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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의 SNS 평판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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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과 PC 이용이 대중화됨 따라 웹상에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물론 간편한 정보공유가 가능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대량 데이터 형태로 축적된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여론을 예견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여론분석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NS 상에
표현된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숨어있는 표심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19대 대선 후보에 관한 SNS상의 정보를 수집한 후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
여 언급 빈도수와 관련 키워드를 통한 평판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SNS를 통한 19대 대선후보의 평판분석
결과가 기존의 여론조사결과에 비하여 더 정확하게 예측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19대 대통령 선거, SNS, 빅데이터 분석, 텍스트 마이닝, 평판분석
요 약

Abstract Smartphones and PCs have become essential components of our daily life. People are expressing their
opinions freely in SNS by using these devices. We are able to predict public opinions on specific subject by
analyzing the related big data in SNS. In this paper, we have collected opinion data in SNS and analyzed reputation
by text mining in order to make a prediction for the will of the people befor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The result shows that our method makes more accurate estimate than other election po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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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 하루에
도 수십만 명의 유권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
한 매체를 통해 표심을 쏟아냈다. 하지만 다양한 여론조
사에서는 자신의 솔직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덕적 판단이 연결된
문제일수록 비난을 모면하고자 솔직한 응답을 꺼린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17년 미국의 대선에서도 나타났다.
부정적인 주변 시선을 염두에 두고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지지 의사를 드러내지 않던 ‘샤이 트럼프’들이 투표 당일
에 ‘몰표’를 던졌다[1]. 여론조사를 통해 투표 결과를 예
측했던 전통적인 방법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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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예측의 중요한 잣대로 사용했던 기존의 여
론 조사 방식은 전화나 언론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
거 여론 조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중 일부를 표본으로 설
정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모집단의 의사를 보여주는 통계
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조사 응답 집단에 비해 많거나 적다면 편향이 유
발되어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몇몇 여론조사의 경우 전체 응답률은 평균
2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표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2]. 또한 엘리자베스 노엘레노이만(Elisabeth Noelle-Neumann)의 침묵의 나선이론
(spiral of silence)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과 자
신의 의견이 불일치하면 자신이 고립될까 두려워하는 속
성 때문에 침묵한다[3,4].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여론
조사 결과는 정확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밖
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사용되는 방
법이 바로 ‘SNS 여론’이다. SNS여론을 통해 다양한 사회
적 이슈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특정후보에 대한 인지
도나 관심도를 이용하여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데 활용[5]
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SNS 사용자는 전체의
63.3%이며, 특히 20대는 평균 75%가 SNS를 이용하고 있
다. SNS 상에서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다른 소통매체들
에 비하여 SNS는 가장 영향력있는 소통 공간이 되고 있
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확산되며 반대로 특
정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은연중에 남기게 된다.
1.2 연구 목적

이를 위해 트위터 기반의 SNS 여론을 수집하도록 한
다[6]. 트위터는 일반 대중들에게 스마트폰에 가장 적합
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의 용이성을 확장시켰
고, 단문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부담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량의 트랜잭션 데이터를 제공하
여 사용자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채널이면서 아울러 유
용한 Open API를 제공하여 SNS 분석 대상으로 매우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
SNS분석과 기존 여론조사의 결과 비교를 위해 2017
년 4월 1일부터 2017년 5월 2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의 데
이터를 수집했으며, 세부 조사 기간은 4월 1～9일 1차 조
사, 4월 10～16일 2차 조사, 4월 17～23일 3차 조사, 4월2
4～30일 4차 조사, 5월1～2일 5차 조사 등 총 다섯 번의
조사기간을 설정한 후 각각 데이터를 분석했다.
2. 분석방법
2.1 SNS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는 인터넷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사람들 간의 인적인 교류와 정보도 공유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SNS가 단순
히 사람간의 소통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사회 현상이나
이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흐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여론
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선거의 경우는 특히 기존의 전화
혹은 설문을 기반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한계가 노출되면
서 새로운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국내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SNS로는 페이스북[7], 카카
오스토리[8], 트위터[6]를 꼽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NS 중에서 특별히 트위터를 대상으
로 연구하였다. 트위터는 의견의 대부분을 글로 표현하
기 때문에 방대한 의견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 사용자들의 트윗을 분석하면 다양한 사회문제의 요
인을 알아내고 문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는 도구로 사
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위터는 선거에 대한 여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S 상 특정 후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해서 언급 빈도수와 긍정, 부정의 의견을 분석해 대선 결
과와 특정 대상에 대한 다수의 의견을 요약한 뒤, SNS
여론 조사를 기존 여론조사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
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SNS 여론 분석을 통해 후보의
언급 비중도와 관련 키워드를 수집 및 분석해 선호도가
후보의 지지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SNS 여론 분석이 타 여론조사 결과와 비
교해 신뢰할만한 정보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에 사용되어왔던 가장 일반적인 여론 조사 2.2 데이터 마이닝
방법인 언론사를 통한 여론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은 대량의 데이터를 대상
구가 얼마나 결과를 잘 예측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으로 이들 사이에 숨겨진 지식, 가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대선후보의 SNS 평판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9대 대선을 중심으로 -

