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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조세저항은 정부의 조세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며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관한 중요성이 증
가하고 있다.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측정하기 위
해 감정지수를 산출하고 세법개정
안을 중심으로 감정지수가 조세정
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KoNLP, N2H4을 활용하여 댓글분
석을 해보자.  

1. 조세정책

2.웹크롤링과온톨로지

3.감정지수

4. 마무리

 

발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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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는제도의일몰이정해져있는조세특례제한
법에속함

1. 홍남기경제부총리신용카드소득공제율축소또는일몰암시
2019-03-04 납세자의날행사발언

2. 부총리발언관련신용카드소득공제축소나폐지없음
2019-03-11 기획재정부입장발표

3. 조특법신용카드소득공제율유지일몰 3년연장발표
2019-03-13 당정청협의회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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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신용카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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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선정과정

1. 네이버뉴스검색 : 세법개정안
- 1년단위로기간설정

예시) 2020.1.1 ~ 2020.12.31
예시) 2020년의경우네이버뉴스기사2299건

2. 각연도별기사제목명사추출하여텍스트마이닝
-각연도별이슈가되었던세법개정안확인

예시) 2020년세목관련단어빈도순위
부동산(1), 종부세(9), 소득세(10), 양도세(11) 주식(13), 
대주주(20), 가상화폐(33), 전자담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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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목 키워드 검색기간

2013 소득세 근로소득공제 2013.08.07 2014.01.01

2013 조특법 신용카드소득공제 2013.08.07 2013.12.31

2014 개별소비세 담배세 2014.09.10 2014.12.02

2014 지방세 지방세 2014.09.11 2014.12.08

2017 법인세 법인세 2017.08.01 2017.12.05

2017 소득세 소득세 2017.08.01 2017.12.05

2018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2018.07.05 2018.12.08

2019 조특법 신용카드소득공제 2019.03.03 2019.12.10

2020 소득세 가상자산소득세 2020.07.21 2020.12.02

2020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부동산 3법 2020.07.10 2020.08.04

2020 개별소비세 전자담배개별소비세 2020.07.21 2020.11.30

2020 소득세 금융투자소득 2020.06.26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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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뉴스 댓글 단어 감정지수

2013 소득세 473 704 8117 -55.88

2013 조특법 301 287 2989 -65.85

2014 개별소비세 138 338 3294 -50.91

2014 지방세 41 45 370 -82.56

2017 법인세 5010 273 2339 -44.91

2017 소득세 88 188 1788 -56.17

2018 종합부동산세 2370 10685 90141 -67.05

2019 조특법 1317 3760 26679 -75.04

2020 소득세 201 1087 7712 -82.62

2020 부동산3법 81 546 4479 -63.33

2020 개별소비세 239 974 7727 -96.63

2020 소득세 540 2814 21622 -69.87

10799 21701 17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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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온톨로지

1) 정책타임라인 기준

검색기간 설정이후네이

버뉴스검색

2) 뉴스댓글추출

1) 댓글 형태소 분해하

여 문장 뜻 형성에 핵심

적 역할하는 용언,체언

만추출

2) 출현빈도 40번 이상

용언,체언필터링

1) 용언,체언에 매칭된

감성단어 필터링 이후

감성점수태깅

2) 조세 온톨로지에 범

용온톨로지결합

1단계:웹크롤링 2단계:형태소분석 3단계:온톨로지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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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크롤링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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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크롤링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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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온톨로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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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지수산출과정

* 감성지수를계산하여조세정책결정에미치는영향분석

1. 감성지수
-네이버댓글웹크롤링
-텍스트마이닝을통하여구축한조세정책온톨로지활용하여감성지수
산출

2. 정책결정
- 정책통과: 세법개정안가결
- 정책철회: 세법개정안폐기 / 핵심적내용수정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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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지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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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감정지수

주1: X축:정책타임라인, Y축: 감성점수

주2: 정책철회한 케이스의 경우정책통과한 케이스에 비해초기감성점수가 낮은경향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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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Dependent variable

policy

OLS logistic AME

(1) (2) (3)

index -0.016 -0.076 -0.015

(0.01) (0.054) (0.007)

[-0.027,-0.002]

Constant -0.641 -5.54

(0.674) (3.739)

Z -2.209

P-value 0.027

Observations 12 12

R2 0.205

Adjusted R2 0.125

Log Likelihood -6.827

Akaike Inf. Crit. 17.655

Residual Std. Error 0.482

Note:*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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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curve

주1: X축:정책타임라인, Y축: 감성점수

주2: 정책철회한 케이스의 경우정책통과한 케이스에 비해초기감성점수가 낮은경향이있다.

X축: 1-특이도(FPR), Y축:민감도(TPR)

임계치별로 민감도 특이도를 계산하여 roc-

curve로 나타내고 민감도+특이도가 최대가

되는최적임계치도출

1. optimal_cutoff 0.445

2. optimal_cutpoint -69.871

3. AUC(Area under the curve) 0.714

AUC는 ROC-curve 아래 면적으로 분류

기의분류성능을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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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조세정책온톨로지를구축하고세법개정안에대한감성지수를측정한
다.

2. 감성지수와조세정책결정의연관성을확인한다.분석결과조세저항이
컸던조세정책에서감성지수가1표준편차낮아질때정책철회할확률은
증가한다.

3. 조세정책에대한감성지수 -69.87을기준으로분류했을때분류정확도
는 75%로 가장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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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사용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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