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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텍스트마이닝은 비정형, 대용량의 텍스트 자료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빅데이터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트위터와 같은 SNS는 1초에서 수십만건의 데이터를 생성해내며 대중들의 의견이나 생각 등을 즉각적이며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1인 미디어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성 미디어인 언론은 정보전달, 사회비판, 여론형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로의 SNS와 언론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하반기 국내의 이슈 중의 하나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대한 SNS의 반응과 언론의 반응을 비교 분석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총 201,728개의 트윗과 20,698개의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감성분석, 연관분석,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SNS의 경우 이슈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높았고 언론의 경우는 부정적 반응이 높았다. 연관검색의 경우는 SNS의 경우 “파기, 결정, 우리” 등 국내적 이슈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언론의 경우 “실망, 유감, 우려” 등으로 대외적 이슈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여주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SNS는 정보전달의 기능보다는 사회 비판 및 여론의 추이를 살피거나 형성하는데 언론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언론이 대중의 인식을 반영해주는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
주제어 :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 연관 분석, 빈도분석, SNS

Abstract  Text mining is a representative method of big data analysis that extracts meaningful information from unstructured and large amounts of text data. Social media such as Twitter generates hundreds of thousands of data per second and acts as a one-person media that instantly and directly expresses public opinions and ideas. The traditional media are delivering informations, criticizing society, and forming public opinions. For this, we compare the responses of SNS with the responses of media on the issue of the termination of the Korea-Japan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one of the domestic issues in the second half of 2019. Data collected from 201,728 tweets and 20,698 newspaper articles were analyzed by sentiment analysis, association keyword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As a result, SNS tends to respond positively to this issue, and the media tends to react negatively. In association keyword analysis, SNS shows positive views on domestic issues such as “destruction, decision, we,” while the media shows negative views on external issues such as “disappointment, regret, concern”. SNS is faster and more powerful than media when studying or creating social trends and opinions, rather than the function of information delivery. This can complement the role of the media that reflects public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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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자료수집의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이 세 
요소 중에서도 이론적 배경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여
겼다[1]. 사회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 간
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데이터(Big Data)를 이용한 사회 현상 분석 방법이 대
두되며, 인과관계보다 사실을 바탕으로 상관관계를 밝혀
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흐름의 변화에는 데이터의 생성 과정이 크게 
변화한 이유가 크다. 이전에는 비용 등의 이유로 인위적
인 개입을 통해 자료를 만들어야 했다. 가령 설문지를 만
들거나, 통제집단과 비교집단을 나누어 실험하는 것 모두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반면 빅데이터는 사람들의 일
상생활 속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인위적인 개입 없이 
데이터가 발생한다는 것이 기존 자료와 크게 다르다. 또
한, 일상 속에서 매 순간 만들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
도 폭발하듯 많아졌다. 이렇듯 자료의 구성은 더 복잡, 다
양해지고, 규모는 커지면서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상관
관계 자체를 밝혀내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2,3]. 여론조
사를 이용한 사회현상 분석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여론조
사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데, 사회가 변하면서 이 방식으로는 대표성을 갖는 자료
를 만들기 어려워졌다[4]. 실제로 여론조사를 통한 당선
자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
만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는 옳은 결과를 예측
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5,6].

한편, 최근에는 SNS를 통한 정보 생산과 유통이 크게 
늘면서, SNS가 개인의 만남의 장을 넘어 언론의 역할까
지 수행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SNS가 미디어의 역할을 
나눠 갖게 된 이유에는 SNS 이용률이 크게 상승한 배경
이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이 
SNS를 이용할 만큼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 평균 
이용시간도 70.2분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SNS를 이용하
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7]. 

SNS는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도 트위터와 같은 블로그 형은 관계지향형의 특징을 지
니면서, 글자 수 제한의 특징을 갖고 있다. 때문에, 뉴스
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8]. 이러한 특징으로, SNS는 
인터넷상의 개인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다양한 
표현이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
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정치적인 메시지

를 언론이 아닌 트위터를 통해 게재한다. 그 외에도 국내
외의 여러 정치인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SNS
를 이용한다. 실제로 SNS를 통해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
들 또한 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2014년
에는 한국인의 20.7%, 2016년에는 43.6%가 SNS를 통
해 뉴스를 주고받았다[9]. 언론과 함께 SNS도 정보 전달 
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정보 전달 매체의 역할을 맡아왔던 언
론은 정보 전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정보
전달기능, 사회비판기능, 여론형성기능, 지지층 대변기
능, 특정 전문분야의 성장촉진 기능 등이 언론이 수행해
야 했던 기능들이었다. 특히 언론은 뉴스 의제를 결정함
에서 적절한 불편 부당성과 정확성, 균형성을 갖추며 위
의 기능들을 수행한다[10]. 

