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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ntiment expression
according to gender and user activity level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social
networking site of Twitter.
Background: With the vast and ever-growing popularity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sentiment analysis on SNS has become widely used in data science for analysis of
user's feedback and opinion mining.
Method: The messages posted from 13.4 million twitter users (6.9 million male users)
for 11 months were analyzed and the message polarity, sentiment strength and the
type (evaluative/factual) of messages wer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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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sentiment strength of female users
was significantly (p <0.01) higher than that of male users and the average sentiment
strength of highly active male users was lowest among groups. It also showed that
the highly active male users tend to post more negative messages than other groups
and female users express significantly more positive sentiment than male users for
both highly and less active user levels.
Conclusion: It implies that the gender and activity level differences of users should
be considered in sentiment analysis on social media data to gain valuable insights.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quantitative, empirical data
and design guidelines for developing sentiment analysis and opinion mining systems
on SNS.
Keywords: Gender difference, User activity level, SNS, Sentiment expression, Message
po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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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월드와이드웹 기반으로 활동과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서
비스인 SNS (Social Network Service)는 새로운 구전(word of mouth) 커뮤니케이션 수단으
로써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새로운 쌍방향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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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Chu and Kim, 2011; Lee and Jang, 2013), 이러한 시도들 중 최근 주목받고 있
는 분야가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으로도 불리는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이다(Ravi and Ravi, 2015; Lee and Jang, 2017).
현재, 감성분석은 주로 자연어처리 및 의미분석과 연관되어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Jang,
2018). 하지만 감성분석 결과가 진정한 통찰력(insight)을 가지려면, 데이터에 대한 기계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분석 데이터 즉, 실제 감
성이 포함된 메시지들을 작성하고 주고받는 사용자들의 특성과 감성표현 양상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사용자의 언어 및 문화적 특성에 따른 감성표현 양상에 대한 연구(Kim and Jang, 2016)와 십대 소녀들의 과도한 SNS(Facebook,
Twitter 등) 활동 및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연구(Tiggemann and Slater, 2013)가 발표되었으나, SNS 사용자들의 성별, 활동
정도와 감성표현의 양상, 특성 등의 연관관계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찾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트위터 사용
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성별, 활동(활성: user activity) 수준에 따른 메시지 감성표현 양상과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 Background
2.1 Message polarity
온라인 환경에서는 구전이 오프라인과 다르게 텍스트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메시지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Park and Kim, 2008;
Lee and Jang, 2013). 구전은 긍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상세한 정보까지 전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감성적 특성을 정보의
방향성(polarity, orientation)이라 부르며, 일반적으로 부정, 긍정, 중립으로 구분한다(Lima et al., 2015). 현재 대부분의 감성분석 알고리
즘에서 이 세 가지 방향성 분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메시지의 방향성 효과에 대한 관련 연구들(Baumeister et al., 2001; Chiou and
Cheng, 2003)에서는 긍정적 감정, 정보보다 부정적 감정과 정보가 더 높은 가중치를 가지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
한 영향을 부정 편향성(negativity bias) 또는 부정 효과(negativity effect)라 칭한다. 하지만, 온라인 구전에서 부정적 구전과 긍정적 구
전 간 영향력의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반대로 긍정적 구전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들 또한 발표되고 있다(Doh and Hwang, 2009;
Xue and Zhou, 2010). 이와 같이 온라인 구전의 방향성을 다룬 연구결과들이 일관성 없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메시지 내에 포
함된 감성, 감정의 방향성이 구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상기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와는 별개로, 구전 메시지 및 정보 유형에 대한 분류 방법들은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주관적 속성/사실적 속성으로 분류하
기도 하며(Darley and Smith, 1993), 정보 및 메시지가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가(verifiability)에 따라 평가적(evaluative)/사실적(factual)
메시지로 나누기도 한다(Edell and Staelin, 1983; Lee and Jang, 2013). 본 연구에서는 감성분석에 많이 이용되며, 다양한 연구들(Edell
and Staelin, 1983; Lee and Jang, 2013)에서 사용된 분류 방법을 차용하여, SNS 정보 유형을 평가적 메시지와 사실적 메시지로 구분하
였다.

