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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민주주의의 꽃,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난 선거에서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정당들도 엄청난 

비용 지출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한 예로, 지난 4. 13 총선거 (제 20 대 국회의원)에서 방송 3 사 출구조사 

비용으로 약 66 억원 이상이 지출됐다. 그리고 정당에서는 여론조사 비용으로 약 70 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러한 큰 비용 지출과, 담당자들의 노력을 줄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마이닝과 감정분석을 적용한 후보 

당선자 예측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첫째, 소셜 그래프 모델을 소개하여 지역 구조를 발견한다. 둘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후보자 관련 데이터를 가공한다. 셋째, 텍스트 감정 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정보를 

수치화 한다. 본 논문의 성능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안한 방법이 정확도와 수학적 통계 검증을 통해 가치 있는 효율성을 보였다. 선거방송을 위한 후보자 예측 

도구의 도입으로 향후 선거(방송)에서의 큰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1. 서론 

 
최근 방송 IT 기술의 빠른 성장으로, 방송 시스템과 방송 

미디어 산업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1]. 국내외 많은 방송 

기획자들은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 기획”에 집중하고, 현업 

업무 시간의 상당량을 기획에 보내고 있다. 한 예로,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상파 방송 3 사(KBS, MBC, SBS)에서 

차별화된 선거방송을 위해 출구조사 비용으로 약 66 억원 

(조사원 약 1 만 2500 명, 감독관 약 500 명)을 지출하였다[2]. 

그리고 정당들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후보 당선자 사전예측을 

하고, “차별화된 득표 전략”준비에 집중한다. 지난 선거에서 

정당 여론조사 비용으로만 약 70 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2016 년 3 월 14 일 기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3]. 만약 

자동화된 후보자 예측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도구)가 존재한다면, 담당자들의 업무량과 선거 

예산을 절약하고, 독창적인 선거(방송) 기획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4]과 감정 분석[5]을 이용하여 선거방송을 위한 

후보 당선자 예측 도구를 제안한다. 첫째, 소셜 그래프[6]를 

소개하여, 과거 당선 정당과 지역 구조(지역-정당)를 발견한다. 

둘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관련 후보자들의 소셜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한다. 셋째, 텍스트 감정 분석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치화 한다. 제안한 선거방송을 위한 예측 

도구의 성능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고, 제안한 후보자 예측 도구가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 관련 연구를 

살펴본다. 3 절에서 제안한 후보 당선자 예측 도구를 소개하며, 

4 절에서 모의 실험을 진행한다. 5 절에서 실험의 결과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6 절에서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를 위해 지상파 방송 3 사에서는 

출구조사를 진행한다. 기존 출구조사에서는 개표시 선거구별 

개표율의 미반영으로 최종 예측에 혼선이 일어날 수 있어, 

베이지안[7] 확률 기법을 이용하여 출구조사 자료와 

개표결과를 통합하는 기법을 제안했다[7]. Park[8]은 

출구조사와 유권자 표본크기와의 통계적인 분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셜 네트워크[6]는 사용자간 행위 연관성을 

분석하여,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 연구로 응용이 가능하다. 

Lam [6]은 소셜 네트워크 기반 SNACK 이라는 방법을 

소개하며 협업 필터링 (CF, Collaborative Filtering) 

알고리즘을 향상시켰다. 

정보 검색 (IR, Information Retrieval) 기법은 비구조적인 

문서에서 정보를 검색한다 [4]. 따라서 문서를 분석할 수 있고 

의미 있는 텍스트 분석이 가능하다. Rao [9]는 온라인 뉴스의 

텍스트 의미분석을 통하여 감정 사전을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 그래프를 통하여 지역-정당 연관성을 

분석 후, 후보 당선자 예측에 활용 하고, 감정 사전을 

구축/이용하여,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치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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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방송을 위한 후보자 예측 어플리케이션 
 

이 장에서는 제안한 어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세부 흐름을 

아래 그림 1 과 같이 소개한다. 

 

그림 1. 선거방송을 위한 예측 도구의 개요 

 

1) Data Collection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자주 사용되는 R 언어[10]를 사용한다. Open Library 

(TwitteR[11], RFacebook[12])를 이용하여 한국어 공식 

홈페이지[13]에서 Query(후보자 키워드)에 대한 사용자 ID, 

내용 등을 수집한다.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뉴스 콘텐츠를 웹 

크롤링[14] (Web Crawling)을 통해 무작위로 데이터 

(후보자 키워드)를 수집하고, 한국어 형태소[15] 분석을 

진행 후 저장소에 보관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선거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16]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2) Construction Model 

(1) Preprocessing 

문서(수집된 데이터)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자연어 전처리 (Natural Language Preprocessing)[17] 

과정을 진행한다. 전처리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지단어 제거, 원형 추출, 특수문자 제거, 단어 토큰화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 근석이는 회사에서 밥만 먹는다. ̂ ^” 
라는 문장이 있으면 전처리 후 “근석”, “회사”, “밥”, “먹다” 

의 단어를 추출한다. 

