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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1월 Coronavirus disease (COVID-19) 의 세계적 

확산으로 7월 22일 기준 약 1,456만 명의 확진자 중 약 60만 명

이 사망하였고 약 4.1%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20). 전 세계 의료진들은 감염의 우

려와 높은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하고 있으며(Yoon, 2020) 그 중 간호사는 

공중보건에서 감염 예방, 감염 통제, 격리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해 온라인 매체에서는 간

호사 및 의료진을 향한 격려의 글에서부터 비난하는 글까지 다

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Smith, Ng, & Li, 2020). 이런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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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응들은 간호나 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느낌, 생각과 믿음

을 의미하며(Kalisch & Kalisch, 1986) 간호사의 직무만족, 간

호업무성과는 물론 이직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Takase, Maude, 

& Manias, 2006)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에 달하며 개인 PC와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 되어있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에 접근하기가 쉬워진 만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생

성되는 비정형 데이터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hn, 2011). 기존에는 분석과 처리를 목적으로 생성되는 정형 

데이터가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

형 데이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Castillo, 2005). 

빅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사회 전반의 현상과 트렌드뿐만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로는 파

악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변화와 사람들의 심리, 감정을 반영하

는 잠재적인 정보까지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하다(Castillo, 

2005). 비정형 데이터 중 텍스트 자료는 실제적, 잠재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주된 논제에 대한 발견이 가능하며 대용량의 텍

스트에 사용된 키워드를 통해 토픽의 추론 및 숨겨진 의미를 파

악하는 것이 가능하다(Castillo, 2005). 이처럼 텍스트 자료의 

분석은 미시적 주제를 분석하는데 유용하여 최근 간호학을 포

함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Kim et al., 2019; Seo 

& Jung, 2013). 

최근 보건의료 정책과 환경 변화 및 의료 수요 다변화로 인

해 간호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간호 전문직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

점이다. 이에 포탈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등장하는 키워드를 

분석하여 토픽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이후 간호사에 대한 대

중의 인식을 확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COVID-19로 인

해 간호 및 의료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되는 시기에 

COVID-19 발생 전후 간호사와 관련된 키워드를 수집하여 토

픽을 추출하고 의미를 비교해 보는 연구는 대중들이 인식하는 

간호사에 대한 요구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사회적 인식에 따른 간호전문직의 역할 재정립 및 확대를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 검색되는 

간호사 관련 키워드를 통해 토픽을 시기별로 분석 및 비교하여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발생으로 인해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 ‘간호사’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

는 키워드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사’ 관련 키워드를 COVID-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간호사와 관련 토픽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에 검색되는 간호사 

관련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한 온라인 빅 데이터 활용 조사연

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터넷 포털의 국내 점유율 98.14%를 차지하는 

네이버, 구글, 다음 3가지(Internet trend, 2020) 중 네이버와 

다음으로 지정하였고,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셜미

디어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Song & Yi, 2014) 중 트

위터를 포함하였다. 인터넷 포털 중 구글은 타 인터넷 포털과 

달리 블로그, 카페와 같은 카테고리의 구분이 없고 검색 결과 

중 네이버와 다음의 결과를 포함하기 때문에 연구자 간 합의를 

거쳐 제외하였다. 소셜미디어 중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

우 웹 크롤링 시 기간 설정이 불가하고 특히, 인스타그램은 글 

위주가 아닌 사진 및 동영상 기반의 서비스로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아 연구자 간 합의 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기간은 국내 COVID-19가 처음 발생 한 시기인 2020년 1월 20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인 2019년 7월 20일부터 2020년 1월 19

일까지(pre COVID-19 era 로 명명함)와 2020년 1월 20일부터 

6개월 뒤인 2020년 7월 20일까지(during the COVID-19 era 

로 명명함)이었다. 검색 시 키워드는 “간호사”로 지정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Python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웹 크롤러

(web crawler)를 구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웹 크롤러는 

방대한 웹 문서를 제공하는 웹에서 특정 사이트의 웹 문서를 자

동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Seo & Jung, 2013). 본 연

구에서는 빈도 분석과 시각화에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오픈 소스

(소스 코드가 공개 되어 있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

그램)로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는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

용하여 웹 크롤러를 구현하였다. 인터넷과 웹 크롤러의 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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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Requests&(https://requests.readthedocs.io/), 웹 

문서의 정제를 위하여 &Beautiful Soup&(https://pypi.org/ 

project/beautifulsoup4/) 등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각화를 위해 Python의 시각화 관련 라이

브러리인 &Matplotlib&(https://matplotlib.org/)과 워드클

라우드 라이브러리인 &WordCloud for Python&(https:// 

amueller.github.io/word_cloud/)을 사용하였다.

