 문단(paragraph) 중에서

토큰의 단위를 정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단어 가방(Bag of Word) 모델로 텍스트 데이터 인스턴

스들을 벡터화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전체 데이터에 출

현하는 단어 혹은 토큰의 종류가 n개라고 하면, 각 텍

스트 인스턴스(document)들은 n 차원의 벡터로 표현된

다. 벡터의 요소들은 해당 단어가 텍스트에 출현하는지

여부(0/1 binary), 출현 빈도(term frequency:tf) 혹은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와 같은 다양한 지표를 나타낼 수 있다. 벡

터화된 텍스트 데이터 인스턴스들은 각각 문서-단어

행렬(document-term matrix)의 행으로 표현될 수 있다.

문서-단어 행렬의 각 행은 분석의 단위가 되는 문서로

표현된 벡터가 위치하며 각 열은 텍스트 데이터가 포함

하는 단어에 해당한다[그림1].

그림 1. 텍스트 마이닝의 전처리 과정
Figure 1. Preprocessing of Text Mining

영문 텍스트 마이닝에서 어근 추출은 ETL 프로세스

의 하나로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변하는 단어들을 단어

원형으로 변환하여 처리한다. 가령, helps, helped,

helping과 같이 활용된 형태의 단어들을 원형인 help로

변환하여 동일한 단어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한편, 한글 텍스트 데이터에서는 단어의 활용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KoNLP 형태소 분석기의

경우, 형태소 결합 규칙에 따라 텍스트를 형태소 단위

로 분리하고 품사에 따라 형태소를 구분한다[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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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KoNLP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텍스

트 데이터를 형태소로 분리한 후 명사/동사/형용사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형태소를 단어 원형으로 복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인터넷 댓글의 특성상 띄어쓰

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글들에 대해 딥러닝 기반

자동 띄어쓰기 모듈 KoSpacing을 사용하여 띄어쓰기를

적용한 후 분절화를 수행하였다[17].

감성 분석은 텍스트 데이터가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

적인지, 감성 극성을 추정하기 위한 텍스트 마이닝 기

법이다. 감성 어휘 사전(sentimental lexicon)은 긍정 혹

은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어휘들과 어휘들의 감성 극성

과 강도가 포함되어 있는 어휘사전이다. 문서에 나타나

는 어휘들을 감성 사전의 어휘들과 매칭하여 매칭된 어

휘들의 감성 점수를 종합하여 문서의 감성을 판단한다.

감성 분석은 범용성이 높아 선거결과 예측이나 평판 분

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18]. 다만 감성

어휘사전의 어휘량과 정확도에 큰 영향을 받으며, 한글

어휘 감성 사전의 경우 공신력 있는 감성 사전 구축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9][20]. 금융,

법, 의료와 같은 도메인에 특화된 텍스트 데이터의 경

우, 사용되는 어휘의 종류와 의미가 달라지므로 범용

감성 사전의 사용이 어려워 도메인 전용 감성 사전 구

축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21]. 소셜 미디어나 인

터넷 댓글/리뷰 등 신조어나 비속어의 비중이 큰 텍스

트의 경우 감성 사전의 한계점이 나타난다[22][23].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성향을 가진 이용자가

댓글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추출, 어휘사전을 구축한다.

어휘사전의 어휘들이 나타내는 정파성을 정량화하여

댓글과 댓글 작성자의 정치성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로 사용한다. 또한 특정 뉴스 주제(topic)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인 댓글 반응을 통해 이용자들의 정치 성향

을 추정해볼 수 있는데, KNU 한국어 감성 사전을 활용

하여 주제별 댓글의 감성 점수을 계산하고, 이를 사용

하여 이용자들의 정치 성향을 추정하였다[24].

