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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직접 작성한 의견 혹은 리뷰를 이용하여 상호간의 교류 및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

다. 이를 통해 고객리뷰를 이용하는 오피니언마이닝, 웹마이닝 및 감성분석 등 다양한 연구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감성분석은 어떠한 토픽(주제)를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글을 작성한 사람들의 태도, 입장 및 감성을 알

아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객의 의견을 내포하고 있는 정보 혹은 데이터는 감성분석을 위한 핵심 데이터가 되기 때문

에 토픽을 통한 고객들의 의견을 분석하는데 효율적이며,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마케팅 혹은 투자자들의 시

장동향에 따른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온라인 시나 주식 포럼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작성한 

포스팅(글)을 이용하여 기존에 제시된 토픽들로부터 핫토픽을 선정하고 탐지하고자 한다. 기존에 사용된 감성 사전을 활

용하여 토픽들에 대한 감성값과 극성을 분류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핫토픽을 선정하였다. 핫토픽을 선정하기 위해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으며, 추가로 인공지능기법인 SOM을 적용하여 핫토픽 선정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로짓, 의사결정나무, SVM 등의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핫토픽 사전 탐지를 하는 감성분석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

여 관심지수를 통해 선정된 핫토픽과 탐지된 핫토픽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핫토픽에 대한 정보 제공함으로써 최

신 동향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게 되고, 주식 포럼에 대한 핫토픽은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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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Web 2.0 시대에 들어와서 인터넷의 사용증가

로 인해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글들이 폭발적으

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

용자들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 혹은 리뷰를 

남기고, 이를 통해 다른 사용자와 상호간의 교류 

및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사용자들은 일반적

으로 블로그, 위키, 마이크로블로그, 온라인 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접근으로 방대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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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비구조적인 텍스트 

기반의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웹마이닝, 오피니

언마이닝 혹은 감성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다

(Chen et al., 2012; Pang et al., 2002; Wang et al., 
2014). 

온라인상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인 감성분석은 텍스트 문서에 내포되어 있

는 정보들을 이용하여 주관적인 정보를 추출하

는 기법이다. 감성분석은 어떤 특정한 토픽

(Topic)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과 글을 작성한 사

람들의 태도, 입장 및 감성을 알아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Tan et al., 2008). 사용자들은 어떠한 

주제를 통해 직접 작성한 포스팅(글)을 작성함으

로써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마케팅 혹은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들에게 

최신 동향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소비자들

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Zhang et al., 
2009). 특히, 온라인 포럼은 다양한 사람들과 전

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 방식의 특정 토픽에 대

한 포스팅을 작성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호간의 교류를 활발

히 할 수 있는 곳이다. 주식시장의 경우 투자자

들은 온라인 포럼을 이용하여 많은 유용한 정보

들을 이용하여 사용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최신

정보 및 동향을 파악하여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

는 계기가 된다. 온라인 주식 포럼은 사용자들이 

당일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주가 변동이나 시장 

경제에 관한 정부 정책 발표, 토픽에 따른 자신

의 경험이나 취향 등 다양한 내용으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용자들이 직접 작성

한 포스팅을 분석하여 주식시장의 예측 및 분석

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공유함으로써 사용자들

과의 유대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중국 주식시장의 강한 성장세로 

인해 투자자들이 증가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관

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많은 정보들이 생성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시나 주식 포럼에서는 다양

한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이

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토

픽인 핫토픽(Hot Topic)을 탐지한다면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토픽이 무엇인지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주식 포럼에서 토픽을 

통해 생성되는 사용자들의 정보들을 이용하고, 
온라인 주식 포럼에서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토

픽들 중 핫토픽을 탐지하는데 초점을 두어 감성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온
라인 주식 포럼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기존에 

제시된 토픽들을 이용하여 핫토픽을 선정한 후 

기계학습기법을 통해 핫토픽이 사전 탐지가 가

능한 지를 파악한다. 핫토픽의 선정과 핫토픽의 

사전 탐지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관심지

수를 이용하여 비교 및 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
한 어휘기반 접근방법인 감성사전의 사용과 기

계학습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통합 접근방법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제시하고, 제 3장에서는 핫토픽 탐지

를 위한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제 4장에

서는 모형에 대한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으로 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

해 제시한다. 

