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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zing on-line consumer responses is directly related to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food companies. Therefore,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from an on-line portal 
site created by consumers about food companies with issues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data and the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this process, we identified 
consumers’ awareness of these companies obtained from big data analysi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ults and the sales and stock prices of the companies through 
a time-series graph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the text mining analysis suggests that consumers respond more sensitively 
to negative issues than to positive issues. Second, the emotional analysis showed that 
companies’ ethics issues (Enterprise 3 and 4) have a higher level of emotional continuity 
than that of food safety issue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roblem of ethical management 
has great influence on consumers' purchasing behavior. Finally, In the case of all negative 
food issues, the number of word frequency and emotional scores showed opposite trends.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word frequency and 
stock price in the case of all negative food issues and also between emotional scores and 
stock price. Recently, studies using big data analytics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fields. 
Therefore, based on this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studies using big data analytics will be 
done in the agricultural field.

Keywords: emotional analysis, food related social issue, management performance, 
portal search index, social big data

Introduction
최근 인터넷 매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를 통하여 공유된 정보가 확대·재생산

되어 발생한 사회적 이슈들이 브랜드나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상의 트렌드가 소비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며 소비자의 실제 제품 구매 

행동과 직접적 연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긍정적인 이슈로 회자되었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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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 분야 내에서 20.4%에 불과하던 시장점유율이 최근 25.6%로 상승하였으며, 불매운동이 일어
났던 B기업은 전년대비 87.8%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의 소비자들은 트렌드 

및 사회현상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먹거리는 건강과 직결되기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보다 즉각적이고 

극단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나 부정적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상황에 대하여 소비자 반응을 예측하고, 이로 인
한 소비 트렌드 변화 인식, 소비자 정서 파악 등과 같은 선제적인 대응과 분석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
는 기존에 정형화된 조사자료 및 분석 방법만으로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상의 데이터 분석 즉, 포털 검색지
수 분석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활용한 연구들은 새로운 분석 방안과 논리 제시를 통하여 시장의 변
화를 시시각각 예측 · 분석하고 대응하기에 손쉽게 만들며, 활용되는 포털 사이트 내 검색지수는 편향되거나 작성자
의 의도가 반영되는 등의 오류가 적어 사회적 트렌드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추측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포털 검색지수를 활용하여 식품 관련 이슈들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고, 이러한 반응이 실제 기업의 경영성
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포털 검색 지수와 관련된 연구는 201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Yang et al. (2014)은 

트위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키워드 빈도 분석 및 감성 분석을 통하여 국내 대학에 대한 평판을 분석하였으며, Choi 

and Shin (2015)에서는 웹 크롤링,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한 포털 사이트 내의 검색 데이터 활용이 휴양림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Lee and Moon (2016)의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하여 북한의 보
도내용과 북한의 무력 도발에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Jung and Oh (2016)은 다음 소프트의 소셜 매트릭
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웃도어 의류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전략을 구축한 

바 있다. 식품안전사고에 관한 연구 중 Baek at el. (2018)의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농수산물 구미비율 변화 

분석 등을 통하여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 태도별 유형화를 실시하였으며, Jo (2016)의 연구에서는 검색어 빈도
를 이용하여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한 원인 식품과 식중독 원인균들의 관계를 예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식중독 원인 

식품과 뉴스 기사의 원인균 및 원인 식품과의 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함을 증명하였다. 한편, 기업에서 발생한 사회적 

이슈가 소비자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과도 연관성을 지니는 것을 제시하는 연구가 여러 차례 수행된 바 

있으며(Kang and Kim, 2013; Lee, 2015; Lee and Lee, 2016), 특히 대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정도 변
수가 구매의사 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밝힌 Sim (201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포털 검색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
며, 식품공해 및 비윤리적 기업 행위의 여파 와 소비자 인식에 대한 분석으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
만 식품 이슈를 분류하여 각 이슈에 대한 소비자 반응 정도를 구분하여 해석하고, 분석결과와 실제 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분류된 식품 이슈에 대한 소비자 반응 정도를 텍스트 빈도 분석 및 감성 분석을 이용하여 계측하고 분석
결과와 실제 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현재까지 농업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기준과 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빅
데이터 활용 연구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본 연구에서는 식품 관련 사회적 이슈를 식품 안전 이슈와 기업 윤리 이슈로 분류하고, 식품 안전 이슈는 기업 1과 

