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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략기술 사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여론의 변화와
주가 흐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산업별 대표 기업에 대한 기사의 댓글을 분석하였다.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차전지 산업에서 ‘삼성SDI’, ‘LG화학’, 바이오 산업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선정하여 이를 제목에 포함하고 있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네이버 뉴스 기사의 댓글 47,452개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해당 댓글을 긍정, 중립,
부정의 감성으로 나누고 각 감성 그룹에서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댓글의 동적인 주제를 분석하여 각 산업별 여론의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반도체 산업 분야의 경우 투자, 코로나19관련 이슈,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에 대한 신뢰,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타격에 대한
언급이 주제 토픽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 산업체의 경우 투자, 배터리, 기업 이슈에 대한 언급이 주제 토픽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산업체의
경우 투자, 코로나19 관련 이슈 및 기업 이슈에 대한 언급이 주제 토픽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댓글의 감성이 실제 주가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각 대표 기업 별 주가의 변화와 댓글의 감성 점수 변화를 시각적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댓글의 감성 점수와 주가의 변화 흐름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을 통해 여론의 감성 점수 변화와 주가의 흐름에는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주가와의 연관성이 높은 뉴스 기사 댓글을 분석했다는 점, 수집 시기를 코로나19로 선정하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여론 트렌드 변화를 파악했다는 점, 국가전략기술제도에 속하는 산업 기업에 대한 여론을 분석하여 정부기관의 관련 정책 제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comments on news articles of representative companies of the three industries (i.e.,
semiconductor, secondary battery, and bio industries) that had been listed as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projects
of South Korea to identify public opinions towards them. In addition,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public opinion and stock price.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amsung SDI’
and ‘LG Chem’ in the secondary battery industry, and ‘Samsung Biologics’ and ‘Celltrion’ in the bio-industry were selected
as the representative companies and 47,452 comments of news articles about the companies that had been published
from January 1, 2020, to December 31, 2020, were collected from Naver News. The comments were grouped into positive,
neutral, and negative emotions, and the dynamic topics of comments over time in each group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trends of public opinion in each industry. As a result, in the cas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vestment, COVID-19
related issues, trust in large compani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and mention of the damage caused by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were the topics. In the case of secondary battery industries, references to investment, battery,
and corporate issues were the topics. In the case of bio-industries, references to investment, COVID-19 related issues,
and corporate issues were the topics. Next, to understand whether the sentiment of the comments is related to the
actual stock price, for each company, the changes in the stock price and the sentiment values of the commen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visual analytics. As a result, we found a clear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in the
sentiment value of public opinion and the stock price through the similar patterns shown in the change graphs. This
study analyzed comments on news articles that are highly related to stock price, identified changes in public opinion
trends in the COVID-19 era, and provided objective feedback to government agencies’ policy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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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들이 웹뉴스를 참고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남달우 외, 2012). 이러한 웹뉴스에

2021년 12월, 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 2월부

는 댓글 작성 구역이라는 항목이 생성되어 있

터 ‘국가전략기술’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

으며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

다(박성우, 2021).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과 공

출하고 있다(김지룡, 한은경, 2019).

급망 경쟁으로 심화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스 댓글을 분석함으

오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박성

로써 국가전략기술 사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우, 2021), 세액공제율에 우대를 적용해 세제지

바이오 산업별 대표 기업에 대한 여론의 인식

원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 2021).

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감성 분석을 통해 댓글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과 시

에 감성 점수 및 긍정, 중립, 부정의 감성을 부

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여한 뒤 감성 별로 나타나는 여론의 주제를 파

(기획재정부, 2021),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악하고 여론의 감성 변화가 주가의 흐름과 연

분야의 연구 및 사업의 성장을 장려하였다. 이

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해석을 통해 확인할

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본격

것이다.

적인 시행 전 각 산업 분야의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
지, 바이오 분야의 대표 기업에 대한 여론을 파

2. 선행연구

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산업별 대표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사업별

뉴스와 주식시장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

연구 및 시설 개발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해 선행 연구에서는 뉴스 텍스트를 분석하여

이라 기대한다.

분석 결과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

한편,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투자자 심리

보았다(김유신, 김남규, 정승렬, 2012; 이병현

(sentiment)’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외, 2020; Fu et al., 2008; Tetlock, 2007). 김

보고되고 있다(김세완 외, 2020). 선행 연구에

유신, 김남규, 정승렬(2012)은 오피니언 마이

서는 투자자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곳을 찾아

닝으로 뉴스 컨텐츠를 분석한 결과와 주가지수

주가와 금융시장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소

등락 간의 관계를 통계 분석하여 뉴스 컨텐츠

셜 데이터, 온라인 뉴스, 페이스북 댓글과 같은

의 감성 분석 결과 값이 주가지수 등락과 유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김건태, 황수성, 2015; 김

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Tetlock

세완 외, 2020; 김유신, 김남규, 정승렬, 2012; 박

(2007)은 뉴스의 내용이 투자자 심리를 반영하

성욱, 2017; 이미경, 최인호, 정세훈, 2013; 이병

고 있고 이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

현 외, 2020; Fu et al., 2008; Tetlock, 2007).