2. 선행 연구

2.1 감성분석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은 텍스트로부터 

어떻게 감성이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특정한 주제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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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Hu 
and Liu, 2004; Hu et al., 2012; Jin et al., 2014). 
감성분석은 오피니언마이닝(Opinion mining)이
라고도 불리며, 텍스트마이닝의 한 부분으로써,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포

함되어 있는 오피니언을 추출하고 가치 있는 정

보를 추출해 내는 것으로 정의한다(Liu, 2012). 
감성분석 어휘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법

(Lexicon-based Approach),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법(Machine Learning Approach), 어
휘기반 접근방법과 기계학습 접근방법을 통합하

여 접근방법(Hybrid Approach) 등 3가지로 나누

어 분석이 이루어진다(Medhat et al., 2014). 
어휘기반 접근방법은 긍정적 단어와 부정적 

단어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

으로 미리 편집된 감성단어와 잘 알려진 감성어

휘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Turney and 
Littman, 2003; Martin-Valdivia et al., 2013; An 
and Kim, 2015). 어휘기반 접근방법 중 사전기반 

방법(Dictionary-based Approach)은 수집된 텍스

트를 분석하여 문서내의 단어들을 추출하고 사

전을 구축하여 새로운 문서가 주어졌을 때 기존

에 만들어진 사전과 비교하여 문서를 분류하는 

방식이다(Maks and. Vossen, 2012; Oh and Kang, 
2013).

기계학습 접근방법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

로 학습시킨 후 모형을 통해 분석을 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을 말하며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언어적 변수를 사용하여 문서 분류문제로 감성

분석을 해결하기 위해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성

향이 있다(Medhat et al., 2014). 기계학습 접근방

법은 지도학습 기법(Supervised Learning method)
과 비지도학습기법(Unsupervised Learning method)
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2.1.1 감성사 을 이용한 어휘기반 근방법

감성분석은 단어의 극성에 대한 특징에 따라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기존에 구축된 사전을 통

해 단어에 점수를 부여하여 긍정적인지 부정적

인지를 분류할 수 있다(Pang and Lee, 2008). 감
성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감성사전의 경우 영어 

감성사전으로 SentiWordNet, 중국 감성사전으로 

HowNet의 감성사전, 간체 중국어 극성 사전 등

을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Baccianella et al., 2010; Yu et al., 2013; Li and 
Wu, 2010). 한국의 경우 공신력 있는 한국어 감

성사전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각 연구별로 감성

사전을 구축한 후 감성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Kim et al., 2014).
중국 국가지식기반시설(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HowNet이 발표한 ‘감성분석 용어 

사전’은 긍정, 부정의 양극성 단어를 구분해 줄 

뿐만 아니라 단어의 강도를 표현하는 사전 또한 

제공되고 있어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중

국에서는 HowNet의 감성사전을 기반으로 이용

하는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Li and Wu(2010)은 HowNet의 감성사전과 단

어의 감도를 표현하는 사전 모두를 이용하여 수

집한 문서에 점수를 부여하고 계산을 통해 온라

인 시나 스포츠 포럼의 핫토픽을 탐지하는 연구

를 진행하였다.
Zhang et al.(2009)은 단어 의존성을 기반으로 

문장의 감성을 결정하고 문장을 취합하여 문서

의 감성을 예측하기 위해  중국문장과 중국기사

에 대해 감성의 극성을 예측하기 위해 단어 의존

성 구조를 고려한 규칙기반의 의미론적 분석방

법을 제안하였다.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공

공 보건 문제와 제품 리뷰 등 다양한 토픽 영역

에서 중국 기사의 감성에 대한 극성을 예측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SVM, 나이브 베이즈,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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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무기법 중 C4.5와 규칙기반 접근방법을 이

용하여 실험을 통해 예측 성과를 비교하는 연구

를 진행하였다. 

2.1.2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기계학습 

근방법

감성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지

도학습기법과 비지도학습기법으로 나누어서 설

명할 수 있다. 지도학습기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로짓, 의사결정나무, SVM 기법들에 대해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로짓분석은 어떤 사건에 대한 발생 유무를 직

접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할 확

률을 예측하고, 0과 1 사이의 결과값을 가지게 

된다. 로짓분석 결과 종속 변수의 값이 분류기준

값 이상이면 사건이 일어나고, 이하이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게 된다. 
의사결정나무는 나무와 같은 구조를 사용하며 

분류, 군집, 변수선택, 예측문제 등을 위해 사용

한다. 또한, 예측을 수행하는 과정이 나무구조에 

의한 추론규칙(induction rule)으로 표현되어 과정 

및 결과를 해석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의사결정나무를 만드는 데에는 

CART(Breiman et al., 1984), CHAID(Kass, 1980; 
Hartigan, 1975), C4.5(Quinlan, 1986)과 같은 다양

한 알고리즘들이 있다.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알고

리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각 

마디에 하나의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누는 나무구조를 만들며, 이분형으

로 표현할 수 있는 특성에 기반하여 분할을 시

행한다.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는 Hartigan(1975)의 제안으로 카이제

곱 통계량(이산형 목표변수) 혹은 F-검정(연속형 

목표변수)를 이용하여 다지분리(Multiway Split)
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다. 다지분리란 부모마