기업 2를, 기업 윤리 이슈는 기업 3과 기업 4를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네이버, 금융감독원, 한국
거래소를 이용하였다. 네이버1)는 국내 검색엔진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아 대중적인 소비자 인식 파악 및 분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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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공신력이 있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측정하고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
국거래소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단, 기업의 매출액의 경우 분기별로만 자료가 제공되며 특정 기간 소비자의 실제 구
매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실제 매출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며 일별로 자료가 제공되는 주
가를 추가적인 지수로 수집 · 분석하였다.

개인의 경우 소셜 미디어 상의 데이터 수집 시 물리적·금전적 제약이 존재하여 텍스톰(TEXTOM, The IMC, Daegu, 

Korea)을 이용하여 네이버에 작성된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텍스톰은 ㈜더아이엠씨가 개발한 소셜 매트
릭스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채널별로 수집하여 정제 및 매트릭스 생산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하며 한국
어에 최적화 되어있다(Park and Lee, 2017). 데이터 수집 키워드는 기업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기
간을 이슈 발생 전, 이슈 발생 후, 최근 총 세 기간으로 분류하여 이슈 발생 전·후 각각 26주, 그리고 최근 26주를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였다(Table 1). 데이터의 수집 시점을 이슈 발생 전·후, 최근으로 분류하여 설정한 것은 이슈 발생 전
과 후의 소비자 반응 차이를 분석하고 해당 반응의 지속성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수집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데이터 내에서 동일한 제목과 텍스트의 반복 게시, 해당 기업의 단순 홍보 내용, 기업 관련 이벤트, 대가
성 사용 후기 및 제품 소개 등을 삭제한 후 구두점을 비롯한 모든 기호를 한 칸 띄어쓰기로 대체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 ‘업체’, ‘제품’ 등의 의미 없는 단어도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불용어로 규정하여 제거하였다.

둘째, 수집 키워드인 해당 기업의 명칭과 ‘은’, ‘이’, ‘가’와 같은 조사, ‘및’ 등의 부사들을 불용어로 규정하여 제거하
였다.

셋째, 흔하게 반복되는 오타나 맞춤법의 오류를 정정하고 추가적으로 동일 의미의 중복단어, 합성 명사, 외래어 표
기 등을 수정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일례로 외래어의 경우, ‘벤조피렌’ 이라는 단어가 ‘벤조프렌’, ’벤조피른’과 같
이 다양하게 표기되어 빈도수가 축소될 경우 대표 단어인 ‘벤조피렌’으로 통일하는 작업으로 이는 핵심 키워드에서 

특정 단어의 빈도가 과도하게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넷째, 띄어쓰기로 인하여 같은 단어가 다른 단어로 인식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
였다. 일례로 ‘포스트그래놀라시리얼제품’의 경우, ‘포스트’, ‘그래놀라’, ‘시리얼’, ‘제품’으로 단어를 띄어쓰기로 정정
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제 작업을 통해 분석에 활용될 총 119,211건의 최종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최종적
으로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 수집량은 Table 2와 같다.

감성 분석은 특정 상품, 상황, 행동 등에 대해 좋다, 나쁘다, 예쁘다, 멋있다 등의 느낌을 평가하는 것으로, 수집한 

데이터에서 작성자가 느끼는 긍·부정 혹은 중립의 의견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감성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텍스
트를 분류할 감성 사전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된 한글 기준의 감성 사전이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서(Kim et al., 2017)의 감성 사전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컴퓨터 언어학연구실에서 제

Table 1. Analysis samples.