(2) Social Graph 

과거 통계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정당과 지역(지역-

정당)의 연관성을 저장소에서 추출하고, 아래 식 1 을 

진행한다. 

SGScore(지역명,정당명) = ∑ (𝑊𝑖𝑛_𝑆𝑐𝑜𝑟𝑒)19
𝑛=17  (1) 

 Win_Score 은 누적 카운트로써 지역에 특정 

정당이 당선되었음을 나타낸다. 

제 20대 정당명을 기준으로 과거 정당 변천사를 따른다. 

제 1 대부터 제 11 대까지는 선거구와 지역간 예측이 거의 

불가능 (예: 제 1 선거구, 제 2 선거구 등)하고, 제 12 대부터 

제 16 대까지는 선거구 지역명 통합 분리로 연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제 17대부터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통계를 

사용한다. 

(3) Topic Model 

저장된 문서들은 한 카테고리가 아닌 의미(주제) 별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18]를 사용하여 토픽 

모델링을 진행한다. 분류될 토픽들은 여러 문서에서 동시 

발생한(Co-Occur) 단어들의 분포로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LDA 는 4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α와 β는 연관 요소로써, 만약 α가 높다면 하나의 

문서가 여러 개의 토픽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지고, β 가 

높다면 하나의 토픽에 다양한 단어들이 포함될 확률이 

높아진다. N은 분류될 토픽의 수 이고, R은 반복할 횟수이다. 

따라서 저장소에 저장된 문서들로 토픽 모델링을 구축한다. 

(4) BM25 Model 

BM25[17]는 TF-IDF[17] 기반 기법이며 가중치를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텍스트 유사도를 구한다. 일반적으로 

BM25 에는 2 가지 파라미터가 있다 (파라미터 표현 기호는 

다를 수 있음). 𝑘1 은 단어의 발생(tf, term frequency)에 

가중치를 주고, b 는 문서의 길이 관련 가중치를 준다. 따라서 

위 가중치를 조절하면, “양근석” 이라는 단어가 “3 번씩” 

문서 100 개에서와 다른 문서 10 개에서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각 문서 (100개, 10개)에서의 “양근석” 단어의 중요성을 

다르게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보자 이름을 

질의(Query) 하고, 저장소로부터 질의에 대해 가장 유사한 

문서들을 추출한다.  

(5) Text Emotion Analysis 

BM25 의 단계에서 찾아진 문서와 가장 유사한 토픽 

문서들을 단어의 매칭 빈도를 이용하여 찾고, 텍스트 감정 

분석을 진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감정 사전을 이용하여 수식 

2 으로 계산한다. 

𝐸𝑚𝑜𝑆𝑐𝑜𝑟𝑒(지역명,정당명,후보자) = 𝑃𝑂𝑆_𝑇𝐸𝑅𝑀_𝑆𝐶𝑂𝑅𝐸 + 𝑁𝐸𝐺_𝑇𝐸𝑅𝑀_𝑆𝐶𝑂𝑅𝐸 (2) 

 POS_TERM_SCORE 와 NEG_TERM_SCORE 는 

후보자가 가진 정보들 중 POSITIVE SCORE 

(양수), NEGATIVE SCORE (음수)를 의미한다. 

3) Candidate Prediction 

최종적으로 과거 지역별 당선 통계 (식 1)와 후보자 

텍스트 감정 분석 (수식 2)을 결합하여 아래 수식 3 을 

계산한다. γ 는 가중치이다. 

Score(지역명,정당명,후보자) = 

γ ∗ SGScore(지역명,정당명) + (1 − γ) ∗ 𝐸𝑚𝑜𝑆𝑐𝑜𝑟𝑒(지역명,정당명,후보자) (3) 

따라서, 선거구별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후보자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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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연구: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1) 실험 구성 

저장소로부터 지역-정당의 연관성을 소셜 그래프로 

찾아내고 식 1 을 진행한다. 저장소 내 문장에 대해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고, LDA 를 통해 토픽 모델링을 구축한다. 사용된 

파라미터 값은 α = 0.01 , β = 0.01 , N=30, R=1500 이다 

(파라미터 설명은 3.2.3 Topic Model 참조). 제 20 대 국회의원 

후보 명단을 이용하여, 후보자 이름과 연관된 유사 문서를 

찾는다 (BM25). 사용된 BM25 파라미터는 𝑘1 = 1.78, b = 0.75 

이다. 찾아진 유사 문서와 근접한 토픽을 단어의 매칭빈도를 

이용하여 유사토픽을 찾는다. SNS 상의 후보자 정보와 유사 

토픽 내 문서들에 대해 텍스트 감정 분석을 수식 2 와 같이 

계산한다. 상기 모델 구축 파라미터 세팅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 정보는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사용된 데이터 정보 

 Type Size etc 

Corpus 
Construction 

Model 

262,918 

~ ’16/04/12 
Emotion 

Dictionary 
98,453 

후보자 / 

선거구 수 

Test 

944 / 253 
제 20 대 

국회의원 

후보 
비례대표 

후보자 / 

선거구 수 
158 / 47 

 

제안한 도구의 성능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척도[19]를 이용한다. 