디에서 자식마디들이 생성될 때 2개 이상의 분

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CHAID는 목표변

수에 가장 유의한 독립변수를 찾아 변수기준으

로 나무를 형성한다(Park and Cho, 2004). C4.5는 

Quinlan(1993)에 의해 ID3(Interative Dichotomizer 
3)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알고리즘으로써, 각 마디에서 여러 개의 

분리구조로 의사결정나무를 만든다.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Vapnik(1995)

이 제안한 학습이론으로 기존의 통계적 이론에

서 이용되는 경험적 위험 최소화 원칙(Empirical 
risk minimization)을 이용하여 일반화 오류를 줄

여 패턴 인식과 문서 범주화 등에서 우수한 성능

을 보여주고 있다(Burges, 1998). SVM은 서로 다

른 값을 가지는 두 개의 클래스를 포함한 학습 

집합을 최대한으로 분류하는 초평면을 설정하여 

분류하며, 이진분류에 있어서 다른 분류기법들

과 비교하였을 때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

져 있다.
비지도학습기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군집분석 

중 k-means와 SOM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군집분석(clustering analysis)은 데이터에 대해 

주어진 관측값을 사용하여 전체를 몇 개의 유사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법으로 k-means와 SOM 알
고리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k-means 알고리즘은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

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하고, 각 

군집의 중심에서 개체까지의 거리 차이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k-means는 개체

들을 k개의 초기 군집으로 시작하여 군집의 수

와 최초 시작점을 지정한 후 각 시작점으로부터 

모든 개체와의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거리가 가

까운 개체를 중심으로 초기 군집을 이룬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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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Framework for Hot Topic Recommendation

군집 내에서의 중심점을 찾은 후 모든 개체들과

의 거리를 계산하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개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군집을 생성하게 되며, 더 이상

의 군집에 대한 형태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

하여 진행된다(Hong and Kim, 2010).
SOM(self-organizing map)은 Kohonen(1988)에 

의해 제안된 비지도학습기법의 인공신경망 모델 

중의 하나로 군집 특성을 이용한 기법이다. SOM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들로부터 규칙을 찾아

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확한 해답을 제공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구조적으로 수행이 빠른 알

고리즘으로 입력 데이터들의 분포가 시간에 따

라 스스로 조직화를 통한 정확한 군집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2.2 주식 분석을 한 감성분석 연구

주식에 대한 감성분석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일반뉴스, 금융뉴스, 회사뉴스, 회사년도

보고서, 트위터 등 미디어에서 나온 데이터를 수

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주가예측이나 주식시장 동

향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감성분석을 시도하

였다.
Schumaker et al.(2012)은 금융뉴스제목에 대한 

감성을 평가하여, 기사의 어조(주관적/객관적)가 

미래 주가 추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와 주관적인 의견(긍정/부정)이 미래 주가 추세

에 어떠한 영항을 미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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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escription

 No. of topic post

 Average No. of clicks of topic post

 Average sentiment value of topic post

 No. of positive post

 No. of negative post

i: Month, j: Topic

<Table 1> Input Variable for Hot Topic Detection

Jin et al. (2013)는 일반뉴스 내용과 과거 통화

시장지수를 이용하여 통화시장의 지수변동을 예

측하였다. 또한 Fung et al.(2003)는 회사뉴스를 

이용하여 다중 시계열 방법으로 주가예측에 대

한 연구를 하였고, Huang et al.(2010)는 대만 주

식시장에 대한 실시간 뉴스를 분석함으로써 주

식매매를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Bollen and Huina(2011)는 트위

터에서 작성된 댓글을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의 

감정을 파악하여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것으로 

주가변동 추이를 예측하였다. 

3. 연구모형

3.1 연구 임워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주식 포럼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존에 제시된 토픽들로부터 

핫토픽을 선정하고 탐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핫토픽(Hot Topic)을 추천하고자 <Figure 1>과 

같이 개발하였다. 

3.1.1 데이터 처리 단계

온라인 주식 포럼에서 토픽에 대한 포스팅을 

추출하기 위해 텍스트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작성자, 
제목, 작성시간, 조회 수, 내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토픽별로 문서들을 분류한 후 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을 단어 단위로 프로그램 

‘R’을 이용하여 분할시킨다. 본 연구에 사용될 

데이터는 중국어로 되어 있으며, 영어나 한국어

와 다르게 한 문장 안에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전처리과정을 통해 문장을 단어별로 

분할하여 저장하여야만 한다. 감성분석을 위해 

분할된 단어들에 대한 감성값을 계산하기 위해 

HowNet의 감성 용어 사전을 이용하였으며, 용어

사전에 수록된 어휘의 극성을 5가지로 분류하여 

감성값을 계산한다. 각 어휘의 극성을 구분하기 

위해 1점, 3점, 5점, 7점, 9점으로 설정하고, 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단어들의 점수에 대한 

