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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체계

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셜 빅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다.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갖추어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정형 빅데이터를 수

집·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소셜 빅데이터 활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비정형 빅데이터는 모바일, SNS, 센서 등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

의 데이터 생성으로 기존의 정형 데이터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변화를 감

지하고 정책 욕구를 즉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비

정형 빅데이터는 데이터로부터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의 관점에서, 소셜 빅데이터 분석으로부터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지식 

또는 부가가치의 양과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왜”, “어떻게”에 대한 방

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2013년과 2017년 새 정부 출범 초기 추진과제에 대한 관심 

정도 및 관련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들이 선정한 보건 복지 분야 

이슈들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소셜미디어상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

책영역별 이슈를 키워드 중심으로 상이한 시점을 비교 분석할 경우, 해당 

정책 이슈와 관련된 제도 및 프로그램이 가진 브랜드 네임 등 고유 명사

를 각 시점에 맞게 설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해 조언을 해주신 많은 전문가분들과 원고 집필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

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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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big data trend analysis based on health 
and welfare issues in 2017

1)Project Head ‧ Oh, Miae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is changing from a pro-

vider-oriented to a consumer-oriented customized service 

system. It is important to use social big data to quickly recog-

nize these changes and to identify issues in the health and wel-

fare sector. The demand for social big data is increasing as the 

big data analysis environment is equipped and the unstructured 

big data can be collected and analyzed exponentially.

In this study, we used social big data analysis method to ex-

amine the policy issues and interest of policy initiatives in early 

2013 and 2017 by using social big data.

In order to analyze trends and issues of social welfare poli-

cies based on social big data, major policy issues and keywords 

related to health and welfare policies were extracted from 2013 

to 2017, and related to these issues, from 1998 to 2016, the re-

search trends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belonging to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ere analyzed.

The social big data analysis methodology explains the general 

description of text mining, network model, and topic model. 

Co-Researchers: Choi, Hyunsoo ․ Song, Taemin ․ Lee, Sangin ․ Cheon, Mi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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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udied word cloud analysis,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 analysis on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selected by 

experts in order to examine the degree of interest in the early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in 2013 and 2017.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details of the national af-

fairs set at the time of the government in early 2013 and the 

main commitment and policy brand naming mentioned in the 

current government's national affairs project launched in 2017.

This may result in distorted data collection results for 

sub-keywords by policy issue. In case of comparing and analyz-

ing different issues in different policy areas based on social 

media using unstructured text data, it is necessary to set proper 

nouns such as brand names of institutions and programs re-

lated to policy issues in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back-

ground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보건복지 분야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체계

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셜 빅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다.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갖추어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정형 빅데이터를 수

집·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소셜 빅데이터 활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13년과 2017년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 이슈 및 관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다.

2. 주요 연구 결과

2장에서는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정책 동향 및 이슈 분석을 위

해 2013년부터 2017년 대선 이후까지 보건복지 정책 영역에서 다루어진 

주요 정책 이슈와 관련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러한 이슈와 관련하여 경제

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

구기관이 수행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3장은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으로 텍스트 마이닝의 전반적인 설명 

및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형을 살펴보았다.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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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선정한 보건분야의 5개 정책 이슈(의료보장성, 

응급의료체계, 노인장기요양, 보건의료체계, 건강증진)에 대해 2013년과 

2017년 새 정부 출범 초기 추진과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워드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5장은 전문가들이 선정한 복지분야의 8개 정책 이슈(기초생활보장, 무

상보육, 노후소득보장, 아동인권, 복지전달체계, 저출산, 사회서비스, 장

애인 권익)에 대해 2013년과 2017년 새 정부 출범 초기 추진과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워드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형 분

석을 실시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다양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보건 분야의 정책 이슈 가운데 보건의료

산업, 자살, 식품안전, 복지 분야 정책 이슈 중 고용복지 연계 관련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2013년 초 설정된 국정과제의 세부 내

용과 2017년에 출범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주요 공약 및 정

책 브랜드 네이밍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 이슈

별 하위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 수집 결과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며, 동시에 소셜미디어상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를 활용하여 정책 영역별 이슈를 키워드 중심으로 상이한 시점을 비교 분

석할 경우, 해당 정책 이슈와 관련된 제도 및 프로그램이 가진 브랜드 네

임 등 고유 명사를 각 시점에 맞게 설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고

려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

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정책 동향 관련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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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또는 특정 정부 간 세부 정책 영역별 이슈에 대한 언론 동향 및 소셜

미디어상의 반응을 비교할 경우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보건복지정책 영역에서 국

가적·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이슈에 대해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연구 

전략을 세우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소셜 빅데이터 분

석기술을 바탕으로 주요 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영향력 등

을 분석하고 그 변화과정을 살펴본다면 시의성 높은 보건복지정책 연구

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용어: 소셜 빅데이터, 워드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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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체계

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셜 빅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다.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갖추어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정형 빅데이터를 수

집·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소셜 빅데이터 활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비정형 빅데이터는 모바일, SNS, 센서 등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

의 데이터 생성으로 기존의 정형 데이터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변화를 감

지하고 정책 욕구를 즉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비

정형 빅데이터는 데이터로부터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의 관점에서,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으로부터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지식 

또는 부가가치의 양과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왜”, “어떻게”에 대한 방

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

출하고 있는데, 마케팅에서는 콜 로그, 이메일, 웹/소셜 미디어를 분석하

여 고객의 불만을 대응하고 고객 이탈을 예측하여 마케팅을 고도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범죄 예방 측면에서는 사건 조서, SNS, 911콜 기록을 

분석하여 범죄를 유형화하고 예측하여 경찰 인력 배치 최적화, 안전한 지

역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보험 분야는 이메일, 보험 청구 내역을 분

석하여 부정 행위 및 패턴을 감지하고, 규제 패턴을 탐색하여 보험 사기

를 방지하며 업무 프로세스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헬스 케어 분야

에서 임상 기록 및 최적의 처방을 목표로 처방전, 병원 기록 자료 등의 텍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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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를 분석함으로써,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듯,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은 많은 분야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

으며, 그중에서도 소셜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소셜 빅데이터는 단기간의 이슈를 파악하고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주지만, 장기적인 이슈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

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으며,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정책 어젠다, 정책 이슈 등

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여론을 반영한 

보건복지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정책 동향 및 이슈 분석을 위

해 2013년부터 2017년 대선 이후까지 보건복지 정책 영역에서 다루어진 

주요 정책 이슈와 관련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러한 이슈와 관련하여 경제

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

구기관이 수행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셜 빅데이터 분

석 방법론으로 텍스트 마이닝의 전반적인 설명 및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2013년과 2017년 새 정부 출범 초기 추진과제에 대한 관심 정도 및 

관련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들이 선정한 보건 분야의 5개 정책 이

슈(의료보장성, 응급의료체계, 노인장기요양, 보건의료체계, 건강증진)와 

복지 분야의 8개 정책 이슈(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노후소득보장, 아동

인권, 복지전달체계, 저출산, 사회서비스, 장애인권익)에 대해 워드클라

우드,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소셜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보건복지 정책 이슈 도출 및 

관련 연구 동향 분석2제 장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인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정책 

동향 및 이슈 분석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 대선 이후까지 보건복지 정

책 영역에서 다루어진 주요 정책 이슈와 관련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이슈와 관련하여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16년까지 경

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 이슈 및 관련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

해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5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슈 및 키워드를 도출하여 선정하였다.

〔그림 2-1〕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 이슈 및 키워드 도출 과정

보건복지 정책 이슈 도출 및 
관련 연구 동향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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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보건복지 분야 주요 이슈 및 키워드 선정 결과

구분 순번
이슈

대분류 중분류

보건

1 의료보장성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보장, 의료보험, 

비급여, 선택진료, 본인부담 상한, 간병비 지원, 임플란트

2 보건의료산업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관광,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스마트케어

3 응급의료체계 재난의료체계, 중증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4 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치매관리, 노인치매, 치매특별등급

5 보건의료체계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공공병원, 공중보건,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감염병 
관리, 전염병 관리

6 식품안전 불량식품, 학교급식, 안심먹거리, 공중위생

7 건강증진
예방적 건강관리, 절주, 음주, 금주, 주류, 금연, 담배, 

건강검진, 맞춤형 건강관리,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예방접종, 만성질환, 운동

8 자살 정신건강, 정신보건

복지

1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복지사각지대, 
차상위 지원

2 무상보육
아동수당, 맞춤형 보육,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자녀돌봄, 국공립보육시설, 누리과정

3 고용복지연계
근로빈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자활, 

새일센터

4 노후소득보장
노인빈곤, 노후설계, 노후준비지원,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적연금, 연금저축, 노인일자리

5 아동인권 아동학대, 아동안전, 아동급식, 입양아동, 아동빈곤

6 복지전달체계
읍면동복지허브화, 사회복지공무원, 사례관리, 민간자원 

연계

7 저출산
출산율, 출산장려, 임신출산비용지원, 임산부 지원, 

독박육아, 사교육비 부담, 육아휴직, 양육 부담, 결혼출산

8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바우처, 사회서비스일자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9 장애인 권익
장애등급 폐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이동권,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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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도출 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부터 수집된 토픽들과 그 동

안 추진된 각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보건복지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전

문가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 이슈를 도출한 

후 관련 이슈들과 키워드를 재분류하여 압축해 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

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건 영역 8개, 복지 영역 9개의 정책 

이슈(대분류)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각 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하위 범주의 

핵심적 키워드(중분류)를 도출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정책 이슈 및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2013년과 2017년 보건복

지 정책 영역에서 각각 나타난 주요 동향을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소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보건복지 분야 정책 이슈 동향 및 흐

름을 분석하기에 앞서, 여기서는 선정된 보건복지 이슈와 키워드를 중심으

로 그 동안 수행된 보건복지 분야 정책 연구 흐름을 먼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국책연구기관이 소속된 경제인문

사회연구회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책연구포털(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NKIS)을 활용하여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기초통

계를 제시하였다. 국가정책연구포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개 소관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연구 성과물에 대한 관리 및 성과 확산

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에 구축된  포털서비스이다. 국가정책

연구포털에서는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관

련 서비스2)를 제공하고 있으며, API를 통해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구보고서 목록’을 다운받아 보건복지 분야 정책 이슈 및 키워

드 관련 연구 동향 분석에 활용하였다(2017년 3월 31일 기준 시점으로 

2) API는 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증키를 부여하여 무료로 콘텐츠 및 데이터를 제공하
여 웹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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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이와 같은 ‘연구보고서 목록’에는 총 3만 4215건의 연구보고서 대

상으로 성과물 ID, 일련번호, 기관코드, 성과물유형코드, 표준분류(대분

류), 표준분류(중분류),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자, 발행 연도 등 9가지 정

보가 포함되어 추출되었다.

〔그림 2-2〕 국가정책연구포털 OPEN API 이용방법

자료: 국가정책연구포털(www.nkis.re.kr)에서 2017. 3. 31. 인출

〔그림 2-3〕 OPEN API를 통한 연구보고서 콘텐츠 출력 예시

자료: 국가정책연구포털(www.nkis.re.kr)에서 2017. 3. 3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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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OPEN API를 통한 연구보고서 콘텐츠 출력값 설명

순번 출력명 출력설명 상세설명

1 OTP_ID 성과물 ID -

2 OTP_SEQ 일련번호 -

3 AGC_CD 기관코드 26개 기관 영문 약어

4 OTC_CD
성과물유형

코드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자료, 세미나, 정기간행물, 

학술논문, 해외출장보고서

5 LCLA_SCS_ID
표준분류
(대분류)

종합일반, 경제, 산업, 노동, 에너지·자원, 
국토개발, 수송·교통, 방송·통신·정보, 사회문제, 

보건·사회복지,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교육, 과학기술, 

농림·해양·수산, 환경

6 MCLA_SCS_ID
표준분류
(중분류)

16개의 대분류에 따라 개당 5~7개의 중분류 존재

7 OTP_HAN_NM
연구보고서 

제목
-

8 INCHARGE_NM 연구자 -

9 PBL_YY 발행 연도 1973년~2017년

자료: 국가정책연구포털(www.nkis.re.kr)에서 2017. 3. 31. 인출.