Sector Enterprise 1 Enterprise 2 Enterprise 3 Enterprise 4

Range Naver, DART, KRX
Tool TEXTOM,R

Keywords ‘Enterprise 1’ ‘Enterprise 2’ ‘Enterprise 3’ ‘Enterprise 4’
Period 2012.04.22 - 2012.10.20 2014.04.13 - 2014.10.11 2012.11.04 - 2013.05.04 2017.01.22 - 2017.07.22

2012.10.21 - 2013.04.20 2014.10.12 - 2015.04.11 2013.05.05 - 2013.11.02 2017.07.23 - 2018.01.20
2017.10.01 - 2018.03.31 2017.10.01 - 2018.03.31 2017.10.01 - 2018.03.31 2018.01.21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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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KOSAC 감성 사전을 참고하였다. 추가적으로 네이버라는 포털사이트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최신 유행 용어
를 추가하였으며 단어의 분류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긍정 혹은 부정으
로 분류하는 단어는 해당 감정을 강하게 내포할 경우로만 한정하고 그 외의 단어는 중립으로 분류되도록 설정한 후 

감성 사전을 구축하였다(Table 3).

연관성 분석은 네이버 데이터 수와 감성 분석 결과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추세를 시계열 그래프로 살펴보고, 추
가적으로 기업의 주가와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 사이의 선형 관계 정도를 파악할 때 

주로 활용된다. 가장 널리 쓰이는 Pearson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각 확률변수의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누어 계산되며, - 

1 – 1 사이의 값을 지닌다. 이때 상관계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R을 이용하여 Pearson 상관 계수를 검증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소비자 

반응이 실제 기업의 경영성과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감성분석

식품 기업별 발생 이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의 전반적인 경향과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업별로 수집된 텍스
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분류하는 감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제된 데이터에 따라 긍정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일 경우 

+ 1점, 중립 단어일 경우 0점, 부정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일 경우 - 1점을 부여하고 각 기간별로 합산하였다.

라면 벤조피렌 이슈 발생 전 기업 1의 정식 명칭을 키워드로 하여 수집한 데이터 10,524건에 대한 감성 분석을 실시
한 결과, 긍정 1,378건, 부정 1,534건이었다. 이슈 발생 후에는 데이터 12,220건 중 긍정 1,616건, 부정 2,613건으로 이슈 

발생 전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은 미세하게 감소하고 부정적인 반응은 확연히 증가하였다. 이는 부정적인 이슈 발생 

Table 2. Data collection.
Sector Enterprise 1 Enterprise 2 Enterprise 3 Enterprise 4

Materials Before the issue occurs 19,383 1,880 2,598 34,462
After the issue occurs 18,754 4,045 9,470 36,058
The latest 14,600 2,009 5,279 14,124

Selected 
materials

Before the issue occurs 10,524 1,690 2,262 20,952
After the issue occurs 12,220 1,342 8,472 34,736
The latest 12,337 1,881 4,118 8,677

Table 3. Example of refined emotional dictionary.

Sector Additional words
Positive Words like ‘갓(God)’, ‘재구매(repeat sales)’, ‘별미(delicacy)’, 

‘굳(good)’, ‘가성비(value per price)’
‘강추(strong recommendation)’, ‘구매인증(proof of buying)’ etc.

Negative Words like ‘불매(boycott)’, ‘불매운동(no-buy campaign)’, 
‘벤조피렌(benzopyrene)‘,  ‘멘붕(panic)’, ‘환불(refund)’, 
‘실망(disappointment)’ etc.

Neutrality Words like ‘커피(coffee)’, ‘가격(price)’, ‘유기농(organic farming)’,
‘사건(event)’, 아이(chil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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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선행연구를 입증하는 결과이다. 한편, 동일한 키
워드로 최근 기간 동안 수집한 데이터 12,337건 중 긍정 2,050건, 부정 1,972건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증가하고 부정적
인 반응은 감소하여 소비자들이 기업 1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R을 이용하여 

도출한 감성 점수도 (- 0.0130) ⇒ (- 0.0749) ⇒ (0.0047)로 변화하여 같은 흐름의 결과를 나타낸다. 라면 벤조피렌 이슈 

발생 직후 소비자들은 발생 전에 비해 기업 1에 대하여 부정의 감성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Table 4). 이를 통해 소
비자들의 감성은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한 당시 단기간만 반응하며 반응 지속성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 1).

시리얼 대장균군 이슈 발생 전 기업 2의 정식 명칭을 키워드하여 수집한 데이터 1,690건에 대한 감성 분석을 실시

Fig. 1. Emotional score flow diagram of enterprise 1.

