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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consumer’s interest in the Korean Medicine (KM) industry by using Google-trends 

and Naver-Data lab. A quick and uncomplicated way for those who are already involved with KM industry but do not have expertise in 

utilizing Big-data searches, is introduced.

Methods : ‘Direct keyword’ was set by FGI (Focus Group Interview) and ‘Detailed keyword’ was set by using relevant word search 

and autocomplete search functions in the search engine. By inquiring Naver-Data lab, keyword search volumes are compared by age 

and sex, date range, and originating region of the researcher. It is 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the data is reliable or authentic 

through examining the associated query. Selected direct keywords used through FGI (Focus Group Interview) were ‘Acupuncture’, 

‘Herbal Medicine’, ‘Cupping’, ‘Musculoskeletal Disease’, ‘Diet’, and ‘Stemina’. Based on these keywords,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rom the keyword analysis.

Results : From August 2016, there was a noticeable surge of interest in men's ‘Cupping’. The search for ‘Diet’ increased in the 

second quarter of 2016 from all ages. The search volume of ‘Stemna’ for individuals in their 20s is higher than that of those in their 

30s or 40s’. Researchers from the region of Chungcheongbuk-do had a higher level of interest in analgesics and less interest in Korean 

Medicine. There is a greater interest in the KM market from European countries and America, than from Korea,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Discussion :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it is meaningful to introduce a quick and easy data search method to compare 

information by age, sex, and region.

Conclusion : The future of research into Korea Medicine and this market is confirmed by our data results which indicate interest 

from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estern countries, but less interest from Korea,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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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

어지는 차세  산업혁명이다. 그중 빅데이터 이론에서 출발
한 데이터과학은 많은 과학자들의 핵심 연구주제이다. 4V 
(Volume, Velocity, Variety, Value)와 1C(Complicate)는 
빅데이터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이다.1) 방 한 양의 정보가
(volume), 빠르게(velocity) 쏟아진다. 또한, 과거에는 숫자
와 문자에만 국한되었던 데이터가 사물네트워크시 를 통해 

1) YTN 사이언스 포럼. ｢빅데이터는 모든 것을 알고있다?!｣. 2016.02.23.
(https://www.youtube.com/watch?v=1n5owfryng0, 2017.09.07.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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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동 상, 음악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었다(variety). 
우리는 이렇게 방 한 정보들 그 로 방관하는 것이 아니
라 그것으로부터 가치를 창출해야한다(value). 이러한 정보
들은 복잡하게 얽혀(complicate)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
고, 우리는 이 정보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한의약 R&D사업을 통해 ‘한의씨
앗연구’의 주제를 공모했다. 이것은 한의학의 규모, 장기
간의 연구를 시행하기 전, 가능성이 있고 유효한 연구 주제
를 선정하기 위해 소규모의 연구를 공모하는 것이다. 이에 

해 아이디어를 낼 기회가 있어 고민하다 보니, 실제적으
로 사람들이 한의학에 해 어떤 관심이 있는지를 아는 것
이 선행되어야 좋은 연구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
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한방 시장의 수요가 어떤 분야에 있는지를 안다면, 앞
으로의 규모 연구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소비자의 
needs에 부합하는 주제의 연구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는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상관관계를 알면, 이를 토

로 과학자들이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research, marketing
등 다양한 곳에 응용할 수 있다. 

키워드 분석을 통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
람들이 궁금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에 시간을 들여 검색
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흔히 사용되는 조사방법인 설문
조사는 참여자의 응답태도나 설문방식, 질문의 어조에 따라
서도 결과가 차이가 나곤 한다. 그러나 키워드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려준다. 지난 19  선에서 ‘Google trends’에 
나타난 각 후보의 키워드 검색 데이터를 분석하면, 0.988의 
상관계수로 이미 구글은 당선인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는 
같은 시기의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상관계수보다도 높은 수
치이다. ‘Google은 당신을 알고 있다’라는 책과 강연이 쏟아
지는 이유이다. 한의학은 훌륭한 tool을 가지고 있는 학문
이지만, 소비자(환자)에게 외면 받지 않으려면 앞으로의 연
구와 마케팅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소비
자의 관심과 수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Google에게 물
어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사람들(특히 젊은층)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정보를 검색한다. 우리가 검색을 하면 검색

어와 GPS정보, 시간정보가 자동으로 포털사이트에 저장된
다. Google과 Naver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모두 알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의, 
각 지역의 소비자(환자)들이 한의학과 한방산업, 한의원에 

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알아봄으로써, 한
의사의 앞으로의 과제와 연구방향,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FGI(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라 함)2)를 이용하 다. FGI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준
비된 화제를 그 목적에 따라 모여진 소수인의 그룹에서 
화를 나누는 과정으로 사회자의 컨트롤 기술에 의해 집단
의 이점을 활용하여 그룹멤버가 상호 향을 미치도록 장면
을 주고 주로 비구성적인 접근법에 의해 얻은 개개인의 반
응을 통합하여 가설의 추출과 가설의 검증 등 그때그때의 
목적에 따라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인이 한의학에 해 관심을 기울이는 
직접키워드를 선정하고, 빅데이터에 한 전문 지식이 없는 
한의사/한방산업 종사자가 쉽고 빠르게 이용 가능한 Google- 
trends와 Naver-Data lab을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조사한 정보를 얻고, 미래를 예측할 토 로 삼고자 
한다. 또한,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기능을 통해 그 키워드들
이 형성하고 있는 Network를 분석함으로써 이 정보의 진위
성 여부를 판별하고자 한다.3) 본 연구는 키워드에 한 조
사이므로, 최 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비학술적 용어 그
로 표현하 음을 밝혀둔다.