혀냈으며 구체적으로는 뉴스의 내용이 부정적

이중에서 특히 온라인 뉴스, 즉 웹뉴스는 투자

인 경우 주가 또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

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는 많은 투자자

문에 뉴스의 내용과 주가의 변화는 서로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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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고 밝혔다. Fu et al.(2008)은 홍콩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업에 대한 실제

뉴스 감성 분석으로 뉴스 내용이 담고 있는 분

감성과 주가가 연관되어 있음을 구체적인 데이

위기와 주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긍정,

터를 통해 알아보는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부정의 분위기에 따라 주가의 변동이 이루어지

한편, 대부분의 뉴스 기사가 온라인으로 발

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병현 외(2020)는 온

행되며 댓글 작성 부분이 생성됨에 따라 뉴스

라인 뉴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회사 평판과

댓글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김지룡, 한은경

수입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뉴스에서 CEO의

(2019)은 온라인 뉴스와 뉴스 댓글로 형성된 기

리더십 역량, 사회적 책임 평판 등에 대한 긍정

업 평판이 그 기업의 수익성과 어떠한 관계가

적인 평판이 이어질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6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함을 서술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중 5개의 기업

뉴스와 주식시장의 최근 연구 동향은 뉴스

에서 온라인 뉴스 및 뉴스 댓글로 형성된 기업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에 딥러닝을 적용한 주

평판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가 예측 모델 개발에 맞춰져 있다(김다예, 이영

다. 김원정, 한정호(2016)는 조직의 사건사고

인, 2018; 김동영, 박제원, 최재현, 2014; 장은

기사에 달린 댓글이 조직체의 위기책임성과 향

아, 최회련, 이홍철, 2020). 김동영, 박제원, 최

후 제품 구매 의도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연구

재현(2014)은 SVM으로 SNS와 뉴스 기사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배지양(2009)은 인터넷 뉴

감성을 분석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 베이지안

스 기사 댓글의 긍정 및 부정의 감정에 따라 달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방법과 비교하

라진 응답자의 태도가 그 기업 제품에 대한 구

여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와 성능을 보이는 주

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가 예측 모델을 개발했으며, 장은아, 최회련, 이

양혜승(2008)은 뉴스기사보다 댓글의 견해가

홍철(2020)은 NLTK VADER(Valence Aware

개인들의 찬반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낮

Dictionary and sentiment Reasoner)와 딥러

은 품질의 댓글 또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발

닝 기반의 BERT 모델을 이용한 뉴스 정보의

휘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감성 분석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주가 예측 지

뉴스 댓글은 뉴스보다 개인들의 찬반 태도에

표를 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김

더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양혜승, 2008). 댓

다예, 이영인(2018)은 증시 뉴스 25,000여건에

글은 여론 형성의 주된 근원으로 작동할 수 있

Word2Vec을 진행한 주가지수 방향성 예측용

으며, 정제되지 않은 언어와 격한 감정을 분출

감성 사전을 구축하여 KOSPI 종가 지수를 예

하는 댓글 역시도 독자들의 태도에 적지 않은

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처럼 뉴스 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양혜승, 2008). 공중과의

터 분석을 통해 주가와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인터넷이 각광

연구는 연관성을 통해 주가를 예측하는 수준까

받으며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통의 중요성이 강

지 도달했으나 앞선 연구의 경우 연관성 존재

조됨에 따라 공중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유무를 밝히는 것이나 주가 예측력을 높이는

수 있는 댓글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으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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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장혜지, 권구민, 2012), 온라인 뉴스를 접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표 1>

한 뉴스 수용자들은 댓글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

의 기업명을 질의어로 검색포털 사이트인 네이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버에서 검색을 실시하였다. 수집 대상은 2020

(박미화, 김솔, 2017) 본 연구에서는 뉴스 댓글

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

을 통해 사람들의 여론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

된 뉴스 기사 중 네이버 뉴스 기사만을 수집하

한, 뉴스 댓글은 주식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여 그 댓글을 분석하였다. 파이썬 라이브러리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김유신, 김남규, 정승렬,

인 BeautifulSoup 4.8.1 (Richardson, 2019)과

2012; 배지양, 2009; Fu et al., 2008; Tetlock,

Selenium 3.141.0 (Muthukadan, 2018)을 사용

2007), 댓글의 감성 변화가 주가의 흐름과 연관

하여 기사의 제목, 발행 날짜와 시간, url, 댓글의

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발행 날짜와 내용을 크롤링하였다. 421,893개의
기사를 수집하였으나, 제목이 아닌 본문에 기업
명이 존재하여 검색된 기사의 경우 해당 기업과

3. 데이터

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색된 기사
중 제목에 기업명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 41,047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

개를 남기고 삭제하였다.

략기술 사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최종 기사의 댓글 중에서 url이나 ‘카카오톡

분야에서 이를 대표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오픈 채팅방’를 지칭하는 ‘카톡방’, ‘오픈방’, ‘돈

과 관련된 뉴스 기사 댓글의 여론을 파악하여

번방’ 등을 포함하는 댓글의 경우 댓글의 목적

기업에 대한 여론의 감성 점수 변화와 기업의

이 광고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였다.

실제 주가의 흐름에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따라서 기사에 달린 47,452개의 댓글을 최종적

자 하였다. 각 산업 분야별 대표 기업은 2020

인 데이터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

년 8월 10일을 기준으로 한국거래소(KRX)의

으로 선정된 기업별 뉴스 기사 및 댓글의 개수

코스피200 종목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는 <표 2>와 같다.

산업 분야 중 상장시가총액 상위2개 종목을 각

선정된 47,452개의 댓글에는 산업 분야별로

각 선출하였다(한국거래소, 2020). 최종적으로

감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감성 분석 결과값에

선정된 산업 분야별 대표 기업명은 <표 1>과

따라 긍정, 중립, 부정의 감성을 부여하였으며

같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1>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분야별 대표 기업명
산업 분야

기업명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차전지

삼성SDI, LG화학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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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업별 뉴스 기사 및 댓글 개수
기사
댓글
기사
댓글
기사
댓글
기사
댓글
기사
댓글
기사
댓글

삼성전자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SDI
이차전지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셀트리온

8,465
16,025
6,016
3,301
5,211
1,013
8,001
9,221
4,917
3,702
8,437
14,190

<표 3> 뉴스 기사 댓글의 산업 분야별 감성 분석 결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긍정

중립

부정

긍정

중립

부정

긍정

중립

부정

3,319

10,756

5,251

1,935

5,933

2,366

4,084

10,301

3,507

각 산업 분야 모두 긍정 및 부정의 감성 보다

댓글의 감성 분석을 진행한 뒤 다이나믹 토픽

는 중립의 감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후, 기업에 대한 여론

대부분의 경우 긍정 보다는 부정 감성 댓글의

의 감성 점수 변화와 기업의 주가 흐름이 연관

비율이 더 높았으나, 바이오 분야의 댓글의 경

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감성 점수 그래프

우 부정 보다 긍정 댓글의 비율이 높은 결과가

와 종가 그래프의 시각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타났다.

