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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트위터에서 정치 성향을 가지거나 관심이 있는 트위터 사용자는 관심있는 정치 인물이나 단체

에 대한 뉴스 기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남기거나 그대로 인용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공

감하거나 비공감하는 트윗에 대해서 리트윗을 하거나 추가적인 자신의 의견을 언급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슈가 되고있는 정치 뉴스 기사에 대해 관심 있는 트위터 사용자들을 찾아 트위터 사

용자들 간의 트윗 문서들 사이에서의 관계 정보를 가지는 사용자 네트워크에서의 트위터 사용자들

의 성향을 분류해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트위터에서 이슈가 

된 정치 뉴스 기사들과 각 뉴스 이슈를 언급한 트위터 데이터에서 트윗 문서 내용 유사도 기반 분

류 방법과의 비교 실험 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사용자간의 관계 정보를 이용한 성향 분류 방법이 

유효함을 보였다. 

 

1. 서론 

트위터(Twitter)[1]에서 정치적 성향을 가지거나 관

심이 있는 트위터 사용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 인
물이나 단체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관련된 뉴스 기사

의 정보를 인용하거나 추가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포
함하는 트윗(tweet)을 작성한다. 또한, 다른 사용자들

의 관심있는 트윗을 그대로 리트윗(Retweet)하거나 자
신의 의견을 추가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기사에서는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다양한 뉴스에 대한 의견들이 나
타난다. 이러한 의견들은 진보, 보수 혹은 찬성, 반대

와 같이 양측으로 의견을 분류하여 보기가 어렵다. 
게다가 트위터에서는 140 자로 제한됨에 따라 트위터 
사용자의 성향에 따른 트윗에 대한 내용이 어느 쪽으

로 치우쳤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리트윗

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는 트윗은 더욱 더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트위터에 기반하는 뉴스 
기사에 대한 트위터 사용자의 성향에 대한 그룹을 자
동으로 분류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트위터 서비스에 기반한 연구에서 [2]과 [3]는 리트

윗 정보가 리트윗한 대상에 대한 내용에 공감에 대한 
표현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하는 
행동이라고 분석하였다. [4]에서 트위터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많은 트윗 문서가 나타난다고 분석

하였으며, 이슈자질을 포함하는 트윗의 내용 중 85%
가 해당하는 뉴스 기사에서의 글이었다고 하였다. [5]

에서는 트위터 데이터에서 시간적인 분석에 감성 자
질 및 리트윗을 이용하여 사회적인 핵심 사건을 추출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뉴스 기사와 댓글 사이에서의 정보를 이용하여 뉴

스 기사 혹은 댓글자의 정치적 성향을 분류하는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6]는 뉴스 기사에 나타

난 댓글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감정패턴을 이용

하여 뉴스 기사의 성향을 분류해주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7]는 논쟁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뉴스 
기사들의 성향 분류를 위한 논쟁자 관계 기반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 서비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
는 뉴스 기사에서 트위터 사용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그룹을 분류해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트위터에

서 뉴스 URL 을 포함하는 트윗과 리트윗에서 많이 
인용된 뉴스 URL 을 선택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뉴
스 기사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선택된 뉴스 URL 이나 
뉴스 제목과 같은 뉴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한다. 트위터 사용자의 성향을 분류하

기 위하여 뉴스 이슈를 언급한 트윗 문서 사이에서의 
관계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 소셜 네트워크를 생성

하고 트위터 사용자 사이에서의 각 사용자의 트위터 
히스토리(twitter history)에서 나타난 트윗 문서들 사이

에서의 관계 정보를 이용하여 트위터 사용자의 성향

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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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위터에서의 소셜 사용자 네트워크 구축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 사용자 간에 나타난 트윗 문
서 정보와 관계를 이용하여 소셜 사용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1 에서는 먼저 트윗 문서에서의 사용자 
관계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2.2
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성향을 분류하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2.1 뉴스기사에 대한 트윗과 리트윗에 기반한 사용

자 네트워크 구축 
트위터 사용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

성하기 위하여 먼저 트윗 문서에서의 특성에 대해 분
석하도록 한다. 