Ⅱ. 연구방법

1. Selected search engine, and tools for 

Keyword analysis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양(volume)
이 많아야 하므로 이용자가 많은 사이트를 선정하 다. 한
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인 Naver와 세계적으
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google을 이용하 다. Naver에서는 
키워드 분석 tool인 ‘네이버 Data lab’을, Google에서는 ‘Google 
trends’를 이용하여 키워드를 정량적 분석하 다.

2) Rabiee F. ｢Focus-group interview and data analysis｣. Proc Nutr Soc. 2004;63(4):655-660.
3) 권세정, 정교민, 차미 .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기반 루머의 특성 및 분류｣. 정보처리학회지. 2014;21(3):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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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yword selection

1) Selection of Main Keywor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이용해 직접 키워드를 얻는다. 기존에 사용하는 
설문조사의 방식보다 광범위한 주제에 해서 개념을 도출
하기 용이한 방식이기 때문에 선정하 다.4) 사전에 본 연
구의 취지를 구두로 설명하고 참여하기로 자발적 동의한 
20 ~40  참가자를 2017년 4월 1일~2017년 6월 30일까
지 3달간 모집하 다. 한방에 한 접근성의 정도에 따라 4 
Group으로 나누어 각 그룹당 4명의 인원으로 하여금 한의
학, 한의원, 한방산업에 해서 자신의 관심사와 생각을 20
분간 토의하게 하고 이를 관찰하는 진행자를 두어 기록하
게 한다. 진행자는 기록과 화두 제시 외에 직접적으로 화에 
참여하지 않는다. 진행자가 제시한 화두는 다음(Table 1)
과 같다. 

Q1 ⋅한의학, 한의사, 한의원에 해 관심이 있거나 궁금
한 내용을 토의해주세요.

Q2 ⋅한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다면 어떤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지 토의해주세요.

Q3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치료수단에 해서 토의해주
세요.

Q4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토의해주세요. 

Table 1. Questions for Focus Group Interview

키워드의 언급량을 계산할 때는, 한 사람이 똑같은 단어
를 같은 맥락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경우 총 1회로 계산하
고, 한 사람이 언급하 더라도 다른 맥락일 경우 각 1회로 
계산하 다. 그룹 인터뷰 후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4개의 
Group 언급한 키워드 중 포함배제 조건에 부합하는 키워드 
6개를 ‘직접 키워드’로 선정하 다. 각 그룹의 선정은 다음
과 같은 기준으로 시행하 다(Table 2). 또한, 직접키워드 
선정의 포함. 배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Table 3).

Grouping 참여인원 토의 날짜 참가자의 인물정보 
Group 1

(한의학에 
관심 없음)

N=4 2017.8.1 20  학생. 서울. 
남자2 여자2

Group 2
(한의학에 
비관적)

N=4 2017.7.17 20  학생. 구. 
남자2 여자2

Group 3
(한의학에 
호의적)

N=4 2017.7.30 20  학생. 구. 
남자2 여자2

Group 4
(외국인) N=4 2017.8.2 20  학생. 뉴욕. 

남자2 여자2

Table 2. Grouping for Focus Group Interview

Inclusion
총 언급 량 순위에서 5위안에 들며, 4그룹 중 
2그룹 이상에서 언급된 키워드
2그룹 미만에서 언급되었거나 5순위 안에 들지 
않지만, 한 개의 그룹에서 27%* 이상의 점유율
을 보이는 키워드

Exclusion
한 개의 그룹에서만 언급된 키워드 중, 해당 그룹
에서의 언급 비율이 27%*를 넘지 않는 키워드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없는 감정적 표현, 
욕설 등*

* FGI의 통계처리 과정에서 미리 배제하 다.** 총 언급량에서 1위에 해당하는 ‘침’에 해당하는 수치

Table 3. Rule-out Conditions of Direct Keywords

2) 네이버 Data Lab 이용을 위한 세부키워드 선정

키워드 분석tool의 적용방식은 naver와 google이 각각 다
르다. 먼저 Naver Datalab5)의 경우 직접검색어와 함께 세
부검색어를 함께 입력하 을 때 검색 량에 한 정량적 정
보를 그래프로 제공한다. 따라서 FGI를 통해 선정된 직접
키워드를 바탕으로 자동완성, 연관검색어를 이용하여 ‘세부 
키워드’를 선정하는데, ｢네이버 마케팅 트렌드｣6)에 소개된 
방법을 사용하 다. 세부키워드를 검색하는 소비자는 직접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보다 실제적으로 한방에 한 확실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의 선택이 매
우 중요하다. 직접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한 후 자동완성 
기능과 연관검색어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상위에 노출된 
세부키워드를 찾는다. 이때 직접검색어 뒤에 띄워 쓰기 후 
‘가나다’순으로 검색창에 자음을 입력하면 해당 자음으로 
시작되는 연관검색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세부 키워드로 
선정한다. 단, 한의원의 광고 내용이 상단에 잘 노출되는 

4) Dawn Iacobucci, Gilbert A. Churchill Jr. Marketing Research(10th Edition, paperback). Nashiville:South Western. 2009.
5) 네이버 트렌드(naver data lab): http://datalab.naver.com/keyword/trendSearch.naver. 2017.09.07. 접속
6) 오종현. 네이버 마케팅 트렌드 2017. 서울:e비즈북스. 2017.