전체 연구 과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4. 연구 방법

4.1 감성 분석을 통한 여론의 감성 점수
계산

본 연구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분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기사의 댓글의 감성을

야에서 이를 대표하는 기업과 관련된 뉴스 기사

분석하였다.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KoNLPy(박

댓글을 수집하여 댓글에서 형성된 여론의 트렌

은정, 조성준, 2014)의 오픈 소스 한국어 분석

드를 파악하고, 여론 감성의 변화와 실제 주가

기 Okt를 사용하여 형태소를 토큰화하였다. 토

흐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큰화 된 각 단어에는 품사 정보를 부착하고 감

먼저 댓글의 감성 별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군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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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연구 과정

학교의 KNU 한국어 감성어사전을 이용하여 감

1점이 부여되어 감성 점수는 5점으로 합산되었

성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KNU 한국어 감성어

고, 계산된 점수가 양수임에 따라 이 댓글은 긍

사전은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 감정 표현을 나

정의 감성이 부여되었다. 감성 분류가 끝난 댓

타내는 긍부정어로 구성되어 있다(박상민 외,

글에는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댓글

2018). 해당 사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긍정

의 시계열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이를

표현으로는 ‘감동받다’, ‘가치 있다’, 보편적인

바탕으로 시각적 분석 및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

부정 표현으로는 ‘그저 그렇다’, ‘~ 수 없다’ 등

용한 댓글 감성 점수 변화와 주가 흐름 간의 연

이 있다(박상민 외, 2018). 각 단어의 긍정 및

관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부정의 판별은 매우 부정(-2), 부정(-1), 중립
(0), 긍정(1), 매우 긍정(2) 등의 리커트 척도
로 이루어져 있다(박상민 외, 2018). 감성 점수
계산은 한 댓글에 부여된 점수를 모두 더하는

4.2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산업별 트렌드 분석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계산된 점수가 양수인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Dynamic Topic Mod-

경우 긍정, 0인 경우 중립, 음수인 경우 부정의

eling)은 LDA 기반의 토픽모델링이다. LDA

감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어,

기반의 토픽 모델링은 방대한 양의 비정형 문

“영업 이익률 최고네요. 엄청납니다. 매 분기 실

서 집합 내에서 핵심 토픽을 추출하는 확률 기

적이 증가 중이니 이번 년도 기대됩니다.”라는

반의 알고리즘(Wang & Blei, 2011)으로, 이

댓글의 경우 ‘이익’에 2점, ‘최고’에 2점, ‘기대’에

에 시간이라는 변수를 추가한 것이 다이나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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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모델링이다(Blei & Lafferty, 2006). 따

능한 모호한 데이터에서 납득할만한 결과를 추

라서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 거시

론해낼 수 있다(Keim at el., 2008). 본 연구에

적인 차원의 주제별 분포를 비교적 쉽게 포착

서는 댓글에서 나타나는 감성 점수가 실제 주

할 수 있으며(김일환, 2019), 시간의 흐름에 따

가를 반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댓글의 감성

라 두드러지는 토픽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점수와 기업의 실제 종가의 그래프를 그린 뒤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시각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시각적 분석을 위

분야의 댓글이 감성 별로 어떠한 주제를 내포

하여 감성 점수와 실제 주가 그래프를 작성한

하고 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기

후 첫째, 주가와 감성 점수의 상승 및 하락 트렌

위해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각

드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구간을, 둘째,

산업별 대표 기업의 기사에 달린 댓글의 감성

감성 점수 또는 주가가 전일대비 매우 크게 상

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댓글의 감성을 긍정,

승하였거나 하락한 날짜를 파악하였다. 이후

중립, 부정으로 분류한 뒤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해당 구간이나 날짜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건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분석

및 사고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뉴스, 기업 보고

시 대입 해야할 일관성 토픽 개수를 산출하기 위

서, 정부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

해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gensim 3.8.1(Rehurek

으로 연구원이 직접 해당 구간이나 날짜의 댓

& Sojka, 2011)을 사용하여 2부터 10까지의

글을 확인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여론을 파악

일관성을 계산하였다. 일관성 토픽 개수는 각

하여 데이터를 해석하였다.

토픽의 개수 별 일관성 점수 그래프에서 기울
기가 부정의 값이 되거나 0이 되기 전에 일관성

5. 결 과

점수가 가장 높은 토픽의 개수로 채택하였다
(Prabhakaran, 2018). 2개 이상의 토픽 개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모두 적용하여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 문
서 내에서 각 토픽의 독립성이 더 분명하게 나타
나는 숫자를 일관성 토픽 개수로 채택하였다.