합을 구하여 문서의 감성값으로 간주한다. 또한 

문서의 극성을 분류하기 위해 감성사전을 이용

하여 긍정 단어이면 +1점, 부정 단어이면 –1점
을 부여하고 양의 점수를 가진 문서는 긍정문서, 
부의 점수를 가진 문서는 부정문서, 0점이면 중

립에 해당하는 문서로 분류한다. 최종적으로 분

류된 문서들은 월별로 문서를 분류한 후 문서-용
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3.1.2 핫토픽 선정 단계

핫토픽이란 온라인 주식 포럼을 이용하는 사

용자들로부터 기존에 사용된 토픽들 중 가장 많

은 관심을 유도한 토픽을 의미한다. 핫토픽을 선

정하기 위해 먼저 월별로 분류된 문서들을 그룹

화하고, 토픽을 군집화하여 k-means와 SOM 알
고리즘을 통해 핫토픽을 탐지한다. 군집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 가지 기법에 

사용되는 입력변수는 총 5개로 <Table 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핫토픽의 선정 기준은 군집 

시 각 클러스터에서 중심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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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토픽이 클러스터를 대표할 수 있는 핫토픽으

로 선정한다. 
핫토픽을 선정하기 위해 5개의 입력변수를 이

용하여 월별 문서 집합을 군집화하고, 각 군집 

내의 중심점을 찾은 후 모든 토픽들과의 거리를 

계산한다. 중심점에 있는 토픽과 중심점과의 거

리가 가장 가까운 토픽을 핫토픽으로 선정하고, 
월별로 선정된 핫토픽 수를 전체 기간에 선정된 

핫토픽 수의 합인 관심지수로 산출한다. 본 연구

에서의 관심지수는 단기간 동안 사용자들의 관

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장시간 동안 

많은 관심을 유도하는 토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3.1.3 핫토픽 사  탐지 단계

핫토픽 선정 단계에서 추출한 핫토픽의 결과

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SAS Enterprise Miner 
Workstation 12.3을 통해 로짓, 의사결정나무, 
SVM 등의 기법으로 학습시켜 핫토픽 사전 탐지

를 시행한다. 각각의 기법을 이용하여 성과를 평

가한다. 먼저, 5개 입력변수로 월별(t+1) 및 분기

별(t+3)로 적용한 후 핫토픽 사전 탐지에 대한 결

과를 비교한다. 또한, 월별 및 분기별에 발생된 

모든 토픽을 고려하여 동일한 핫토픽을 선정한 

후 관심지수를 계산한다. 최종적으로 핫토픽 선

정 단계에서의 관심지수와 핫토픽 사전 탐지 단

계에서의 관심지수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여 사

용자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핫토픽을 선정하

게 된다.

4. 실험  결과분석

4.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시나 웹사이트에서 온

라인 주식 포럼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A股
(stock A)

理财

(investment 
techniques)

主题

(subject)
B股

(stock B)
H股

(stock A)

基金

(fund)

期货

(future)

权证

(warent)

证券公司

(securities 
company)

大陆指数

(mainland 
index)

港股指数

(HongKong 
index)

债券

(bond)

经济学人

(economist)

财经视点

(financial 
view)

基金公司

(fund 
conpany)

财智大赢家

(financial 
expert)

美股100

(US index 
100)

财经明星

(finance 
star)

商学院

(business 
school)

股指期货

(index 
future)

农产品

(agricultural 
commodities)

<Table 2> Categories in Online Sina Stock Forum

시나는 현재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및 포럼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약 

2.49억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시나 

주식 포럼에서 제공되는 총 21개의 카테고리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1개의 카테고리들 중 ‘주제’에 

해당하는 포럼을 선택하여 <Table 3>과 같이 총 

144개에 해당하는 토픽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new energy olympic insurance

real estate long-term 
investment

shot-term 
investment

dark horse value investing technology 
exchange

stock analysis low priced stock new stock

.... .... ....

<Table 3> The Parts Included in the ‘Subject’ 
Category

토픽에 해당하는 포스팅을 수집하기 위해 자

동 수집 프로그램인 빠쫘위(八爪鱼)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크롤링한 후 포스팅이 없거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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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토픽을 제외시켜 2013년 3월부터 2015
년 2월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총 68개의 

토픽과 21,141개의 포스팅을 추출할 수 있었다. 
또한, 24개월간 포스팅에 대한 조회 수는 최고 

155,903번에서 최저 1,180번의 조회로 나타났으

며, 주식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이 내포되어 있는 

토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활발한 

토픽임을 알 수 있으며, 월별 토픽수와 포스팅의 

수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Date
Topic 

No.