2대 포털사이트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방관련 키워드 분석

- 48 -

네이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한의원 이름은 세부키워드
에서 배제하 다. 또한, 한방과 관련이 없거나 양방까지 포
함하는 광범위한 키워드도 배제하 다. 세부검색어 입력은 
20개까지 가능하므로 상단노출여부와 내용에 따라 최  20
개를 선별하 다. 선정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Table 4). 
네이버에서는 검색수단별(pc, 모바일), 기간별, 성별, 연령별 
정보를 비교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 데이
터를 네이버를 통해 얻고, Microsoft–Exel 2016을 이용해 
정보를 분석하 다. 정보 분석에는 평균값, 표준편차, 그래
프 형태를 종합적으로 이용하 으므로, 평균값이 크다는 것
이 반드시 검색 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침
한의원 침 효과, 침 부작용, 어깨 침, 한의원 침 
비용, 임산부 한의원 침, 한의원 침 다이어트, 
한의원 침 보험, 한의원 침 원리

근골격계
질환

삐었을 때-삐었을 때 민간요법, 발목 삐었을 때 
한의원, 손가락 삐었을 때 한의원, 손목 삐었을 
때 한의원, 무릎 한의원, 목 삐었을 때 한의원, 
관절염-관절염 한방요법, 관절염 한의원, 류마
티스 관절염 한의원, 퇴행성 관절염 한의원 디
스크-목디스크 한의원, 허리디스크 한의원

정력
성기능

부추 정력, 정력 식품, 정력에 좋은 약초, 정력
왕 되는 한방비법, 정력에 좋은 음식, 정력을 높
여주는 소리, 정력 약차, 한방정력제, 성기능 한
의원, 발기 한의원 

다이어트
단기간 다이어트 한의원, 체질개선 다이어트, 한
약 다이어트 비용, 다이어트 차, 한방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후기, 한약 다이어트 효과, 한방 
다이어트 후기

한약/
한약재

식욕감소 한약, 살 빼는 한약, 한약다이어트 비
용, 한약 신장이식 진실, 여드름 한약, 식욕억제 
한약, 한약 다이어트 후기, 보약, 한약 부작용, 
한약 가격, 한약 종류, 한약 효능, 한약재, 여드
름한약, 임신한약, 임신중 한약, 출산후 한약, 한
약재 반신욕 30분, 한약재 종류, 국산한약재

부항
부항 효과, 불부항, 부항기, 부항 위치, 부항 부
작용, 부항요법, 부항 사혈, 부항의 효능과 주의
사항, 부항 색깔, 어혈제거, 부항 뜨는 법, 실리
콘 부항기

Table 4. The Selection of Detail Keywords Using by 
Naver Datalab

3) Google trends 이용

Google의 키워드 분석 tool에서는 세부키워드 입력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Google 트렌드7)에 접속하여 선정
된 직접검색어를 검색하되, 그 자체로 한방적인 내용을 담

고 있는 직접키워드인 ‘침(acupuncture)’, ‘한약(herb)’, ‘부
항(cupping)’은 그 로 사용하 고, 이와 비교할 조검색
어는 많이 사용되는 양약인 ‘진통제’를 공통적으로 설정하

다. ‘다이어트’, ‘정력’, ‘근골격계 질환’과 같이 광범위한 
직접키워드는 연관검색어 순위 25위 내에 한방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 조사한다. ‘근골격계 질환’은 너무 광범위한 키
워드이기 때문에, 그중 가장 검색 빈도가 높은 하위 직접키
워드인 ‘디스크’를 표로 하여 사용하 다. 네이버와는 달
리 구글은 어를 기반으로 하므로, ‘전세계’를 지역범위로 
둘 때는, 한국의 관습적 표현은 수정하고 실제 쓰이는 같은 
의미의 어단어로 체하 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google을 통해 검색할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Table 5). 기
간별, 지역별 관심도와 관련검색어에 한 정보를 얻고, 
조키워드와 비교하며 연관검색어를 통해 세부키워드를 조
사하 다.