5.1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산업별 트렌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산업 분야별 대표 기업에 관
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이 가지는 긍정, 부정, 중

4.3 시각적 분석을 이용한 기업의 댓글
감성과 주가와의 연관성 분석

립의 감성 별 시계열 주제 흐름을 알아보기 위
해 감성을 분석한 각 산업별 대표 기업 기사의
댓글에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기법을 실시하였

시각적 분석(Visual Analytics)은 인간의 지

다. 먼저 토픽 모델링을 돌리기 위한 토픽 개수

능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복합적인 문제

선정을 위해 각 분야의 감성 별 댓글의 일관성

를 해결하는 추론 분석 방법이다(Thomas &

토픽 개수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

Cook, 2006). 시각적 분석은 다양한 해석이 가

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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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 산업 분야의 감성 별 일관성 토픽 개수 결과
산업 분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감성

일관성 토픽 개수

긍정
중립
부정
긍정
중립
부정
긍정
중립
부정

3
4
3
3
4
2
3
2
3

위의 감성 별 일관성 토픽 개수를 사용하여

픽에 중복으로 존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분야의 댓글에

위해 전체 키워드는 가장 높은 확률 값의 주제

긍정, 중립, 부정의 감성 별 시계열 주제 분석

토픽에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하였다.

을 진행하였다. 도출된 주제 토픽을 통해 각

이후 모든 주제별 토픽의 상위 50개의 키워드

댓글이 속할 확률 값을 도출하여 댓글이 가지

에서 두 명의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레이블링

는 최종 주제 토픽은 무엇인지를 측정하고 분

을 실시한 뒤 상의를 통해 최종 주제 토픽을 선

기별로 각 주제 토픽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정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 간의 의견이 상이한

하였다.

경우, 다른 연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진행

수집한 댓글의 기간은 분기에 따라 네 구간

하였다.

으로 나누어 분기별 주제의 변화 흐름을 파악

레이블링이 끝난 후, gensim으로 주제 토픽

하고자 하였다. 1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별 확률 분포를 확인하여 가장 높은 확률 값을

2020년 3월 31일까지, 2분기는 2020년 4월 1일

각 댓글의 주제 토픽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부터 6월 30일까지, 3분기는 7월 1일부터 9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댓글 주제 분포를 확인하였

30일까지, 4분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 분야의 긍정 감성의 댓

지로 설정하였다.

글 중 “우리나라에 전기차 배터리 최강 회사인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으로 추출된 각 토픽 별

LG화학이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의 주제 토픽

레이블링은 주영준 외(2019)의 연구에서 사용

확률을 확인해본 결과 확률 분포 값이 첫번째 토

된 주제 토픽 선정 방법을 채택하였다. 주제는

픽 “이차전지 관련 주 상승”은 약 0.0009%, 두

주제어들과 각 주제어들이 해당 주제에 속할 수

번째 토픽 “최고의 기술력”은 약 99.8005%, 세

있는 확률 값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키

번째 토픽 “개인 투자 성공”은 약 0.0009%로 나

워드들은 모든 주제에 제각기 다른 확률 값을

타남에 따라 이 댓글의 주제 토픽을 “최고의 기

가진 채 존재할 수 있게 된다(주영준 외, 2019).

술력”으로 분류하였다.

주제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가 다른 주제 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산업 분야마다 댓글의

네이버 뉴스 댓글을 이용한 산업 분야별 담론의 감성에 기반한 주제 트렌드 및 여론의 변화와 주가 흐름의 연관성 분석 265

감성 별 주제 토픽을 산출하였다. 다음 <표 5>는

심”의 주제 비율은 반비례로 나타났는데 이는

반도체 분야의 댓글에서 감성 별 주제 토픽 명

기업의 반도체의 수출액 상승과 국내 기업이

및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갖는 위상이 국제 반도체 분야

추출된 주제 토픽을 통해 알아본 반도체 분
야 기업 댓글의 기간에 따른 주제 토픽의 비율
은 <그림 2>와 같다.

에서의 높은 매출이라는 같은 결과를 지칭하기
때문으로 유추하였다.
반도체 분야의 중립 감성의 댓글의 경우 “삼

반도체 분야의 긍정 감성 댓글의 경우 “경제

성전자에 대한 언급”, “공장 및 생산 차질”, “반

적 기여 호감”, “투자 성공 기쁨”, “국내 기업

도체 주 투자”, “기업 호재 세금 기대”의 주제

자부심”의 주제 토픽이 나타났다. “경제적 기

토픽이 나타났다.

여 호감”이 전체 주제 분야 토픽의 모든 기간에

전체 주제 토픽 중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

서 1~2위로 나타남에 따라 국내 최고 수출액

이 대부분의 기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

인 반도체 분야가 한국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

났으며 총 댓글 건수도 가장 높았다. 이는 삼성

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

전자가 국내 시가총액 1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었다. “경제적 기여 호감”과 “국내 기업 자부

관심도가 높다는 점과 2020년 삼성전자 이재용

<표 5> 반도체 분야 기업 댓글의 감성 별 토픽 명, 주요 키워드
감성
긍정

중립

부정

토픽 명
경제적 기여 호감
투자 성공 기쁨
국내 기업 자부심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
공장 및 생산 차질
반도체 주 투자
기업 호재 세금 기대
코로나 여파
반도체 주 가격하락
소액 주주에 대한 정책 변화

주요 키워드
경제, 한국, 기술, 인정
수익, 최고, 주주
좋은, 우리나라, 존경, 축하
삼성, 전자, 이재용, 반도체
중국, 공장, 노조
개인, 동학, 개미, 주식, 주가
하이닉스, 세금, 경제, 정부
재앙, 중국, 코로나, 피해
개미, 삼전, 하이닉스, 가격
세금, 투자, 3억, 정책, 주주

<그림 2> 반도체 분야 기업 댓글의 감성 별 시계열 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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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되었던 사건이 영향을 미

가 등으로 영업 이익이 상승되는 결과를 통해

친 것이라고 유추하였다. “반도체 주식 투자”

전체 부정 댓글에서 “코로나 여파”가 차지하는

의 비율이 2분기에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율이 10%대로 하락하였다. “소액 주주에 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분기 직전 낮아

한 정책 변화” 주제 토픽 비율은 지속적인 상승

진 주가가 회복되지 않아 이에 대한 언급이 많

세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주식 양도 소득세의

아진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반도체 분야의 부정 감성의 댓글의 경우 “코

과세 대상을 확산한다(손일선, 양연호, 2020)는

로나 여파”, “반도체 주 가격하락”, “소액 주주

정부 방침 변화에 대한 반발 의견이 지속적으

에 대한 정책 변화”의 주제 토픽이 나타났다.