다음에서 NKIS로부터 추출(2017년 3월 31일 기준)된 총 3만 4215건

의 연구보고서 중 1998년부터 2016년까지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된 보

건복지 분야 연구보고서 3576건의 연구 제목을 검토하여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사전에 도출된 보건복지 분야 17개 정책 이슈별로 각각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키워드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수행된 연구 규모를 살펴보고, 해당 정책 

이슈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키워드별로 수행된 연구의 분포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먼저, 보건 분야의 의료보장성 관련 이슈는 2012년 이전에 비해서 

2013년 이후 빈도가 증가하였다. 의료보장성 관련 주요 키워드별로 구성

을 살펴보면, 2012년 이전에는 단순히 의료비 부담을 중심으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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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건강보험과 비급여 등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4대 중증질

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4〕 의료보장성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단위: 건)

(전체)

(관련 키워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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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분야의 보건의료산업 관련 이슈는 2011년 급증한 이후 계속 수행

되고 있다. 주요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산업과 더불어 해외 환자 

유치 또는 의료관광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단위 : 건)

(전체)

(관련 키워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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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분야의 응급의료체계 관련 이슈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응급의료체계 관련 중증외상

센터나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20여 년간 주

요 이슈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책연구포

털의 노출 빈도만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체계 관련 연구가 수

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림 2-6〕 응급의료체계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단위 : 건)

(전체)

(관련 키워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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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분야의 노인장기요양 관련 이슈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매년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 또는 요양시설 관련 연구가 대부

분이며, 2016년부터 치매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림 2-7〕 노인장기요양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단위 : 건)

(전체)

(관련 키워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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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분야의 보건의료체계 관련 이슈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연

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공공의료와 1차 병원 등

이 주로 다루어졌으며, 2015년에는 당시 메르스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감

염병 관리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림 2-8〕 보건의료체계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단위 : 건)

(전체)

(관련 키워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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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분야 식품안전 관련 이슈는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주

요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2010~2012년 식품안전과 함께 학교 급식, 공

중위생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림 2-9〕 식품안전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단위 : 건)

(전체)

(관련 키워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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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감을 반복하

고 있다. 주요 키워드별 구성을 살펴보면, 흡연, 음주 및 만성질환 관련 

연구와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림 2-10〕 건강증진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단위 : 건)

(전체)

(관련 키워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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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건 분야의 자살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는 2011년 이후 

증가했다. 특히 자살 관련 이슈와 함께 정신건강 관련 연구가 급증하여 

2012년 10건에 이르는 수준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림 2-11〕 자살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단위 : 건)

(전체)

(관련 키워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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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의 핵심적인 이슈인 기초생활보장 관련 연구는 2004년 이후 

참여정부 당시 집중적으로 이뤄졌고고, 매년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특

히, 생계급여,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급여체계 관련 연구가 주로 수행되

었다.

〔그림 2-12〕 기초생활보장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단위 : 건)

(전체)

(관련 키워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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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관련 연구는 무상보육 시행과 누리과정에 대한 사회적 이슈

가 집중되었던 2012~2015년에 급증하였다. 키워드별 연구 구성을 살펴

보면, 누리과정, 국공립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내용 중심이었다.

〔그림 2-13〕 무상보육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단위 : 건)

(전체)

(관련 키워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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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연계 관련 이슈는 2000년대 초반 생산적 복지 및 근로연계복지

(workfare)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2013~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계속되고 있다. 키워드별로 구성을 살펴보면, 자활과 근로빈곤에 대

한 연구도 계속 수행되어 왔다.

〔그림 2-14〕 고용복지연계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단위 : 건)

(전체)

(관련 키워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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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관련 이슈는 매년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4년 이

후 특히 기초연금, 노인빈곤과 노후설계와 관련된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

행되어 왔다.

〔그림 2-15〕 노후소득보장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단위 : 건)

(전체)

(관련 키워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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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 아동빈곤 및 아동급식 관련 연

구가 수행되었으며, 2016년에는 아동학대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하여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6〕 아동인권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단위 : 건)

(전체)

(관련 키워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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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달체계 관련 이슈는 복지정책이 확대되기 시작한 참여정부 이

후, 그리고 행복e음 구축,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 논의

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림 2-17〕 복지전달체계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단위 : 건)

(전체)

(관련 키워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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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최근 매우 심각한 저출산 이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낮은 출

산율로 인해 정책적 접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5년부터 다른 어떤 이

슈보다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키워드별로 구성을 살펴보면 최

근 들어 결혼, 출산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2-18〕 저출산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단위 : 건)

(전체)

(관련 키워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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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관련 이슈 연구 역시 참여정부 이후 새롭게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바우처,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연구들이 집중

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2013년 이후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관

련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다.

〔그림 2-19〕 사회서비스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단위 : 건)

(전체)

(관련 키워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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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애인 권익 관련 이슈는 매년 1~2개의 연구가 수행되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별로 보면, 2010년 전후

론 장애인연금, 2013년 이후에는 장애등급 폐지 관련 연구가 주로 수행

되었다.

〔그림 2-20〕 장애인 권익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단위 : 건)

(전체)

(관련 키워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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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텍스트 마이닝

  1. 텍스트 마이닝이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비정형 구조인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

여 대용량의 문서로부터 의미 있는 패턴과 관계를 발견하고 추출하는 기

법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텍

스트 자료는 웹페이지 문서, 블로그 문서, 특정 상품의 상품평, 뉴스기사

의 댓글, 소셜 네트워크(트위터, 카카오톡 등), 저널의 논문 등 다양한 형

태가 될 수 있다(그림 3-1). 

대용량의 텍스트 자료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텍스트 마

이닝은 문서 내의 단어 빈도 또는 출현 패턴에 기반한 통계적인 분석법을 

주로 사용하여 연구되고 있다. 텍스트를 사람처럼 읽어 문서에서의 의미

를 파악하는 기술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다. 따라서 문서를 분석한다는 

것은 문서 내의 단어의 분포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요 응용분야로는 

문서 분류, 문서 군집, 정보 추출, 문서 요약 및 키워드 (문서 내의 중요한 

단어) 연관어 분석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트위터의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문서를 이용하

여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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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자료

  

자료: 웹페이지.

  2. 텍스트 마이닝 기초

텍스트 자료는 비정형(unstructured)이고 숫자와는 달리 명목 자료

(nominal data)이기 때문에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전처리 과정은 주로 단어 추출, 불용어 처리, 유

사 단어 처리 등이다. 한글 문서의 전처리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다. 

(Step 1) 특수 문자, 숫자 제거

(Step 2) 단어(전문 용어, 고유명사) 사전 생성 추가

(Step 3) 형태소 분석 처리

(Step 4) 불용어 사전 생성 및 불용어 제거

(Step 5) 유사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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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장에서 한글 단어를 추출한다. 단어 추출 시 “현 정부는”, “현 

정부에서”와 같이 단어에 붙은 조사를 제거하고 단어 사전에 등록된 기본

형 단어를 추출하는 과정을 형태소 분석(stemming)이라 한다. 형태소 

분석 결과의 정확성은 사용된 단어 사전에 의존한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단어를 추출하고 나면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하고 

연구 목적에 맞는 의미 있는 단어를 추출하는데, 이를 불용어(stoplist) 

처리라고 한다. 불용어 사전은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전을 

사용하지만,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무의미한 단어는 불용어로 추가하고 또

는 기본 불용어 사전에서 특정 단어를 삭제할 필요도 있다. 

불용어 제거 처리 후에는 유사어를 처리해야 한다. 유사어 또한 각 분

야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 축약어 

등을 통일된 단어로 표현하여 단어를 표준화한다. 유사어 처리 과정이 중

요한 이유는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단어의 분포 패턴을 분석하는데 유사

어를 처리하지 않으면, 만약 글자가 다르다면 다른 단어로 해석되기 때문

이다(전도홍 등, 2015). 

〔그림 3-2〕 기본적인 단어 문서 행렬

문서 / 단어 보건 복지 경제 통계 ...

문서 1 1 1 0 0 ...

문서 2 1 0 1 0 ...

문서 3 0 0 0 1 ...

문서 4 0 0 1 0 ...

... ... ... ... ... ...

텍스트 자료의 모든 전처리 과정이 완료되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위

한 정형화된 자료구조인 단어 문서 행렬(Term Document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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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M)을 생성한다. 단어 문서 행렬을 기반으로 텍스트 자료의 시각화 및 

연구 목적에 맞는 다양한 통계/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단

어 문서 행렬은 기본적으로 각 문서 내에서의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로 

나타낸다(그림 3-2). 

일반적으로 행은 각 문서, 열은 단어를 나타내고, 행렬에서의 값 

은 가중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고려될 수 있다. 

 Term Frequency: 은 문서 내의 단어의 출현 빈도

 Binary:     i f    

 i f   ≥ 
 , 

－  는 문서 내에 단어의 출현 여부

－ 즉, 특정 단어가 주어진 임계치 보다 크면 1, 아니면 0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 log


,

－ 은 문서의 수, 는 를 포함하는 문서의 수

－ 즉, 빈도가 높은 단어에 가중치를 주지만, 너무 많은 문서에 

나타나는 단어에는 가중치를 낮게 설정

  3. 텍스트 마이닝 분석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텍스트 자료로부터 얻어진 정형화 자료인 단어

문서 행렬에 기반하여 텍스트 자료 요약, 텍스트 시각화(text visual-

ization), 다양한 통계 기법 및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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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텍스트 자료 시각화

대표적인 텍스트 자료 시각화 방법은 문서에서 사용된 단어의 빈도수

를 분석하여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워드 클라우드

(word cloud)가 있다. 이 방법은 태그 클라우드(tag cloud) 라고 부르기

도 한다. 단어의 빈도수에 비례하여 단어의 글자 크기를 키워서 강조하는 

방법이다. 워드트리(word tree)는 특정한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어떠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시각화한다(그림 3-3). 

〔그림 3-3〕 워드클라우드와 워드트리

자료: 이긍희 등 (2014) 빅데이터의 이해, p 164

나. 텍스트 마이닝 분석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단어문서 행렬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다

양한 통계 분석 기법 및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문서

의 분류(예: 스팸메일 분류)를 위해 이항 분류 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모형, 

랜덤포레스트, 부스팅, 서포트 벡터 머신 기법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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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서의 군집화를 위해 다양한 군집분석 방법(-평균 군집화, 계층적 

군집화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분석을 위해 다

양한 매체와 트위터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문서에서 키워드를 추출한 후, 

키워드 간의 연관성 및 이슈 키워드 동향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다

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할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형을 적용한다. 

제2절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은 수학의 그래프 이론(graph theory)을 기반으로 한 

분석 방법으로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

라 생물학, 물리학, 의학 등의 자연과학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

고 있다. 주어진 자료로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

지만, 본 절에서는 가우시안 그래픽 모형(Gaussian graphical model)

을 기반으로 한 무방향성 그래프/네트워크(undirected graph/net-

work)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1. 네트워크 기초

네트워크는 노드(node)와 간선(edge)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프 이

론에서 노드와 간선은 각각 꼭짓점(vertex)과 링크(link)라고도 부른다. 

노드는 보통 변수를 의미하고 간선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예

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에서는 

각 행위자(사람)가 노드가 되고, 두 행위자 간의 어떤 관계가 간선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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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 관련 키워드가 노드이고, 키워드 간의 연관 

관계가 간선이 된다. 

다음은 노드가 3개(A, B, C), 간선이 2개인 네트워크의 예이다. 〔그림 

3-4〕의 왼쪽에서와 같이 네트워크 구조를 표현한 행렬을 인접행렬

(adjacency matrix)이라 하는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인접행렬을 추정하는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3-4〕 노드가 3개인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두 노드 간 관계의 방향성 여부에 따라 방향성 그래프

(directed graph)와 무방향성 그래프(undirected graph)로 구분된다

(그림 3-5). 예를 들어 두 학생의 친구관계를 표현할 때, 학생 A는 학생 B

를 친구로 생각하지만 B는 A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A와 B 사이의 

관계에는 한쪽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무방향성 그래프에서는 두 노드 간 

관계의 방향성은 고려되지 않는다(이긍희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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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방향성/무방향성 그래프

네트워크는 두 노드 간 관계의 강도를 고려하여 〔그림 3-6〕과 같이 가

중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가중 그래프의 표현은 간선의 강도를 써 주는 

방법이 있고, 선의 굵기 혹은 색상으로 간선의 강도를 표현할 수도 있다. 

다음은 네트워크의 정의와 속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 및 기호를 

나타낸다. 

 네트워크 또는 그래프:     

－ 는 노드 혹은 꼭짓점의 집합

－ 는 간선 혹은 링크의 집합

－ 그림 3-5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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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가중 그래프

  

 네트워크의 크기(size): 노드의 수  

 네트워크의 order: 링크의 수  

 빈 네트워크(empty network):    

 완전한 네트워크(complete graph):         

－ 모든 간선이 연결된 네트워크

 노드 강도(node degree):  

－ 노드 의 인접 노드 수 (직접 연결되어 있는 노드 수)

－ 그림3-6에서             

 고립된 노드 (isolated node):    

－ 다른 노드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노드

 밀도(density): 네트워크 내에 있는 노드 그룹(부분 네트워크)의 

밀집도를 평가하기 위한 측도

－ 네트워크 밀도=(네트워크의 간선 수)/(가능한 모든 간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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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우시안 그래픽 모형

가우시안 그래픽 모형(Gaussian graphical model)은 확률 모형에 

기반한 네트워크 구축 및 분석에 주로 사용된다. 가우시안 그래픽 모형에

서는 두 노드 사이의 연관관계를 편 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

efficient)로 사용한다. 즉, 네트워크에서 노드 사이의 연결 유무는 조건

부 독립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가우시안 그래픽 모형에서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것은 노드 간의 모든 편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가우시안 그래픽 모형은 각 노드를 확률 변수(random variable)로 생

각하고, 모든 노드를 모아놓은 확률 벡터 가 다변량 정규 분포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   ∼    .

