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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논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 하는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하여 201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

보도자료를 십으로 체육계 병역특례와 련된 여론, 과 흐름에 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사회 상 인식을

분석하려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 상에서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 을 도출

하기 해 련 키워드를 잠재 디리클 할당 기법을 실행하여 토픽을 도출하고 시각화 하 다. 도출된 토픽은 ‘병역특례

재조명’, ‘병역비리 논란’, ‘체육분야 병역특례’, ‘ 술분야 체복무 제도’, ‘국정감사’의 5개이다. 이는 체육계 병역특혜와 련

된 사회 논란에 한 정확한 정보를 악하여 정의롭고 평등부담원칙에 부합되면서도 스포츠선수의 특성이 고려된 실

방안을 마련할 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 어 : 빅데이터, 잠재 디리클 할당, 넷마이 , 체육계 병역특례, 인식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ocial phenomena and perception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on public opinion, views and trends related to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in the sports community through 

Big KINDS operated by the Korea Press Promotion Foundation. To this end, the related keywords were derived and 

visualized by implementing a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technique to derive problems found in social 

phenomena based on big data analysis. The topics derived include "re-lighting special case on military service," " 

military service corruption controversy,"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ystem for artists " and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This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identifying accurate information on social controversies related to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in the sports 

community and drawing up practical measures that are considered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just and equal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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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필  및 목

한민국은 분단국가이자 정 (停戰)국가이다. 헌법

에도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와 함께 국방의 의무가 국민

의 4 의무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한민국

국 의 모든 남자들은 특별한 신체 , 정신 으로 문제

가 없는 한 병역법에 의거 하여 만 19세부터 일정기간의

군복무를 필해야한다. 그러나 20 기왕성한 청년들에

게 있어서 폐쇄된 일정 공간에서 제한된 자유로 18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심리 인 압박감, 스트 스

를 받을 뿐 아니라 인생의 황 기에 학업이 단되거나

경력이 단 되는 사회 인 부분에서도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병역의 의무에서도 병역특혜를 받을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가 존재한다. 병역특례 제도는 문연구요

원, 산업기능요원, 공 보건의사, 의경, 해양의경, 의무소

방원등의 환복무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복무기간, 주

요근무처 등은 복무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체육계에도

특기를 가진 사람이 문화 창달과 국 선양을 목 으로

체복무의 기회를 제공받는 술·체육 병역특례법이

1973년에 제정되어 개정, 시행되고 있다. 특례 상은 올

림픽경기에서 3 이상, 아시안게임 1 , 국제 술경연

회 2 이상 입상, 국내 술경연 회 1 입상한 자로 문

화체육 부장 의 추천에 따라 술체육요원의 혜택

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문화 술과 체육 분야에서

병역특례를받은숫자는 2018년기 , 900여명에달한다[1]

그러나 군입 를 피하기 해 국가에서 인정한 병역

특례제도를 부정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보도되며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발 건수는 총242건, 해외여

행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 미귀

국자도 775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 졌다[2]. 국가 지원

아래 문연구원제도가 운 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KAIST)에서 병역 체 근무를 하고 있는 일부 문 연

구원들의 부정한 방법의 출근등록과 리 출근의 사례

[3], 4주간 기 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 취약계층, 청소

년 등을 상으로 총544시간의 사활동을 하여야 하는

술·체육 특례자들의 허 실 등으로 표자격이

구박탈 되거나 선수자격정지처분 등이 내려진 사례, 모

학의 성악 공자 12명이 역복무를 면탈 받고자 고도

비만자로 장하여 역을 피하려는 사례[4] 등이 발

되어 국민 공분을 사기도 하 다[5].

이처럼 술·체육 병역특례의 경우, 병역 면탈자와 함

께 병역에 련한 문제들의 범 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고 있는 가운데 국가 입장으로 정의롭고 공평하게 해

결해야 할 논란의 무게가 가 되고 있다. 체육계에서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을 딴 로 스포츠

선수들을 둘러싼 병역특례가 논란이 되어 병역특례제도

에 한 폐지와 논쟁이 국회로 까지 옮겨져 병역법 개정

안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1]. 4년이 지나 2018 자

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출 한 야구 국가 표 오

지환, 박해민선수의 병역특례문제는 사회 이슈가 되었

으며[6], 남자 축구 결승 에서 극 우승을 거둬 메달

을 딴 손흥민, 조 우, 황의조 등 축구 표 선수들이

병역면제와 함께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와의 형

평성이 어 난다는 문제로 술과 체육계의 병역특례제

도가 다시 사회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논쟁의 상

이 된 ‘방탄소년단(BTS)’은 로벌 인기아이돌로 빌보드

에서 1 를 2번이나 하며 한국의 K-POP 문화의 상을

국제 으로 높인 그룹이다. 그럼에도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해 청와 청원게시 과 각종 뉴

스댓 에서 손흥민 선수의 병역면제와 면해 논쟁이 일

어났으며, 술과 체육계의 병역특례제도 형평성, 공정성

문제에 해 커다란 논란과 장이 있는 상태이다.