로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하였다.

특히 “코로나 여파”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음 <표 6>은 이차전지 분야의 댓글에서 감

막 유행하기 시작한 1분기엔 그 비율이 약 60%

성 별 주제 토픽 명 및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

로 나타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것이다.

경우 1분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둔화가 반

추출된 주제 토픽을 통해 알아본 이차전지

영되어 이에 대한 우려가 댓글에서도 나타난

분야 기업 댓글의 기간에 따른 주제 토픽의 비

것으로 보인다. 2분기부터는 마케팅 비 절감 등

율은 <그림 3>과 같다.

의 대안과 재택근무를 위한 모니터의 수요 증

이차전지 분야의 긍정 감성의 댓글의 경우

<표 6> 이차전지 분야 기업 댓글의 감성 별 토픽 명, 주요 키워드
감성
긍정

중립

부정

토픽 명
이차전지 관련 주 상승
최고의 기술력
개인 투자 성공
주식 투자자 분석
이차전지주 투자 의견
배터리 생산업체 분석
전기차전지
LG 화학 배터리 사업부 분할
배터리 기술력 의심

주요 키워드
주주, 주가, 투자, 이익, 가치
배터리, 전기차, 기술, 세계, 최고
개미, 매수, 매도, 좋다, 감사합니다
개미, 개인, 기관, 외국인, 증권사
주가, 반대, 사라, 빨리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전기차, 테슬라, 현대자동차
LG화학, 기업, 사업, 분할, 분사
배터리, 문제, 기술, 전기차, 현대차, 테슬라

<그림 3> 이차전지 분야 기업 댓글의 감성 별 시계열 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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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관련 주 상승”, “최고의 기술력”, “개

“LG 화학 배터리 사업부 분할”, “국내 전기차 시

인 투자 성공”의 주제 토픽이 나타났다. 주식 관

장 장악력 부족”의 주제 토픽이 나타났다. “LG화

련 주제 토픽인 “이차전지 관련 주 상승”과 “개

학 배터리 사업부 분할”은 LG화학이 배터리

인 투자 성공”의 증감이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었다. 실제 주가와 주제 토픽의 증감 시기를 비

댓글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염려의 의견이 나

교해본 결과,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주가가 하

타났다. 이는 실제 물적 분할이 이루어진 4분기

락하는 경우에는 긍정의 언급이 많아지고 주가

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4분기인 12월 실제

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부정의 언급이 많아짐을

물적 분할이 이루어지고 난 후엔 하락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는 주가하락의 경우에는 주가 상

보였다. 반면 “배터리 기술력 의심”의 경우 4분

승을 위한 응원과 긍정의 댓글을, 상승하는 경

기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테슬라의 화

우에는 주가 하락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댓글

재 소식과 현대차의 리콜 발표에 따라 LG화학

을 작성하기 때문으로 유추하였다. 이에 따라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댓글에서 이에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2분기에 “이차

대한 언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전지 관련 주 상승”과 “개인 투자 성공”의 비율

다음 <표 7>은 바이오 분야의 댓글에서 감

이 가장 낮았으며, 대신 “최고의 기술력” 주제

성 별 주제 토픽 명 및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 것

토픽은 약 5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이다.

차지했다.
이차전지 분야의 중립 감성의 댓글의 경우
“주식 투자자 분석”, “이차전지주 투자 의견”,

추출된 주제 토픽을 통해 알아본 반도체 분
야 기업 댓글의 기간에 따른 주제 토픽의 비율
은 <그림 4>와 같다.

“배터리 생산업체 분석”, “전기차전지”의 주제

바이오 분야의 긍정 감성 댓글의 경우 “코로

토픽이 나타났다. “주식 투자자 분석”, “이차전

나19 관련 호재”, “실적 호황”, “백신 개발 기

지주 투자 의견”, “배터리 생산업체 분석”은 이

대감”의 주제 토픽이 나타났다. 2019년 하반기

차전지 관련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담론이 이루

에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되고 국내 기업인

어진 것으로 보았다. “전기차전지”의 경우 LG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및 백신 개발

화학과 삼성SDI에서 제작한 배터리가 테슬라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호재”와

와 현대자동차 등의 전기차전지로 사용되어 이

“백신 개발 기대감” 주제의 댓글 비율이 70%

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 것으로 유추하였다. 이

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의약품

는 이차전지 부정 댓글의 “배터리 기술력 의

매출이 증가에 대한 기쁨과 국내 1호 코로나19

심”에 대한 댓글과 유사한 증감 추세를 보였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댓글에서 나타남으로

데, 배터리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언

유추하였다.