직접키워드-
조키워드

직접키워드 조키워드 
침(술)(Acupuncture) 진통제 

(painkiller)
한약(herb, herbal medicine) 진통제 

(painkiller)
부항(cupping) 진통제 

(painkiller)

직접키워드-
세부키워드

직접키워드 세부키워드
‘전세계’ 
지역별

‘ 한민국’ 
지역별 -

체중 감량* 다이어트 연관검색어 
조사 

stamina 정력 연관검색어 
조사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연관검색어 

조사 
* 어에서 다이어트는 식이요법의 의미이므로, 체중 감량 이라는
키워드 사용** ‘디스크’란 표현은 한국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체하여 사용

Table 5. Keywords in Google Trends

3. Analytical Criteria

1) 네이버 : 성별/연령별 분석

(1) 범위 : PC와 모바일 모두
(2) 기간 : 1년(2016.6.1-2017.6.1)

7)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 https://trends.google.co.kr/trends/ 2017.09.1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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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 : 남녀모두
(4) 연령 : 20 , 30 , 40 , 20~40

2) 구글 : 기간별/지역별 분석, 대조키워드와의 비교

(1) 지역 : 전세계
(2) 기간 : 5년(2012.6.1-2017.6.1)간의 관심도 흐름 
(3) 조 키워드 비교 : 지역별, 기간별 검색빈도 비교
(4) 세부 키워드 조사 : 지역별 조사시 한방관련 연관검

색어 조사

4. Authenticity determination

직접, 세부 검색어에 한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 기능
을 이용해 판별하 다. 진실인 정보는 연관된 검색어가 직
접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세부키워드로 모이는 형태를 보인
다. 반면, 거짓인 정보는 연관 검색어가 조적인 키워드들
로 나타남으로써 산재된 형태를 보인다.8) 즉, 키워드의 ‘네
트워크(network)’를 확인하여 신뢰할만한 정보인지 판별한
다. ‘디스크’라는 검색어의 관심도가 높게 나왔더라도, 연관
검색어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쿠폰’, ‘램 디스크’ 등이 
상위순위로 검색될 경우 검색어를 바꾸어 진행하거나 그 
데이터는 본 연구에 수록하지 않았다. ‘침’ 또한, 같은 이유
로 침술, 또는 acupunctur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 고, 전 
세계를 범위로 검색할 때 ‘다이어트’라는 표현은 연관검색

어가 산재된 형태로 나타났으므로, 같은 의미의 다른 키워
드를 찾거나 불가능하면 연구의 관찰 상에 포함하지 않
았다.

Ⅲ. 결과

1. Main Keyword selection through FGI

FGI에서 각 그룹에서 언급된 키워드를 언급 빈도의 순위
로 정리하 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5가지 

직접키워드는 다음(Table 6)과 같았다. 즉, ‘침’(27.0%), 
‘근골격게 질환’(19.1%), ‘정력/성기능’(11.2%), ‘다이어트’(9.1%), 
‘한약’(7.1%) 순으로 나타났다. 이 5가지 키워드는 모두 2
그룹 이상에서 언급되었고, 배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시킨다. 추가적으로, 5순위 내에 해당하지 않고 한 개
의 그룹에서만 언급되었지만, G4에서 27% 이상의 점유율
을 보이는 ‘cupping’(45.7%)도 포함시킨다. 반면, G3의 ‘추
나/물리치료’와 G4의 ‘chinese’, ‘japanese’는 한 개의 그룹
에만 해당되며, 5순위 안에도 들지 못했으므로 배제조건에 
의해 배제하 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6가지 
직접키워드를 ‘침’, ‘근골격계 질환’, ‘정력/성기능’, ‘다이어
트’, ‘한약(재)’, ‘cupping(부항)’으로 선정하 다.

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G1 (N=4) 침 근골격계 질환* 홍삼/야관문** 정력/성기능 다이어트***

25 (34.7%) 21 (29.2%) 10 (13.9%) 7 (9.7%) 5 (6.9%)
G2 (N=4) 정력/성기능 침 한약(재) 근골격계 질환* 홍삼/야관문**

20 (31.7%) 11 (17.5%) 10 (15.9%) 9 (14.3%) 6 (9.5%)
G3 (N=4) 침 다이어트*** 근골격계 질환* 추나/물리치료 한약(재)

21 (29.6%) 17 (23.9%) 16 (22.5%) 9 (12.7%) 5 (7.0%)
G4 (N=4) cupping acupuncture chinese japanese herb

16 (45.7%) 8 (22.9%) 5 (14.3%) 2 (5.7%) 2 (5.7%)
Total 침 근골격계 질환** 정력/성기능 다이어트*** 한약(재)

65 (27.0%) 46 (19.1%) 27 (11.2%) 22 (9.1%) 17 (7.1%)
*홍삼, 야관문, 어성초, 백하수오 등 건강기능식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별 약재들에 한 언급**실제로 FGI참가자가 언급한 표현은 ‘삐었을 때’, ‘디스크’, ‘근육통’, ‘염좌’, ‘관절염’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실제로 FGI참가자가 언급한 표현은 ‘살 빼는’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

Table 6. Lists of the Top-ranked Keyword through FGI

8) 권세정, 정교민, 차미 .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기반 루머의 특성 및 분류｣. 정보처리학회지. 2014;21(3):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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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ver-Datalab’ Keyword Analysis

네이버에서 분석한 6가지 직접키워드의 한방관련 세부검
색어의 검색량을 상 적으로 표현한 데이터를 정리하면 다
음(Table 7)과 같다. 1년의 검색량 평균값은, ‘다이어트
(51.64)’가 가장 높았으며, ‘침(50.29)’, ‘한약(44.14)’, ‘부
항(26.71)’, ‘정력(23.53)’, ‘디스크: 근골격계 질환(16.11)’, 
‘삐었을 때: 근골격계 질환(5.29)’, ‘관절염: 근골격계 질환
(2.46)’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8월에는 ‘한약(2016-08-09 
100)’, ‘부항(2016-08-10 79.33, 2016-08-12 84.15)’에 
해당하는 한방관련 세부키워드의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
가함이 관찰되었다. ‘다이어트’에 해당하는 한방관련 세부키
워드는 2016년 하반기에 꾸준한 정도를 유지하다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2/4분기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부록 1).