다음은 가우시안 그래픽 모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몇 가지 성질을 나

타낸다(Laurizen & Steffen, 1996).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 

 집중행렬(concentration matrix, precision matrix):   

 편 상관계수:   ╲    ≠ 

 편 상관계수와 집중행렬의 관계

－   ╲     

－ 는    의 번째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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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시안 벡터 는 무방향 그래프   로 표현

－    ⋯ 는 노드 집합

－     ╲  ≠   ≠ 는 간선 집합

－ 는   의 번째 원소

 동치관계(편 상관계수, 집중행렬의 원소, 네트워크 간선)

╲  ≠  ⇔  ≠  ⇔ ∈ 

  3. 모수 추정 기법

가우시안 그래픽 모형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노드 사이의 편 

상관계수를 추정하거나 집중행렬을 추정하는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방

법으로 주어진 자료로부터 공분산행렬을 추정한 후, 추정된 공분산 행렬

의 역행렬을 집중행렬의 추정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변수(노

드)의 수()가 표본의 수()보다 작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많은 실제 문제에서 변수의 수가 표본의 수보다 큰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소셜 빅데이터에 기반 한 단어 문서 행렬에서 고려

되는 단어(노드) 수가 문서(표본)의 수보다 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변수의 수가 표본의 수보다 훨씬 큰 고차원 자료( ≫ )

에서 가우시안 그래픽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변수의 수가 작을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고, 많은 문

제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Tibshirani, 1996; 

Zou & Hasti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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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드별 회귀분석 접근법

노드별 회귀분석 접근법(nodewise regression approach)은 하나의 

노드를 반응변수로 나머지 모든 노드를 설명변수로 고려한 회귀모형에서 

각각의 회귀계수는 편 상관계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 방법이

다(Meinshausen & Büuhlmann, 2006). 다음과 같은 개의 회귀분석 

문제를 고려한다. 

    
╲

      ⋯ 

 는 번째 회귀분석에서 에 대응되는 회귀계수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가우시안 랜덤 오차

위에서 고려한 노드별 회귀분석 문제에서 각 회귀계수와 편 상관계수

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의 인접노드(직접 연결된 노드)를 추정하기 위해 

대표적인 벌점화 기법(penalized method)인 LASSO(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벌점화 회귀분석(penalized re-

gression)법을 이용하여 고차원 자료에서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Tibshirani, 1996). 그러나 이 방법은 두  노드 사이 추정된 회귀계수의 

대칭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 이라도   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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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따라서 최종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최대 규칙(maximum 

rule) 혹은 최소 규칙(minimum rule)을 적용한 간선집합에 기반하여 구

축할 수 있다.

 최대 규칙:    max  
 ≠ 

 최소 규칙:    min  
 ≠ 

나. 우도기반 접근법

우도기반 접근법(likelihood based approach)은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으로부터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 구할 수 있는 집중행렬의 우도함수

에 기반한 접근법이다. 다음과 같이 LASSO 벌점화 우도함수를 최대화함

으로써 집중행렬을 직접 추정한다(Yuan & Lin, 2007). 

  logdet   

 는 자료로부터 추정된 표본공분산행렬

 는 벌점화 양과 관련된 조율모수(tuning parameter)

이 방법은 그래픽 라쏘(graphical lasso, glasso)라 불리며 고차원 자

료로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에 널리 사용된다. 최종 네트워

크는 다음과 같은 추정된 간선집합으로 구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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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치측도 학습 접근법

동치측도 학습 접근법(equivalent measure -learning approach)

은 편 상관계수와 동치인 -측도(-measure)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이다(Lee et al., 2017). 두 노드 사이의 편 상관계수는 나

머지 모든 노드가 주어졌을 때의 상관계수이기 때문에 고차원 자료에서

는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측도는 나머지 모든 노드가 아닌 인접노드의 

정보만을 이용하므로 고차원 자료에서도 계산할 수 있다. 두 노드 사이의 

  편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편 상관계수와 동치인 관계를 

만족한다.  

   

 는 와 사이의 상관계수

        ≠ ╲: 상관계수에 기반한 네트워크에서 

노드 의 인접노드 

       ≠ ╲: 노드 의 인접노드

      i f           

    ⇔   ╲   : 두 측도는 동치관계

이 방법은 고차원 자료에서 계산 불가능한 편 상관계수 대신 동치측도

인  편 상관계수를 추정하여 최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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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네트워크 통합 방법론

네트워크 통합분석(integrative analysis of networks)은 자료 출처

(source)가 다른 여러 개의 자료집합(dataset)이 있을 때, 주어진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통합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자료를 단순히 합쳐서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Lee et al., 

2017). 예를 들면, 같은 키워드로 구성된 자료일지라도 트위터에서 얻은 

자료와 뉴스에서 얻은 자료는 키워드 분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통합분석에서 각 자료집합은 〔그림 3-7〕과 같이 구조는 같고 

연결 강도만 다른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추출되었다고 가정한다. 

   
 ⋯ 

  ∼        ⋯

 는 자료집합의 수 (자료 출처의 수)

  는 번째 자료집합에 대응되는 공분산행렬. 단,   의 

성긴 정도(sparsity)는 모든 자료 출처에서 같음.

본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통합분석 방법론인 결합 그래픽 

라쏘(joint graphical LASSO)방법과 통합  학습(integrative 

learning) 방법을 소개한다(Danaher et al., 2014; Le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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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통합 네트워크 분석의 자료 구조

가. 결합 그래픽 라쏘

결합 그래픽 라쏘(joint graphical LASSO) 기법은 주어진 모든 자료

로부터 얻은 집중행렬의 우도함수에 자료 출처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룹 라쏘(group LASSO) 벌점화 함수를 적용한다(Yuan & Lin, 2006). 

따라서 통합 네트워크는 다음의 그룹 벌점화 우도함수를 최대화함으로써 

구축할 수 있다. 


  



    logd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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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번째 자료의 표본 수

  는 번째 자료로부터 얻어진 표본공분산 행렬

  는 번째 자료에 대응되는 집중행렬

결합 그래픽 라쏘 방법은 그룹 라쏘의 성질에 의해 각 자료 출처에 대

응되는 추정된 집중행렬의 성긴 정도가 항상 같다. 따라서 통합 네트워크

는 다음과 같은 추정된 간선집합에 의해 구축된다. 

   


≠  ∀

나. 통합 -학습 방법론

통합 -학습(integrative -learning) 방법은 동치측도 학습 접근법

에 기반한 네트워크 통합분석 방법론이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각 출처

의 자료로부터 얻은  편 상관계수들을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이용

하여 통합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Lee et al., 2017). 

(Step 1) 
 ∀ 추정: 각 출처의 자료에 -learning 알고리즘 

적용

(Step 2)  
 통합 (

): 모든 간선에 대해 (Step 1)에서 얻은 


을 메타분석 방법으로 결합

(Step 3)       검정: 결합된   측도에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모든 간선 유무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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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쌍별 그래픽 모형

가우시안 그래픽 모형은 주어진 자료가 단지 연속형인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많은 문제에서 연속형이 아닌 자료를 이

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소

셜 빅데이터로부터 얻은 단어 문서 행렬은 각 단어별 빈도수에 기반하여 

생성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속형이 아닌 계수형 자료(count data)

이다. 각 문서에서 특정 단어의 출현 여부(가중치로 binary scheme 적

용)로 만들어진 단어 문서 행렬은 이항형 자료(binary data)이다. 이와 

같이, 자료가 연속형이 아닌 경우 가우시안 그래픽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쌍별 그래픽 모형은 가우시안 그래픽 모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네트워

크 구조에 기반하여 두 노드 사이의 조건부 연관성을 모형화한 일반적인 

그래픽 모형이다. 마코프 랜덤 필드(Markov random field) 또는 마코

프 네트워크(Markov network)라고도 불린다(Edwards, 2000). 쌍별 

그래픽 모형은 다음과 같은 결합 밀도함수를 갖는다. 

 ⋯    exp
  



    
  

      ∈ 


   는 노드 잠재 함수(node potential function)

   는 간선 잠재 함수(edge potential function)

 가정:        ,  는 모형에서의 모수

  ⋅은 의 결합분포에 의존하는 로그부분함수(log-parti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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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 ∈  ⇔  ≠ 

따라서 쌍별 그래픽 모형의 모수인 를 추정함으로써 다양한 자료에

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쌍별 그래픽 모형은 연속형 자료를 위한 

가우시안 그래픽 모형, 이항 자료를 위한 아이징 모형(Ising model), 계

수형 자료를 위한 포아송 그래픽 모형(Poisson graphical model)을 모

두 포함한다(Hofling & Tibshirani, 2009; Yang et al., 2013).  일반

적으로 쌍별 그래픽 모형에서 모수 추정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노드별 회

귀분석 접근법을 사용한다. 가우시안 그래픽 모형에서는 노드별 선형회

귀 모형, 아이징 모형에서는 노드별 로지스틱 회귀 모형, 포아송 그래픽 

모형에서는 노드별 포아송 회귀 모형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한다. 

소셜 빅데이터로부터 단어 문서 행렬을 생성할 때, 각 문서 내에 특정 

단어의 가중치를 빈도수로 이용하면 포아송 그래픽 모형, 단어의 출현 여

부로 이용하면 아이징 모형, TFIDF 방법을 이용하면 가우시안 그래픽 모

형을 적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제3절 토픽 모형 

토픽 모형(topic model)이란 비정형화된 방대한 문서 집단에서 관측

할 수 없는 토픽을 문서 내 단어들의 분포를 통해 찾고자 하는 통계적 모

형이다. 토픽 모형은 각 문서 내에 특정 토픽들이 존재하고 그 토픽에 따

라 각 문서가 생성되었다고 가정하는 문서들에 대한 생성확률 모형

(generative probabilistic model)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 문서의 

토픽 분포와 토픽별로 특정 단어를 생성할 확률을 모형화하여 그 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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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Blei, Ng, & Jordan, 2003). 

토픽 모형 분석은 방대한 문서 자료에서 맥락과 관련된 단서들을 이용

하여 해석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추출해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

의 디지털화된 문헌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소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

간의 흐름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의 토픽 분포의 변화를 통해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한 토픽 모형들이 존재하지만 Blei 등 (2003)이 제안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와 그의 확장 모형인 DTM(Dynamic 

Topic Model)과 CTM(Correlated Topic Model)이 많이 사용되고 있

다. LDA는 문서 내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추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픽 모

형이며, DTM은 시계열 정보가 포함된 의미 있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되었고, CTM은 토픽 사이의 상관을 고려하기 위한 모형이다(Blei & 

Lafferty, 2006; Blei & Lafferty, 2007). 

본 절에서는 토픽 모형의 기본이 되는 LDA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의 

확장인 CTM과 DTM는 간략히 살펴본다. 

  1.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가. 모형 개요

LDA는 대부분의 토픽 모형의 기반이 되는 확률 모형으로 전체 문서집

합 내부에는 개의 토픽이 존재하며, 각 문서는 개의 토픽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서 내 출현 단어는 특정 토픽에서 추출되었다고 가정한

다. 확률적 토픽 모형에서는 문서를 단어 가방(bag of words)으로 생각

한다. 즉, 문서 내 단어들의 순서는 모형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단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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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만 모형에 영향을 준다. 다음 〔그림 3-8〕의 예제는 LDA의 개략적인 

도식을 나타낸다. LDA 분석으로 토픽별 단어의 분포, 문서별 토픽의 분

포를 모두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8〕 LDA 개념을 위한 문서 도식화

자료: Blei, D.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p. 78.

LDA는 각 토픽에 특정 단어가 출현할 확률을 추정한다. 〔그림 3-8〕의 

문서에서 노란색 토픽에는 gene 단어가 출현할 확률이 4%, dna 단어가 

출현할 확률이 2%, genetic 단어가 출현할 확률은 1%이고 다른 단어가 

출현할 확률은 아주 작다. 이것을 통해 첫 번째 토픽은 대략 유전자와 관

련된 토픽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다른 토픽도 토픽 내의 각 출현 

단어의 비율을 통해 관측할 수 없는 토픽을 정할 수 있다. 

〔그림 3-8〕의 문서는 빨간색, 파란색 토픽에 있는 단어보다 노란색 토

픽에 해당되는 많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문서

는 노란색 토픽과 관련된 유전자 관련 문서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58 2017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나. 자료구조 및 기호

LDA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인 단어, 문서, 문서집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단어(word): 문서를 구성하는 기초단위(basic unit), 전체 단어

개수 는 선택된 단어 사전 ⋯에 의존

 문서(document): 개 단어    ⋯  로 이루어진 배

열이고, 은 번째 단어

 문서집합(corpus): 개 문서    ⋯ 의 집합

LDA 모형은 단어, 토픽,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서들은 단어들의 

집합으로 각 단어는 각 토픽의 확률분포에 의해 생성되고, 토픽들은 단어

들의 확률분포를 갖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 : 번째 토픽의 단어분포의 확률

  ⋯ : 번째  문서의 토픽분포의 확률

 ∈⋯: 번째 문서에서 번째 단어가 어떤 토픽에서 

추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잠재변수. 즉, 번째 문서의 각 단어는 

한 개의 이 할당. 여기에서, 는 토픽의 개수

 ∈⋯: 번째 문서의 번째 단어, 은 단어사전

에서의 번째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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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DA 모형

LDA 모형은 단어와 토픽 분포 확률 와 에  대한 사전분포로 각각 

⋯와 ⋯를 적용시킨다. 여기에서, ⋯ 는 모

수가 ⋯ 인 Dirichlet 분포를 말한다. Dirichlet 분포의 확률밀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에서, ∈  
  



  이고,   


∞

   이다. 

LDA 모형을 위에서 정의한 기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층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Step 0) 사전모수 와  선택

(Step 1)  ∼ ⋯: 번째 토픽의 단어분포확률  추출

              ∼ ⋯: 번째 문서의 토픽분포확률  추출

(Step2)  ∼ : 번째 문서의 토픽 분포에서 번

째 토픽   추출

              ∼ 
: 토픽 의 단어분포에서 단

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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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는 위에서 표현한 LDA 모형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3-

9〕에서 단어 은 관측된 자료이고, 와 는 단어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된 모수이며, 와 는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잠재변수(latent varia-

ble)이다. 위에서 제시한 LDA 모형의 사후확률 분포는 Blei 등(2003)의 

논문을 참고한다. 