한국에서는 과거부터 지 까지 운동선수들의 병역특

례문제를 두고 특례기 을 강화 공정성에 해 수차

례 논란이 되어왔다[7]. 병역특례를 둘러싼 여러 사회

이슈가 지속 으로 제기되는 부분을 고려할 때 병역에

한 여러 사안들은 한국 남성들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반에 있어 요한 문제 으로 수용하고 공정한 방향으

로 가기 하여 술·체육계의 병역특례 안 모색이 시

한 시 이다.

그러나 지 까지 거론된 체육계 병역특례 문제에

한 의견충돌과 사회 이슈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 단 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지

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회 이슈를 논제로다룬 국내 학

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체육계 병역제도와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

(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8], 체육요원 병역특

례에 한 정의론 고찰[9], 운동선수 병역특례제도에

한 법 고찰[10]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엘리트

스포츠 선수의 병역특례제도와 련된 사회 상을

반 으로살펴본실질 인연구는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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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민국의 체육계(체육요

원)병역특례 문제에 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 상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 을도출하기 하여

체육계의 병역특례와 련된 키워드를 잠재디리클 할

당(LDA : 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법을 실행하여 주

요토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방 한 양의

자료를 한 에 시각화할 수 있는 장 을 심으로 한국

사회의 병역특례에 련된 주요이슈의 악 정의성,

형평성이 확보되고 평등부담원칙을 실 하는 개선방안

마련의 기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스포츠

조직에 이상 인 병역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국가체육

발 에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스포츠 발 뿐 아니라 국

민 신뢰 회복을확보하는데 에 기여하게 될것이다. 이

에 한국 체육계 병역의무 특례제도에 한 사회 인

식은 어떠한가? 를 연구문제로 설정하 다.

2. 상 및 방법

2.1 상

본 연구는 체육계 병역특례제도의 사회 상 인

식분석을 살펴보기 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 하

는 ‘빅카인즈(Big KINDS)’에서 ‘체육 병역특례’ 키워드를

검색하 다. 검색 결과 Fig. 1과 같이 ‘체육 병역특례’와

련된 기사가 연도별 기사 수에서 2018년도 이후 격

히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 검색 기간을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수집하 다. 수

집된 자료는 총 723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본 연구의

내용과 무 한 자료를 제외한 714건의 자료가 분석에 사

용되었다. 분석 데이터 정보는 Table 1과 같다.

Fig. 1. Number of articles per year

Table 1. Analysis data information

content

collection scope
Big KINDS :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collection period 2018.1. 1.~ 2018. 12. 31.

search term special cases on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analytical tool netminer 4

2.2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빅데이터 분석 시

각화 로그램 넷마이 (Netminer 4)를 활용하 다. 수

집된 자료는 특수문자, 기호, 숫자 등을 제거하기 하여

품사를 명사로 설정, 이형동의어를 하나의 단어로 추출

하기 한 유의어 설정, 두 개의 단어가하나의 고유명사

로 불리는 경우 해당 단어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어 설

정, 한 자 단어 혹은 ‘오늘’, ‘동안’, ‘한편’ 등과 같이 분

석의 목 과 거리가 먼 단어를 제거하는 제외어 설정 등

의 처리 과정을 실행하여 분석에 합하도록 하 다.

처리 된 자료는 잠재 디리클 할당(LDA : 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법을 실행하여 토픽을 도출하 다.

잠재 디리클 할당은 규모 문서 속에서 발견되는 하

나의 주제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문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 텍스트의 집합을 이해하기 쉽도

록 정렬하는 분석에 사용된다.