SNS가 1인 미디어의 성격을 점차 강하게 띠며 기성 
미디어였던 언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졌다. 언론과 SNS 미디어에 대한 연구와 두 매체
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자료로 활용한 연구는 많았
다. 하지만, 두 매체를 비교한 연구는 그 필요에 비해 수
가 현저히 적다. 또한, 하나의 텍스트마이닝 분석 기법이 
아닌 여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두 매체를 개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의 여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1인 미디어로서의 
SNS가 언론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이슈를 설정하여 SNS와 언론의 반응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두 매체를 비교했다. 이를 위
해 2019년 하반기 이슈 중의 하나인 “한일GSOMIA(군
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택했다. 이를 기반으로 트위
터와 네이버뉴스 데이터를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고 데이
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2. 관련 연구
2.1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대규모의 텍스트 자
료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의 한 종류이다. 일정 양식과 형태가 갖추어져 있
는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사진, 동영
상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빅데이터의 데이터 대부분은 비정형 데이터
이기 때문이다.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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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낸다[11].

본 논문에서는 SNS와 언론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을 진행했다. SNS의 경우 트위터의 수집 
기간 내 “지소미아 종료” 관련 모든 트윗을 텍스트 데이
터로 활용했다. 언론의 경우 역시 수집 기간 내 모든 “지
소미아 종료” 관련 모든 기사의 제목을 텍스트 데이터로 
활용했다.

2.2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은 ‘오피니언 마이닝

(Opinion Mining)’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텍스트에 나
타난 사람들의 태도, 의견, 성향과 같은 주관적인 데이터
를 분석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다. 결과는 크게 긍정, 부
정, 중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결과로 대상에 대한 호불
호를 파악할 수 있다[12]. 감성 분석은 현재 상품 개발, 마
케팅 등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소
미아”에 대해 언론과 SNS가 서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으로 감성 분석을 활용했다. 

2.3 빈도, 연관 분석(Frequency & Association 
    Keyword Analysis)

빈도분석은 문서 내에서 사용된 단어의 출현 정도로 
문서의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내는 분석 기법이다. 연관 
분석(Association Keyword Analysis)은 연관어를 추
출하여 키워드가 어떤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연관어란,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 단
어들을 말한다. 연관 분석은 키워드의 집합이나 용어에서 
서로의 연관성이나 상호관계를 발견한다[13]. 최근 연관 
분석은 마케팅 분야 등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연관 분석은 시각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알아
낼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Heatmap을 사용하여 결과
를 시각화했다. Heatmap은 2차원 배열 데이터의 값을 
색의 짙기로 표현하기 때문에, 연관성을 한눈에 파악하기
에 편하다. 본 논문에서는 SNS와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
는 단어를 뽑아내고 그 단어 간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연관 분석을 이용했으며, Heatmap을 통해 
결과를 시각화했다. 

2.4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
소속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며 단지 

개체들 사이의 거리(distance) 또는 유사성(similarity)
을 이용하여 전체를 자연스럽게 몇 개의 집단(cluster)으

로 나누는 분석법이다[14]. 생물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거
나 성격 유형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작업 등에서 쓰이
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SNS와 언론에서의 “지소미아 종료” 하
위 이슈들을 뽑아내기 위해 군집 분석을 이용했다. 문장 
내에서 함께 언급된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
어들이 공통된 이슈를 중심으로 군집을 형성하며 뭉친다. 
이 점을 이용하여 두 매체의 “지소미아 종료” 하위 이슈
들을 각각 뽑아내었다.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3.1 데이터 수집

SNS의 반응 연구를 위해 트위터를 이용하였다. 트위
터는 관계지향형과 빠른 뉴스 전달의 특징을 가지고 있
는 SNS이다. 언론과 비교했을 때 SNS만의 특징이 잘 드
러난다. 또한, 연령대별 사용 편차가 크지 않고, 또한 국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SNS라는 점도 데이터
로써 큰 장점이다[15]. 언론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이용했다. 거의 모든 언론사의 기사가 모인다
는 점에서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를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8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지소미아”가 언급된 모든 트
윗과 신문 기사를 크롤링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201,728
개의 트윗과 20,698개의 신문 기사를 수집하였다. 