직접키워드 평균 표준편차
침 50.30342 19.17524

삐었을 때: 근 골격계 질환 5.291533 2.871136
관절염: 근 골격계 질환 2.463293 1.397147
디스크: 근 골격계 질환 16.10923 5.653541

정력 23.5311 4.048957
다이어트 51.6398 17.45274

한약 44.136 9.602913
부항 26.7147 8.228173

본문에서 위 데이터를 인용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Table 7.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Searching 
Frequency against Direct Keywords on Each Days

1) 성별 비교

네이버에서 분석한 6가지 직접키워드의 한방관련 세부검
색어의 검색 량을 상 적으로 표현한 데이터를 성별로 정
리하면 다음(Table 8)과 같다. 성별에 따른 검색빈도의 차
이는 ‘삐었을 때(남성 3.53, 여성 3.81)’와 ‘관절염(남성 2.17, 
여성 2.55)’에 해당하는 키워드에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다. 남성(13.67)은 ‘디스
크’에 해당하는 한방관련 세부키워드를 여성(11.24)보다 근
소한 차이로 더 많이 검색하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검
색 량이 낮았다. 또한 여성은 ‘침(46.52)’, ‘다이어트(47.96)’
에 한 검색 량이 남성의 ‘침(36.22)’, ‘다이어트(27.61)’ 
검색량 보다 많았고, 남성(28.64)은 ‘정력’에 해당하는 한방
관련 세부키워드를 여성(12.19) 보다 많이 검색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래프 상 남성에서 ‘한약’은 ‘정력’의 검색량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남성은 2/4분기(3월~6월)에 ‘다이어트’관
련 키워드 검색이 증가하 다. 또한, 남성은 ‘다이어트’, ‘부
항’에 한 관심은 낮았다. 그래프 상 여성에서 ‘한약’과 ‘다
이어트’는 비슷한 검색량의 양상을 보이다가, 2/4분기(3
월~6월)에 ‘다이어트’ 검색량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증가하
는데, 여성의 ‘다이어트’ 검색빈도가 남성보다 더 큰 폭으로 
급증하 다. 여성은 ‘부항’, ‘정력’에 한 관심은 낮았다. 또
한, 전 연령의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한 부록 1의 그래프
에서 2016년 8월 ‘부항’, ‘한약’ 키워드 검색이 폭등한 것은 
남성이 ‘부항’을 여성이 ‘한약’을 검색한 빈도가 각각 폭등
하 기 때문으로 나타났다(부록 2).

직접키워드 평균 표준편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침 36.224 46.5222 18.4309 18.3515
삐었을 때: 근 골격계 질환 3.53053 3.80562 2.20664 2.33304

관절염: 근 골격계 질환 2.17086 2.55411 1.60434 1.70375
디스크: 근 골격계 질환 13.6681 11.2393 5.63582 4.30902

정력 28.6387 12.1868 4.71132 2.69263
다이어트 27.61 47.9639 13.0029 14.6092

한약 27.4004 38.7045 6.75651 8.49517
부항 18.9841 21.9825 8.25266 6.00649

본문에서 위 데이터를 인용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Table 8.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Searching Frequency against Direct Keywords on Each Days by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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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비교

네이버에서 분석한 6가지 직접키워드의 한방관련 세부검
색어의 검색 량을 상 적으로 표현한 데이터를 연령별로 
정리하면 다음(Table 9)과 같다. 연령에 따른 검색 량의 차
이는 ‘침’, ‘삐었을 때(근골격계 질환)’, ‘관절염(근골격계 질
환)’에서 20 , 30 와 40 에서 그래프 상으로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 키워드들은 
연령에 따라 평균값의 근소한 차이가 보 다. 40 에서 ‘삐
었을 때(4.98)’와 ‘관절염(5.60)’의 검색량이 높게 나타났고 
30 에서 ‘디스크(16.80)’의 검색 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다. 특히 ‘관절염’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검색 량의 평
균값이 증가하 다. ‘다이어트(55.37)’, ‘한약(45.33)’ 관련 
키워드 검색량은 20 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조사되
었다. ‘정력’관련 키워드의 경우 20 (30.79)가 눈에 띄게 
높고 40 (18.47), 30 (13.73) 순이었으며, 부항에 한 
관심도는 40 (31.52)에서 확연히 높게 나타나서 ‘정력(18.47)’
키워드에 한 관심을 능가하는 그래프 형태를 보인다. ‘한
약’, ‘부항’ 키워드는 전 연령에서 2016년 8월 폭등한 것이 
관찰되었으며, 2/4분기 ‘다이어트’ 관련 키워드의 검색증가
도 전 연령이 공통적이었으나, 특히 20 와 40 의 검색빈
도가 증가한 폭이 크게 나타났다(부록 3).