3. 결과 및 

1.1 체  병역특례 도 련 토픽

체육계 병역특례제도에 한 여론 분석을 해 잠재

디리클 할당(LDA : 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토픽과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병역특례

재조명’, ‘병역비리 논란’, ‘체육분야 병역특례’, ‘ 술분야

체복무 제도’, ‘국정감사’의 총 5개의 토픽이 도출되었

으며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확률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에 따른 상 10개를 제시하 으며 그 결과

를 토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1.1 병역특례 재

첫 번째토픽을구성하는키워드는 ‘방탄소년단’, ‘입상

자’, ‘음악’, ‘국 선양’, ‘세계’, ‘빌보드’, ‘청장’, ‘병무’, ‘경

연’, ‘문화’로 구성되었다. 각 키워드의 원문을 확인한 결

과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의 순수 술 분야에서는 병역특

례가 용되는 반면 방탄소년단과 같은 술 분야에

서는 국 선양에도 불구하고 병역특례 상에서 배제되

고 있어 제도의 형평성에 한 논란이 빚어졌다. 이러한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은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차

트 1 라는성 을두번이나올려세계 반열에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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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빌보드차트 1등은 곧 올림픽 1등, 국제콩쿠르 1등과

동등하다는 주장과 함께 재검토 요청의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병무청장은 병역특례

제도에 하여 시 상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와 목 , 군병역 이행 등의 형평성을 재조명하여 최

선의 방안을 마련하거나 폐지도 검토하겠다는의지를 밝

힌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토픽명

을 ‘병역특례 재조명’으로 명명하 다. ‘병역특례 재조명’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의 시각화는 Fig. 2와 같다.

Fig. 2. Visualize topic and keywords

병역특례 재조명 토픽을 살펴본 결과 국제콩쿠르 입

상자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순수 술 분야와 국 를

선양한 연 인들이 군복무를 해야 하는 술 분야

간의 병역특례 형평성에 한 논란으로 병역특례를 재조

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도

입된 이후 사회 변화에 따라 2015년까지 개정되어왔다

[1]. 술과 체육 분야에서 병역특례 상자로 선정하는

병무청의 기 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그리고 세

계 콩쿠르 수상으로 매우 한정 이다. 그러나 병무청

이 규정하는 회 수상자 외에도 술가, 가수, 배우, 공

연기획자, 작곡가 등 그들의 실력과 공과가 인정되어야

할 역이 매우 범 하다는 여론과 선행연구[11,12]에

도 불구하고 규정된 회 입상자만이 병역특례의 상자

로 인정 되어 병역특례 용에 한 형평성, 공정성의 문

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팝과 한류 문화가 세계 으

로 인정받고 명성을 얻고 있는 사회에서 이 납

득할 만한 제도 개선과 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사

료된다. 즉 ‘국 선양’의 ‘나라의 세를 리 떨친다’라는

기 이 모호하고 객 지표가 마련되기 어려운 실

[12] 속에서오히려 체능분야의 병역법에 명시된 병역

특례 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군복무를 마치거나, 병역

Table 2. Topic and keywords

topic
re-lighting special cases
on military service

military service
corruption controversy

special cases on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ystem for artists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1st keyword BTS Hyun-soo Jang Heung-min Son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upervision

probability distribution .026 .049 .026 .015 .050

2st keyword prize winner document even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probability distribution .020 .023 .017 .015 .032

3st keyword music evidence championship
special cases on military

service
witness

probability distribution .016 .018 .010 .013 .018

4st keyword
elevated the nation’s

reputation
service world cup concours Dong-yeol Sun

probability distribution .016 .014 .009 2010 .011

5st keyword world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japan comment doubt

probability distribution .015 .014 .009 .009 .009

6st keyword billboard falsehood join the army art personnel Un-chan Chung

probability distribution .014 .013 .009 .009 .009

7st keyword a director confirmation pro the persons inter-Korean

probability distribution .014 .013 .008 .009 .009

8st keyword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nvestigation league case composition

probability distribution .011 .013 .007 .008 .007

9st keyword contest Yong-dae Lee country justice attendance

probability distribution .011 .011 .007 .008 .007

10st keyword culture disciplinary action jakarta dance Ji-hwan Oh

probability distribution .010 .011 .007 .008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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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혜택을 받아 마땅할 만한 국가의 권 를 세운 인재

들에게도 병역특례 혜택이 용된다면 국 선양과 인재

양성이 비로소 완결되고 제도의 가치 한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1.1.2 병역비리 란

두번째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장 수’, ‘서류’, ‘증

빙’, ‘ 사‘, ‘ 한축구 회’, ‘허 ’, ‘확인’, ‘조사’, ‘이용 ’,

‘징계’로 구성되었다. 각 키워드의 원문을 확인한 결과 축

구 국가 표 장 수 선수가 사활동증빙서류를 조작해

사 시간을 부풀린 사실이 발되었으며, 배드민턴 스

타 이용 선수가 사활동 서류 조작 의혹을 받았으나

부정행 는 없었다는 결론이 보도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체육계 병역비리와 련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해당 토

픽명을 ‘병역비리 논란’으로 명명하 다. ‘병역비리 논란’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의 시각화는 Fig 3과 같다.