Table 4. Periodic trends of enterprise 1.
Sector Before the issue occurs After the issue occurs The latest

Positive (+ 1) 1,378 1,616 2,050
Negative (- 1) 1,534 2,613 1,972
Neutrality (0) 9,067 9,067 12,325

Number of data 10,524 12,220 12,337
Emotional score  - 0.0130 - 0.0749 0.0047

한 결과, 긍정 230건, 부정 315건으로 나타났다. 이슈 발생 후 수집된 데이터 1,342건 중 긍정 442건, 부정 1,328건으로 

소비자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부정적인 의견은 약 30%를 차지
하며 이슈 발생 전에 비해 부정적인 의견의 비중이 약 2배 많아 부정적인 반응의 증가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일 키워드로 최근 기간 동안에 수집된 데이터에 감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1,881건 중 긍정 356건, 부정 272건
으로, 이슈 발생 후보다 긍정적인 반응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반응 감소하여 소비자들이 기업 2에 대하여 비교적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R을 이용하여 도출한 감성 점수는 (- 0.0433) ⇒ (- 0.18827) ⇒ (0.0382)로 변
화하였다. 시리얼 대장균군 이슈 발생 후 발생 전에 비해 기업 2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증가한 반면, 최근 기간 동
안 기업 2에 대한 감성 점수는 양의 값으로 변화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Table 5).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감성은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한 당시 단기간 이어지며, 그 이후 반응
의 지속성은 낮음을 알 수 있다(Fig. 2).

갑질 이슈 발생 전 기업 3의 정식 명칭을 키워드로 하여 수집한 데이터 2,262건을 대상으로 감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 306건, 부정 409건으로 이슈 발생 전임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비교적 높았다. 이슈 발생 후 수집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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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8,472건 중 긍정은 979건, 부정 2,602건으로 나타나 부정 감성의 비율이 전체의 약 25%를 차지함으로써 이슈 전
에 비해 부정적인 반응이 확연히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기업 3에 대한 소비자들의 최근 기간 동안 수집한 전체 데
이터 4,118건 중 긍정 637건, 부정 823건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R을 이용하여 도출한 감성 점수는 (- 

0.03932) ⇒ (- 0.1581) ⇒ (- 0.03836)로 변화하였다. 기업 3의 경우, 이슈 전·후, 최근 기간의 감성분석이 모두 음의 값
으로 앞선 식품 안전성 이슈 발생 기업과는 다르게 여전히 소비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흐름을 띄는 것을 암시한다
(Table 6). 전체 기간 동안 기업 3 감성 점수 흐름도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앞선 이슈들과 달리 소비자 반응
이 약 3개월간 지속되는 것으로 감정이 장기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
의 부정적인 감정의 지속성이 비교적 강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Fig. 3).

기업체의 선행 등을 칭찬하는 긍정 이슈가 발생하기 전 기업 4의 정식 명칭을 중심으로 수집 된 데이터 20,952건을 

대상으로 감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 4,899건, 부정 5,269건으로 미세하게 부정 반응이 우세하였다. 한편, 해당 이
슈 발생한 후 수집된 데이터 34,736건 중 긍정은 5,714건, 부정은 5,506건으로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이 미세하게 증가
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키워드로 최근 10주간 수집한 8,677건을 기준으로 감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 1,992건, 부
정 2,151건으로 이슈 발생 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부정적인 반응으로 복귀함을 확인할 수 있다. R을 이용하여 도
출한 감성 점수는 (- 0.01335) ⇒ (0.00515) ⇒ (- 0.01025)로, 긍정 이슈가 발생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단기간이나마 변
하였지만, 이내 부정적인 반응으로 회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4의 경우, 이슈 발생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어
서 전체 데이터 수집 기간이 연속 62주임을 감안한다면, 소비자 반응의 지속성이 굉장히 낮음을 알 수 있다(Table 7).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슈도 소비자들의 반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반응의 지속성은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 4).