급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감소하기 때문으로
유추하였다.
이차전지 분야의 부정 감성의 댓글의 경우

바이오 분야의 중립 감성 댓글의 경우 “바이
오주에 대한 언급”,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
발”의 주제 토픽이 나타났다. 코로나 19 상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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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바이오 분야 기업 댓글의 감성 별 토픽 명, 주요 키워드
감성
긍정

중립

부정

토픽 명
코로나19 관련 호재
실적 호황
백신 개발 기대감
바이오주에 대한 언급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불법 공매도 의혹
백신 및 코로나 치료제의 난항
분식회계 의혹

주요 키워드
약, 승인, 진단, 키트
이익, 영업, 매출, 실적
코로나, 치료제, 개발, 항체, 백신, 화이팅, 응원, 성공
주가, 주식, 주주, 개미, 매수
코로나, 치료, 백신, 개발
공매도, 주가, 삼바, 주식, 셀트, 불법, 세력
코로나, 백신, 치료, 약, 효과, 부작용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분식회계, 사기, 범죄

<그림 4> 바이오 분야 기업 댓글의 감성 별 시계열 주제 분석

로 인해 바이오주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상승
하였는데 그에 따라 “바이오주에 대한 언급”이
전체 기간 내내 50%가 넘는 비율로 나타났음
을 유추하였다.

5.2 시각적 분석 및 이동 평균에 따른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기업의
댓글 감성과 주가와의 연관성 분석

바이오 분야의 부정 감성 댓글의 경우 “불법

본 연구는 먼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

공매도 의혹”, “백신 및 코로나 치료제의 난항”,

업 분야 댓글의 감성이 실제 주가에 반영 되었

“분식회계 의혹”이 나타났다. “백신 및 코로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댓글의 감성 점수와

치료제의 난항” 댓글의 경우 4분기에 급증하였

기업의 실제 종가에 대한 시각적 분석을 실시하

는데, 백신 관련 긍정 주제 토픽인 “코로나19 관

였다. 댓글의 감성 점수는 중립 값 0(기준선)을

련 호재”, “백신 개발 기대감”의 비율은 하락함

통해 긍정의 감성인 양수와 부정의 감성인 음수

에 따라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는 셀

를 구분하였다. 각 날짜 별 감성 점수는 해당 날

트리온에 대한 국내 코로나19 백신 1호 개발의

짜에 게시된 전체 댓글의 감성 점수를 모두 더

기대감이 높았는데, 화이자 및 모더나와 같은

한 것을 전체 댓글의 개수로 나눈 감성 점수의

해외 백신은 상용화 되고 국내 백신의 최종 승

평균 값으로 설정하였다. 계산된 감성 점수는

인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백신 개발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낼 때 댓글이 존재하지 않아 공백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유추하였다.

으로 나타난 날짜는 감성 점수가 존재하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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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래프와 이어서 표현하여 그래프상으로 공

으로 선정하였다. 도출된 유사 구간에는 이동

백이 표현되지 않도록 하였다. 기업의 실제 종

평균에 대한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감성

가는 한국 거래소(KRX)를 통해 각 기업의 종

점수와 주가 흐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동

목 코드를 검색하여 2020년 1월 2일부터 12월

평균은 10일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나 10일의

30일까지의 종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이동 평균 값의 상관 분석으로 연관성을 보기

데이터로 감성 점수의 그래프와 종가 그래프를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 평균 기간을 늘려 상관

생성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종가의 경우 기본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식시장의 특성상 공휴일

축으로 지정하여 각 종가의 가격에 맞추어 축의

과 주말에는 장을 열지 않고 댓글도 기업 관련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감성 점수의 경우 보조

뉴스가 발행되지 않는 날이 존재했기 때문에 구

축으로 지정하여 10과 -10 사이의 값으로 범위

간을 정확히 일치시켜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엔

를 설정하였다. 주식 시장의 특성에 따라 공휴

가장 근접한 날짜에 맞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의 주식 가격은 존재하지 않아 종가의 경우도
공백이 발생하였는데, 감성 점수와 마찬가지로

5.2.1 시각적 분석 및 이동 평균에 따른 피어

종가가 존재하는 날짜의 그래프와 존재하지 않

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삼성전자의 댓글

는 날짜의 그래프를 이어서 표현하여 그래프 상

감성과 주가와의 연관성 분석

으로 공백이 표현되지 않도록 하였다. 감성 점
수와 종가의 그래프를 작성한 뒤에는 두 명이

삼성전자 댓글 및 실제 종가의 시각적 분석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연구원이 각자 시각적 분석을 실시하여 종가에

시각적 분석을 통해 삼성전자는 2020년 1월

감성 점수가 반영되었다고 분석되는 구간을 분

초부터 2020년 4월 말까지, 2020년 6월 초부터

석한 뒤, 이후 각 연구원이 지정한 기간 중 중복

2020년 12월 말까지의 감성 점수와 종가 그래

되는 기간을 감성 점수가 종가에 반영되는 구간

프의 변화 흐름이 유사한 구간으로 도출하였다.

<그림 5> 삼성전자에 대한 댓글의 감성과 삼성전자의 실제 종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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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분석에서의 유사성은 세부적인 그래프

산출하였다. 2020년 1월 초부터 2020년 4월 말

의 항목 변화가 아닌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

까지 이동 평균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약

로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부터 4월

0.71로 나타났고, 2020년 6월 초부터 2020년 12

중순까지의 그래프는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도

월 말까지의 상관계수는 약 0.76으로 나타나 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유지하는 기간이 시각

각적 분석으로 추출한 유사 구간 모두에 강한

적으로 보았을 때 비슷하게 나타났다. 1월 초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유사 구간과

감성 점수의 그래프의 경우 기준선인 0에서 양

연구자의 지식을 통해 그래프를 해석한 결과

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주가 또한 5만원 중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감성 점수가 2와 -2 값 사

반에서 6만원 초반으로 상승하였다. 1월 중반

이에서 나타나는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종가

이후 2월 초까지 살펴보았을 때, 감성 점수는

가 하락하는 시기에도 대부분의 경우 감성 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양수에서 음의 방향

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으로 이동하였으며, 주가 또한 상승과 하락 끝

높은 상장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삼

에 6만원 초반에서 5만원 대로 하락하였다. 이

성전자라는 우량주에 대한 믿음이 작용하여 주

러한 양상에서 볼 때, 두 그래프의 모습이 크게

가가 하락해도 여론이 크게 동요하지 않음으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변화 흐름

확인하였다.