3.2 감성 분석
감성 분석의 경우 임의 추출방법을 통해 트윗과 기사

를 각각 무작위로 500개씩 세 번을 뽑아 분석을 진행하
였다. 결과는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긍정과 부정, 중립
으로 나누었다. 이때, 언론은 기자의 개인적인 입장보다
는 국가나, 특정 인물의 말을 빌려 메시지를 전달한다. 따
라서,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특
정 인물이나 기관, 국가의 입장을 기사로 쓴 경우는 부정
으로 처리했다. 그와 반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긍
정적인 태도를 보인 인물, 기관, 국가의 입장을 기사로 쓴 
경우는 긍정으로 처리했다.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
나, “지소미아 종료”와 상관없는 내용이 중심인 경우는 
중립으로 처리했다. SNS도 비슷한 맥락으로 긍정, 부정
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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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ntiment Analysis Graph

SNS의 경우는 긍정의 비율이 약 70%, 부정의 비율이 
약 23%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언론에서는 
부정의 비율이 50%로 긍정의 비율 27%보다 높았다. 

3.3 연관 분석, 빈도분석

Fig. 2. Data Analysis Flow Chart

각 매체에서 많이 쓰인 단어들과 그 단어들 사이의 상
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연관 분석을 진행했
다. 크롤링한 데이터를 형태소 단위로 쪼개어 각 단어의 

빈도수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파기, 결정, 우리” 등 대
체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지지하는 단어들의 빈도가 
높았고 언론의 경우 “실망, 유감, 우려” 등 부정적인 견해
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이 대체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
다. 또한, 각 매체의 상위 빈도단어 중 같은 뜻이지만 다
른 단어들이 있었다. “우리”-“한국”, “문재인”-“대통령”을 
보면, SNS와 비교했을 때 언론은 비교적 중립적인 단어
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각 매체의 상위 빈도 25개를 골라 단어 간의 연관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heatmap으로 시각화했다. heatmap은 
각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함께 쓰이는지를 한눈에 살펴
보기에 적합한 시각화 함수이다. heatmap안의 value는 
각 단어 간의 support 값이다. 전체 transaction의 개
수를 이라고 하고, 단어 와 단어 가 함께 등장하
는 transaction의 개수를 ∩라고 할 때, 
support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1)

분석 결과는 아래의 Fig. 3, Fig. 4와 같다. SNS와 언
론에서 모두 빈도수가 높은 단어일수록 다양한 단어와 함
께 쓰였다. 다만 SNS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어들 
역시 다양한 단어와 함께 쓴 경향이 있다. 언론은 그에 비
하면 상위의 몇 단어들끼리만 집중해서 쓰는 경향이 있
다.

 

Fig. 3. Association Analysis Heatmap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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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ssociation Analysis Heatmap : Media 

3.4 군집분석
연관 분석에서 사용한 transaction 데이터를 바탕으

로 유사성을 지닌 단어들끼리 묶어 군집(하위 이슈)을 추
출하였다. 3.2 연관 분석에서는 단순히 전체에서 두 단어
가 함께 쓰일 때의 경우만 고려해서 연관성을 따졌다. 군
집은 한 트윗 혹은 한 기사 속 단어들간 유사성(혹은 논
리적 거리)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confidence를 함께 
조절하며 군집을 추출하였다. 전체 transaction에서 단
어 와 단어 가 함께 등장하는 transaction의 개수
를 ∩라고 하고, 단어 X가 등장하는 
transaction의 개수를 라고 할 때, confidence는 
수식(2)와 같다. 군집 추출의 결과는 Fig. 5, Fig. 6와 
같으며, Table 1, Table 2와 같다.

 
∩ ··················· (2)

Related issue Cluster keyword

1
Disappointment of United states 
about “the proclamation of the 

abolishment of GSOMIA”
United States, Military 

defense, Department of state, 
disappointment, etc.

2
Cheong Wa Dae concluded that 
the abolishment of GSOMIA is 
accord with National interest

Cheong Wa Dae, National 
interest, coincidence, judge, 

fair, etc.
3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at Beijing
Beijing, diplomacy, assembly, 

minister, conference, etc.