직접키워드 평균 표준편차
20 30 40 20 30 40

침 42.9 42.5294 38.7458 19.0598 19.2901 19.9044
삐었을 때: 근 골격계 질환 3.63426 4.44358 4.98188 2.36312 2.99742 3.40118

관절염: 근 골격계 질환 2.01664 3.99543 5.59523 1.29115 2.38696 3.21068
디스크: 근 골격계 질환 10.0342 16.7977 13.4363 3.9409 7.32442 8.00388

정력 30.7921 13.7267 18.4732 5.1918 3.12095 5.18642
다이어트 55.369 36.6958 46.5139 18.54 13.0437 17.2206

한약 45.3338 33.6553 37.7413 9.71572 8.22431 10.6928
부항 22.5371 20.4469 31.5191 7.97294 6.62177 10.0229

본문에서 위 데이터를 인용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Table 9.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Searching Frequency against Direct Keywords on Each Days by Age

3. ‘Google-Trends’ Keyword Analysis

1) 지역별 비교 : 전 세계

(1) 직접키워드- 조키워드

‘acupuncture’, ‘herb’, ‘cupping’의 공통적인 조키워드인 
‘진통제’의 전세계 지역별 관심도에서 상위 5개국은 ‘가나
(100)’, ‘리비아(66)’, ‘태국(59)’, ‘나이지리아(54)’, ‘터키
(49)’ 순(Fig. 1)으로 나타났다. 반면, ‘acupuncture’에서는 
‘세인트헬레나(100)’, ‘홍콩(85)’, ‘덴마크(80)’, ‘일본(74)’, 
‘스위스(70)’ 순(Fig. 2)이며, ‘herb’에서는 ‘폴란드(100)’, 
‘자메이카(100)’, ‘미국(74)’, ‘뉴질랜드(72)’, ‘오스트레일리
아(69)’ 순(Fig. 3)이다. ‘cupping’은 ‘이란(100)’, ‘홍콩(93)’, 
‘프랑스(74)’, ‘싱가포르(65)’, ‘ 만(62)’ 순(Fig. 4)으로 나
타났다. 기타 나라별 관심도는 다음(부록 4)과 같이 나타난다.

(2) 직접키워드-세부키워드

직접키워드 ‘체중감량’, ‘stamina’, ‘추간판 탈출증’은 전 
세계적으로 한방관련 세부키워드를 검색하는 경우가 적었
다. Google이 제공하는 연관검색어 순위에서, ‘체중감량’, 
‘stamina’, ‘추간판 탈출증’ 직접키워드의 연관검색 25순위 
내에 한방과 관련된 것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 세계
를 범위로한 한방관련 세부키워드는 조사할 수 없었다. 

Fig. 1. The top-ranked lists of concern on ‘Pain Killer’ 
i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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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top-ranked lists of local concern on ‘Acupuncture’ 
in world.

Fig. 3. The top-ranked lists of local concern on ‘Herb’ 
in world.

Fig. 4. The top-ranked lists of local concern on ‘Cupping’ 
in world.

2) 지역별 비교: 대한민국

(1) 직접키워드- 조키워드

‘침’, ‘한약’, ‘부항’의 공통적인 조키워드인 ‘진통제’의 
한국내 지역별 관심도에서 상위 5개 지역은 ‘인천광역시
(100)’, ‘충청북도(95)’, ‘전라북도(82)’, ‘서울특별시(81)’, 
‘ 전광역시(78)’ 순(Fig. 5)으로 나타났다. 반면, ‘침술’에
서는 ‘인천광역시(100)’, ‘ 전광역시(97)’, ‘서울특별시(86)’, 
‘ 구광역시(78)’, ‘전라북도(77)’ 순(Fig. 6)이며, ‘한약’에
서는 ‘전라북도(100)’, ‘ 구광역시(97)’, ‘경상북도(87)’, ‘광
주광역시(85)’, ‘ 전광역시(82)’ 순(Fig. 7)이다. ‘부항’은 
‘ 구광역시(100)’, ‘경상남도(91)’, ‘ 전광역시(89)’, ‘경상

북도(85)’, ‘서울특별시(84)’ 순(Fig. 8)으로 나타났다.

Fig. 5. The top-ranked lists of local concern on ‘Pain 
Killer’ in Korea.

Fig. 6. The top-ranked lists of local concern on ‘Acupuncture’ 
in Korea.

Fig. 7. The top-ranked lists of local concern on ‘Herbal 
Medicine’ in Korea.

Fig. 8. The top-ranked lists of local concern on ‘Cupping’ 
in Korea.

(2) 직접키워드-세부키워드

‘다이어트’ 키워드의 한방관련 연관검색어는 ‘보이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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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트(18위. 관심도 15)’, ‘다이어트 한약(21위. 관심도
10)’이 있었다. ‘정력’ 키워드의 한방관련 연관검색어는 없
었고, ‘디스크’ 키워드의 한방관련 연관검색어도 없었다. 추
가적으로 ‘관절염’ 키워드의 한방관련 연관검색어는 ‘관절염
에 좋은 약초(16위. 관심도 0)’이 있었다. ‘추간판 탈출증’, 
‘삐었을 때’의 한민국 내 검색은 거의 없어서 연관검색어
를 얻을 수 없었다.