Table 6. Periodic trends of enterprise 3.
Sector Before the issue occurs After the issue occurs The latest

Positive (+ 1) 306 979 637
Negative ( - 1) 409 2,602 823
Neutrality (0) 1,904 6,681 3,388

Number of data 2,262 8,472 4,118
Emotional score  - 0.03932 - 0.15815 - 0.0383

Table 5. Periodic trends of enterprise 2.
Sector Before the issue occurs After the issue occurs The latest

Positive (+ 1) 230 442 356
Negative (- 1) 315 4,328 272
Neutrality (0) 1,417 2,936 1,566

Number of data 1,690 1,342 1,881
Emotional score  - 0.0433 - 0.18827 0.0382

Table 7. Periodic trends of enterprise 4.
Sector Before the issue occurs After the issue occurs The latest

Positive (+ 1) 4,899 5.714 1.992
Negative (- 1) 5,269 5.506 2.151
Neutrality (0) 27,715 29.126 11.361

Number of data 20,952 34.736 8.677
Emotional score  - 0.01335 0.00515 - 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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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motional score flow diagram of enterprise 2.

Fig. 3. Emotional score flow diagram of enterprise 3.

Fig. 4. Emotional score flow diagram of enterpri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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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 분석

연관성 분석에서는 네이버 데이터 수와 감성 수치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추세와 실제 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연
관성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통계적 분석방법 중 하나인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두 변수간의 선형관계 정도를 파악
하였다. 유의 수준은 p = 0.05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작은 p-value에 대해서는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관 계수
는 - 1 –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상관계수(r)가 1.0 – 0.7이면 ‘매우 관련성이 강하다’, 0.69 – 0.4이면 ‘상당히 관련성이 있
다’, 0.39이하 ‘약간 관련성이 있거나 거의 관련성이 없다’로 정하고 0일 경우에는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가 전혀 없
음’으로 해석하였다.

매출액이 분기별로만 존재하여 주별로 수집된 네이버 데이터 수와 감성점수를 분기별로 합하여 평균 값을 구하였
다. 기업 1, 기업 2, 기업 3의 경우 총 6분기로 구성하였으며, 비교적 최근에 이슈가 발생하여 데이터 수집량이 충분치 

않은 기업 4의 경우 5분기로 구성하였다.

기업 1은 네이버에서 수집한 데이터 수와 감성 점수를 분기 단위로 각각 합하여 나타낸 결과를 기업 1의 매출액 및 

주가와 함께 시계열로 시각화하였다(Fig. 5 and 6).

Fig. 5. Sales, emotional score and Naver data of enterprise 1.

Fig. 6. Stock price, emotional score and Naver data of enterpri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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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에서 x축은 분기별 시간이고, y축 주요 축은 매출액, 보조 축은 네이버 데이터 수와 감성점수이다. 네이버 데
이터 수는 이슈가 발생한 2012-4Q에 비교적 높았으며 감성점수는 이슈 전·후, 최근 모두 부의 값이나, 이슈가 발생한 

2012-4Q에 가장 악화된 점수를 보인다. 전반적인 흐름 상 네이버 데이터 수와 감성 분석 점수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
는데, 이슈가 많이 된 시기에 감성 점수가 부의 값임은 네이버에서 작성 된 게시글 중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을 의
미한다. 한편, 감성 분석 점수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1의 2012-4Q 매출액은 가장 높았다. Fig. 6에서 x축은 분
기별 시간이고, y축 주요 축은 주가, 보조 축은 네이버 데이터 수와 감성점수이다. 기업 1의 주가는 데이터 수집 기간
인 6분기 동안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네이버 데이터 수나 감성 점수와의 흐름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한편 기업 2의 경우 네이버에서 수집한 데이터 수와 감성 점수를 분기 단위로 각각 합하여 나타낸 결과를 기업 2의 

매출액 및 주가와 함께 시계열로 시각화하였다(Fig. 7 and 8).

Fig. 7. Sales, emotional score and Naver data of enterprise 2.

Fig. 8. Stock price, emotional score and Naver data of enterprise 2.