뉴스 기사에 대한 트윗 문서는 기사에서의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트윗 문서와 다른 사용

자의 트윗에 동의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알리고 싶
을 경우에 상대 트윗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리트윗 
문서, 그리고 리트윗 문서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는 의견 리트윗 문서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견을 포함하는 트윗 문서를 가지

는 것에 따라 사용자를 구분하였다. 먼저, 사용자가 
뉴스 기사에 대한 트윗 문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사용자는 트윗 사용자로 구분을 하였다. 리트윗에 자
신의 의견을 추가한 경우 의견 리트윗 사용자로 구분

을 하였고 그 이외에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리트윗 
문서만 가지는 사용자를 리트윗 사용자로 구분하였다. 

뉴스 기사와 트위터 사용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

기 위해 각각의 사용자들을 노드(Node)로 두고, 사용

자들이 가지는 트윗과 리트윗 문서에서의 정보를 토
대로 에지(Edge)를 생성해 줄 수 있다. 

 
2.2 사용자 네트워크에서의 사용자 관계 관찰 
트위터 사용자간의 관계를 토대로 뉴스 기사와 트

위터 사용자간의 네트워크를 그림(1)과 같이 생성할 
수 있게 된다. 트윗 문서에 따른 뉴스 기사와 트위터 
사용자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에서의 사용자간의 관계 정보

인 에지는 크게 리트윗 관계, 의견 리트윗 관계, 상호 
리트윗 관계, 공동 리트위터 관계로 4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리트윗 관계란 사용자 C 가 사용자 B 의 트윗 문
서를 그대로 리트윗 하였을 때 C 가 B 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두 사용자의 성향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 의견 리트윗 관계란 사용자 B 가 사용자 C 의 트
윗 문서를 의견을 추가하면서 리트윗 한 경우에 
추가한 의견에 따라 B 와 C 의 성향이 각각 달라

지게 된다. 두 트위터 사용자에 대해 의견이 같고 
다름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 상호 리트윗 관계란 사용자 B 와 사용자 D 같이 
서로 리트윗 관계에 있을 경우 서로의 의견에 동
의한다고 볼 수 있어 두 사용자는 매우 밀접한 관

계를 가지게 된다. 
 

- 공동 리트위터 관계란 사용자 E 와 사용자 F 가 
동일한 사용자 G 와 리트윗 관계에 있을 경우  E
와 F 는 간접적으로 유사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자 간의 리트윗 관계 정보는 트윗 문서 어휘에 
대한 분석 없이도 두 사용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매
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3. 트위터 사용자 정치 성향 분류 방법 

소셜 사용자 네트워크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날짜별로 이슈가 되
고있는 정치 뉴스 기사를 선택하고 해당 기사에 관심

을 보이는 트위터 사용자들의 트윗을 수집하고 각각

의 사용자들의 히스토리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

터를 이용하여 사용자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용자 정
치 성향을 분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3.1 이슈가 되고있는 정치 뉴스 기사 선택 
본 논문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적 뉴스 기사

를 선택하기 위해서 매일 트위터에 뉴스 URL 이 많
이 나타나는 뉴스 기사를 이슈가 되는 뉴스 기사로 
보고 해당되는 뉴스 기사를 선택하였다. 선택한 뉴스 
URL 을 가지는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뉴스 
URL 이나 뉴스 제목이 포함된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3.2 트위터 히스토리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네트워

크 관계 확장 
뉴스 기사에서의 사용자 관계만으로는 모든 사용자

의 성향을 분류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간의 관계 정보를 확장하기 위하여 사용자 각각의 히
스토리(history)에서의 리트윗 정보와 리트윗 대상을 
이용하여 두 사용자간의 관계를 확장하였다. 여기 트
위터 사용자 히스토리란, 트위터 사용자가 예전에 작