2.2 Gender and activity level of user
SNS 활용에 있어 성별 차이를 다룬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 사용자들이 남성들에 비해 특정 SNS들을 더 편중하여 사용하며, 페
이스북에 더 열성적으로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w Research Center, 2015). 또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SNS 상에 가
족, 친구, 연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포스팅하며(Jones et al., 2008), 남성들이 페이스북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의도
로 주로 이용하는 반면, 여성들은 관계 유지를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Muscanell and Guadagno, 2012).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 활용 연구(Lee and Jang, 2017)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새롭게 주목 받
고 있는 것이 사용자 활성(user activity) 수준이다(Jang, 2018; Tedjamulia et al., 2005). 트윗 패턴 등이 사용자 활성정도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Tedjamulia et al., 2005)에 따라, 소셜 미디어 데이터 분석 시 이를 고려하는 연구들이 최근
발표되고 있다(Jang, 2018). SNS에서는 소수의 고활성 사용자들(highly active users)이 작성한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차
지하는 멱법칙(power law)을 따른다(Anderson, 2006). 따라서 사용자 활성도에 따라 사용자를 분류할 때, 1:9 또는 1:9:90의 비율을 이
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활성 수준에 따라 사용자 집단을 1:9 비율로 분류하고 이들 사용자 집단과 성별, 메시지 방향성과
유형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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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thod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SNS 중 하나이며, 데이터 취합이 비교적 용이한 트위터를 대상으로 11개월(2016년 10월∼2017년 8월) 동안
작성된 트윗을 실시간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3,426,304명의 트위터 이용자들을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에는 트위터에서 제공
하는 Streaming API (Twitter.com, 2019)를 이용하였으며, R과 MonetDB (MonetDB, 2019)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 저장하였다. 감성분
석에는 비교적 높은 정확도와 빠른 분석 속도로 최근 다양한 연구(Thelwall et al., 2012)에 이용되고 있는 SentiStrength (SentiStrength,
2019)를 R과 연동하여 이용하였다.
취합된 사용자들의 성별 판단에는 R의 gender package (Lincoln, 2018)를 활용하였으며, 트위터 메시지 게재 수 상위 10% 활성 사용자
들을 고활성 사용자(highly active user)로, 하위 90% 사용자들을 저활성 사용자(less active user)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메시지 방향성
(polarity) 판정을 위해서는 Rsentiment package (Subhasree and Saptarsi, 2018)를 이용하여 각 메시지들을 긍정(positive), 중립(neutral),
부정(negative)으로 분류하였다.

4. Results
4.1 Twitter activity
Table 1은 취합된 트윗 사용자를 성별, 사용자 활성 수준 별로 분류한 것이다. 사용자들 중 남성은 약 6백8십만 명, 여성은 6백5십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Table 1. A summary table of users
Highly active

Less active

Sum

Male

764,446

6,109,029

6,873,475

Female

578,224

5,974,605

6,552,829

1,342,670

12,083,634

13,426,304

Sum

사용자들의 성별, 활성정도에 따른 사용자 군을 독립변수로, 트윗과 리트윗을 포함한 포스팅 활동 횟수(statuses count)를 종속변수로
시행한 robust ANOVA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교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Figure
1은 이들 교호작용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알파벳 a~d는 절사평균(trimmed mean)의 쌍별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이용한 사후 검정결과를 나타내며, 동일한 알파벳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Table 2. Robust ANOVA summary table (Dependent variable: statuses count)
Source
Gender
User activity
Gender×User activity

Statistic

Sig.

19,791.9

0.001**

8,717,318.0

0.001**

27,494.23

0.001**

**p <.01

Figure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위 90% 저활성 사용자 군에서는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상위 10% 고활성 사용자 군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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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obust ANOVA summary table (Dependent variable: Number of characters in tweet)
Source
Gender
User activity
Gender×User activity

Statistic

Sig.

1,424.4

0.001**

155,980.5

0.001**

973.2

0.001**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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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용자들의 포스팅 활동이 여성 사용자들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은 사용자가 작성한 트윗 메시지의 문자 개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성별, 사용자 활성 수준을 독립변수로 시행한 robust ANOVA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호작용이 관찰되었으며, 이들 교호작용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Figure 2와 같다. 상위
10% 고활성 사용자들이 작성한 문자 수가 하위 사용자들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상위 10% 고활성 사용자 군에서는 여성
사용자들의 문자 수가 남성 사용자들의 문자 수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2 Sentiment expression
4.2.1 Sentiment strength
메시지의 감성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과 사용자 활성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여 robust ANOVA를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두 개 독립변수의 교호작용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2인자 교호작용을 그래프
로 나타내면 Figure 3과 같다.

Table 4. Robust ANOVA summary table (Dependent variable: sentiment strength)
Source

Statistic

Sig.