4
Prime Minister Lee Nak-yon 
says he will reconsider the 

termination of GSOMIA if Japan 
recovers from unfair measures

measures, recover, unfair, 
reconsider, Lee Nak-yon

5 Japan excludes south Korea 
from white list

white, nations, exclude, 
execute

Table 2. Cluster Analysis Table : Media

언론과 비교되는 SNS에서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언론
을 비판하는 연관 이슈가 SNS에 여러 개 있다는 점이다. 
“볼턴”과 “정의용”을 가운데에 두고 한쪽에서는 “한미
일”, “동맹”, “협조”, “통화”로 대표되는 첫 번 째 이슈 군
집이 생성되었다. 그와 반대쪽에서는 , “실망”, “유감”, 
“전화”로 대표되는 검증되지 않은 뉴스가 두 번째 이슈 
군집으로 생성되었다. 두 번째 이슈는 “상습적”, “가짜”, 
“뉴스”, “남발”, “폐간”으로 대표되는 세 번째 군집과 연
결되었다. 세 번째 군집은 두 번째 이슈와 같은 검증되지 
않은 뉴스를 작성한 언론사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
는 내용이었다. SNS에서는 언론의 보도 기사를 단순히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사를 검증하고 비판하는 
흐름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SNS에서는 비교적 국내 사안과 관
련된 이슈가 주로 형성되었지만, 언론에서는 대외적인 이
슈가 주로 형성된 점이다. SNS에서 추출한 하위 이슈는 
“지소미아 종료”를 한국 관점에서 재각색하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우리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이슈가 전체
의 절반 이상이었다. 반대로 언론에서 추출한 하위 이슈
들을 보면, 거의 모든 이슈의 초점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 
맞추어져 있는, 즉 국제 정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Related issue Cluster keyword

1
Phone call between “Chung 
Eui-yong” and “Bolton” for 

US-ROK alliance cooperation
Chung Eui-yong, Bolton, phone 

call, the South Korea-US 
alliance, cooperation, etc.

2
“Bolton” phone call to “Chung 
Eui-yong” to express regret on 

abolishing GSOMIA 
Chung Eui-yong, Bolton, regret, 

phone , explanation, etc.

3 Criticisms about the media that 
wrote artkcle about issue 2

fake, news, habitual, overuse, 
the media, discontinuance 

publishing, etc.

4
summarize the flow of 

”proclamation of abolishing 
GSOMIA” and “parliamentary 
confirmation hearing on Cho 

Kuk” 

proclamation of abolishing, Cho 
Kuk, parliamentary confirmation 

hearing, preemptive, etc.

Table 1. Cluster Analysis Table : SNS

5
advocate the abolishment of  

GSOMIA through the 
conversation between “I” and 

“old man”

old man, troops, military 
agreement, Moon Jae-in, 

Dictatorship, etc.

6
Criticism about the Government 
that proclaim the abolishment 

of GSOMIA
reserve, general, abolish, 

withdrawal, regime, withdrawal 
move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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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luster Analysis Graph : SNS

Fig. 6. Cluster Analysis Graph :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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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SNS와 언론이 하나의 이슈를 두고 어

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하였고, 그 중에서도 감성 분석과 연관 분석, 
빈도분석, 군집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한 주제
를 두고 SNS와 언론의 반응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성 분석을 통해 이슈에 대한 각 매체의 기본적인 태
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하여 SNS
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언론에서는 기대보단 우
려 섞인 기사를 집중적으로 내보냄으로써 부정을 표했다. 
연관 분석과 빈도분석을 통해서는 각 매체에서 자주 쓰
인 단어와 그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SNS는 
“파기, 결정, 우리” 등 대체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지
지하는 단어들의 빈도가 높았고 언론의 경우 “실망, 유
감, 우려” 등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이 
대체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은 SNS보다 비
교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단어를 쓴 것도 확인할 수 있
었다. 단어들끼리의 사용에 있어서, 언론은 소수의 단어
끼리 조합을 많이 사용했지만, SNS는 비교적 단어를 다
양하게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의 하위 
이슈들을 뽑아내었다. SNS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이슈가 있었다
는 것이 눈에 띄는 두 매체의 차이점이었다. 또한, SNS에
서는 언론보다 국내적 상황에 대한 이슈가 대부분이었다
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SNS는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긍정적인 입장이 압도적이었는데, 언론은 
부정적인 생각이 절반, 긍정과 중립이 나머지 절반을 차
지했다. SNS는 국내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슈가 파생
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언론에 대한 불신이나 비판적 
이슈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
립적인 단어를 사용했고 국제 정세와 관련된 이슈로 파
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감성 분석 결과와 군집
분석 결과가 확연히 차이 나는데, 이는 언론이 여론 즉 
사람들의 생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말한 SNS가 1인 미디어의 성향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언론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언론
과 대비되는 SNS 1인 미디어의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

았다. 향후에는 정치적 이슈 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대
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해 SNS가 정보 유통 매체로서 가진 특징을 집중적으
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여론 형성에 있어서, SNS와 
미디어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도 진행하여 SNS와 언론이 어떤 관계성을 갖고 상호작
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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