그림(1) 뉴스 기사와 관련된 트윗 문서에 대한  

사용자 소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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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던 모든 트윗과 리트윗 데이터를 말한다. 확장

된 관계 정보는 <표 1>과 같다. 
추출된 트위터 데이터에서의 사용자들의 히스토리

에서의 최근 트위터 문서를 각각 1,000 개씩 수집하였

다. 정치와 관련된 인물과 어휘에 대한 간단한 리스

트를 생성하여 리스트에 있는 단어가 한 개 이상 나
타나는 트위터 문서들을 정치 관련 트위터 문서들로 
하였다. 

 
3.3 트위터 사용자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치 성향 

분류 방법 
2 장에서 분석한 트위터 사용자들의 관계 정보를 

이용하여 트위터 사용자의 성향을 분류하였다. 그림(2)
에 나타난 사용자 성향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트윗 사용자와 뉴스 의견 리트윗 사용자들을 각
각의 초기 그룹으로 생성한다. 

2) 리트윗 트위터 사용자들을 각 그룹마다 리트윗 
관계가 가장 많은 그룹으로 분류한다. 

3) 그룹간의 상호 리트윗관계와 공동 리트위터관계 
정보를 반영한 유사도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두 그룹

을 묶어준다. 두 그룹 사이에서의 트위터 사용자가 
상호 리트윗관계일 경우 유사도를 1 로 설정하고 아
닐 경우 두 트위터 사용자들의 트위터 히스토리에서 
나타는 상호 리트윗관계의 비율을 이용하여 코사인 
유사도 이용하여 유사도를 계산한다. 두 그룹 사이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사도 값을 계산하여 평균

값으로 두 그룹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4) 모든 그룹 사이에서의 유사도 중 가장 높은 유

사도를 선택하여 해당되는 두 그룹을 묶어준다. 이러

한 방법을 반복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두 그룹이 될 
때까지 3)과 4)를 반복한다. 

 

<표 1> 뉴스 이슈와 트위터 히스토리에서의 사용자 관계별 네트워크 확장 분포 

이슈 
트위터 

사용자 수 

뉴스 기사에서의 관계 분포 트위터 히스토리에서 확장된 관계 분포 

리트윗 
관계 

의견 
리트윗 
관계 

상호 
리트윗 
관계 

공동 
리트위터 

관계 

상호 
리트윗 
관계 

공동 
리트위터 

관계 
1 428 440 7 2 26,631 312 87,678 
2 1,150 1,179 45 2 37,254 1,350 629,776 
3 303 1,016 2 12 18,884 142 15,968 
4 573 2,243 24 32 93,469 689 66,106 
5 752 675 88 0 9,871 976 268,769 
        

1) 초기 그룹 생성 

 
2) 리트윗 사용자 분류 

 
3) 반복적 유사한 그룹 그룹핑 

 
4) 최종적으로 두 그룹으로 분류 

그림(2) 트위터 사용자 성향 분류 방법 

 

<표 2> 날짜별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 뉴스 기사 

이슈 날짜 뉴스 기사 제목 
뉴스 URL 

개수 
기사와 관련된

트윗 개수 

1 2012. 9. 5 “양경숙 30 억 송금계좌, 실제 주인은 양경숙 487 490 

2 2012. 9. 7 [단독]"안철수협박, 이슈안되게" 새누리 긴급문자 951 1,581 

3 2012. 9. 8 박근혜 “보도보고 알았다. 어떻게 친구사이에…” 1,305 1,319 

4 2012. 9. 9 공격 당한 박근혜 오르고 안철수 0.2%P 하락 2,133 3,316 

5 2012. 9. 10 MBC 노조 "김재철 해임시키지 않으면 파업재개" 공식선언 681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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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평가 