Posting 

No.
Date

Topic 

No.

Posting 

No.

2013.03 44 786 2014.03 48 662

2013.04 32 573 2014.04 54 972

2013.05 36 476 2014.05 57 1,187

2013.06 30 586 2014.06 59 1,216

2013.07 34 568 2014.07 55 1,226

2013.08 40 488 2014.08 56 1,409

2013.09 37 443 2014.09 57 1,417

2013.10 48 572 2014.10 60 1,026

2013.11 44 685 2014.11 61 1,061

2013.12 47 734 2014.12 60 1,166

2014.01 50 614 2015.01 62 1,610

2014.02 47 587 2015.02 63 1,077

<Table 4> The Number of Postings and Monthly
Topics

4.2 핫토픽 선정

4.2.1 감성값 계산  극성분류

HowNet의 감성분석을 위한 용어 사전에 수록

된 어휘의 극성을 5가지로 분류하여 감성값을 

계산한다. 각 어휘의 극성을 구분하기 위해 단어

의 표현 정도에 따라 1점, 3점, 5점, 7점, 9점으로 

설정하고,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문서와의 매칭

을 통해 감성값을 산출한다. 중국어의 경우 문장

을 분할시켜야 함으로 프로그램 ‘R’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문서 내에 있는 문장이  ‘我爱釜山’로 

작성되어 있다면 “我” “爱” “釜山”로 분할한다. 
따라서, 하나의 포스팅에 대한 감성값은 포스팅

에 내포되어 있는 단어의 감성점수의 합으로 구

성되어 감성값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稍微 较 很 超 极其
insufficiently more very over extreme

조금 더욱 매우 초과 극한

1 3 5 7 9

<Table 5> Class of HowNet Sentiment Dictionary

문서의 극성분류는 용어 사전을 이용하여 긍

정/부정에 대한 감성 단어 사전과 긍정/부정 평

가 단어 사전으로 분류하고, 문서와 매칭시켜 긍

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찾아 문서의 극성을 분류

하게 된다. 문서 내에 있는 긍정 단어의 수가 부

정단어의 수보다 많으면 긍정문서, 적으면 부정

문서, 같으면 중립문서로 분류되며 최종적으로 

핫토픽을 탐지할 때 하나의 토픽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긍정 및 부정 포스팅의 수를 확인한다. 

Emotional polarity dictionary No. of words

positive emotion terms 836

negative emotion terms 1,254

positively valued terms 3,730

negatively valued terms 3,116

<Table 6> A Number of Words in Polarity 
Dictionary

4.2.2 군집분석 결과

    4.2.2.1 k-means  SOM 군집결과

5개의 입력변수들을 사용하여 월별로 나누고 

최대 k값을 구한 후 시행착오 방법을 통하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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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ults of 
SOM(6 Clusters)

<Figure 3> Results of 
SOM(11 Clusters)

Monthly Quarterly

Training 

Set

Testing 

Set

Training 

Set

Testing 

Set

k=6 87.23% 84.62% 85.52% 86.46%

k=11 73.40% 75.95% 78.95% 77.78%

k=16 64.11% 62.03% 65.73% 67.57%

<Table 8> Results of Hot Topic Detection Model 
Using Logit

11, 16로 정하여 k-means 군집을 시행하였다. 24
개월에 해당되는 모든 토픽들의 수는 총 1,181개
로 나타났다. k가 6일 경우 핫토픽의 수는 144개, 
k가 11일 경우 264개, k가 16일 경우 384개로 집

계되었으며 <Table 7>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k=6 k=11 k=16

0 1,037 917 797

1 144 264 384

Total 1,181 1,181 1,181

0: Normal topic, 1: Hot topic

<Table 7> A Number of Hot Topic Using K-means

예를 들어, 2013년3월 데이터에서는 사용자들

의 개별적 의견이 담긴 토픽들이 주로 핫토픽이 

되었지만, 2015년 2월 데이터에서는 전문가의 의

견이 담긴 토픽들이 주로 핫토픽이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용자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중

점으로 많은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토

픽들이 핫토픽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SOM(Self-Organizing Map) 기법으로 실험하기 

위해 Viscovery SOMine 6를 이용하고, k-means 
기법과 동일한 입력변수를 사용하였다. 2013년 3
월의 데이터를 통해 군집의 수를 6개와 11개로 

설정한 후 군집에 대한 결과로 <Figure 2>와 

<Figure 3>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ure 2>와 <Figure 3>에서처럼 토픽의 빈도

수로 표현되어 k-means기법에서의 군집에 대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월별 데이터에서도 실험

을 통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k-means 기법에서 핫토픽

을 찾아내는 과정이 더 용이하고 좋은 해석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k-means 기법을 이용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4.3 핫토픽 사  탐지 모형

핫토픽을 탐지를 위해 전체 기간에 대해 동일

하게 나타난 토픽은 총 68개 중 17개의 토픽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개월에 대한 

핫토픽을 사전 탐지하기 위해 월별(t+1)과 분기

별(t+3)로 k가 6, 11, 16의 값에 따라 로짓, 의사

결정나무, SVM 기법을 이용하여 학습용 데이터

와 검증용 데이터를 8:2로 분할하여 실험을 실시

하였다. 
 