197

만들어 다양한 의사결정에 그 결과를 적용하는 기술이다
[9]. 기업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일일 거래자료, 상품자
료, 마케팅 활동, 고객자료의 피드백 자료는 물론 다양한
외부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지식, 새로운 관계와 법칙, 패턴 등을 발견하고 이를
경영 의사결정의 근거 정보로 활용하는 것이다[10].
2.3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비정형 및 반정형 텍스 Fig. 1. Frequency analysis of candidates
트 데이터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방대한 텍스트
둘째,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도 즉 긍정 여론이 높은
뭉치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다[11,12]. 본 연구에서는 그림이나 영상, 음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첫 번째 가설은 단순히 대중들 사
성, 문서처럼 구조화되지 않은 불특정 사용자가 생성한 이에서 회자되는 인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두 번째 가설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을 은 후보들에 대한 긍정적 여론과 부정적 여론을 나누어
이용한다. 우선 텍스트 형태로 표현된 비정형 데이터들 봄으로써 분석과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을 자연어 처리 방식을 이용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텍스
트 간의 연계를 분석한다.
2.4 감성 분석

성 분석(Opinion Mining)은 텍스트 마이닝에서 발
전된 분석기법으로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등에 나타난
대중의 관심이나 여론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
화하는지 확인하며 감정 정보를 분석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긍정, 부정, 중립 등의 의견과 선호도를 추출하여 트
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다[13]. 공공분야에 있어서
는 각종 민원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반응
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소비자의 선호도를 추론하는데 효
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10,12].
감

Fig. 2. Positive and negative keyword analysis of
candidates

3.2 검증

본 논문에서는 SNS상 대선후보의 평판을 분석하기
위해 트위터를 이용하였다. 트위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후보별 언급 빈도를 나타내고 감성 분석을 통해 후
3. 연구 가설 및 검증
보에 대한 긍정 및 부정의 키워드를 추출해 해당 비율을
파악하여 SNS상 평판을 분석한다. SNS 기반의 평판도
3.1 연구 가설
주로 언급 빈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논
본 논문에서는 SNS 상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특 분석은
정 후보에 대한 데이터와 내용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문에서는 언급 빈도이외에 감성 분석까지 실시하고 있다.
다음의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3.2.1 언급도 분석
첫째, 후보에 대한 인기도 즉 언급이 많은 후보가 당선
트위터는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될 것이다. 이는 언급이 많이 될수록 대중의 관심이 높은 소통하는
트워크 서비스(SNS)이다. 트위터는 남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인기로 파 녀노소 누구소셜나 네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자신
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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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각을 게시할 수 있고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기 Table 1. Frequency of referred candidates’ names
에 대중의 소통의 공간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 본 논문에
문재인
34.3
서는 빅데이터 분석용 오픈소스 R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홍준표
22.9
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
안철수
20.9
유승민
7.5
해 분석하였다. R기반이 트위터 클라이언트인 twitteR
심상정
6.7
패키지를 사용해 트윗을 크롤링한 후 한국어 정보처리
패키지 KoNLPy 패키지[14]를 이용해 텍스트를 추출한
후 정보를 분석하였다.
3.2.2 감성 분석
먼저, 4월 한 달 동안 ‘대선’이라는 키워드를 언급한 트
언급도 분석에서 추출한 데이터에서 각 후보에 대한
윗을 한 주 단위로 크롤링한다. 이 데이터에서 각 후보
평판을 분석하기 위해 후보별 관련 키워드를 조사해 보
이름을 기준으로 언급 비중도를 나타낸다.
았다. 먼저, 중복된 데이터와 사진 데이터 등 무의미한 키
워드는 제거한 후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상위 10개
의 단어를 추출한 다음 긍정 및 부정 키워드를 분류해 평
판을 산출하였다. 다음 Table 2는 5월 첫째 주까지의 문
재인, 홍준표, 안철수 3명의 후보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
한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2. Top 10 keyword of candidates