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뒤이어 SK하이닉스, 삼
성SDI,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5.2.2 시각적 분석 및 이동 평균에 따른 피어

역시 같은 과정으로 시각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SK 하이닉스의

삼성전자의 경우 10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동

댓글 감성과 주가와의 연관성 분석

평균 상관분석에서 상관계수가 낮은 것으로 파
악 되어 30일을 기준으로 피어슨 상관 계수를

SK 하이닉스 댓글 및 실제 종가의 시각적
분석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SK하이닉스에 대한 댓글의 감성과 SK하이닉스의 실제 종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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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분석을 통해 SK하이닉스는 2020년 1

수에 반영되었음으로 파악하였다.

월 초부터 2020년 9월 말까지의 감성 점수와
종가 그래프의 변화 흐름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5.2.3 시각적 분석 및 이동 평균에 따른 피어

SK하이닉스의 경우 10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

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삼성SDI 댓글 감

동 평균 상관분석에서 상관계수가 낮은 것으로

성과 주가와의 연관성 분석

파악 되어 20일을 기준으로 피어슨 상관 계수
를 산출하였다. SK하이닉스의 이동 평균에 따

삼성SDI 댓글 및 실제 종가의 시각적 분석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른 상관관계 분석으로 2020년 1월 초부터 2020

시각적 분석을 통해 삼성SDI는 2020년 3월

년 9월 말까지 이동 평균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

중반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2020년 6월 중반

수가 약 0.75로 나타나 이 구간에 강한 상관관

부터 8월 말까지, 2020년 9월 말부터 2020년 11

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유사 구간과 연구자

월 말까지의 감성 점수와 종가 그래프의 변화

의 지식을 통해 그래프를 해석한 결과 전체적

흐름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삼성SDI의 경우 10

으로 종가가 하락할 때에도 감성의 변화가 크

일을 기준으로 이동 평균에 따른 피어슨 상관

지 않는데 이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계수를 산출하였다. 2020년 3월 중반부터 2020

높은 상장시가총액으로 인한 신뢰로 유추하였

년 5월 말까지는 약 0.76의 상관계수가 나타났

다. 6월 3일 자에 나타난 높은 긍정 감성 점수

고, 2020년 6월 중반부터 2020년8월 말까지는

의 경우, 댓글을 통해 SK하이닉스의 NAND

약 0.78의 상관계수가 나타났으며, 2020년 9월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으

말부터 2020년 11월 말까지는 약 0.82의 상관

로 확인하였다. 2020년 11월 1일자의 경우 주

계수가 나타나 시각적 분석으로 추출한 유사

가는 하락하였지만 감성 점수는 상승하였는데,

구간 모두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

이는 주가 하락에 대한 응원의 댓글이 감성 점

았다. 유사 구간과 연구자의 지식을 통해 그래

<그림 7> 삼성SDI에 대한 댓글의 감성과 삼성SDI의 실제 종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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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를 해석한 결과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2와

월 초부터 2020년 5월 말까지는 상관계수가 약

-2값 사이의 높지 않는 완만한 감성 변화 폭을

0.7로 나타났고, 2020년 7월 중반부터 2020년

보였다. 이는 삼성 계열의 삼성SDI까지도 삼성

10월 말까지는 상관계수가 약 0.77로 나타나 시

전자에 대한 신뢰성이 작용하고 있음으로 유추

간적 분석으로 추출한 유사 구간 모두에 강한

하였다. 실제로 주가가 4만원 가까이 하락한 3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유사 구간과

월 19일자 댓글의 감성 점수의 경우 0(중립)으

연구자의 지식을 통해 그래프를 해석한 결과

로 큰 동요가 없음으로 확인하였다.

LG화학의 감성 점수는 다른 기업에 비해 변화
가 잦았는데, 이는 이차 전지의 대표적인 상품

5.2.4 시각적 분석 및 이동 평균에 따른 피어

인 배터리가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LG화학 댓글 감

제품이기 때문에 주주들 또한 배터리 뉴스 기

성과 주가와의 연관성 분석

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

LG화학 댓글 및 실제 종가의 시각적 분석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였다. 20만원 상당의 큰 주가 하락과 상승이 발
생한 2020년 3월 중반과 2020년 8월 초의 경우,

시각적 분석을 통해 LG화학은 2020년 2월

하락과 상승이 발생하기 전 감성의 변화가 다

초부터 5월 말까지, 2020년 7월 중반부터 10월

른 기간에 비해서 특히 잦으며 그 폭도 매우 컸

말까지의 감성 점수와 종가 그래프의 변화 흐

다. 전자는 LG화학의 사업부 물적 분할 및 회

름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LG화학의 경우 10일

장 사임의 사건이 발생하여 하락세를 보였으며,

을 기준으로 하는 이동 평균 상관분석에서 상

후자는 LG화학이 2분기 실적에서 2019년 대비

관계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20일을 기준으

131% 급증하고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로 피어슨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LG화학의

에서 1위를 차지하는 사건을 통해 상승세를 보

이동 평균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으로 2020년 2

였다. 이를 통해 2020년의 LG 화학 주가는 20

<그림 8> LG화학에 대한 댓글의 감성과 LG화학의 실제 종가 비교

네이버 뉴스 댓글을 이용한 산업 분야별 담론의 감성에 기반한 주제 트렌드 및 여론의 변화와 주가 흐름의 연관성 분석 273

만원 상당의 주가 하락 및 상승이 발생하기 전

지는 상관계수가 약 0.56으로 나타나 이 구간에

에 담론 감성 점수 그래프의 방향 변화가 잦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유사 구간과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의 지식을 통해 그래프를 해석한 결과 삼
성바이오로직스도 삼성전자, 삼성SDI와 마찬가

5.2.5 시각적 분석 및 이동 평균에 따른 피어

지로 전체 감성 점수가 2와 -2값 사이의 높지

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삼성바이오로직

않는 완만한 감성 변화 폭을 보였다. 또, 종가에

스 댓글의 감성과 주가와의 연관성 분석

비해 감성 점수가 높게 측정된 1월 13일의 댓글

삼성바이오로직스 댓글 및 실제 종가의 시각

에서는 삼성에 대한 지지와 신뢰의 의견으로 감

적 분석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시각적 분석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0
년 1월 초부터 4월 중반, 2020년 6월 중반부터

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삼성 계열사인
삼성SDI까지도 삼성 전자에 대한 신뢰성이 작
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하였다.