3) 기간별 비교

한민국 범위의 과거 5년간의(2012.6.1.~2017.6.1.) 키
워드 검색빈도를 비교 조사 하 다.

(1) 침(술)

평균적으로 침술은 49, 진통제는 59의 관심도를 보 다. 
5년간의 관심도 변화는 다음(Fig. 9)과 같다. 침술은 2012
년경 ‘진통제’의 관심도와 비등하고, 2013년경 까지 관심을 
받지만, 2014년 이후로는 관심도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2) 한약

평균적으로 한약은 61, 진통제는 24의 관심도를 보 다. 
5년간의 관심도 변화는 다음(Fig. 10)과 같다. 한약이 진통
제보다 검색량이 현저히 많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
차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진통제에 한 관심도는 5년
전과 지금이 비슷하지만, 한약에 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3) 부항

평균적으로 부항은 24, 진통제는 42의 관심도를 보 다. 
5년간의 관심도 변화는 다음(Fig. 11)과 같다. 부항의 검색
량은 진통제보다 낮게 머물고 있으며 격차가 일정하게 유
지되고 있다. 다만, 2016년 8월 7일-8월 13일경 ‘부항’ 키
워드의 관심도가 폭등하 다가 다시 이전과 같이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 Change of flow for ‘Acupuncture’ and ‘Pain Killer’ as keywords during past 5 years.

Fig. 10. Change of flow for ‘Herbal Medicine’ and ‘Pain Killer’ as keywords during past 5 years.

Fig. 11. Change of flow for ‘Cupping’ and ‘Pain Killer’ as keywords during past 5 years.



2대 포털사이트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방관련 키워드 분석

- 54 -

Ⅳ. 고찰

본문의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한의학 관련 표적 키
워드로 ‘침’, ‘근골격계 질환’, ‘정력/성기능’, ‘다이어트’, 
‘한약(재)’, ‘cupping(부항)’을 추출할 수 있었다.

2. Naver-Datalab의 1년 검색량 평균값은, ‘다이어트(51.64)’
가 가장 높았으며, ‘침(50.29)’, ‘한약(44.14)’, ‘부항(26.71)’, 
‘정력(23.53)’, ‘디스크: 근골격계 질환(16.11)’, ‘삐었을 
때: 근골격계 질환(5.29)’, ‘관절염: 근골격계 질환(2.46)’ 
순서로 나타났다. 남여의 관심도는 항목별로 비슷하지만 
남성의 경우 ‘정력’이, 여성의 경우 ‘다이어트’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 따른 관심도 변화는 각 연령 별 
질환(중년에서 관절염 등) 및 관심(20 에 다이어트 
등) 등에 따라 변화를 보 다.

3. Google-Trends를 통해 선정된 키워드에 한 전세계의 
관심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Pain Killer’는 가나, 
리비아, 태국, 나이지리아, 터키 순이었고, ‘Acupucture’
은 세인트 헬레나, 홍콩, 덴마크, 일본, 스위스 순이었으
며, ‘herb’는 폴란드, 자메이카, 미구, 뉴질랜드, 오스트레
일리아 순이었고, ‘Cupping’은 이란, 홍콩, 프랑스, 싱가
포르, 만 순이었다. 국내의 관심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통제’는 인천, 충북, 전북, 서울, 전 순
이었으며, ‘침’은 인천, 전, 서울, 구, 전북 순이었고, 
‘한약’은 전북, 구, 경북, 광주, 전 순이었고, ‘부항’은 

구, 경남, 전, 경북, 서울 순이었다. 아울러 기간별 
키워드의 변화추이를 보면 침술은 2012년경 ‘진통제’의 
관심도와 비등하고, 2013년경 까지 관심을 받지만, 2014년 
이후로는 관심도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약
이 진통제보다 검색량이 현저히 많았으나 시간이 지날수
록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항의 
검색량은 진통제보다 낮게 머물고 있으며 격차가 일정하
게 유지되고 있다.

Ⅴ. 결론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면, 정보가 

량일수록 그 예측이 정확해진다. 이렇게 포털사이트의 키
워드 분석 툴을 이용하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한방시장 
자체가 작아서 한계가 있지만, 네이버에 비해 오랜 기간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유한 ‘구글’을 이용하고, ‘ 한민국’을 조
사 지역범위로 잡는다면 비교적 데이터가 정확해 진다. 빅
데이터에 한 전문 지식 없이 쉽고 빠르게 비교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는 방식이다.

FGI를 통해 초기에 키워드를 잡는 과정에서 진행자의 한
의 생이라는 신분이 토의를 하는데 향을 주지 않도록, 
진행자와 친분이 없는 인터뷰 참가자를 모집해야 했으나, 
group 4를 제외하고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그룹이 구성
된 점이 아쉽다. 또한 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연
령층이 주로 20~40  이므로 전 연령의 관심을 반 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동일한 키워드를 이용하
여 Naver와 Google의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한 것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키워드분석 tool을 이용하
여, 각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엑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분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그래프에 
나타난 경향성을 정확한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해 분석하지 
못하는 가장 큰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향후 시
행할 한의학 관련 연구 주제를 설정하기 위해 기간별로 관
심도 추이를 조사하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소비자가 관
심 있어 하는 한방산업의 수요를 빅데이터에 한 전문 지
식이 없는 한의사가 쉽게 조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
는 목적이 크다. 