Ⅲ. 댓글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 추정

1.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환경

인터넷 뉴스 댓글 분석과 정치 성향 추정 모델을 학

습하기 위한 뉴스기사 및 댓글 데이터는 N 포털 인터

넷 뉴스로부터 수집하였다. 랭킹 뉴스의 정치 섹션에서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 중 4,283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이들이 작성한 댓글 작성 이력으로부터 2,591,858개의

뉴스 댓글을 수집하였다. 사용자당 최신 작성 순으로

약 600여 개의 댓글을 수집하였고 기간이 오래된 댓글

은 분석의 시의성을 위해 배제하였다. 댓글이 작성된

뉴스 중 삭제된 뉴스기사 등을 제외한 433,693개를 수

집하였다. 2020년 10월 10일 기준으로 댓글과 뉴스를

수집하여 대부분 댓글과 뉴스는 2020년과 2019년에 작

성되었으며, 뉴스의 경우 약 83%가 2019, 2020년에 작

성되었고, 일부 그 이전에 작성된 뉴스기사도 포함되었

다 [표1]. 신문사 별로 연합뉴스, 중앙일보의 신문사가

가장 많았고, 총 109개의 신문사의 뉴스를 포함하고 있

다.

그림 2는 댓글의 작성 시간대 별 분포를 나타낸다.

점심 식사 직전인 11시부터 12시 사이에 하루 중 가장

많은 댓글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전 9시부

터 오후 6시까지 일과시간에 집중적으로 작성되었다.

오후 6시 이후 댓글 작성 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취침이 이루어지는 밤/새벽 시간대에 댓글 작성 수가

가장 적고 아침 시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댓글의 작성시간에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1. 수집한 뉴스기사의 연도별 분포
Table 1. Number of news articles per year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이전

뉴스 수 255,671 101,887 34,917 21,293 19,925

그림 2. 시간에 따른 댓글 비율
Figure 2. Commnet ratio per hour

데이터의 수집은 파이썬의 Selenium과 Beatiful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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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을 사용하여 수행하였고, 분석 및 전처리는 R 4.0.3

버전을 사용하였다. 댓글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으로

KoSpacing 패키지를 사용하여 띄어쓰기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은 댓글을 수정하였으며, KoNLP 패키지를

사용한 형태소 분석을 통해 명사/동사/형용사를 토큰으

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토큰들 중 출현빈도가 높고 중

립적인 의미를 갖는 “하다”, “있다”, “되다”, “보다” 와

같은 단어 50여 개를 선정하여 불용어(stop-word)로 설

정,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정치성향 추정 알고리즘

대부분 뉴스 포털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뉴스의 댓글

기능과 함께 댓글 작성자의 댓글 작성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일부 혹은 대부분의 댓글 작

성자의 정치성향은 이러한 이력을 통해 판단 가능한데,

한 뉴스 기사에 수백에서 수천 개까지 작성되는 댓글에

대해서 이러한 판단을 사용자 개인이 수행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댓글 작성자의 정치

성향을 추정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뉴스와

댓글을 읽는 사용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보

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림 3. 뉴스 당 성향 별 댓글 수
Figure 3. Commnet count per news

정치성향 추정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표본이 되는

사용자들을 임의 추출하여 3명의 평가자가 댓글 작성

이력을 직접 읽고 작성자의 정치성향을 진보, 보수, 중

립(혹은 불분명)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3명

의 평가자의 의견이 일치한 154명의 댓글 이용자(진보

성향 75명, 보수 성향 79명)를 선정하였고, 그들이 작성

한 댓글 이력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그림 3은

정치성향에 따라 댓글을 많이 작성한 신문사들을 표현

한 것이다. 보수 성향 사용자들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에 가장 많은 댓글을 작성한 반면 진보 성향 사용자들

은 연합뉴스에 가장 많은 댓글을 작성하였다.

1) 어휘사전 기반 알고리즘

어휘사전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사용자 정치 성향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predictive) 어휘를 학습 데이터로

부터 추출하여, 어휘 매칭을 통해 사용자들의 정치 성

향을 추정한다.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 두 사용

자 그룹으로부터 댓글에 사용된 어휘들의 빈도를 분석,

두 그룹 사이의 출현 비율의 차이가 큰 어휘들을 선정

하여 어휘 사전에 추가하였다.