4.3.1 로짓을 이용한 핫토픽 사  탐지 모형 

결과

로짓을 이용한 핫토픽 사전 탐지 모형에 대해 

월별 실험결과 k가 6일 경우 84.62%, k가 11일 

경우 75.95%, k가 16일 경우 62.03%의 예측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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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Quarterly

Training 

Set

Testing 

Set

Training 

Set

Testing 

Set

k=6 90.10% 76.93% 89.40% 82.44%

k=11 79.81% 67.09% 86.32% 72.23%

k=16 77.57% 53.17% 80.22% 60.82%

<Table 10> Results of Hot Topic Detection Model
Using CART

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분기별 실험결과 k가 6일 

때 86.46%, k=11일 때 77.78%, k가 16일 때 

67.57%의 예측정확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4.3.2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핫토픽 사  탐지 

모형 결과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핫토픽 사전 탐지 모

형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CHAID, CART
와 C4.5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3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CHAID를 이용한 

핫토픽 사전 탐지 모형의 실험 결과가 다른 모형

들에 비해 월별과 분기별 모두 좋은 예측성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Monthly Quarterly

Training 

Set

Testing 

Set

Training 

Set

Testing 

Set

k=6 88.18% 84.62% 87.64% 82.44%

k=11 74.04% 75.95% 79.65% 75.00%

k=16 66.35% 62.03% 66.44% 58.11%

<Table 9> Results of Hot Topic Detection Model
Using CHIAID

CHIAID를 이용한 핫토픽 사전 탐지 모형의 

실험결과 월별로 핫토픽을 사전 탐지할 경우 k
의 값이 6일 때 84.62%, k가 11일 때 75.95%, k가 

16일 때 62.03%의 예측 정확성으로 나타났으며, 

분기별로 핫토픽을 사전 탐지할 경우 k가 6일 때 

82.44%, k가 11일 때 75.00%, k가 16일 때 

58.11%의 예측정확성으로 나타났다. 
CART를 이용한 핫토픽 사전 탐지 모형의 실

험결과 월별로 핫토픽을 사전 탐지할 경우 k의 

값이 6일 때 76.93%, k가 11일 때 67.09%, k가 16
일 때 53.17%의 예측 정확성으로 나타났으며, 분
기별로 핫토픽을 사전 탐지할 경우 k가 6일 때 

82.44%, k가 11일 때 72.23%, k가 16일 때 

60.82%의 예측정확성으로 나타났다. 

Monthly Quarterly

Training 

Set

Testing 

Set

Training 

Set

Testing 

Set

k=6 90.42% 76.93% 89.40% 81.09%

k=11 78.21% 72.16% 87.02% 61.12%

k=16 76.29% 53.17% 80.22% 59.46%

<Table 11> Results of Hot Topic Detection Model
Using C4.5

C4.5를 이용한 핫토픽 사전 탐지 모형의 실험

결과 월별로 핫토픽을 사전 탐지할 경우 k가 6일 

때 76.93%, k가 11일 때 72.16%, k가 16일 때 

53.17%의 예측 정확성으로 나타났으며, 분기별

로 핫토픽을 사전 탐지할 경우 k가 6일 때 k가 

11일 때 81.09%, 61.12%, k가 16일 때 59.46%의 

예측정확성으로 나타났다.

4.3.3 SVM을 이용한 핫토픽 사  탐지 모형 

결과

SVM을 이용한 핫토픽 사전 탐지 모형에 사용

된 커널함수는 가우시안RBF(Gaussian Radial 
Basis Function kernel)를 이용하였으며, 파라미터 

C는 C = {1, 25, 50, 75, 100}으로 설정하였고, 

값은  = {0.25, 0.5, 1, 5, 10}으로 설정하여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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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탐색(grid search)을 통해 최적의 파라미터를 

선정하여 실험결과를 도출하였다. 
실험결과 월별로 핫토픽을 사전 탐지할 경우 

k가 6일 때 C=50, =5에서 84.62%, k가 11일 때 

C=50, =0.5에서 73.42%, k가 16일 때 C=75, 

=1에서 63.30%의 예측정확성으로 나타났으며, 
분기별로 핫토픽을 사전 탐지할 경우 k가 6일 때

C=50, =1에서 86.49%, k가 11일 때 C=50, 

=0.5에서 77.78%, k가 16일 때 C=25, =0.5에서 

74.33%의 예측정확성으로 나타났다. 