Fig. 3. Frequency of referred candidates’ name

한 데이터를 워드클라우드를 이용해 시각화 해
본 결과, Fig. 4와 같이 ‘문재인’후보가 가장 큰 두각을 드
러냈다.
크롤링

rank
1
2
3
4
5
6
7
8
9
10

문재인
한국
내각
대선
적폐청산
개혁정책
인기영합주의
촛불대선
가능성
자유
바른정치

홍준표
배신자
강남좌파
경상남도지사
김진태
좌파
북좌파
돼지흥분제
TK정서
친박당
논란

안철수
안철수포스터
민주당
순회
친문패권세력
갑철수
박지원
밴드왜건
국민참여경선
실버크로스
안철수캠프

한 키워드에 대하여 긍정 및 부정 분석을 통해 평
판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후보는 대체로 ‘적폐청산;, ’개
혁정책‘, ’가능성‘, ’자유‘ 같은 긍정적인 키워드가 대부분
인 반면 ‘홍준표’ 후보는 ‘배신자’, ‘돼지흥분제’ 같은 부정
적인 키워드가 긍정 키워드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했
Fig. 4. Data analysis
다. ‘안철수’ 후보는 중립적인 키워드가 대부분을 차지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음을 볼 수 있다.
SNS 분석결과, Table 1과 같이 언급빈도수는 문재인 평판에
성 분석을 통한 평판분석 결과 ‘문재인’후보와 ‘안철
후보가 34.3%, 홍준표 후보가 22.9%, 안철수 후보가 수’감후보는
긍정키워드의 언급이 많아, 상대적으로 부정
20.9%로 나타나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음을 예 키워드가 많은
‘홍준표’후보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높음
측할 수 있었다.
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긍부정의 언급 정도를 살펴보
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출

대선후보의 SNS 평판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9대 대선을 중심으로 -

199

Table 3. Opinion mining by candidates

candidate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P:Positive, N:Negative)
P/N
keyword
Count
적폐청산,
개혁정책,
촛불대선,
P
7
가능성, 자유, 바른정치
N
인기영합주의
1
P
0
배신자,
강남좌파,
좌파,
N
6
북좌파, 돼지흥분제, 논란
국민참여경선, 4
P 순회, 밴드왜건,
실버크로스
N
갑철수
1

Fig. 7. Hankyung[17]

이상과 같은 감성 분석의 결과를 앞서 살펴본 언급도
와 연관시켜보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
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3.2.3 여론조사와의 비교

본 논문에서 제시한 SNS 평판 기반과 비교할 기존의 Fig. 8. Dailian[18]
여론조사를 시행한 기관들로는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한 3.3 결과
3곳과 전체 응답률이 높은 1곳을 대표로 선정했다. 이들
본 논문에서 제시한 SNS 평판도 기반 예측 결과와 전
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Fig. 5부터 Fig. 8과 같다.
이들 4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곳에서 문재인 후 통적인 여론조사 기반 방식의 예측결과를 최종 선거 결
보가 1위, 안철수 후보가 2위, 홍준표 후보가 3위로 집계 과와 함께 비교해보면 다음 Table 4와 같다. 정확한 비교
되었고 Fig. 7의 여론 조사만이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 를 위해서 순위뿐 아니라 비율도 구체적으로 인용하였다.
보의 순위가 다르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언론
사의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예측하면 문재인 후보, 안철 Table 4. Comparison of election polls
rank
수 후보, 홍준표 후보의 순으로 당선을 예측하고 있다고
1
2
3
볼 수 있다.
This paper
문(34.3) 홍(22.9) 안(20.9)
(frequency of mention %)
This paper
(reputation level)
election poll-1(%) [15]
election poll-2(%) [16]
election poll-3(%) [17]
election poll-4(%) [18]
This paper(prediction)
election poll(prediction)
election result(vote : %)

Fig. 5. Pressian analysis[15]

홍
(Negative)
안(21.1)
안(20)
안(19.3)
홍(21.2)
홍
안
홍(24)

안
(Positive)
홍(20.1)
홍(16)
홍(17.7)
안(19.4)
안
홍
안(21.4)

able 4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후보자에 대한 예상
순위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SNS 평판 분석 기반 예상결
과가 기본 여론조사 방식들보다 정확했다. 비록 SNS언
급빈도수가 선거결과 지지율과 정량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감성 분석 결과를 언급도 빈도수에 추가 반영
을 할 경우 더 확고한 결과를 예측해준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SNS상에 나타난 데이터를 기반
으로 언급도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여기에 감성 분석 등
T

Fig. 6. Korea Gallup[16]

문
(Positive)
문(43.2)
문(38)
문(40.6)
문(41.8)
문
문
문(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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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대선 후보의 평판 분석을 추가하여 최종 판단하
는 것이 기존의 여론조사방식 보다는 더 정확하게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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