Fig. 7에서 x축은 분기별 시간이며, y축 주요 축은 매출액, 보조 축은 네이버 데이터 수와 감성점수이다. 네이버 데
이터 수는 이슈가 발생한 2014-4Q에 잠깐 급증하였다가 다음 분기에는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 2의 감성점수
는 이슈 전·후, 최근 모두 부의 값이며 특히 시리얼 대장균군 이슈가 발생한 2014-4Q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한
편, 이슈가 발생한 시기에 네이버 데이터 수와 감성점수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기업 2의 매출액은 안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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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 2의 경우, 네이버 데이터 수나 감성점수와 매출액 간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Fig. 8에서 x축은 분기별 시간
이고, y축의 주요 축은 주가, 보조 축은 네이버 데이터 수와 감성점수이다. 기업 2의 주가는 6분기 동안 상승한다. 네
이버 데이터 수나 감성 점수와 기업 2의 주가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Fig. 9. Sales, emotional score and Naver data of enterprise 3.

Fig. 10. Stock price, emotional score and Naver data of enterprise 3.

기업 3의 경우, 네이버에서 수집한 데이터 수와 감성 점수를 분기 단위로 각각 합하여 나타낸 결과를 기업 1의 매
출액 및 주가와 함께 시계열로 시각화하였다(Fig. 9 and 10).

Fig. 9에서 x축은 분기별 시간이고, y축 주요 축은 매출액, 보조 축은 네이버 데이터 수와 감성점수이다. 네이버 데
이터 수는 기업 3의 갑질 이슈가 발생한 2013-2Q에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하였다. 기업 1의 감성점수는 이슈 전·후, 최근 

모두 부의 값으로 특히, 이슈가 발생한 2013-2Q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전반적인 흐름 상 네이버 데이터 수와 감
성분석 점수는 상반된 관계를 보이는데, 이슈가 가장 많이 된 시기에 감성 분석 점수가 최하를 기록한 것은 이슈화된 

요인이 부정적임을 생각할 수 있다. 기업 3의 매출액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네이버 트렌드나 감성점수와 

매출액 간에 흐름의 유사성은 발견할 수 없지만, 감성분석 점수가 부의 값이므로 매출액의 감소와 연관성을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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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에서 x축은 분기별 시간이고, y축 주요 축은 주가, 보조 축은 네이버 데이터 수와 감성점수이다. 기업 3의 주
가는 이슈 발생 전인 2013-1Q에 가장 높았다가 이슈가 발생한 2013-2Q 기간부터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는 점차 

회복되는 감성 점수와는 상이하게 작용한다.

기업 4는 네이버에서 수집한 데이터 수와 감성 점수를 분기 단위로 각각 합하여 나타낸 결과를 기업 1의 매출액 및 

주가와 함께 시계열로 시각화하였다(Fig. 11 and 12).

Fig. 11. Sales, emotional score and Naver data of enterprise 4.

Fig. 12. Stock price, emotional score and Naver data of enterprise 4.

Fig. 11에서 x축은 분기별 시간이고, y축 주요 축은 매출액, 보조 축은 네이버 데이터 수와 감성점수이다. 네이버 데
이터 수는 이슈화 된 시기인 2017-3Q와 2017-4Q에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기업 4의 감성점
수는 이슈 전·후, 최근 모두 비슷한 수준의 값을 유지한다. 이슈가 발생한 2017-3Q에 미세하게 감성점수가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긍정적인 이슈가 발생하였으나 부정적인 이슈에 비해 파급력은 약해 감성점수의 변화
가 작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매출액은 큰 변동 없이 분기 내내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는 감성점수의 분포와 

유사하다. Fig. 12에서 x축은 분기별 시간이고, y축 주요 축은 주가, 보조 축은 네이버 데이터 수와 감성점수이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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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주가는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분기 내내 큰 변동이 없으며 네이버 데이터 수나 감성 점수와의 흐름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이어 식품 안전 이슈와 기업 윤리 이슈가 발생한 기업의 검색빈도 및 감성 수치와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인 매출액
과 주가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식품 안전 이슈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특정 제품에서 이물
질이 검출되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군을 구매하지 않으려 할 것을 감안하여 매출액 데이터는 전체 기업의 매출액 