4.1 실험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

해 선택한 5 개의 이슈를 포함하는 각각의 트위터 데
이터에서 실험을 하였다. 선택된 뉴스 이슈에 대한 
정보는 <표 2>와 같다. 제안한 사용자 네트워크 기반 
성향 분류 과정에서 그룹 사이에서의 유사도가 0.1 이

하가 되거나 그룹이 두 개가 될 때까지 반복하였다. 
그룹이 세 그룹 이상 분류되었을 때 가장 많은 트위

터 사용자를 가진 두 그룹을 선택하고 나머지 그룹들

은 기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에서는 소셜 사용자 네트워크 관계에 기반하는 

정보와 트윗 문서에 나타난 정보만을 이용하는 두 가
지 실험 방법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 소셜 사용자 네트워크 관계 기반 그룹 분류 
 

- 트윗 문서 내용 유사도 기반 그룹 분류 
 

트윗 문서 내용에 기반한 실험에서는 트윗 내용 유사

도에 기반하는 집단 평균 연결 클러스터링을 이용하

여 실험을 하였다. 트윗 문서는 어휘별로 tf-idf 가중치

를 이용하여 벡터로 표현하였다. 트위터 사용자 성향 
평가는 각각의 이슈마다 무작위로 120 명의 사용자를 
선택하여 두 명의 평가자가 트위터 사용자의 성향을 
평가하였다. 두 명의 평가자가 사용자를 동일한 성향

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성향으로 설정하였

고 성향을 다르게 평가하였을 경우 해당 사용자를 기
타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에서 분류된 두 그룹에

서 가장 많은 트위터 사용자를 가진 그룹을 성향이 
많이 나타난 쪽으로 성향을 분류하였고 다른 그룹은 
반대 성향을 가진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성능 평가는 
정확도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4.2 실험 결과 
뉴스 이슈 5 개에 대한 트위터 사용자 성향 평가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다. 5 개의 이슈에 대한 실험 
결과에서 제안한 소셜 네트워크 기반 사용자 분류 방
법의 정확도가 88.6%으로 트윗 내용 유사도 기반 집
단 평균 연결 클러스터링 결과인 69.7%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슈 3 의 정답 데이터는 각각 55, 66 명으로 비율이 
비슷하다. 이슈 3 의 실험결과는 소셜 사용자 네트워

크 기반 사용자 분류 방법에 대한 성능이 92.0%로 트
윗 내용 유사도 기반 집단 평균 연결 클러스터링 방

법에 대한 성능 57.9%에 비해 매우 높은 성능을 나타

내었다. 이것은 동일한 성향을 가진 트위터 사용자들

이더라도 어휘적으로 다양한 표현과 의견으로 인해 
트윗 내용만을 분석하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트위터 사용자 간의 
관계 정보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의 성향을 
분류하는 방법이 의미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 
뉴스 기사에서 트위터 사용자 사이에서의 소셜 네트

워크 관계를 이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성향을 분류해

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소셜 사용자 네트워크 기반 
사용자 성향 분류 실험 결과 88.6%의 높은 성능을 보
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뉴스 이슈에 대한 트
위터 데이터와 트위터 사용자 히스토리에서의 어휘적 
분석을 통하여 좀 더 명확한 사용자 성향 분류 방법

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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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관계 기반 분류 및 문서 내용 기반 분류 방법에서의 트위터 사용자 그룹 분류 결과에서의 정확도 

이슈 
정답 
개수 

트윗 내용 유사도 기반 
집단 평균 연결 클러스터링 

소셜 사용자 네트워크 기반 
사용자 분류 방법 

1 136 52.2% (71/136) 97.0% (132/136) 
2 179 54.7% (98/179) 88.2% (158/179) 
3 126 57.9% (73/126) 92.0% (116/126) 
4 129 92.2% (119/129) 70.5% (91/129) 
5 160 92.5% (148/160) 93.7% (150/160) 

전체 730 69.7% (509/730) 88.6% (64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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