〔그림 3-9〕 LDA의 시각화

자료: Blei, D.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p. 81.

라. 모수 추정

LDA 모형에서 사후분포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사후분포

의 근사가 필요하다. 사후분포를 근사화하는 방법은 크게 MCMC(Monte 

Carlo Markov Chain)와 VB(Variational Bayesian) 방법이 있다. 

MCMC 방법은 사후분포에서 표본을 많이 추출하여 사후분포를 추론하

는 것으로 LDA 모형에서는 깁스 샘플링(Gibbs sampling)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MCMC 방법은 정확도는 높으나, 속도가 느린 반면, VB 방법

은 속도는 빠르나 정확도가 낮다. 

LDA 모형에서는 보통 정확한 사후분포의 계산을 위해 깁스 샘플링 방

법을 사용하는데, 깁스 샘플러(Gibbs sampler) 방법을 기반으로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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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깁스 샘플러, 붕괴 깁스 샘플러(Collapsed Gibbs Sampler), 부분 붕

괴 깁스 샘플러(Partially Collapsed Gibbs Sampler)가 존재한다. 일반

적으로 깁스 샘플링 방법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들은 많은 계산량을 필

요로 하여 빅데이터 분석에서 깁스 샘플링 방법을 직접 적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메모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에서 

LDA 적용은 깁스 샘플링 방법에 기반한 분산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김용대, 정구환, 2016).

  2. CTM(Correlated Topic Model)

LDA는 토픽 간에 상관관계를 모형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CTM은 LDA 모형을 확장한 것으로 토픽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Blei & Lafferty, 2007). 

CTM과 LDA의 큰 차이점은 CTM에서는 문서의 토픽 분포가 로지스

틱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다. 반면, LDA에서는 Dirichlet 분포를 따

른다고 가정한다. 〔그림 3-10〕은 CTM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3-10〕 CTM의 시각화

 자료: Blei, D., & Lafferty, J. (2007). A Correlated topic model of science.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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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 모형은 다음과 같이 번째 문서에서 -단어에 대한 생성과정

(generative process)을 가정한다. 

(Step 0) 사전모수  와   선택: 

             - 는 차원의 평균과 공분산행렬

             - 는 번째 토픽의 단어 분포확률

(Step 1)  ∼  : 번째 문서에서의 토픽분포 확률

(Step 2)  ∈ ⋯에 대하여

           (a)   ∼ 

           (b)    ∼ 


여기에서,  


exp


이다. 

CTM은 (Step 1)에서와 같이 토픽분포 확률을 다변량 정규분포에서 

추출함으로써, 공분산 행렬   를 통해 토픽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쉽게 

고려할 수 있다. 

  3. DTM(Dynamic Topic Model)

DTM은 LDA 모형을 확장한 것으로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문서집합에 

내재되어 있는 토픽 사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되었다(Blei & 

Lafferty, 2006). 예를 들면, 1월 뉴스 집합 속에 A라는 대기업에 관한 

경제 토픽이 있었고, 2월의 뉴스 문서에 B라는 대기업에 관한 경제 토픽

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위의 두 토픽은 경제라는 키워드하에서 유사한 토

픽이다. 즉, 경제라는 토픽하에서 그 토픽을 표현하는 단어가 A에서 B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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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LDA 모형에서 표현한 것

이 DTM이다(박성래, 2014). 

〔그림 3-11〕은 3개의 시점에서 DTM을 시각화한 그림이다. 각 시점에

서 모형들 사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dynamic 모형을 통해 고려될 수 

있다. 

     ∼       

     ∼       

다음은 시점 에서 문서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다(Blei & Lafferty, 

2006).

(Step 1)      ∼       추출

(Step 2)      ∼      

(Step 3) 각 문서에 대하여

           (a)  ∼     추출

           (b) 각 단어에 대하여

               (i)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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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3개의 시점에서 DTM의 구조

자료: Blei, D., & Lafferty, J. (2006). Dynamic topic model.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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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데이터 개요

본 장에서는 소셜미디어상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 

분야 정책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 전문가들이 선정한 보건 분

야의 5개 정책 이슈3)들에 대해 2013년과 2017년 새 정부 출범 초기 추

진과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워드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형을 실시하였다. 

2013년 데이터 수집 기간은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 시기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2017년의 경우 궐

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조기선거) 전 1개월인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다양한 온라인 뉴스사이트, 블로그, 

게시판, facebook, Youtube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집 가능한 온라

인 문서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슈별로 관련된 모든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 대분류 정책을 중심으로 

유사어로 중분류에 속한 이슈를 포함하여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의료보

장성’의 정책 이슈와 관련된 문서로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건강

보험보장’, ‘의료보험’, ‘비급여’, ‘선택진료’, ‘본인부담상한’, ‘간병비 지

원’, ‘임플란트’를 함께 수집하였다.

3) 보건 분야 정책 이슈 가운데 보건의료산업, 자살, 식품안전 관련 이슈는 수집 결과가 정
책과 관련성이 적어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보건 이슈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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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보건 분야 주요 이슈

순번 이슈(대분류) 중분류

1 의료보장성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보장, 의료보험, 비급여, 

선택진료, 본인부담상한, 간병비 지원, 임플란트

2 응급의료체계 재난의료체계, 중증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3 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치매관리, 노인치매, 치매특별등급

4 보건의료체계
1차의료, 2차의료, 3차의료,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공공병원, 

공중보건,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감염병관리, 전염병관리

5 건강증진
예방적 건강관리, 절주, 음주, 금주, 주류, 금연, 담배, 건강검진, 
맞춤형 건강관리,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예방접종, 만성질환, 운동

모든 온라인 문서는 텍스트 파일(txt) 또는 csv파일 형태로 저장하였

고, 수집된 문서는 통계 패키지 R을 이용하여 전처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전처리는 본 보고서 3장 1절에 제시된 방법으로 (Step 1) 특수 문

자, 숫자를 제거하였고, (Step 2) 단어(전문 용어, 고유명사) 사전 생성을 

추가하였으며, (Step 3) 형태소 분석 처리, (Step 4) 불용어 사전 생성 및 

불용어 제거, (Step 5) 유사어 처리를 진행하였다. 형태소 분석 처리 시 R

의 KoNLP 패키지 중 extractNoun 함수를 이용하여 명사만을 따로 추

출한 후에 데이터 내의 노이즈(불용어)를 제거하였다. 온라인 문서는 텍

스트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단어 문서 행렬(TDM)로 생성하였다.

워드클라우드는 정책 이슈별로 출현 빈도 상위 100개 단어를 선택하

고 불용어를 제거한 뒤 분석하였고, 네트워크 분석은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았다. 토픽 모형

은 정책 이슈별로 토픽 개수를 2~5개까지 고려해 가면서 최적의 토픽 개

수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

은 보고서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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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보건 분야 주요 이슈 분석 문건 수

순번 이슈(대분류) 2013년 2017년

1 의료보장성 8,745 4,679

2 응급의료체계 1,276 2,300

3 노인장기요양 950 15,516

4 보건의료체계 10,028 7,145

5 건강증진 5,017 6,688

최종 분석에 사용한 문건 수는 위의 표와 같다. 2013년도와 2017년도 

간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분석 과정에서 정책과 관련이 없는 문서의 

경우 제외하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정

책 이슈 관심도가 높은 주제(노인장기요양-치매 관련)의 경우, 많은 문서

가 수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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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워드클라우드

〔그림 4-1〕 의료보장성 워드클라우드

(2013년)

(2017년)

2013년의 의료 보장성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의료보장’, ‘중증질환’ 등의 이슈가 많이 도출되었다. 이는 65세 이상 노

인에 대해 단계적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4대 중증질환 급여화 

정책과 관련이 있다. 

2017년에는 ‘의료비’, ‘보험’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관

심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현 정

부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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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응급의료체계 워드클라우드

(2013년)

(2017년)

2013년 응급의료체계 관련 키워드는 ‘응급’, ‘응급의료기관’,‘해결’ 중

심으로, 응급의료기관 기능개편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2017년에는 ‘응급의료기관’, ‘환자’, ‘외상’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었고, 관련 정책으로는 의료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환자 중심 응급

의료체계 구축이 있다.



72 2017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그림 4-3〕 노인장기요양 워드클라우드

(2013년)

(2017년)

2013년의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된 키워드는 ‘노인’, ‘치매’, ‘장기요양’, 

‘보험’으로, 의료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신

설 검토 등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과 관련이 있다.

2017년에는 ‘치매’,‘보험’, ‘보장’,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나는

데 이는 치매간병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현 정부

의 치매 국가책임제와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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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보건의료체계 워드클라우드

(2013년)

(2017년)

2013년의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키워드는 ‘의료’, ‘보건소’, ‘병원’, 

‘진주’, ‘폐업’으로, 보건소 건강증진 허브화 정책 이슈뿐만 아니라, 진주

의료원 폐업 이슈도 함께 거론되었다.

2017년에는 ‘보건소’와 관련된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많다. 2013년에 

비해 ‘감염’ 관련 키워드도 도출되었는데 이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

고자 하는 정책과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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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건강증진 워드클라우드

(2013년)

(2017년)

2013년의 건강증진 관련된 키워드는 ‘건강’, ‘금연’, ‘담배’, ‘흡연’ 등

으로, 건강 예방 및 건강관리 차원의 담배·술 규제 강화와 관련이 있다.

2017년에는 ‘건강검진’, ‘금연’과 관련된 키워드로, 40대 이상 진단 바

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보건 이슈 분석 75

제3절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중심성(centrality) 측도로 구조화할 수 있는

데, 본 절에서는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았다.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한 노드가 담당하는 매개자 혹은 중재

자 역할의 정도를 측정한 방법이다(최용석 등, 2012). 예를 들어, 노드 C

가 노드 A와 연결되어 있고, 노드 B 역시 노드 C와 연결되어 있다면, 노

드 A와 B는 노드 C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노드 C는 높은 매개 중심

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내에서 를 노드 와 노드 사이에 존재하는 최단 거리 경

로의 경우의 수라 하고,  를 노드 와 노드  ≠ 사이에 존재하

는 노드 를 경유하는 횟수라 할 때, 노드 에 대한 일반화 매개 중심성 

 는

  





     





≠ 


 ≠  ≠ 






   … 

이고, 일반화 매개 중심성의 범위는 0과 1 사이이다.

여기에서는 매개 중심성이 높을수록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

에 있으며, 영향력이 큰 핵심 키워드(빨간색)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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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2013년 의료보장성 네트워크

2013년 의료보장성 이슈에서는 ‘의료비 부담’, ‘환자’, ‘치과’ 단어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보

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와 임플란트 급여 적용 내용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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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2017년 의료보장성 네트워크

2017년 의료보장성 이슈는 ‘치료’, ‘부담’, ‘선택’ 단어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으며, 선택진료 폐지 등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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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2013년 응급의료체계 네트워크

2013년 응급의료체계 이슈는 ‘의료’, ‘의료기관’, ‘지역’, ‘지원’ 단어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기능 개편 및 

중증외상센터 지역 균형 배치 정책 과제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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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2017년 응급의료체계 네트워크

2017년 응급의료체계 이슈는 ‘병원’, ‘응급’, ‘환자’, ‘센터’ 단어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으며, 2013년에 비해 ‘권역’ 노드가 ‘지

역’, ‘센터’와 연결되어 있다. 2017년은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으

로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는 내용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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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2013년 노인장기요양 네트워크

2013년 노인장기요양 이슈는 ‘환자’, ‘질환’, ‘치료’, ‘예방’, ‘등급’ 단

어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

별등급 신설 검토 등의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이라는 국정 과제와 관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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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2017년 노인장기요양 네트워크

2017년 노인장기요양 이슈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센터’,‘확대’, 

‘의료’ 단어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를 확충하고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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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토픽 모형

〔그림 4-12〕 2013년 의료보장성 토픽 모형

2013년 의료보장성 이슈의 첫 번째 토픽은 ‘임플란트’ 급여 적용 관련 

내용이며, 두 번째 토픽은 ‘4대 중증질환’ 급여와 관련된 내용, 세 번째 토

픽은 의료비 및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다. 두 번째 토픽과 세 번째 토픽의 

키워드 빈도를 비교해 보면 두 번째 토픽에서는 ‘공약’, ‘중증질환’, 세 번

째 토픽에서는 ‘보험’, ‘실비’ 키워드가 각각 많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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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2017년 의료보장성 토픽 모형

2017년 의료보장성 이슈의 첫 번째 토픽은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와 관련된 내용이며, 두 번째 토픽은 의료비 및 보험과 관련된 내용, 세 

번째 토픽은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이다. 첫 번째 토픽과 두 번째 토픽

의 키워드 빈도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토픽에서는 ‘급여’, ‘건강보험’, 두 

번째 토픽에서는 ‘보험’, ‘실비’ 키워드가 각각 많이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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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2013년, 2017년 보건의료체계 토픽 모형

(2013년 보건의료체계)

(2017년 보건의료체계)

2013년 보건의료체계의 첫 번째 토픽은 ‘보건소’, ‘건강관리’  관련 내

용이며, 두 번째 토픽은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묶을 수 있다.  

2017년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첫 번째 토픽은 ‘보건소’, ‘건강관리’, ‘예

방’ 관련 내용이며, 두 번째 토픽은 ‘의료’, ‘감염’, ‘공중보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묶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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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2013년 건강증진 토픽 모형

2013년 건강증진의 첫 번째 토픽은 ‘건강’, ‘운동’  관련 내용이며, 두 

번째 토픽은 ‘금연’, ‘건강검진’ 과 관련된 내용으로 묶을 수 있다. 첫 번

째 토픽과 두 번째 토픽의 키워드 빈도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토픽에서

는 ‘운동’, 두 번째 토픽에서는 ‘건강검진’ 키워드가 많이 도출되었다. 