중 해당 식품 분야의 국내 매출액으로 한정하였으며 기업 윤리 이슈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
다. 시계열 데이터인 주가의 경우에는 특성 상 추세를 내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1차 차분을 통하여 추세를 제거한 값을 기준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기업의 검색 빈도, 감성 수치를 경영 성과인 매출액 및 주가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8). 기업 1의 경우에
는 검색 빈도와 감성 수치 모두 매출액과 상당히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 2의 

경우에는 감성 수치가 주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 윤리 이슈가 발생한 기업 3

의 경우에는 검색 빈도와 감성 수치가 기업의 주가와 상당히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업 4의 검
색 빈도와 감성 수치는 기업의 경영 성과와 어떠한 유의미한 관계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개의 기업 중 3

개의 기업이 매출액 혹은 주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파악한 소비
자 반응은 기업의 경영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분기별 자료만 존재하여 불가피하게 주가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이슈 발생 전, 후, 최근 기간별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Table 9).

기업 1의 경우, 이슈 후 검색빈도와 주가(r = - 0.73208, p-value = 0.09805), 최근 검색 빈도와 이슈 후 주가(r = - 0.85796, 

p-value = 0.02883)간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2의 경우 검색빈도와 주가는 최근 검색 빈도와 이슈 

후 주가(r = - 0.76751, p-value = 0.07479)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3의 경우, 이슈 후 검
색빈도와 동 기간 주가의 경우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 0.83279, 

p-value = 0.0396). 이는 이슈 후 기업 3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을수록 동 기간 주가가 하락함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기
업 윤리 이슈가 발생한 기업 4의 경우, 데이터 수집 기간 중 검색빈도와 주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니지 않는 것으

Table 8.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Naver data and management performance by firms.

Sector
Management performance

Before the issue occurs After the issue occurs The latest
Enterprise 1 Before the issue occurs - 0.35961 - 0.42518 - 0.00255

After the issue occurs - 0.50049 - 0.73208* 0.61519
The latest - 0.52234 - 0.85796** 0.61829

Enterprise 2 Before the issue occurs 0.68977 0.33180 - 0.16868
After the issue occurs - 0.52422 - 0.61734 0.42394
The latest 0.16505 - 0.76751* 0.37168

Enterprise 3 Before the issue occurs - 0.24723 - 0.37178 0.07228
After the issue occurs - 0.59225 - 0.83279** - 0.33871
The latest - 0.00526 0.18390 0.68760

Enterprise 4 Before the issue occurs - 0.25557 0.17669 - 0.95268
After the issue occurs 0.22780 - 0.05393 - 0.37613
The latest - 0.89511 - 0.10642 0.98168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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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식품 안전 이슈와 기업 윤리 이슈가 발생한 기업의 감성 수치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서 통계 분석한 결과도 검색빈도와 주가와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Table 10).

기업 1의 경우, 최근 감성 수치와 이슈 전 주가(r = - 0.79215, p-value = 0.06031), 최근 감성 수치와 동기간 주가(r = 

0.82338, p-value = 0.04403)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기업 2의 경우에는 감성 수치와 주가 

간에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3의 경우, 이슈 후 감성분석 결과와 이슈 전 주가는 상관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73177, p-value = 0.09827). 또한 이슈 후의 감성 수치는 동기간 주가와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r = 0.84987, p-value = 0.03212). 기업 4의 경우, 감성분석과 주
가와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earch volume and stock price by firms.

Sector
Management performance

Before the issue occurs After the issue occurs The latest
Enterprise 1 Before the issue occurs - 0.35961 - 0.42518 - 0.00255

After the issue occurs - 0.50049 - 0.73208* 0.61519
The latest - 0.52234 - 0.85796** 0.61829

Enterprise 2 Before the issue occurs 0.68977 0.33180 - 0.16868
After the issue occurs - 0.52422 - 0.61734 0.42394
The latest 0.16505 - 0.76751* 0.37168

Enterprise 3 Before the issue occurs - 0.24723 - 0.37178 0.07228
After the issue occurs - 0.59225 - 0.83279** - 0.33871
The latest - 0.00526 0.18390 0.68760

Enterprise 4 Before the issue occurs - 0.25557 0.17669 - 0.95268
After the issue occurs 0.22780 - 0.05393 - 0.37613
The latest - 0.89511 - 0.10642 0.98168

*, p < 0.1; **, p < 0.05; ***, p < 0.01.