Monthly Quarterly

Training 

Set

Testing 

Set

Training 

Set

Testing 

Set

k=6 97.77% 84.62% 86.93% 86.49%

k=11 74.36% 73.42% 78.25% 77.78%

k=16 68.92% 63.30% 63.61% 74.33%

<Table 12> Results of Hot Topic Detection Model
Using SVM

4.4 심지수 결과 분석

관심지수는 단시간 동안 사용자들의 관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장시간 동안 많은 관

심을 유도하는 토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핫토픽 선정 단계에서의 관심지수와 핫토픽 

사전 탐지 단계에서의 관심지수를 이용하여 월

별 및 분기별에 발생된 모든 토픽을 고려한 후 

24개월에 해당하는 핫토픽의 관심지수를 계산하

였다. 핫토픽 선정 단계와 핫토픽 사전 탐지 단

계에서 추출된 핫토픽을 <Table 13>∼<Table 
15>와 같이 요약하였으며, 관심지수가 높은 핫

토픽을 기준으로 순위화하여 상위 5개에 해당하

는 핫토픽을 나타내었다. 
<Table 13>에서처럼 핫토픽 선정 단계에서 k

가 6일 때의 핫토픽과 로짓을 이용한 핫토픽 사

전 탐지 모형과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핫토픽 

사전 탐지 모형의 결과에서 3개(60번, 68번, 7번)
의 핫토픽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로짓을 이용한 핫토픽 사전 탐지 모형과 의사결

정나무를 이용한 핫토픽 사전 탐지 모형이 일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ot Topic 

Selection
Hot Topic Detection

K-means Logit
Decision 

Tree
SVM

A B A B A B A B

60 15 60 11 60 14 60 14

68 11 68 6 68 6 68 10

7 7 7 2 7 2 63 5

8 3 34 2 34 2 34 5

14 2 6 1 6 1 21 4

A: hot topic, B: interest index

<Table 13> Compare of Hot Topic Interest 
Index(k=6)

Hot Topic 

Selection
Hot Topic Detection

K-means Logit
Decision 

Tree
SVM

A B A B A B A B

60 22 60 20 60 17 60 18

68 17 68 8 7 6 7 5

7 12 7 6 34 3 68 4

34 11 34 3 56 1 34 3

44 10 44 3 68 0 44 1

A: hot topic, B: interest index

<Table 14> Compare of Hot Topic Interest 
Index(k=11)

<Table 14>와 같이 핫토픽 선정 단계에서 k가 

11일 때의 핫토픽과 로짓을 이용한 핫토픽 사전 

탐지 모형과 SVM을 이용한 핫토픽 사전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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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동일한 핫토픽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핫토픽 

사전 탐지 모형의 결과에서는 56번을 제외하고 

다른 모형과의 일치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핫토픽 선정단계에서 k가 16일 때의 핫토픽과 

로짓을 이용한 핫토픽 사전 탐지 모형,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한 사전 탐지 모형, SVM을 이용한 

사전 탐지 모형 모두에서 3개(60번, 68번, 7번)의 

핫토픽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k가 

6, 11일 때의 결과보다 높은 관심지수를 나타내

고 있었다. 

Hot Topic 

Selection
Hot Topic Detection

K-means Logit
Decision 

Tree
SVM

A B A B A B A B

60 23 60 23 60 22 60 23

68 16 68 12 7 6 7 7

7 15 7 11 8 4 68 5

25 14 56 6 21 2 34 3

48 11 48 5 34 2 44 3

A: hot topic, B: interest index

<Table 15> Compare of Hot Topics Interest 
Index(k=16)

로짓을 이용한 핫토픽 사전 탐지 모형에서 예

측성과가 높게 나타났지만, 관심지수를 이용하

여 핫토픽을 비교하였을 때 단기간이 아닌 장기

간 지속적으로 사용자들로부터 관심을 유도한 

핫토픽의 경우 k가 11일 때의 성과가 가장 우수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관심지수를 기준

으로 순위화하였을 때 상위 5개의 핫토픽이 일

치하여 사용자들에게 가장 좋은 핫토픽을 추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핫토픽 선정

단계에서의 관심지수와 핫토픽 사전 탐지 단계

에서의 관심지수를 비교한 결과 효과적인 핫토

픽을 찾을 수 있었다. 