2017년 건강증진 토픽 모형도 2013년 결과와 비슷하게 도출되었다.4) 

4) 2017년 건강증진 이슈는 추출된 토픽 내용이 2013년과 비슷하여 제시하지 않았음.





복지 이슈 분석

제1절  데이터 개요

제2절  워드클라우드

제3절  네트워크 분석

제4절  토픽 모형

5제 장





제1절 데이터 개요5)

본 장에서는 소셜 미디어상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분야 정책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 4인의 전문가가 선정한 복지 

분야의 8개 정책 이슈6)들에 대해 2013년과 2017년 새 정부 출범 초기 

추진과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워드클라우드, 네트워크 분

석, 토픽 모형을 실시하였다. 

2013년 데이터 수집 기간은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 시기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2017년의 경우 궐

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조기선거) 전 1개월인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다양한 온라인 뉴스사이트, 블로그, 

게시판, facebook, Youtube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집 가능한 온라

인 문서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슈별 관련된 모든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 대분류 정책를 중심으로 유

사어로 중분류에 속한 이슈를 포함하여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

보장’의 정책 이슈와 관련된 문서로 ‘맞춤형 급여체계’, ‘생계급여’, ‘의료

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복지사각지대’, ‘차상

위 지원’을 함께 수집하였다.

5) 복지 이슈 데이터 수집은 본 보고서 4장 보건 이슈 분석-1절 데이터 개요와 동일한 방식
으로 수집․전처리하였음.

6) 보건 분야의 보건의료산업, 자살, 식품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이유로 고용복지연계 정책 이슈 분석 결과는 제외하였음.

복지 이슈 분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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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온라인 문서는 텍스트 파일(.txt) 또는 csv파일 형태로 저장하였

고, 수집된 문서는 통계 패키지 R을 이용하여 전처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표 5-1〉 복지 분야 주요 이슈

순번 이슈(대분류) 중분류

1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복지사각지대, 차상위 지원

2 무상보육
아동수당, 맞춤형 보육,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자녀돌봄, 

국공립보육시설, 누리과정

3 노후소득보장
노인빈곤, 노후설계, 노후준비지원,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적연금, 

연금저축, 노인 일자리

4 아동인권 아동학대, 아동안전, 아동급식, 입양아동, 아동빈곤

5 복지전달체계 읍면동복지허브화, 사회복지공무원, 사례관리, 민간자원연계

6 저출산
출산율, 출산장려, 임신출산비용 지원, 임산부 지원, 독박육아, 

사교육비 부담, 육아휴직, 양육부담, 결혼출산

7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바우처, 사회서비스일자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8 장애인 권익
장애등급 폐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이동권,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 차별

텍스트 전처리는 보건 이슈와 동일하게 (Step 1) 특수 문자, 숫자 제거

하였고, (Step 2) 단어(전문 용어, 고유명사) 사전 생성을 추가하였으며, 

(Step 3) 형태소 분석 처리, (Step 4) 불용어 사전 생성 및 불용어 제거, 

(Step 5) 유사어 처리를 진행하였다. 형태소 분석 처리 시 R의 KoNLP 

패키지 중 extractNoun 함수를 이용하여 명사만을 따로 추출한 후에 데

이터 내의 노이즈(불용어)를 제거하였다. 온라인 문서는 텍스트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단어 문서 행렬(TDM)로 생성하였다.

워드클라우드는 정책 이슈별로 출현 빈도 상위 100개 단어를 선택하

고 불용어를 제거한 뒤 분석하였고, 네트워크 분석은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았다. 토픽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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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책 이슈별로 토픽 개수를 2~5개 고려해 가면서 최적의 토픽 개수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보

고서에서 제외하였다.

〈표 5-2〉 복지 분야 주요 이슈 분석 문건 수

순번 이슈(대분류) 2013년 2017년

1 기초생활보장 3,031 4,278

2 무상보육 6,360 4,241

3 노후소득보장 7,550 18,813

4 아동인권 6,600 3,615

5 복지전달체계 3,948 10,881

6 저출산 4,436 18,750

7 사회서비스 5,685 10,577

8 장애인 권익 3,205 4,983

최종 분석에 사용한 문건 수는 위의 표와 같다. 2013년도와 2017년도 

간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분석 과정에서 정책과 관련이 없는 문서의 

경우 제외하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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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워드클라우드

〔그림 5-1〕 기초생활보장 워드클라우드

(2013년)

(2017년)

2013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키워드는 ‘급여’, ‘생계’, ‘의료’ 중심으로,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개편하고자 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과 관련이 있다.

2017년에는 ‘급여’, ‘주거’, ‘의료’, ‘생계’, ‘부양의무자’ 키워드가 상대

적으로 많이 언급되었고, 관련 정책으로는 공공부조 혁신 부분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과 관련이 있다.



제5장 복지 이슈 분석 93

〔그림 5-2〕 무상보육 워드클라우드

(2013년)

(2017년)

2013년 무상보육 관련 키워드는 ‘어린이’, ‘무상보육’, ‘양육수당’ 중심

으로, 2013년 공약인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과 관

련이 있다.

2017년에는 ‘아동수당’, ‘누리과정’, ‘국공립’, ‘확대’ 키워드가 상대적

으로 많이 언급되었고, 관련 정책으로는 보육·양육 지원 강화와 유아교육 

국가 책임 확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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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아동인권 워드클라우드

(2013년)

(2017년)

2013년 아동인권 관련 키워드는 ‘어린이’, ‘보육’, ‘입양’ 중심으로, 아

동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홍보 활성화, 입양아동의 안전․권익 보

호와 관련이 있다. 

2017년에는 ‘학대’, ‘수당’, ‘지급’, ‘안전’ 키워드가 중심이고, 관련 정

책은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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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복지전달체계 워드클라우드

(2013년)

(2017년)

2013년 복지전달체계 관련 키워드는 ‘지역사회’, ‘관리’, ‘사회복지’, 

‘지원’ 중심으로, 복지직 공무원 전문인력 확충 및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 등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2017년에는 ‘지역사회’,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사’ 키워드가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전담 공무

원 대폭 확충 등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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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저출산 워드클라우드

(2013년)

(2017년)

2013년 저출산 관련 키워드는 ‘출산’, ‘여성’, ‘육아휴직’, ‘지원’ 중심

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관련

이 있다.

2017년에는 ‘출산’, ‘육아’, ‘아이’, ‘독박’ 중심으로 결혼·출산·양육의 

실상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관련 정책은 결혼·출산·양육 친

화적인 사회시스템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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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사회서비스 워드클라우드

(2013년)

(2017년)

2013년 사회서비스 관련 키워드는 ‘사회적’, ‘사회’, ‘일자리’, ‘경제’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정책과 관련이 있다. 

2017년에는 ‘기업’, ‘사회적’, ‘지원’, ‘지역’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공

공 인프라 확충 및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로 사회서비스 일

자리 창출 정책과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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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장애인 권익 워드클라우드

(2013년)

(2017년)

2013년 장애인 권익 관련 키워드는 ‘연금’, ‘직업’, ‘차별’, ‘지원’,‘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 삶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정책과 

관련이 있다. 

2017년에는 ‘연금’, ‘개선’, ‘인식’, ‘지원’ 중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의 정책 목표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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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중심성(centrality) 측도로 구조화할 수 있는

데, 본 절에서는 4장의 3절과 마찬가지로,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았다.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한 노드가 담당하는 매개자 혹은 중재

자 역할의 정도를 측정한 방법이다(최용석 등, 2012). 예를 들어, 노드 C

가 노드 A와 연결되어 있고, 노드 B 역시 노드 C와 연결되어 있다면, 노

드 A와 B는 노드 C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노드 C는 높은 매개 중심

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내에서 를 노드 와 노드 사이에 존재하는 최단 거리 경

로의 경우의 수라 하고,  를 노드 와 노드  ≠ 사이에 존재하

는 노드 를 경유하는 횟수라 할 때, 노드 에 대한 일반화 매개 중심성 

 는

             





     





≠ 


 ≠  ≠ 






   … 

이고, 일반화 매개 중심성의 범위는 0과 1 사이이다. 

여기에서는 매개 중심성이 높을수록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

에 있으며, 영향력이 큰 핵심 키워드(빨간색)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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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2013년 기초생활보장 네트워크

2013년 기초생활보장 이슈에서는 ‘의료’, ‘보장’, ‘맞춤’ 단어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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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2017년 기초생활보장 네트워크

2017년 기초생활보장 이슈에서는 ‘복지’, ‘급여’, ‘부양의무자’ 단어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공

공부조 혁신 차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및 제외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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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2013년 무상보육 네트워크

2013년 무상보육 이슈에서는 ‘정부’, ‘부모’, ‘무상’, ‘확대’ 단어가 다

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무상

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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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2017년 무상보육 네트워크

2017년 무상보육 이슈에서는 ‘어린이’, ‘아동 수당’, ‘확대’ 단어가 다

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아동 

수당 도입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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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2013년 아동인권 네트워크

2013년 아동인권 이슈에서는 ‘지원’, ‘보호’, ‘빈곤’, ‘학대’ 단어가 다

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아동

인권 보호 강화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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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2017년 아동인권 네트워크

2017년 아동인권 이슈에서는 ‘어린이’, ‘안전’, ‘수당’, ‘지원’ 단어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미래세대 투자

를 통한 저출산 극복 전략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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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2013년 저출산 네트워크

2013년 저출산 이슈에서는 ‘저출산’, ‘부담’, ‘여성’, ‘자녀’ 단어가 다

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자녀 

장려세제 도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출산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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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2017년 저출산 네트워크

2017년 저출산 이슈에서는 ‘출산’, ‘육아휴직’, ‘아빠’, ‘정책’ 단어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일-

가정 양립 지원 강화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등의 지원과 관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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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2013년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2013년 사회서비스 이슈에서는 ‘일자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창출’ 단어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참여 등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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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2017년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2017년 사회서비스 이슈에서는 ‘사회적 경제’, ‘지원’, ‘기업’, ‘일자리 

창출’ 단어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

책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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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2013년 장애인 권익 네트워크

2013년 장애인 권익 관련 이슈에서는 ‘도입’, ‘발달’, ‘취업’, ‘연금’, 

‘중증장애인’ 단어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정책적으로 중증장애인 보호,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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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2017년 장애인 권익 네트워크

2017년 장애인 권익 관련 이슈에서는 ‘장애’, ‘지원’, ‘차별’, ‘연금 인

상’, ‘등급’ 단어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에 있다고 할 수 있으

며, 정책적으로 장애인연금 인상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비

장애인 격차 해소와 관련이 있다. 



112 2017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제4절 토픽 모형

〔그림 5-20〕 2013년 기초생활보장 토픽 모형

2013년 기초생활보장 이슈의 첫 번째, 세 번째 토픽은 ‘의료’, ‘급여’와 

관련된 내용이며, 두 번째 토픽은 ‘복지 지원’, ‘맞춤형’과 관련된 전반적

인 내용, 네 번째 토픽은 두 번째 토픽의 구체적인 ‘생계’, ‘급여’, ‘수급’

과 관련된 내용이다. 두 번째 토픽과 네 번째 토픽의 키워드 빈도를 비교

해 보면 두 번째 토픽에서는 ‘복지’, 네 번째 토픽에서는 ‘생계’, ‘기준’, 

‘소득’ 키워드가 많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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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2017년 기초생활보장 토픽 모형

2017년 기초생활보장 이슈의 첫 번째 토픽은 ‘급여’,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내용이며, 두 번째 토픽은 ‘복지 지원’, ‘맞춤형’과 관련된 전반적

인 내용, 세 번째 토픽은 ‘급여’, 네 번째 토픽은 ‘복지’, ‘사각지대’, ‘발

굴’과 관련된 내용이다. 두 번째 토픽과 네 번째 토픽의 키워드 빈도를 비

교해 보면 두 번째 토픽에서는 ‘소득’, ‘급여’, ‘수급’, 네 번째 토픽에서는 

‘사각지대 발굴’ 키워드가 많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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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2017년 무상보육 토픽 모형

2017년 무상보육 이슈7)의 첫 번째 토픽은 ‘누리과정’, ‘정부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며, 두 번째 토픽은 ‘아동수당’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세 

번째 토픽은 기타, 네 번째 토픽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관련된 내용

이다. 첫 번째 토픽과 두 번째 토픽의 키워드 빈도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토픽에서는 ‘누리과정’, 두 번째 토픽에서는 ‘아동수당’ 관련 키워드가 많

이 도출되었다.  

7) 2013년 무상보육 이슈는 추출된 토픽 내용이 비슷하여 제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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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2013년 노후소득보장 토픽 모형

2013년 노후소득보장 이슈의 첫 번째 토픽은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이며, 두 번째 토픽은 ‘보험’, ‘연금저축’과 관련된 내용이다. 