Gender

79,423.94

0.001**

User activity

22,150.49

0.001**

Gender×User activity

14,361.74

0.001**

**p <.01

절사평균의 쌍별 비교를 이용한 사후 검정결과, 두개 사용자 군 모두에서 여성 사용자 트윗의 평균 감성강도가 남성 사용자 트윗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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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감성강도보다 통계적(p <0.01)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하위 90% 저활성 사용자의 메시지가 가장 높은 감성강도를 보
이고 있으며, 남성 상위 10% 고활성 사용자들의 메시지가 가장 낮은 감성강도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의 경우 고활성
사용자와 저활성 사용자 간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남성의 경우 그 차이가 여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4.2.2 Evaluative/Factual message ratio
사용자의 성별, 활성 수준과 사실적/평가적 메시지 비율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층적 로그선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2×2
포화(saturated) 모형으로부터 후진제거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최적화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세 개 요인의 교호작용이 유
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는 이들 3개 요인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대응분석 결
과를 도시한 것인데, 여성 사용자의 경우, 평가적 메시지와 연관관계가 높으며, 남성 사용자의 경우 사실적 메시지와 연관관계가 높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5. Test H0s for 2×2×2 stepwise backward hierarchical log linear analysis (Gender×User Activity×Evaluative/Factual)
If deleted simple effect is
Gender×User Activity×Evaluative/Factual

D.F.

χ2

Sig.

1

1654.94

0.000***

***p <.001

Figure 5는 3개 요인들을 2개의 2×2 분할표로 1/4원 씩 나누어 표시하는 fourfold plot으로 나타낸 것인데, 각 요인의 빈도가 1/4원의
면적으로 표현된다. 상위 10% 고활성 사용자 군과 하위 90% 사용자 군 모두에서 사실적 메시지 보다 평가적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상위 10% 고활성 사용자 군의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평가적 메시지 작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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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Message
Table 6는 사용자의 성별, 활성 수준과 메시지 방향성(긍정/중립/부정)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층적 로그선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3인자 교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6는 이들 3개 요인들의 상

Table 6. Test H0s for 2×2×2 stepwise backward hierarchical log linear analysis (Gender×User Activity×Message Polarity)
If deleted simple effect is
Gender×User Activity×Message Polarity

D.F.

χ2

Sig.

1

528.41

0.000***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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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대응분석 결과이며, 여성, 하위 90% 저활성 사용자 군, 긍정 감성 요인들이 그룹을 이루고 있어, 하위
90% 저활성 여성 사용자가 긍정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들 3개 요인들의 분할표를 foufold plot 형태로 도시하면 Figure 7과 같은데, 상위 10% 활성 사용자 군의 경우, 남성 사용자가 여성
사용자들 보다 부정적인 메시지 작성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긍정적인 메시지들은 모든 사용자 군에서 남성들 보다 여성
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5. Conclusion
최근 SNS는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학문적,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중 주목받는 분야가 감성분석 분야인데, 사용자에게 통찰을 줄 수 있는 감성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
한 기계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분석 데이터들을 양산하는 사용자들의 특성과 감성표현 양상에 대한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들의 성별, 활성수준과 감성표현의 양상, 특성 등의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10% 고활성 사용자 군에서 남성 사용자들의 포스팅 활동이 여성 사용자들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메시지 작성
시, 상위 10% 고활성 사용자들이 작성 문자 수가 저활성 사용자들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상위 10% 고활성 사용자 군에서
는 여성 사용자들의 문자 수가 남성 사용자들의 문자 수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두개 활성수준 모두에서 여성
사용자가 작성한 메시지의 감성강도가 남성 사용자의 메시지 감성강도 보다 통계적(p <0.01)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위 90%
저활성 여성 사용자가 작성한 메시지들이 가장 감성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 고활성 남성 사용자의 메시지들이 가
장 감성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여성 사용자의 경우, 평가적 메시지와 연관관계가 높으며, 남성 사용자의 경우 사실적
메시지와 연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개 활성수준 모두에서 사실적 메시지 보다 평가적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하위 90% 저활성 여성 사용자가 긍정적인 감성메시지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 군
에 상관없이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 작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SNS 중 트위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텍스트 메시지를 이용한 감성표현에 국한되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개방형 소셜미디어 내에서의 성별, 활성화 수준 별 감성표현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감성분석 결과로부터 좀더
유용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의미를 가진다. 추후 사진, 이모티콘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통한 감성표현에 대한 분석
이 추가된다면 한 층 활용도 높은 감성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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