네이버의 경우 ‘naver data lab’서비스가 시행된 것이 불
과 1년 전이기 때문에 그 전의 정보는 알 수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네이버는 각종 규제사항과 광고의 유입이 
많아 실제로 소비자가 검색하는 키워드 보다는 광고성의 
연관검색어들이 많이 노출되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약’ 직접키워드의 세부키워드에 ‘살빼는 한약’이 해당되
는 점도 ‘다이어트’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
다. 그리고 본 연구는 PC와 모바일 검색을 모두 포함한 정
보를 범위로 하여 시행되었으나, 모바일로 검색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PC를 사용하여 검색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젊
은 연령층일 가능성이 있어, 그 둘을 나누어 분석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사료된다. 

구글의 경우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본 연구의 내용 이
외에도 ‘google trends’를 이용하여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
는 것이 가능하다. 한민국의 관심도 상위 5개 지역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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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에 포함하 지만, 하위 5지역을 알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도 지역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상관관계’를 입증 할 수는 있
지만,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단
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디에서 관심 있어 하
는가’를 보여주는 것뿐이지만, 이것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에 한 예측하고 연구주제와 마케팅 분야 등에서 다
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원 지역을 선택 할 
때에도, 인천광역시나 전라북도는 수요가 충분한 곳이고, 
공급량을 확인해야겠지만 개원의 고려 상이 된다. 반면, 
충청북도는 한의학에 한 관심이 적은 지역임을 고려해 
보는 등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의 분석은 향후 한의학의 미
래를 예측하는 방법론으로도 유용하여 의학사를 정리하는 
한 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문에서 소개한 그래프를 조사하며 몇 가지 의문
점이 발생하 다. ‘2016년 8월경 남성들의 ‘부항’에 한 
관심도가 눈에 띄게 폭등 한 이유’, ‘2016년 8월경 여성들
의 ‘한약’에 한 관심도가 폭등한 이유’ 또는, ‘‘다이어트’ 
검색어가 전 연령에서 2/4분기에 증가 한 이유’, ‘20 의 
‘정력’ 검색이 3, 40  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 ‘충청북도
의 진통제에 한 관심도가 매우 높고 한약에 한 관심도는 
매우 낮은 이유’, ‘선진국에서 한약과 침술의 관심도가 높은 
이유’ 등이다. 이러한 의문점들은 추측은 가능하지만 증명
할 수는 없다. 이것을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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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체적 경향 (Naver)

Appendix 1-1. Keyeords ‘Acupucture’ and ‘Musculoskeletal Disease’ from 20’s to 40’s of men and women

  

Appendix 1-2. Keyeords ‘Stemina’, ‘Diet’, ‘Herbal Medicine’ and ‘Cupping’ from 20’s to 40’s of men and women

  

2. 성별비교(Naver)

Appendix 2-1. ‘Acupucture’ and ‘Musculoskeletal Disease’ from 20’s to 40’s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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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2. Keyeords ‘Stemina’, ‘Diet’, ‘Herbal Medicine’ and ‘Cupping’ from 20’s to 40’s of women

  

Appendix 2-3. ‘Acupucture’ and ‘Musculoskeletal Disease’ from 20’s to 40’s of men

  

Appendix 2-4. Keyeords ‘Stemina’, ‘Diet’, ‘Herbal Medicine’ and ‘Cupping’ from 20’s to 40’s of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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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별 비교(Naver)

      

Appendix 3-1. Keyeords ‘Acupucture’ and ‘Musculoskeletal Disease’ from 20’s of men and women

Appendix 3-2. Keyeords ‘Acupucture’ and ‘Musculoskeletal Disease’ from 30’s of men and women

Appendix 3-3. Keyeords ‘Acupucture’ and ‘Musculoskeletal Disease’ from 40’s of men a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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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4. Keyeords ‘Stemina’, ‘Diet’, ‘Herbal Medicine’ and ‘Cupping’ from 20’s of men and women

Appendix 3-5. Keyeords ‘Stemina’, ‘Diet’, ‘Herbal Medicine’ and ‘Cupping’ from 30’s of men and women

Appendix 3-6. Keyeords ‘Stemina’, ‘Diet’, ‘Herbal Medicine’ and ‘Cupping’ from 40’s of men a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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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별 비교 : 전세계, 직접키워드와 대조키워드의 지역별 관심도 비교

Appendix 4-1-1. Comparison local concerns of direct keyword ‘Acupuncture’ and control keyword ‘Pain Killer’
*  (빨강) : painkiller,  (파랑) : acupuncture

Appendix 4-1-2. Local concerns of direct keyword ‘Acupuncture’

Appendix 4-2-1. Comparison local concerns of direct keyword ‘Herb’ and control keyword ‘Pain Killer’
*  (빨강) : painkiller,  (파랑) : h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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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2-2. Local concerns of direct keyword ‘Herb’

Appendix 4-3-1. Comparison local concerns of direct keyword ‘Cupping’ and control keyword ‘Pain Killer’
*  (빨강) : painkiller,  (파랑) : herb

Appendix 4-3-2. Local concerns of direct keyword ‘Cupp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