8월 중반, 2020년 9월 말부터 12월 중반까지의
감성 점수와 종가 그래프의 변화 흐름이 유사하

5.2.6 시각적 분석 및 이동 평균에 따른 피어

다고 보았다. 삼성SDI의 경우 10일을 기준으로

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셀트리온 댓글의

이동 평균에 따른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

감성과 주가와의 연관성 분석

다. 2020년 1월 초부터 2020년 4월 중반까지는
약 0.64의 상관계수가 나타나 이 구간에는 상관

셀트리온 댓글 및 실제 종가의 시각적 분석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관계가 있음으로 보았으며, 2020년 6월 중반부

시각적 분석을 통해 셀트리온은 2020년 1

터 2020년8월 중반까지는 약 0.86의 상관계수가

월 초부터 5월 후반, 2020년 6월 초부터 9월

나타나 이 구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으로

중반, 2020년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의 감

보았다. 2020년 9월 말부터 2020년 12월 중반까

성 점수와 종가 그래프의 변화 흐름이 유사

<그림 9>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댓글의 감성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제 종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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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셀트리온에 대한 댓글의 감성과 셀트리온의 실제 종가 비교

하다고 보았다. 셀트리온의 경우 10일을 기준

6. 결론 및 제언

으로 이동 평균에 따른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
출하였다. 2020년 1월 초부터 5월 후반까지는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 전

상관계수가 약 0.86으로 나타나 강한 상관관계

략 기술 사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를 보였으며, 2020년 6월 초부터 9월 중반까지

분야에서 이를 대표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는 상관계수가 약 0.77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있

과 관련된 뉴스 기사 댓글의 여론을 파악하여 기

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2020년 10월 초

업에 대한 여론의 주제 트렌드 흐름 및 여론의

부터 2020년 11월 초까지의 경우 상관계수가

감성과 실제 주가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

약 0.77로 나타나 이 구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였다. 이를 위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반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유사 구간과 연구자의 지

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을

식을 통해 그래프를 해석한 결과 셀트리온의

키워드로 검색하고 전처리를 거쳐 총 421,893개

감성 점수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잦은 변화

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기사에 달린 41,047개의

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댓글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속에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사업을

를 통해 첫번째, 감성 분석을 통한 현재 트렌드

진행하고 있는 셀트리온에 사람들의 관심이 상

를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는 삼성이라는 대기업

승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2020년 하반

에 대한 신뢰 여론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기 말인 11월 중반부터 감성 점수의 변화가 특

었다. 삼성SDI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큰 수익

히 잦았는데, 이는 셀트리온이 코로나 항체 치

을 내지 못하는 시기에도 삼성 계열사라는 이

료제인 ‘렉키로나주’의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유로 신뢰를 가지는 여론이 생성되어 감성 폭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삼

것으로 유추하였다.

성전자의 경우 그 위상이 전세계적이며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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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본사가 한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닌다. 본 연구의 경우, 댓글의 내용 주제를 바탕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이 긍정 감성 주제 트

으로 댓글의 감성 점수와 주가의 흐름이 연관

렌드 분석에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집 기간

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의 여론의 경우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대한 신

자의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였기에, 빅데이터

뢰가 형성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두번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해 연관성을 확인

째, 시각적 분석기법을 통한 댓글의 감성과 주

한 뒤 그 구간에 대한 이동 평균의 상관관계를

가의 비교를 통해 댓글의 감성 점수 변화와 주

분석하였다. 따라서 매일 종가에 대한 상관 관

가의 흐름이 연관성을 띄고 있음을 유추할 수

계 분석을 진행했을 때와 비교하여 세밀성과

있었다. 이를 통해 감성 점수와 주가는 서로 연

신뢰도 부분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관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예외적으로 바이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존 연구와

산업의 기업 셀트리온의 경우 2020년 하반기

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

말에 주가의 변화에 비해서 감성 점수의 변화

는 트위터 또는 커뮤니티 중심의 분석이 진행

가 매우 잦았는데, 이는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표 기업에 대한 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댓글에서의 갑론을박이

사의 댓글 분석으로 실시하였다. 기사 댓글의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

특성상 기사 내용과 연관성 있는 주제로 구성

했음으로 유추하였다.

되어 있어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트위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및 커뮤니티 데이터보다 주제에 적합한 데이터

있다. 첫째,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기간 내

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둘째,

에 댓글의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기

본 연구는 코로나19 기간에 속하는 여론을 파

업에 대한 지엽적인 여론의 흐름만을 분석하였

악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확장한 데이터

속에서의 여론 트렌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수집을 진행하여 각 산업별 대표 기업에 대한

는 의의를 지닌다. 세번째, 국가전략기술제도에

일반적인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속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분야의

둘째, 시각적 분석을 이용하여 감성 점수와

대표 기업에 대한 여론을 분석함으로써 국가전

주가의 연관성 구간을 도출했기 때문에 분석

략기술 연구의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지

결과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

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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