정치성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출현 빈도(term

frequency:tf)의 로그 비(log-ratio)를 사용하였다. 로그

비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전체댓글의어휘수보수성향 사용자댓글해당 어휘의 사용 빈도보수성향 사용자댓글

 전체댓글의어휘수진보성향 사용자댓글해당 어휘의 사용 빈도진보성향 사용자댓글

  log 
  

로그 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A그룹과 B그룹의 출현

빈도를 비교할 때, A 그룹의 출현빈도가 B 그룹과 비

교해 2배, 3배 등 배율로 증가하는 경우와 B 그룹의 상

대적 출현빈도가 동일한 배율로 증가할 때 원점을 기준

으로 대칭적으로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밑이 2인

로그 비의 경우, 보수 집단에서 2배, 4배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휘의 경우 로그 비(score)는 1과 2가 되며,

반대로 진보 집단에서 2배, 4배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휘는 –1과 –2의 값으로 계산된다. 로그 비로 score

가 계산된 어휘들은 표 2와 같다.

어휘 사전에서 로그 비(score)의 값이 양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해당 어휘는 보수적 정파성을 강하게 나타내

고, 음의 방향으로 커지면 진보적 정파성을 강하게 나

타낸다. 학습 데이터에서 추출한 전체 118,337개의 어휘

중 양쪽의 정파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상위 5%의 어휘

를 각각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중립적인 어휘를 배제

하고 13,642개의 정치성향이 뚜렷이 나타나는 어휘들로

만 사전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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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진보 보수 그룹에서 사용한 대표 어휘 및 로그 비
Table 2. Vocabulary used in both group and their score
token score token score
좌좀 5.77 빤쓰 -5.94
추녀 5.47 미똥당 -5.10
문천지 5.35 윤춘장 -5.05
더블어 5.29 윤짜장 -4.88
강간당 4.84 자유망국 -4.85
문쩝쩝 4.81 통곡당 -4.85
문가 4.60 윤썩렬 -4.80

임시공휴일 4.58 빤스 -4.73
똥돼지 4.43 꼴똥 -4.70
전교조 4.43 도적 -4.59

그림 4. 진보(좌)와 보수(우) 성향 댓글에 사용된 어휘 단어 구름
Figure 4. Word Cloud of user comment with liberal(left) and

conservative(right) leanings

그림 4는 각 그룹에서 높은 score가 나타난 어휘들을

단어 구름(word cloud)으로 표현한 것이다. 글씨의 크기

는 로그 비의 절대값의 크기를 나타낸다. 정파성을 뚜렷

하게 나타내는 어휘에는 정치적 인물, 정당 또는 계층을

비하하는 비속어가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어휘는 정치

적 상황과 이슈에 의해 변하고 새롭게 생성되기 때문에

범용 감성어휘 사전(sentiment lexicon)과 같은 범용사

전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진다.

2) 유사도 기반 알고리즘

서로 다른 정파성을 가지는 사용자는 동일 주제의

뉴스 기사에 대해 서로 다른 댓글 반응을 나타낸다.

433,693개의 뉴스 기사를 50개의 군집으로 분류한 후,

주제가 뚜렷이 나타나는 8개의 군집에 해당하는 뉴스에

대한 사용자의 댓글 반응을 분석하였다. 8개의 주제의

대표 어휘는 표 3과 같다. 사용자의 댓글을 뉴스 주제

별로 나누어 감성 분석을 통해 긍정/부정 반응을 판단

하였다. 긍정적 댓글과 부정적 댓글의 비율을 0과 1 사

이의 값으로 표현하여 감성점수(senti-score)를 계산하

였다(1은 긍정, 0은 부정). 감성 분석에는 KNU 감성 사

전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사용자를 8차원의 특

징 벡터(feature)로 표현하였다. 벡터의 각 요소

(element)는 주제별 감성점수를 표현한다. 벡터화된 사

용자는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치 성향

을 분류하였다.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은 벡터화된 사용자를 분류

하기 위해 유사도가 가장 높은 k명의 사용자를 학습 데

이터로부터 추출한다. 추출한 k명의 사용자의 정파성에

따라서 우세한 정파성으로 해당 사용자의 정파성을 분

류하게 된다. 예를 들어 5명의 최근접 이웃 중 3명 이

상이 보수 성향이라면 해당 사용자는 보수 성향으로 분

류된다.