첫 번째 토픽과 두 번째 토픽의 키워드 빈도를 비교해보면 첫 번째 토픽

에서는 정부의 노후소득보장 정책, 두 번째 토픽에서는 연금저축과 같은 

보험 관련 키워드가  많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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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2017년 노후소득보장 토픽 모형

2017년 노후소득보장 이슈의 첫 번째 토픽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

용이며, 두 번째 토픽은 ‘민간 보험’, 세 번째 토픽은 ‘국민연금’과 ‘삼성’, 

네 번째 토픽은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첫 번째 토픽과 네 번째 

토픽의 키워드 빈도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토픽에서는 국민연금, 네 번

째 토픽에서는 기초연금 관련 키워드가 많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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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2013년 저출산 토픽 모형

2013년 저출산 이슈의 첫 번째 토픽은 ‘저출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며, 두 번째 토픽은 ‘출산’, 세 번째 토픽은 ‘육아휴직’, 네 번째 토픽은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다. 첫 번째 토픽과 네 번째 토픽의 키워드 빈도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토픽에서는 경제, 여성, 사회 등의 사회적 이슈가, 

네 번째 토픽에서는 결혼, 출산 등의 현실적 이슈 관련 키워드가 많이 도

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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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2013년도와 2017년도의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 정책 분류(분야)별 관심 이슈를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회의를 거쳐 보건복지 이슈를 선정하고, 선정

된 보건복지 이슈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동안 수행된 보건복지 분야 정

책 연구 흐름을 국가정책연구포털(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NKIS)을 활용하여 연구 동향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건 

분야, 복지 분야 정책 이슈별로 2013년도와 2017년도의 수집 문건을 활

용하여 워드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형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앞서 4장과 5장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보건 분야의 정책 이

슈 가운데 보건의료산업, 자살, 식품안전, 복지 분야 정책 이슈 중 고용복

지연계 관련 분석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당시 설정된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과 2017년

에 출범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주요 공약 및 정책 브랜드 네

이밍의 차이로 인해, 정책 이슈별 하위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 수집 결과

에 왜곡된 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며, 동시에 소셜미디어상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를 활용하여 정책 영역별 이슈를 키워드 중심으로 상이한 시점을 비교 분

석할 경우, 해당 정책 이슈와 관련된 제도 및 프로그램이 가진 브랜드 네

임 등 고유 명사를 각 시점에 맞게 설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고

려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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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향후 정책 동향 관련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 

시점 또는 특정 정부 간 세부 정책 영역별 이슈에 대한 언론 동향 및 소셜 

미디어상의 반응을 비교할 경우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보건복지 정책 영역에서 국

가적·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이슈에 대해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연구 

전략을 세우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소셜 빅데이터 분

석 기술을 바탕으로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영향력 

등을 분석하고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면 시의성 높은 보건복지 정책 연

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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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015-2016년 보건복지 이슈 리뷰 :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배 위험예측9)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8년 66.3%에서 2005년 

51.6%, 2014년 43.1%로 감소 추세이다. 2015년엔 가추계치

(preliminary estimates)일지라도 39.3%로 최초로 30%대에 진입했다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5;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2016).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2000원에서 500원 인상된 후 10년 동안 추

가적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흡연율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여 담뱃

값 인상에 대한 금연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4). 

비가격 정책 중 하나인 담뱃갑 경고 그림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법안

으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12월 23일부터는 담뱃

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의 경고 그림과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의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2015년 1월 1일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국가 금연지원서비스를 

2014년 113억 원에서 2015년 1475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추가 확보

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하고 건강보험 

병의원 금연치료서비스 시행,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 지원

8) 본 부록은 [2016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분석]의 연구 주제 중 통일인
식과 담배위험 이슈를 2011년-2016년까지 수집된 데이터로 심층 분석한 연구로, 송태민 
등(2016)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용하였음.  

9) 본 장의 일부 내용은 ‘송태민, 진달래(2015). 2015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송태민 등(2016). 2016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
지 이슈 동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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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금연광고와 금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

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도 대폭 강화하였

으며, 공공건물 등의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의 폐해도 감소시켰다(기

획재정부, 보건복지부,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온라인 뉴스 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게시판 

등에서 수집한 소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담배에 대한 

위험 예측 모형과 연관 규칙을 파악한다.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의 SNS, 온라인 뉴스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소셜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200개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10개의 게시판, 1개의 SNS(트위터), 4개의 블로그 등 총 217개

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집 가능한 텍스트 기반의 웹문서 (버즈)를 소셜 

빅데이터로 정의하였다. 담배 관련 토픽(topic)의 수집은 2011~2016년 

1분기 기간 동안(각 연도의 1~3월, 총 18개월간) 해당 채널에서 요일, 주

말, 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매 시간 단위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총 127만 

3353건(2011년: 9만 4412건, 2012년: 22만 9322건, 2013년: 28만 

6067건, 2014년: 18만 1713건, 2015년: 30만 444건, 2016년: 18만 

1395건)의 텍스트(Text) 문서를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시켰다. 담배 토

픽은 모든 관련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 ‘담배’를 사용하였으며, 토픽과 같

은 의미로 사용되는 토픽 유사어로는 ‘흡연, 담뱃값, 담배 피, 담배 추천, 

담배가격, 훈녀생정담배, 중딩담배, 고딩담배, 중고딩 담배, 청소년 담배’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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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의 수집10)은 크롤러(Crawler)를 사용하였

고, 이후 주제 분석을 통해 분류된 명사형 어휘를 유목화 (categorization)

하여 분석요인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결과

가. 담배 관련 온라인 문서 현황

<부표 1-1>과 같이 담배를 애호적으로 생각하는 위험군을 나타내는 버

즈는 33.1%, 보통의 감정(잠재군)을 나타내는 버즈는 8.88%, 혐오적으

로 생각하는 일반군을 나타내는 버즈는 58.1%로 나타났다. 담배와 관련

한 정책은 담뱃값 인상(50.5%), 흡연규제(22.9%), 금연관련법(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배와 관련한 도움·치료는 병원(71.9%), 금연클

리닉(25.5%), 금연교실(1.8%), 금연상담전화(0.8%) 순으로 나타났다. 담

배와 관련한 폐해로는 간접흡연(48.7%), 담배꽁초(16.1%), 알코올

(8.9%), 중독(7.1%), 기억력(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배와 관련한 

유해물질로는 니코틴(46.8%), 발암물질(13.6%), 타르(13.0%), 유해물질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배와 관련한 채널로는 SNS(51.5%), 카

페(25.2%), 블로그(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배와 관련한 금연 

도구로는 전자담배(68.4%), 금연패치(9.2%), 금연약(8.3%), 금연보조제

(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배와 관련한 장소로는 공공장소

(18.5%), 학교(15.9%), 식당(15.7%), 술집(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담배와 관련한 기관으로는 청와대(48.5%), 보건복지부(11.8%), 국회

(8.5%), 지방자치단체(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 본 연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의 수집 및 토픽 분류는 ‘(주)SK텔레콤 스마트인사이트’에
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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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 2011년~2016년 담배 관련 버즈 현황

       (단위: 건, %)

구분 항목 N(%) 구분 항목 N(%)

감정

일반 127,638(58.1)

채널

블로그 170,029(13.4)

잠재 19,281(8.8) 카페 321,515(25.2)

위험 72,730(33.1) SNS 655,494(51.5)

소계 219,649(100.0) 게시판 71,201(5.6)

정책*

담뱃값 인상 68,285(50.5) 뉴스 55,114(4.3)

FCTC 582(0.4) 소계 1,273,353(100.0)

금연관리법 15,436(11.4)

금연 
도구*

금연껌 5,110(7.6)

흡연규제 30,974(22.9) 금연약 5,550(8.3)

금연광고 6,738(5.0) 전자담배 45,943(68.4)

금연사업 13,167(9.7) 금연패치 6,171(9.2)

소계 135,182(100.0) 금연보조제 4,397(6.5)

도움․
치료*

금연클리닉 12,178(25.5) 소계 67,171(100.0)

금연상담전화 400(0.8)

장소*

PC방 4,231(2.0)

병원 34,342(71.9) 가정 14,684(6.8)

금연교실 868(1.8) 금연건물 1,898(0.9)

소계 47,788(100.0) 아파트 18,032(8.4)

폐해*

간접흡연 104,749(48.7) 공공장소 39,686(18.5)

알코올 19,100(8.9) 흡연구역 16,185(7.5)

중독 15,350(7.1) 직장 23,055(10.7)

기억력 15,115(7.0) 술집 28,982(13.5)

담배꽁초 34,600(16.1) 식당 33,737(15.7)

도박․마약 9,957(4.6) 학교 34,149(15.9)

이혼 4,052(1.9) 소계 214,639(100.0)

정신건강 4,606(2.1)

관련 
기관*

청와대 36,563(48.5)

폭력 7,731(3.6) 국회 6,370(8.5)

소계 215,260(100.0) 보건복지부 8,873(11.8)

유해
물질*

니코틴 21,892(46.8) 여성가족부 1,615(2.1)

발암물질 6,378(13.6) 기획재정부 3,488(4.6)

유해물질 3,681(7.9) 지방자치단체 6,003(8.0)

일산화탄소 3,307(7.1) 공공기관 4,528(6.0)

타르 6,075(13.0) 세계보건기구 2,707(3.6)

화학물질 2,225(4.8) 금연단체 1,243(1.6)

노폐물 3,246(6.9) 담배회사 3,983(5.3)

소계 46,804(100.0) 소계 75,373(100.0)

주: *다중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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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담배 관련 감정변화

<부표 1-2>와 같이 담배와 관련한 연도별 긍정적 감정(위험)을 나타내

는 버즈는 청소년의 경우 2011년 30.9%, 2012년 29.2%, 2013년 

27.9%, 2014년 26.8%, 2015년 25.3%, 2016년 30.0%로 나타났으며 

성인의 경우 2011년 39.9%, 2012년 36.4%, 2013년 34.0%, 2014년 

36.2%, 2015년 29.1%, 2016년 37.1%로 나타났다. 2015년 담뱃값 인

상은 청소년보다 성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2016

년은 2015년보다 위험을 나타내는 버즈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 1-1>과 같이 연도별 담배와 관련한 질병의 온라인 문서는 심혈

관질환, 폐암, 사망, 감기, 고혈압, 당뇨병 등의 순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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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 연도별 담배 관련 감정 변화

(단위: 건, %)

연도
청소년 성인 전체

위험 잠재 일반 계 위험 잠재 일반 계 위험 잠재 일반 계

2011
2,283
(30.9)

1,017
(13.8)

 4,085
(55.3)

7,385
 6,873
(39.9)

 1,747
(10.2)

 8,589
(49.9)

 17,209
 9,156
(37.2)

 2,764
(11.2)

 12,674
(51.5)

 24,594

2012
2,767
(29.2)

1,174
(12.4)

 5,542
(58.4)

9,483
10,537
(36.4)

 1,938
(6.7)

16,508
(57.0)

 28,983
13,304
(34.6)

 3,112
(8.1)

 22,050
(57.3)

 38,466

2013
2,478
(27.9)

1,178
(13.3)

 5,228
(58.8)

8,884
11,037
(34.0)

 1,956
(6.0)

19,432
(59.9)

 32,425
13,515
(32.7)

 3,134
(7.6)

 24,660
(59.7)

 41,309

2014
2,145
(26.8)

1,050
(13.1)

 4,799
(60.0)

7,994
 9,106
(36.2)

 1,906
(7.6)

14,125
(56.2)

 25,137
11,251
(34.0)

 2,956
(8.9)

 18,924
(57.1)

 33,131

2015
2,160
(25.3)

1,068
(12.5)

 5,324
(62.3)

8,552
12,274
(29.1)

 3,172
(7.5)

26,769
(63.4)

 42,215
14,434
(28.4)

 4,240
(8.4)

 32,093
(63.2)

 50,767

2016
2,433
(30.0)

1,157
(14.2)

4,533
(55.8)

8,123
8,637
(37.1)

1,918
(8.2)

12,704
(54.6)

23,259
11,070
(35.3)

3,075
(9.8)

17,237
(54.9)

31,382

계
14,266
(28.3)

6,644
(13.2)

29,511
(58.5)

50,421
58,464
(34.5)

12,637
(7.5)

98,127
(58.0)

169,228
72,730
(33.1)

19,281
(8.8)

127,638
(58.1)

219,649

자료: 송태민 등. (2016). 2016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0.

〔부도 1-1〕 연도별 담배 관련 질병 문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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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배위험 관련 연관성 분석

〈부표 1-3과 같이 정책요인의 키워드 간 연관 규칙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은 연관 규칙으로는 {담배값 인상, 흡연규제} => {금연관련법}이며 세 

변인의 연관성은 지지도 0.011, 신뢰도는 0.317, 향상도는 2.395로 나

타났다. 이는 온라인 문서에서 담배값 인상, 흡연규제가 언급되면 금연관

련법이 나타날 확률이 31.7%이며, 담배값인상, 흡연규제가 언급되지 않

은 문서보다 금연 관련법이 나타날 확률이 2.39배 높아짐을 보여 준다. 