Precision(Res) =
𝑇𝑃

𝑇𝑃+𝐹𝑃
 (4) 

Recall(Res) =
𝑇𝑃

𝑇𝑃+𝐹𝑁
 (5) 

F − Measure(Res) = 2 ∗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Res)∗𝑅𝑒𝑐𝑎𝑙𝑙(Res)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Res)+𝑅𝑒𝑐𝑎𝑙𝑙(Res)
 (6) 

 양근석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예측했고, 

실제로 당선자 일 때는 TP, 아닐 때는 FP, 

양근석 후보자가 당선자가 아닐 것이라 예측 

했지만 실제 당선자일 때, FN 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RQ, Research Question) 

으로 진행한다. 

 RQ1: 제안한 선거방송을 위한 후보자 예측 
도구가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 

 RQ2: 성능 비교 평가하기 위해, 과거 통계만 
고려했을 때 ( 𝛾 = 1.0 )와 텍스트 감정 분석을 
결합한 방법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이 질문들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본 논문은 선거 후보 

예측 도구 관련 초기 논문으로써, 현재는 간단한 수식으로 

방법론을 정립하고 향후 정치적 요소(투표율/연령 연관성 등) 

들로 수식 3 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2) 실험 결과 

전국 평균 예측 성능결과를 아래 그림 2 와 같이 보인다. 

x축은 파라미터(γ) 수치를 나타내고, y축은 전국 예측 조화평균 

(F-Measure)의 비율이다. 예측 조화평균(F-Measure)이 약 

70.48%( γ = 0.4 )으로 과거 지역-정당 연관성만 고려했을 

때(γ = 1.0)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림 2. 전국 평균 예측 성능 결과 (F-Measure) 

 
AQ1(Answer Question): 각 파라미터 별 전국 예측에서 

조화평균 약 70.48%(γ = 0.4)의 성능을 보인다. 

 

RQ2 를 보완하기 위해 수학적 통계 검증[20]을 진행한다. 

검증은 R 언어로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정한다. 

귀무가설은 (Null Hypothesis) 제안한 방법이 지역-정당 

통계만을 고려했을 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if P-Value ≥  0.05), 대립가설 (Alternative 

Hypothesis)은 두 기법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if P-Value < 0.05). 통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𝐻10  (귀무가설)은 Wilcoxon 검증의 P-Value(1.594e-

05)을 가지며,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1.594e-05 <  0.05 is true). 따라서, 제안한 방법이 과거 

통계만을 고려했을 때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5%)가 있음을 보인다. 

AQ2(Answer Question): 제안한 도구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5%)가 있음을 보인다. 
 

 

5. 토의 
 

과거 통계만으로 예측했을 때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능을 

보였지만,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 중 호남 지역에 대해 

통계만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Recall = 0%). 토픽 

모델링 기반 검색 알고리즘과, 텍스트 감정 분석을 결합한 

방법이 과거 통계만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밀하게(empirical)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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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라인 상의 문서 (형식이 있는 기사 글 제외)들은 

특별한 형식없이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한다. 

따라서 온라인 작성자의 지식, 글 표현 능력, 사고방식 등이 

콘텐츠 의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작위로 파싱된 문서들은 문서 내 내용이 충분할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무작위로 파싱된 문서들을 토픽 별로 

분류하여 의미 있게 형성을 시키고, 그 형성된 문서들끼리는 

동질의 특징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리고 BM25 의 검색 

알고리즘을 통하여 문서 내에 발생한 단어들의 중요도를 

다르게 수치화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키워드 검색 시 연관성이 

높을 수 있는 문서들을 잘 찾을 수 있으며, 후보 예측 성능 

향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선거방송을 위한 후보 당선자 예측 도구를 

제안하였다. 선거 후보자 예측 관련 초기 연구로써, 사례연구로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요소들을 

의미 있게 잘 결합한다면, 성능이 향상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파라미터 𝛾 ). 하지만 과거 통계만 고려 했을 때 

보다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AQ 1, AQ 2) 다른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재 선거, 보궐 선거 등) 

예측에서도 잘 예측할 수 있다고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내부 

프로세스, 데이터 등이 다르게 관리된다). 

 

6. 결론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 제작은 방송사에서의 핵심역량이다. 

지난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와 정당 여론조사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담당자들의 업무량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마이닝과 감정분석을 

적용하여 선거방송을 위한 후보 당선자 예측 도구를 

제안하였고, 사례연구에서 가치 있는 효율성을 보였다. 

향후 다양한 요소들 (투표율-나이, 특정 세력파 등)을 

추가하여 예측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며, 제안한 선거방송을 

위한 예측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하여, 앞으로 차별화된 

선거방송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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