정치성향에 따라 사용자들의 댓글 반응이 신문사별

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뉴스의 수와 댓

글이 많이 달린 10개의 신문사를 선정하여 신문사별 댓

글의 감성점수를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k-최근접 이웃

기반 정치성향 분류를 수행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표 3. 뉴스기사 주제 분류
Table 3. topic groups for news article

topic1 topic3 topic3 topic4

word1 추미애 트럼프 코로나 개학

word2 휴가 바이든 확진자 연기

word3 법무부 미국 신규 학교

word4 특혜 대통령 확산 수업

topic5 topic6 topic7 topic8
word1 전광훈 정의연 서울시장 대전협
word2 집단감염 윤미향 성추행 전공의
word3 교회 쉼터 박원순 파업
word4 보수단체 수요집회 조문 공공의대

Ⅳ. 실험 및 결과

그림 5는 어휘사전 기반 알고리즘과 유사도 기반 알

고리즘의 성능을 나타낸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전체

사용자 중 임의방식으로 132명을 선정(보수성향 73명,

진보성향 59명)하여 어휘사전 기반 알고리즘과 유사도

기반 알고리즘으로 정치 성향을 추정하였다. 정확도

(accuracy)는 검증 데이터 132명의 사용자 중 정파성을

정확히 맞춘 비율로 어휘사전 기반 알고리즘의 경우

92% 내외로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빨간

막대의 경우, 어휘 사전에 포함된 보수와 진보 어휘가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575-582,  November 30,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581 -

매칭된 비율을 사용하여 정치 성향을 추정하였고, 파란

막대의 경우 매칭된 어휘들의 로그 비의 합이 양수(보

수)인지 음수(진보)인지에 따라 정치 성향을 추정하였

다. 이에 반해 유사도 기반 알고리즘은 60%가 되지 않

는 정확도를 나타내 정치 성향을 효과적으로 추정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록색 막대는 신문사별 댓

글 감성점수 벡터에 대해 k-최근접 알고리즘을 수행한

것이고, 보라색 막대는 뉴스 주제별 감성점수 벡터에

k-최근접 이웃을 사용한 알고리즘이다. AUC(Area

Under Curve)는 임계값에 따른 성능 변화를 표현한

ROC 곡선의 면적을 표현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정

확한 예측을 의미한다. AUC에서도 어휘사전 기반 알고

리즘이 매우 높은 성능을 보였다.

그림 5. 알고리즘 성능 비교
Figure 5. Performance comparison

유사도 기반 알고리즘의 경우, 신조어와 비속어가 주

로 나타나는 인터넷 뉴스 댓글의 특성에 의해 범용 감

성사전의 어휘가 효과적으로 매칭되지 않았다. 전체

250만 개의 댓글 중 약 41%의 댓글에만 어휘 매칭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26%의 댓글은 1개의 어휘만 매칭이

되었고 9.3%의 댓글은 2개의 어휘가 매칭이 되었다. 3

개 이상의 어휘가 매칭된 댓글은 전체의 5.7%에 불과

했다. 전체 댓글의 일부에 대해서만 감성 사전의 어휘

가 매칭되고, 그중 대부분은 2개 이하의 어휘로 댓글의

감성극성을 추정하여 감성분석의 신뢰도가 낮아졌다.

또한, 많은 경우 신조어와 비속어가 댓글의 핵심의미를

표현하는데, 이러한 어휘의 감성극성을 효과적으로 분

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났다.

반면 어휘사전 기반 알고리즘 경우, 정파성을 효과적

으로 나타내는 어휘를 추출하여 이를 통해 사용자의 정

치성향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신조어나 비속어의 정치

적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신조어와

비속어의 경우 정해진 문법규칙을 따르지 않고, 표기방

법도 다양하게 나타나 동일의미를 지니는 어휘들을 통

합하는 전처리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터넷 댓글로 인

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인터넷 댓글과 작성자의 정치

성향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250만 건 이

상의 인터넷 뉴스 댓글을 분석하여 뉴스 댓글의 특성을

추출하였다. 인터넷 뉴스 댓글의 경우 신조어와 비속어

를 사용해 정치적 인물, 정파, 계층을 표현하고 댓글의

핵심의미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

들은 사용자와 댓글의 정치적 성향을 추정하는데 핵심

적인 역할을 한다. 분석한 특성에 기초하여 어휘사전

기반 알고리즘과 유사도 기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

며, 실험을 통해 두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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