〈부표 1-3〉 정책요인의 키워드 간 연관분석

구분 support confidence lift

{담배값인상,흡연규제} 
{담배값인상,금연관련법} 
{금연관련법} 
{흡연규제} 
{금연사업} 
{금연관련법} 
{금연광고} 
{흡연규제} 
{금연사업} 
{흡연규제} 
{금연관련법,흡연규제} 
{금연관련법} 
{담배값인상} 
{담배값인상} 
{흡연규제} 
{금연사업} 
{담배값인상} 

> {금연관련법}
>{흡연규제} 
>{흡연규제} 
> {금연관련법}
> {금연관련법}
>{금연사업} 
>{흡연규제} 
>{금연광고} 
>{흡연규제} 
>{금연사업} 
> {담배값인상}
> {담배값인상}
> {금연관련법}
>{흡연규제} 
> {담배값인상}
> {담배값인상}
>{금연사업}

0.01168028 
0.01168028 
0.04133484 
0.04133484 
0.01263937 
0.01263937 
0.01228827 
0.01228827 
0.01496001 
0.01496001 
0.01168028 
0.03599993 
0.03599993 
0.03689907 
0.03689907 
0.01350426 
0.01350426 

0.31654676
0.32445290
0.31271055
0.15584038
0.11209843
0.09562063
0.21297121
0.04632918
0.13268019
0.05640214
0.28257717
0.27235035
0.06156550
0.06310317
0.13911668
0.11976912
0.02309438

2.3947718
1.2232505
1.1789795
1.1789795
0.8480584
0.8480584
0.8029428
0.8029428
0.5002301
0.5002301
0.4832510
0.4657616
0.4657616
0.2379112
0.2379112
0.2048239
0.2048239

 

담배 관련 위험을 예측하기 위하여 담배와 관련한 정책요인에 대해 데

이터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부도 1-2). 예측변수(독립변수)가 투입되

지 않은 종속변수(위험, 잠재, 일반)의 빈도를 나타내는 루트노드에서 담

배의 위험은 24.4%(1만 7671건), 잠재는 11.3%(8200건), 일반은 

64.3%(4만 6674건)로 나타났다. 담배의 위험예측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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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깊은) 정책 요인은 ‘담배값 인상’으로 나타났다. ‘담배값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담배의 위험은 이전의 24.4%에서 18.3%로 감소한 반

면, 잠재는 이전의 11.3%에서 8.8%로 감소하였고, 일반은 이전의 

64.3%에서 74.8%로 증가하였다. ‘담배값 인상 요인’이 있고 ‘금연관련

법 요인’이 있는 경우 담배의 위험은 이전의 18.3%에서 5.9%, 잠재는 이

전의 8.8%에서 7.9%로 감소한 반면, 일반은 이전의 74.8%에서 86.1%

로 증가하였다. ‘담배값 인상 요인’, ‘금연관련법 요인’, ‘FCTC’가 모두 

있는 경우 담배의 위험은 이전의 5.9%에서 3.1%, 잠재는 이전의 7.9%서 

3.1%로 감소한 반면, 일반은 이전의 86.1%에서 93.8%로 증가하였다.

〔부도 1-2〕 정책요인의 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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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와 같이 정책요인의 키워드 간 연관규칙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은 연관규칙으로는 {금연껌} => {금연패치}이며 두 변인의 연관성은 지

지도 0.01, 신뢰도는 0.201, 향상도는 3.18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문

서에서 금연껌이 언급되면 금연패치가 나타날 확률이 20.1%이며, 금연

껌이 언급되지 않은 문서보다 금연패치가 나타날 확률이 3.18배 높아짐

을 보여 준다. 

〈부표 1-4〉 치료와 도구 요인의 키워드 간 연관분석

support confidence lift

{금연껌} 
{금연패치} 
{금연패치} 
{금연클리닉} 
{금연약} 
{금연클리닉} 
{금연약} 
{병원} 
{병원} 
{금연클리닉} 
{금연패치} 
{전자담배} 
{병원} 
{금연껌} 
{금연패치} 
{병원} 
{금연클리닉} 
{전자담배} 

>{금연패치} 
>{금연껌} 
>{금연클리닉}
>{금연패치} 
>{금연클리닉}
>{금연약} 
>{병원} 
>{금연약} 
>{금연클리닉}
>{병원} 
>{전자담배} 
>{금연패치} 
>{금연껌} 
>{병원} 
>{병원} 
>{금연패치} 
>{전자담배} 
>{금연클리닉}

0.01047639
0.01047639 
0.01584235
0.01584235
0.01093633
0.01093633
0.02881264
0.02881264
0.03954456
0.03954456
0.02239393
0.02239393
0.01096700
0.01096700
0.01046617
0.01046617
0.01456474
0.01456474

0.20058708
0.16609950
0.25117485
0.12727870
0.19279279
0.08786336
0.50792793
0.08208608
0.11266088
0.31770406
0.35504780
0.04768953
0.03124454
0.20998043
0.16593745
0.02981772
0.11701429
0.03101669

 3.1802365 
 3.1802365 
 2.0179583 
 2.0179583 
 1.5489123 
 1.5489123 
 1.4470666 
 1.4470666 
 0.9051263 
 0.9051263 
 0.7561004 
 0.7561004 
 0.5982259 
 0.5982259 
 0.4727492 
 0.4727492 
 0.2491905 
 0.2491905 

치료와 도구요인에 대한 담배의 위험예측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

으로 ‘전자담배’가 꼽혔다. ‘전자담배’가 있을 경우 담배의 위험은 이전의 

24.4%에서 36.7%로 증가한 반면, 일반은 이전의 64.3%에서 53.4%로 

감소하였다. ‘전자담배’ 요인이 있고 ‘금연패치’ 요인이 있는 경우 담배의 

위험은 이전의 36.7%에서 17.0%로 감소한 반면, 일반은 이전의 53.4%

에서 73.5%로 증가하였다. ‘전자담배’, ‘금연패치’, ‘병원’ 요인이 모두 



136 2017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있는 경우 담배의 위험은 이전의 17.0%에서 1.7%로 감소한 반면, 일반

은 이전의 73.5%에서 94.3%로 증가하였다.

〔부도 1-3〕 치료와 도구 요인의 예측모형

  3. 결론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뉴스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게시판 등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소셜 빅데이터를 주제분석과 감성분석 기술로 분

류하고 데이터마이닝의 연관성 분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 방법을 적용하

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담배에 대한 위험요인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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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보다 성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

년은 2015년보다 담배의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뱃값 인상의 

금연 정책이 시행된 2015년 담배를 애호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위험군)을 

나타내는 버즈는 2014년에 비해 5.6%포인트 감소한 28.4%로 나타났다. 

2014년 122억 개비에서 2015년 71억 개비로 41.4% 감소했지만 2016

년엔 105억 개비로 2015년에 비해 4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G, 2016). 마찬가지로 최병호, 이근재(2015)의 연구에서도 담배 

가격 인상 충격에 대한 1인당 담배 소비량의 단기 변동 과정을 살펴보면 

가격 인상 충격에 대해 담배 소비량은 즉각적으로 상당히 하락하지만 대

체로 5개월 정도 지나면 가격 충격이 소비량에 미치는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담배가 중독성이 있고, 주기적으로 피울 수 있으

며, 손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의 금연 정책 효과의 지속성이 

오래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담배의 위험예측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정책요인의 조합은 ‘담배

값 인상, 금연관련법, FCTC’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요인이 있는 경

우 담배의 위험은 이전의 5.9%에서 3.1%, 잠재는 이전의 7.9%서 3.1%

로 감소한 반면, 일반은 이전의 86.1%에서 93.8%로 증가하였다. 

셋째, 치료와 도구요인에 대한 담배의 위험예측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은 ‘전자담배, 금연패치, 병원’으로 나타났다. 세 요인이 있는 경우 

담배의 위험은 이전의 17.0%에서 1.7%로 감소한 반면, 일반은 이전의 

73.5%에서 94.3%로 증가하였다. 2014년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전자담

배의 판매량이 급증하였고, 2015년 1월에서 4월까지의 전자담배 기기 

수입 금액은 전년 대비 24배, 전자담배 액상은 15배 이상 급증하였다(한

국소비자원, 2015). 전자담배는 흡입 정도에 따라 니코틴의 흡입량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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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기 때문에 흡연자 스스로 유입량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안전성에 대

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금연 효과가 과

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 금연보조제로서의 사용은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최성은, 2015; WHO, 2014).

 끝으로 금연정책의 효과에 대한 대국민 조사와 더불어 소셜 미디어에

서 수집된 빅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을 병행할 경우,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

한 예측 및 평가의 신뢰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들

이 금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담

배를 애호적으로 생각하는 위험군을 감소시킬 수 있는 SNS 홍보가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2015-2016년 보건복지 이슈 리뷰 :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인식 동향 분석 및 예측11)

최근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로켓 발사와 유엔(UN)의 북한에 대한 강

력한 제재 결정, 각종 군사훈련(최윤철, 2016, p. 51), 개성공단 잠정 폐

쇄 등으로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전반적인 

관심도는 2010년 52.6%에서 2014년 82.6%로 증가하였으나 20대의 통

일에 대한 무관심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산정책연구원, 2015, pp. 25-26). 최근 미디어 환경은 다양

한 플랫폼, 이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됨에 따라(홍종윤, 

2016)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서 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1) 본 장의 일부 내용은 송태민, 진달래(2015)와 송태민 등(2016)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임
을 밝힘.



부록 139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온라인 뉴스 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게시판 등

에서 수집한 소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통일인식에 대

한 동향을 분석하고 통일인식의 예측 모형과 연관규칙을 파악한다.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게시판 등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소셜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160개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4개의 블로그(네이버·네이트·다음·티스토

리), 2개의 카페(네이버·다음), 1개의 SNS(트위터), 9개의 게시판(네이버

지식인, 네이트지식, 네이트톡, 다음지식인, 다음아고라, SLR클럽 등) 등 

총 176개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집 가능한 텍스트 기반의 온라인 문서

(버즈)를 소셜 빅데이터로 정의하였다. 

통일 관련 토픽(topic)12)의 수집은 2011년~2016년의 매년 1분기(1

월∼3월) 기간 동안(총 18개월)13) 해당 채널에서 요일, 주말, 휴일을 고

려하지 않고 매 시간 단위로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총 50만 7045건

(2011년: 1만 211건, 2012년: 5만 3884건, 2013년: 8만 3268건, 

2014년: 16 만6952건, 2015년: 9만 6820건, 2016년: 9만 5907)의 텍

스트(Text) 문서14)를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시켰다.  통일 토픽은 모든 

관련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 ‘통일’을 사용하였으며, 토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토픽 유사어로는 ‘남북통일, 한반도 통일’ 용어를 사용하였다. 

12) 토픽은 소셜 분석 및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주제어’를 의미하며, 문서 내에 관련 토
픽이 포함된 문서를 수집함.

13)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14년 1월 2일 통일 대박 발언 이후, 통일담론이 확산됨에 따
라 연도별 통일인식 비교를 위해 1/4분기를 분석시기로 결정함.  

14) 수집된 문서는 SNS(82.3%, 33만 8501건), 뉴스(6.0%, 2만 4693건), 블로그(5.4%, 2
만 2220건), 카페(4.8%, 1만 9785건), 게시판(1.4%, 5939건)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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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불용어로는 ‘통일신라, 통일교 등’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의 수집15)에는 크롤러(Crawler)를 사용하였고, 이후 주제 

분석을 통해 분류된 명사형 어휘를 유목화(categorization)하여 분석요

인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결과

가. 통일 관련 온라인 문서 현황

<부표 2-1>과 같이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대박 감정을 포함하는 경우 

통일을 찬성하는 문서는 67.4%, 중립의 문서는 10.6%, 반대하는 문서는 

22.0%로 나타났다. 통일 관련 정책의 문서는 대북정책(37.4%), 민주주

의(18.6%), 보수(10.7%), 진보(9.4%), 창조경제(7.6%)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통일 관련 안보의 문서는 핵무기(57.1%), 정상회담(20.2%), 휴전

선(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 관련 이슈의 문서는 통일대박

(69.8%), 선거(13.4%), 천안함(7.6%), 이산가족 상봉(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 관련 국가의 문서는 중국(25.9%), 미국(24.0%), 일본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 관련 기관의 문서는 정부(48.8%), 

청와대(13.7%), 국회(12.2%), 국정원(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 

관련 정당의 문서는 새누리당(46.9%), 새정치민주연합(33.1%), 통합진

보당(12.0%), 노동당(8.0%)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 방식 관련 문서는 평

화통일(46.9%), 자유통일(27.3%), 흡수통일(25.3%) 순으로 나타났다.

15) 본 연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의 수집 및 토픽 분류는 ‘(주)SK텔레콤 스마트인사이트’에
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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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2011년~2016년 통일 관련 버즈 현황

(단위: 건, %)

구분 항목 N(%) 구분 항목 N(%)

연도

2011년 10,211(2.0)

감정

[통일대박

 포함]

찬성 105,684(67.4)
2012년 53,884(10.6)

2013년 83,268(16.4)

중립 16,601(10.6)2014년 166,952(32.9)

2015년 96,820(19.1)

2016년 95,907(18.9)
반대 34,480(22.0)

계 507,042

채널

카페 28,990(5.7)
계 156,765

SNS 409,245(80.7)

블로그 28,861(5.7)

국가

중국 27,828(25.9)

게시판 11,050(2.2) 독일 14,686(13.7)

뉴스 28,899(5.7) 미국 25,732(24.0)

계 507,045 일본 18,312(17.1)

정책

진보 5,163(9.4) 러시아 12,348(11.5)

보수 5,870(10.7) 유럽 8,459(7.9)

공산주의 2,987(5.5) 계 107,365

사회주의 2,891(5.3)

기관

범민련 3,814(3.7)

대북정책 20,452(37.4) 시민단체 6,734(6.5)

창조경제 4,163(7.6) 정부 50,722(48.8)

민주주의 10,176(18.6) 청와대 14,240(13.7)

햇볕정책 2,964(5.4) 국정원 7,774(7.5)

계 54,666 통일준비위원회 5,670(5.5)

안보

핵무기 30,725(57.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2,364(2.3)

정상회담 10,894(20.2) 국회 12,695(12.2)

휴전선 5,918(11.0) 계 104,013

남북공동선언 2,656(4.9)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10,248(33.1)

간첩 3,612(6.7) 새누리 14,520(46.9)

계 53,805 통합진보당 3,700(12.0)

이슈

천안함 6,786(7.6) 노동당 2,465(8.0)

민영화 1,909(2.1) 계 30,933

이산가족 상봉 6,381(7.1)

통일 방식

흡수통일 14,182(25.3)

선거 11,948(13.4) 평화통일 26,342(46.9)

통일대박 62,368(69.8) 자유통일 15,591(27.8)

계 89,387 계 56,115

주: *다중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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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통일 관련 감정변화

<부표 2-2>와 같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통일인식은 조사 기

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통일대박을 제거

한 소셜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여론조사 결

과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대박을 제거한 연도별 

통일 관련 찬성 인식은 2011년 55.0%, 2012년 62.2%, 2013년 57.7%, 

2014년 58.2%, 2015년 56.2%, 2016년 59.8%로 나타났다. 