5.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시나 주식 포럼 데이터

를 이용하여 감성단어를 바탕으로 감성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어휘기반 접근방

법인 감성사전의 사용과 기계학습 접근기법을 

이용하여 통합 접근방법의 연구로 온라인 포럼

에서의 다양한 토픽들을 통해 핫토픽을 선정하

고 탐지하였다. 2014년도부터 중국의 주식시장

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주식 포럼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토픽

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전문가들의 의

견을 담고 있는 포스팅과 일반 사용자들이 작성

한 포스팅의 수가 많을수록 핫토픽이 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해  ‘주제’에 해당하

는 포럼에서 총 144개에 해당하는 토픽들이 포

함되어 있지만, 사용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토픽은 68개로 집계되었다. 24개월간의 포스팅

에 대한 조회 수를 확인한 결과 최고 155,903번
에서 최저 1,180번의 조회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많은 사용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관심지수가 높은 핫

토픽을 기준으로 순위화하여 상위 5개에 해당하

는 핫토픽을 사용자들에게 추천함으로써 다른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질 

좋은 토픽을 추천해 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

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핫토픽을 추천함으로써 최신 

동향 및 주식 투자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며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한 정보

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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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최신 정보

를 추가한다면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

할 수 있는 실시간형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관심 주제나 키워드를 선정하여 핫토픽을 선정

한다면 사용자의 니즈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며, 리뷰를 기반으로 분석이 이

루어지는 감성분석의 연구에서 감성, 감정 및 극

성을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

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24개월에 해당하는 온라인 시

나 주식 포럼 데이터를 이용하여 월별 및 분기별

로만 핫토픽을 탐지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주별 단위의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쇼핑정보 공유사이트, 브랜

드 포럼 등 다양한 포럼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케

팅 측면에서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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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Sentiment Analysis Model for 

the hot topic detection of online stock forums
1)

Taeho Hong*ㆍTaewon Lee**ㆍJingjing Li***

Document classification based on emotional polarity has become a welcomed emerging task owing 
to the great explosion of data on the Web. In the big data age, there are too many information sources 
to refer to when making decisions. For example, when considering travel to a city, a person may search 
reviews from a search engine such as Google or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s) such as blogs, Twitter, 
and Facebook. The emotional polarity of positive and negative reviews helps a user decide on whether or 
not to make a trip. Sentiment analysis of customer reviews has become an important research topic as 
datamining technology is widely accepted for text mining of the Web. Sentiment analysis has been used 
to classify documents through machine learning techniques, such as the decision tree, neural networks, and 
support vector machines (SVMs).   is used to determine the attitude, position, and sensibility of people 
who write articles about various topics that are published on the Web. Regardless of the polarity of 
customer reviews, emotional reviews are very helpful materials for analyzing the opinions of customers 
through their reviews. Sentiment analysis helps with understanding what customers really want instantly 
through the help of automated text mining techniques. Sensitivity analysis utilizes text mining techniques 
on text on the Web to extract subjective information in the text for text analysis. Sensitivity analysis is 
utilized to determine the attitudes or positions of the person who wrote the article and presented their 
opinion about a particular topic.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model that selects a hot topic from user posts at China's online stock 
forum by using the k-means algorithm and self-organizing map (SOM). In addition, we developed a 
detecting model to predict a hot topic by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such as logit, the decision 
tree, and SVM. We employed sensitivity analysis to develop our model for the selection and detection of 
hot topics from China’s online stock forum. The sensitivity analysis calculates a sentimental value from 
a document based on contrast and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polarity sentimental dictionary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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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negative).
The online stock forum was an attractive site because of its information about stock investment. 

Users post numerous texts about stock movement by analyzing the market according to government policy 
announcements, market reports, reports from research institutes on the economy, and even rumors. We 
divided the online forum’s topics into 21 categories to utilize sentiment analysis. One hundred forty-four 
topics were selected among 21 categories at online forums about stock. The posts were crawled to build 
a positive and negative text database. We ultimately obtained 21,141 posts on 88 topics by preprocessing 
the text from March 2013 to February 2015. The interest index was defined to select the hot topics, and 
the k-means algorithm and SOM presented equivalent results with this data. We developed a decision tree 
model to detect hot topics with three algorithms: CHAID, CART, and C4.5. The results of CHAID were 
subpar compared to the others. We also employed SVM to detect the hot topics from negative data. The 
SVM models were trained with the radial basis function (RBF) kernel function by a grid search to detect 
the hot topics.

The detection of hot topics by using sentiment analysis provides the latest trends and hot topics in 
the stock forum for investors so that they no longer need to search the vast amounts of information on 
the Web. Our proposed model is also helpful to rapidly determine customers’ signals or attitudes towards 
government policy and firms’ products and services.

Key Words : Sentiment Analysis, Opinion Mining, SVM, Hot topic, Online for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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