Fig. 3. Visualize topic and keywords

병역비리 논란 토픽을 살펴본 결과 축구 국가 표 장

수 선수의 사활동 증빙서류 조작 사건, 배드민턴 선

수 이용 의 사활동 서류 조작 의혹 등 운동선수들의

병역비리 논란을확인할 수있었다[6,7]. 병역특례 상자

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군복무를 체하는기간 동

안 업을 유지하면서 의무 으로 총 544시간의 사활

동을 이행해야 한다. 체육요원 병역특례에 해 고찰한

Lee & Yang(2015)은 운동선수들에게 체육요원 병역특

례 혜택이 역 복무에 비해 공동체의 공공선 면에서 더

욱 크게 기여할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으며, 그들에게 응

분의 보상으로서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9]. 제도의

취지와 국가의 공공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는 타당한

면이 없지 않으나, 병역비리 논란 사례를 재조명해볼 때

마련된 제도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해서는 병무청과 운

동선수들의 도덕 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 사료된다. 즉 체육요원 병역특례 상자들에게도,

한 국가 차원에서도 더욱 이상 인 제도가 되기 해

서는 체육요원들의 도덕성을 이끌어 낼 제도의 규범

측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을

들에게 인식시키며 정의롭게 운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1.1.3 체 야 병역특례

세 번째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손흥민’, ‘종목’, ‘우

승’, ‘월드컵’, ‘일본’, ‘입 ’, ‘ 로’, ‘리그’, ‘나라’, ‘자카르

타’로 구성되었다. 각 키워드의 원문을 확인한 결과 국

로축구 리그(EPL)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우승을 거머쥐며병역

혜택이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어낸 것이 크게 이슈화

되었다. 아시안게임과 더불어 월드컵의 경우도 군미필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해 표 발탁을 염원하는

경기로 손꼽혔으며, 종목·분야마다 우승 입상 난이도가

천차만별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정을 용하는 에

해 문제 을 지 하기도 하 다. 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모두 일본을 르고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원한 라이벌 일본에 한 승부

욕이 크게 작용한 등이보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

라서 해당 토픽명을 ‘체육분야 병역특례’로 명명하 다.

‘체육분야 병역특례’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의 시각화는

Fig 4와 같다.

Fig. 4. Visualize topic and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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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의 토픽에서는 국 로축구 리그에서 활약

하는 손흥민 선수가 2018 아시안게임의 우승으로 병역

혜택이 주어져 국민 기쁨으로 다가온 이면에는 결

승 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국가 항 이 이루어져 여타

회보다 훨씬 강력한 민족주의가 집단감정의형태로 나

타나는 상[9] 한 한 몫을 담당한 것이라사료된다. 병

역특례의 토픽에 포함된 키워드 원문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체육계 내부에서도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병

역특례의 기회를 선망하고 있으나 종목별조건별 환경에

따른 차이가 매우크므로, 이에 해 공공이 납득할 만한

공정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병역특례는

당사자인 운동선수 개인의 상상하기 어려운인내와 고통

의 결과물인 동시에 국가 인 의 의미 한 크므로

비인기종목을 포함하여 꾸 한 경기력을 유지할수 있도

록 병역특례 수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13] 한 선수들의 재능낭비나 우수선수의 조기 은

퇴 래 등을 방하는 측면에서 타당한면에 있다고

단되므로 개선책 마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1.4 술 야 체복  도

네 번째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 체복무’, ‘국방

부’, ‘병역특례제도’, ‘콩쿠르’, ‘의견’, ‘ 술요원’, ‘ 계자’,

‘ 상자’, ‘공정’, ‘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키워드의 원문

을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2022년까지체육· 술요원의

체복무의 면 폐지를 검토 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만의 독특한 체복무 제도인 술체육 특

기자 병역특례 제도는 체육 회와 콩쿠르가비슷해 보이

지만 내용면에서 다르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술가들의 병역특례를 콩쿠르 등수만으로 매긴다는 발상

자체가 시 으로 뒤떨어진 것이라 지 되기도 하 다.