〈부표 2-2〉 연도별 통일 관련 국민 인식

(단위: %)

연도
찬성 중립 반대

소셜1) 서울대2) KBS3) 소셜1) 서울대2) KBS3) 소셜1) 서울대2) KBS3)

2011 55.0 53.7 74.4 18.3 25.0 19.9 26.7 21.3 5.7

2012 62.0 57.0 68.4 10.7 21.6 24.6 27.3 21.4 7.0

2013 57.7 54.8 69.1  8.7 21.5 21.2 33.6 23.7 9.7

2014 58.2 55.8 -  9.0 22.5 - 32.7 21.7 -

2015 56.2 51.0  8.3 24.3 35.5 24.8

2016  59.84) 12.6 27.6

주: 1) 본 연구의 소셜 빅데이터의 감성분석 결과.
     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7월부터 8월 사이(3주간) 12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한 결과.
     3) KBS 통일방송연구. (2013). 2013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 
     4) 2016년은 통일대박을 포함한 결과임. 

개성공단 중단 및 사드 배치 검토 전(2016. 1. 1.∼2016. 2. 12.) 통일

에 대한 찬성 인식은 57.9%에서 이후 일주일간16)(2016. 2. 13.∼2016. 

2. 19.) 62.6%로 높아졌다가 일주일 후(2016. 2. 20.∼2016. 3. 31.) 

16) URL을 통해 확산되는 온라인 문서(자살 등)는 약 3주 정도의 생명 주기를 가지며 발생 
후 첫 주에 급속히 전파되는 경향을 보임[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2)]’에 따라 일주일 전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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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통일에 대한 반대 인식은 

26.9% → 26.4% → 29.2%로 변화하였다.

〈부표 2-3〉 개성공단 중단 및 사드 배치 검토 전후의 국민통일 인식

(단위: N, %)

구분 찬성 중립 반대 계

2016.1.1.~2016.2.12. 7,039(57.9) 1,849(15.2) 3,279(26.9) 12,167

2016.2.13.~2016.2.19. 2,613(62.6) 460(11.0) 1,101(26.4) 4,174

2016.2.2.0~2016.3.31. 5,039(61.1) 796(9.7) 2,408(29.2) 8,243

계 14,691(59.8) 3,105(12.6) 6,788(27.6) 24,584

다. 통일 인식 동향 예측

<부표 2-4>와 같이 핵무기, 간첩, 천안함, 민영화, 선거는 통일의 찬성

보다 반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북공동선언, 이산가족 상

봉, 통일대박은 통일의 반대보다 찬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기, 휴전선, 간첩, 천안함, 민영화는 통일의 중립보다 반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통일대박은 통일의 

반대보다 중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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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이슈 요인

구분 B
Standard

Error
p Exp(B)

95% CI

Lower Upper

<찬성>

Intercept 1.049 0.030 0.000
핵무기 -0.701 0.029 0.000 0.496 0.468 0.525

정상회담 -0.041 0.031 0.195 0.960 0.903 1.021
휴전선 -0.023 0.041 0.578 0.977 0.901 1.060

남북공동선언 0.777 0.101 0.000 2.175 1.785 2.649
간첩 -0.616 0.077 0.000 0.540 0.465 0.628

천안함 -0.155 0.039 0.000 0.856 0.793 0.924
민영화 -2.852 0.067 0.000 0.058 0.051 0.066

이산가족상봉 0.102 0.044 0.021 1.107 1.016 1.206
선거 -0.096 0.035 0.007 0.908 0.847 0.974

통일대박 2.491 0.037 0.000 12.078 11.244 12.974
<중립>

Intercept -0.347 0.037 0.000
핵무기 -0.393 0.036 0.000 0.675 0.629 0.725

정상회담 0.159 0.039 0.000 1.172 1.086 1.265
휴전선 -0.122 0.054 0.025 0.885 0.796 0.985

남북공동선언 -0.152 0.147 0.303 0.859 0.644 1.147
간첩 -0.661 0.110 0.000 0.517 0.416 0.641

천안함 -0.088 0.050 0.079 0.915 0.829 1.010
민영화 -2.008 0.085 0.000 0.134 0.114 0.159

이산가족상봉 0.343 0.052 0.000 1.409 1.272 1.560
선거 -0.009 0.044 0.832 0.991 0.908 1.080

통일대박 1.917 0.043 0.000 6.798 6.249 7.394

주: reference category는 ‘반대’임.

통일 인식을 예측하기 위하여 통일과 관련한 안보·이슈 요인에 대해 데

이터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부도 2-1). 루트노드에서 통일의 인식 예

측은 찬성 74.2%(6만 4226건), 중립은 13.8%(1만 1912건), 반대는 

12.1%(1만 442건)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인식 예측에 가장 영향력이 높

은 안보·이슈 요인으로 ‘통일대박’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통일대박’ 요인이 있을 경우 통일 찬성 인식은 이전의 74.2%에서 

84.7%로 증가한 반면, 중립은 이전의 13.8%에서 12.3%로 감소하였고, 

반대는 이전의 12.1%에서 3.0%로 감소하였다. ‘통일대박’ 요인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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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통일에 대한 찬성은 52.2%로 감소하였고, 중립은 16.8로 증가하였

으며, 반대는 31.1%로 크게 증가하였다. ‘통일대박’ 요인이 없고 ‘핵무

기’ 요인이 있는 경우 통일에 대한 찬성은 이전의 52.2%에서 49.0%로 감

소하였고, 중립은 이전의 16.8%에서 16.7%로 감소하였고, 반대는 이전

의 31.1%에서 34.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대박’ 요인이 없

고 ‘핵무기’ 요인이 있고 ‘남북공동선언’이 있는 경우 통일에 대한 찬성은 

이전의 49.0%에서 70.1%로 크게 증가한 반면 통일에 대한 중립은 이전

의 16.7에서 12.6%로 감소하였고, 통일에 대한 반대는 이전의 34.3%에

서 17.3%로 크게 감소하였다. 

〔부도 2-1〕 안보와 이슈 요인의 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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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5>와 같이 안보·이슈 요인의 키워드와 종속변수(찬성, 반대)

간 연관규칙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은 연관규칙으로는 {남북공동선언, 이

산가족상봉} => {찬성}이며 세 변인의 연관성은 지지도 0.011, 신뢰도는 

0.815, 향상도는 2.739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문서에서 남북공동선

언, 이산가족 상봉이 언급되면 통일에 대해 찬성할 확률이 81.5%이며, 

남북공동선언, 이산가족 상봉이 언급되지 않은 문서보다 통일에 대해 찬

성할 확률이 2.74배 높아짐을 나타낸다. 

〈부표 2-5〉 안보이슈 요인의 통일인식(찬성) 연관분석

구분 support confidence lift

{남북공동선언,이산가족상봉} 
{핵무기,정상회담,남북공동선언} 
{핵무기,남북공동선언} 
{정상회담,이산가족상봉,선거} 
{정상회담,남북공동선언} 
{휴전선,이산가족상봉,통일대박} 
{정상회담,휴전선,이산가족상봉} 
{남북공동선언} 
{핵무기,휴전선,이산가족상봉} 
{정상회담,휴전선,선거} 
{정상회담,이산가족상봉} 
{핵무기,이산가족상봉,선거} 
{핵무기,정상회담,휴전선,이산가족상봉} 
{휴전선,이산가족상봉} 
{정상회담,이산가족상봉,통일대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0.001120351
0.001744052
0.002541003
0.001328251
0.002448602
0.001420651
0.002344652
0.006306306
0.002298452
0.001062601
0.010025410
0.001166551
0.001201201
0.004793255
0.003026103

0.8151261
0.7864583
0.7119741
0.6764706
0.6708861
0.6684783
0.6548387
0.6371062
0.6238245
0.6216216
0.6204432
0.6158537
0.6153846
0.6093979
0.6078886

2.739021 
2.642690 
2.392405 
2.273105 
2.254340 
2.246249 
2.200417 
2.140831 
2.096201 
2.088799 
2.084839 
2.069417 
2.067841 
2.047725 
2.042653 

<부표 2-6>과 같이 안보·이슈 요인의 키워드와 종속변수(찬성, 반대)

간 연관규칙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은 연관규칙으로는 {핵무기, 휴전선, 

천안함} => {반대}이며 네 변인의 연관성은 지지도 0.002, 신뢰도는 

0.458, 향상도는 3.171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문서에서 핵무기, 휴전

선, 천안함이 언급되면 통일에 대해 반대할 확률이 45.8%이며, 핵무기, 

휴전선, 천안함이 언급되지 않은 문서보다 통일에 대해 반대할 확률이 

3.17배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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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6〉 안보이슈 요인의 통일인식(반대) 연관분석

support confidence lift

{핵무기,휴전선,천안함} 
{휴전선,천안함} 
{핵무기,간첩} 
{정상회담,휴전선,천안함} 
{간첩} 
{핵무기,천안함} 
{핵무기,휴전선} 
{핵무기} 
{천안함} 
{천안함,선거} 
{핵무기,정상회담} 
{핵무기,정상회담,휴전선} 
{핵무기,천안함,이산가족상봉} 
{핵무기,정상회담,천안함} 
{정상회담,천안함}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0.002102102 
0.002725803 
0.001628552 
0.001108801 
0.004030954 
0.009944560 
0.006722107 
0.070917071 
0.015650266 
0.002587203 
0.015592516 
0.002217602 
0.001270501 
0.003684454 
0.005197505 

0.4584383 
0.4244604 
0.4005682 
0.3720930 
0.3716720 
0.3319198 
0.3229745 
0.3201919 
0.3090080 
0.3089655 
0.3070974 
0.3000000 
0.2989130 
0.2981308 
0.2912621 

3.171268  
2.936224  
2.770949  
2.573970  
2.571058  
2.296070  
2.234191  
2.214942  
2.137577  
2.137283  
2.124360  
2.075264  
2.067745  
2.062334  
2.014819  

  3. 결론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게시판 등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소셜 빅데이터를 주제 분석과 감성 분석 기술로 분

류하고 네트워크 분석과 데이터마이닝의 연관성 분석과 의사결정나무분

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통일인식에 대한 동

향을 분석하고 통일인식의 연관규칙과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대박을 제거한 연

도별 통일 관련 찬성 인식은 2011년 55.0%, 2012년 62.2%, 2013년 

57.7%, 2014년 58.2%, 2015년 56.2%, 2016년 59.8%로 나타났다. 둘

째, 개성공단 중단 및 사드 배치 검토 전 통일에 대한 찬성 인식은 57.9%

에서 이후 일주일간 62.6%로 높아졌다가 일주일 후 61.1%로 낮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핵무기, 간첩, 천안함, 민영화, 선거는 통일의 찬성

보다 반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북공동선언, 이산가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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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통일대박은 통일의 반대보다 찬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온라인 문서에서 ‘남북공동선언, 이산가족 상봉’이 언급되면 통일

에 대해 찬성할 확률이 2.7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기, 휴전

선, 천안함’이 언급되면 통일에 대해 반대할 확률이 3.17배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일대박’ 요인이 있을 경우 통일 찬성 인식은 이전의 

74.2%에서 84.7%로 증가한 반면 반대는 이전의 12.1%에서 3.0%로 감

소하였다. ‘통일대박’ 요인이 없고 ‘핵무기’ 요인이 있고 ‘남북공동선언’이 

있는 경우 통일에 대한 찬성은 이전의 49.0%에서 70.1%로 크게 증가한 

반면 반대는 이전의 34.3%에서 17.3%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통일 관련 인식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통일 관련 국민 인식은 소셜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와 정기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서 제시한 통일 관련 감정 키워드의 감성 분석 방법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찬성, 보통, 반대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통일대박이 언급된 온라인 문서의 경우 통일에 대한 찬성 확률이 

높은 것은 통일대박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담론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기와 천안함이 동시에 언급된 온라인 문서의 경우 통일에 

대한 반대의 확률이 높은 것은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안보 불안이 증가하

면서 부정적인 담론이 확산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개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 아니고 그 구성원이 속

한 전체 집단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인에게 적용

하였을 경우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가 발생할 수 있다(송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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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등, 2014). 또한 본 연구에서 감성 분석 결과 정의된 통일인식은 온라

인 문서 내에서 발생된 감정 단어의 빈도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조

사 등을 통한 통일인식의 조작적 정의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에서 통일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통일 관련 인식의 정보

수집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정책적·분석방법론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송주영, 송태민, 

2014). 끝으로 통일에 대한 찬반, 통일 방법 등에 대한 국민의 통일의식 

조사와 더불어 소셜미디어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 분석할 경우 통

일인식의 예측은 더욱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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