1) 웹 크롤러의 구조

웹 크롤러의 구조는 인터넷과 통신하여 웹 문서를 가져오는 

부분과 가져온 웹 문서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정제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통신부는 상술한 Python용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인 &Requests&를 사용하여 크

롤링의 대상이 되는 웹 페이지의 웹 문서를 가져온다. 그렇게 가

져온 웹 문서는 HTML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분석 가능한 데

이터를 얻기 위해 웹 문서 데이터를 정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HTML 파싱(parsing) 라이브러리인 &Beautiful Soup&을 

이용해 HTML 태그 중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태그를 지

정하여 실제 분석 대상이 되는 컨텐츠만 추출하였다. 웹 사이트

에 과도한 부하를 가하지 않기 위하여 매 인터넷 통신 사이에 1

초에서 2초 사이의 무작위(확률 분포는 uniform distribution)

의 시간동안 휴지기를 두었다.

2) 웹 크롤링 결과물의 형식

위의 크롤러는 &간호사‘라는 키워드로 각 분석 대상인 인터

넷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 검색한 결과를 한 줄에 한 건씩 텍스

트 파일에 저장하였다. 검색 결과 한 건은 글의 제목, 작성일시, 

글의 요약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작성일시는 크롤러가 의

도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실제 데

이터는 제목과 요약이 기록되었다.

4. 자료분석

1) 데이터 클렌징 (Data cleansing)

수집된 데이터에는 숫자, 문장부호, 라틴 문자나 한자 등의 

외국어도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속하지 않으

므로 그러한 요소들을 미리 처리하였다. 즉 크롤링으로 얻은 데

이터에서 한글만 추출하기 위하여 정규식(regular expression)

을 사용하여 한글 정규식 패턴(r&[가-힣]+&)에 일치하는 부분

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삭제하였다.

2) 어간 추출 (Stemming)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간호사가', &간호사를', &

간호사는' 등 조사만 다른 어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므로 

표준화된 분석을 위하여 조사나 어미 등을 분리해서 어간만 남

겼다. 이를 위해 Python용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라이브러리인 

KoNLPy 중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https://github.com/트위

터/트위터-korean-text/)를 이용해 데이터 클렌징 단계에서 

얻은 데이터에서 명사만 뽑아낸 후, 어간 추출을 수행하였다.

3) 키워드 수 집계

본격적인 집계에 앞서 온라인 매체 특성상 내용이 완전히 중

복되는 글이 존재하므로 중복된 글은 한 건만 남기고 삭제하는 

처리를 먼저 수행하였다. 키워드 수를 집계한 뒤 한 글자로 된 키

워드(-등, 한, 큰 등)는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 결과에서 해

당 키워드를 삭제하는 등의 후처리를 진행하였다. 또한 오픈소

스로 공개된 자주 쓰이는 한국어 불용어(https://github.com/ 

stopwords-iso/stopwords-ko/blob/master/stopwords-k

o.txt) 목록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불용어 제외 처리를 하였다.

4)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키워드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출현한 빈도수인 Term Frequency (TF) 값을 구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Inverse document frequency 값을 활용하여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값을 구

하였다. TF-IDF란 TF와 IDF를 곱한 값으로 특정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등장하였는지를 계산하고 특정 단어가 전

체 문서에서 등장하는 빈도의 역수를 곱한 값을 의미한다

(Kang, Kim, & Roh, 2019). TF-IDF는 문서 내에서 키워드가 실

제로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값으로 TF-IDF 값

이 높은 키워드는 문서 내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의

미한다(Blei, Na, & Jordan, 2003).

5)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토픽 모델링은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를 기반

으로 텍스트마이닝 영역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으로 어떤 주제

들의 집합이라고 가정된 한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들을 확률적

으로 계산하여 이 결과 값을 토픽 주제어들의 집합으로 추출하

는 알고리즘이다(Blei et al., 2003). 토픽 모델링 기법은 인터넷 

매체와 같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주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정확한 토픽의 변화 양상을 추적할 수 있다(Bae, Han, & Song, 

2014). LDA 기법에서는 연구자가 토픽의 수를 지정하여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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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equency of Posts of 'Nurse' by Internet Portal & Social Media before and during COVID-19 Era

Resource Type of posts
Pre COVID-19 era During the COVID-19 era

n (%) n (%) n (%) n (%)

Naver
News
Cafe
Blog

 24,000 (12.7)
 60,080 (31.8)
104,967 (55.5)

189,047 (51.6)
 46,320 (19.7)
 63,310 (26.9)
125,822 (53.4)