따라서 해당 토픽에서는 술특기자의 병역특례에 있

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제도를도입하고자 하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해당 토픽명을 ‘ 술분야 체복

무 제도’로 명명하 다. ‘ 술분야 체복무 제도’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의 시각화는 Fig 5와 같다.

술분야 한 병역특례가 있으며 체육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가 토픽을구성하는 키워드에서

도 나타났다. 비정상 인 방법으로 역 복무를 피하려

는 성악 공 학생들의 발[4]에서도나타나듯, 무용수

들 한 경력단 과 경제단 을 군복무 후 무용수로서

지속 면에서 가장 문제 인 것으로 나타났다[14]. 음악,

미술, 무용등의 분야에서 병역특례를 받을수 있는 술

요원 역시 상자 선정의 공정성이 키워드에 나타난 것

처럼 체육계와 마찬가지로 매우 요한 이슈로 나타남을

확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1.1.5 감사

다섯 번째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감독’, ‘국정감

사’, ‘증인’, ‘선동열’, ‘의혹’, ‘정운찬’, ‘남북’, ‘구성’, ‘출석’,

‘오지환’으로 구성되었다. 각 키워드의 원문을 확인한 결

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표 오

지환 선수의 병역특례 혜택을 얻게 되면서 표 선발

에 오지환 선수의 군면제 혜택을 주기 한 것이라는 의

혹을 사 선동열 감독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데 이어 정

운찬 KBO 총재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축

구 단일 을 추진하 으나 남북 화해 기여보다 표

선수들의 병역특례와 직 인 연결성이 우선되어 실

되지 못한 에 한 아쉬움 등 아시안게임 이후 다각

원인으로 인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의 강력한 요구가 있

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토픽명을 ‘국정감사’로 명

명하 다. ‘국정감사’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의 시각화

는 Fig 6과 같다.

아시안게임에서의 일부 자격미달 선수에 한 병역특

례 논란은 의 분노와 부정 인 여론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BTS와 같은 술 분야의병역 특례논의, 그

리고 BBC를 비롯한 세계 언론의 심과 함께 선동렬

야구 국가 표 감독과 정운찬 한국야구 원회(KBO) 총

Fig. 5. Visualize topic and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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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유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12]. 결국 우수선수의경기력 향상 연 제도와 병역특례

문제는 체육계 비리근 책 하나로 재검토 혹은 폐

기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15].

물론 일부 자격미달 선수의 병역 특혜가 국민 공분

을 사기도 했으나 병역법에 명시된 병역특례의 기 은

그 용에 있어서 모호함과 일 이지않다는 문제 이

있다. 객 이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 이 마련

되기 에는 최근과 같이 BTS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

라 상 으로 병역 특례의 기 에 없는 기능올림픽, 청

소년 회, 유니버시아드 회, 그 밖의 국제 화제 등

사회 논란으로 확 될 가능성 한다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수

행하고 있는 다수의 한민국 청년들이불필요한 박탈

감이나 상 불이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국

민들이 공정한 사회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므로

체육계 병역특례 개선책의 무게가 막 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여론에만 귀 기우릴 것이 아니라 일부 병역특례

의 필요성에 한 의미 한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완 폐지가 아니라면 공정성과 요성을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 하는 빅카인즈

(Big KINDS)를 통하여 201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언론 보도자료를 심으로 체육계 병역특례와 련된

여론, 과 흐름에 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사회

상 인식을 분석하려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 상에서 속에

서 발견되는 문제 을 도출하기 해 련 키워드를 잠

재 디리클 할당 기법을 실행하여 토픽을 도출하고 시

각화 하 다. 도출된토픽은 ‘병역특례 재조명’, ‘병역비리

논란’, ‘체육분야 병역특례’, ‘ 술분야 체복무 제도’, ‘국

정감사’의 5개이다. 이는 체육계 병역특혜와 련된 사회

논란에 한 정확한 정보를 악하여 정의롭고 평등

부담원칙에 부합되면서도 스포츠선수의 특성이 고려된

실 방안을 마련할 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논란의 여

지를 남기고 있는 한국 병역특례제도에 한 사회 공

정성이 확보되기 하여 어떠한 이 보강되고 고려되어

야 할 자룰 탐색하여 이상 이고 합리 인 방안이 도출

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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