Table 10.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earch volume and stock price by firms.

Sector
Management performance

Before the issue occurs After the issue occurs The latest
Enterprise 1 Before the issue occurs 0.42905 - 0.03501 - 0.04158

After the issue occurs 0.29165 0.63914 - 0.40129
The latest - 0.79215* - 0.2729 0.82338**

Enterprise 2 Before the issue occurs 0.19282 0.34212 0.14745
After the issue occurs 0.47411 0.63095 - 0.36881
The latest - 0.26995 0.09044 0.61366

Enterprise 3 Before the issue occurs - 0.19592 - 0.18327 0.49263
After the issue occurs 0.73177* 0.84987** 0.19226
The latest 0.69394 0.52027 0.40386

Enterprise 4 Before the issue occurs 0.00819 0.48178 0.65149
After the issue occurs - 0.03518 0.13694 0.00187
The latest - 0.64425 0.49276 0.97655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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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소비자 반응 데이터와 경영성과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슈별, 기간별 소비자

의 반응 추이를 비교·분석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슈별 소비자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감성분석을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기업이 이슈가 발생
한 후에 데이터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이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반증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식품 안전 이슈(기업 1, 기업 2)의 경우 이슈 후 발생하였던 부정적인 감정이 최근까지 이어지지 않아, 감성 분
석 결과의 지속성이 낮았다. 반면 기업 윤리 이슈(기업 3, 기업 4)의 경우 식품 안전성 이슈에 비해 지속성이 높은 것
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정적인 이슈에 해당되는 기업 3의 경우 최근까지도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세한 결
과가 나타났다. 이는 윤리 경영 이슈가 비교적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앞서 구한 네이버 데이터 수와 감성분석 결과가 각각 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실증분
석을 위해 통계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한 모든 식품 이
슈의 경우, 네이버 데이터 수와 감성점수는 상반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기업 4를 제
외한 기업 1, 기업 2, 기업 3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반응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기간별 검색 빈도와 주가간의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검색 빈도의 경우, 각 기업의 이슈 후 

혹은 최근 기간의 검색 빈도가 이슈 후 주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4를 제외한 부정
적 이슈가 발생한 모든 기업이 이슈 발생 후 혹은 최근 기간 검색 빈도가 증가 할수록 주가가 감소한다는 해석을 도
출할 수 있었다. 감성 분석과 주가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기업 1의 최근 감성 수치가 이슈 전의 주가 및 최
근 주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3도 이슈 발생 후의 감성 수치가 이슈 전 주가, 이슈 후 

주가에 각각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기업 2과 기업 4의 경우에는 감성 수치와 주가 간의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밝힐 수 없었다.

연구과정을 통해 얻어진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긍정적인 이슈에 비해 부정적인 이슈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가 

높다. 한편, 반응의 지속성을 분석한 결과 기업 윤리 이슈의 반응 지속성이 식품 안전 이슈에 비해 높았으며 상관관
계 분석을 통해 이슈에 대한 온라인상의 소비자 반응이 기업의 경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기업은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한 기업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이슈보다
는 부정적인 이슈에 더 예민하며 이는 선행 연구와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지만, 추후 보다 장기간의 연구를 진
행하여 재 입증할 필요성이 남아있다.

본 연구는 농식품 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수집 데이터를 분석하고 감성분석과 기업의 주가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밝힘으로써 향후 농식품 분야의 연구에 포털 검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향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 실무적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분석 사전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
지 않아서 감성 분석 진행 시, 모든 단어와 감성에 대해 정확한 점수를 부여하고 분석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어 연
구자의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기 어렵고, 단어의 객관적인 영역을 분류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포털 검색 데이터를 예측기재로 활용하는 등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 만큼 본 연구가 추
후 농식품 분야에서의 소셜 데이터 분석 활용도를 높이는 연구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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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
1) 국내 주요 검색 통계업체인 로거(LOGGER)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검색엔진 중 네이버의 점유율은 82.2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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