235,452 (55.8)

Daum
News
Cafe
Blog

 44,620 (30.4)
14,524 (9.9)

 87,519 (59.7)

146,663 (40.0)
 51,836 (33.6)
 17,325 (11.2)
 85,038 (55.2)

154,199 (36.5)

Twitter -   30,491 (100.0)  30,491 (8.4)   32,320 (100.0) 32,320 (7.7)

Total 366,201 (100.0)  421,971 (100.0)

Distance Map (IDM), 즉 토픽간의 거리를 공간적으로 보여주

는 지도로 명확하게 분류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IDM을 

확인하면 각각의 토픽이 원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원들이 서로 

겹치지 않고 독립적이라면 토픽이 잘 분류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키워드의 주제에 대한 최적의 토픽수(k)를 산출하기 위

하여 다양한 개수의 토픽을 설정해보았다. IDM의 시각적 변화

를 확인하여 토픽 간 겹치지 않고 뚜렷하게 구분되는 3개를 토

픽의 수로 결정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빅데이터 분석 연구는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 시행

되는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

는 자료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자료만을 수집하였으며 강

릉원주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면제 승인을 획

득하였다(IRB: GWNUIRB-R2020-38).

연구결과

1. 간호사 연관 검색어 웹 크롤링 결과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간호사’라는 키워드

를 검색한 결과, 웹 크롤링 결과 총 건수는 Table 1과 같다. 

COVID-19 이전 시기는 총 366,201건, COVID-19 발생기간은 

총 421,971건으로 15%정도 증가하였다. 

2. COVID-19 이전시기와 발생기간 간호사 관련 키워드 

분석

본 연구에서는 TF-IDF값 기준으로 상위 15개 키워드를 살

펴보았다. COVID-19 이전 수집된 총 키워드 수는 254,160개

였고 정제 후 분석에 이용된 총 키워드 수는 253,898개였다. 

COVID-19 이전에는 간호(7.69)가 가장 높았고, 제왕절개(4.88), 

물리치료(4.78), 청소(4.72), 영양(4.65) 등 순이었다. COVID-19 

이후 수집된 총 키워드 수는 78,050개였고 분석에 이용된 총 키

워드 수는 77,857개였다. COVID-19 이후에는 간호(9.64)가 가

장 높았고, 응급(4.93), 관계(4.1), 가운(3.87), 대학(3.86) 등 순

이었다(Table 2). 

3.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COVID-19 이전시기의 토픽은 ‘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간호사가 보는 간호사’ 그리고 ‘간호사의 취업과 진로’ 3가지

로 명명하였다. 

첫 번째 토픽인 ‘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구성하는 주

요 키워드는 병원, 의사, 의료, 건강, 환자, 방문 등이었다. 대상

자가 간호를 받은 경험을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글들과 간

호사가 건강, 방문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내용에 대한 뉴스

들이 많았다(Table 3)(Figure 1).

너덜너덜 간호사들도 어디에다 다시 주사바늘을 꽂아

야 할지 난감했던 그시절 ㅜ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제

가 세상 건강해 졌지요 ㅎㅎ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네이버, 2019.07.20.)

전문간호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영유아 건강

관리를 해주는 I-Mom 방문건강관리 사업...(다음, 2019.08. 

18.) 



 Vol. 27 No. 3, 2020  259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COVID-19 발생 전후 간호사 관련 토픽 비교: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Table 2. Results of TF-IDF from Web Portal and Social Media

Pre COVID-19 era During the COVID-19 era

Rank Keyword TF-IDF Rank Keyword TF-IDF

1 Nursing 7.69 1 Nursing 9.64

2 C-section 4.88 2 Emergency 4.93

3 Physiotherapy 4.78 3 Relation 4.10

4 Cleaning 4.72 4 Gown 3.87

5 Nutrition 4.65 5 University 3.86

6 Hygiene 4.49 6 Respiration 3.10

7 School 4.18 7 City 3.05

8 infant 4.09 8 Volunteers 3.04

9 University 3.80 9 Labor 2.99

10 Nursing science 3.70 10 Medicine 2.84

11 Fire fighting 3.55 11 Nutrition 2.82

12 Rescue 3.52 12 Protection 2.81

13 Disability 3.33 13 Service 2.74

14 Welfare 3.26 14 Inquiry 2.73

15 Labor 3.25 15 Care 2.65

두 번째 토픽인 ‘간호사가 보는 간호사’를 구성하는 주요 키

워드는 간호, 병원, 후기, 수술, 친절, 간호학과 등이었다. 간호

사가 간호학생들이나 예비 간호학생들에게 글을 남기거나 자

신의 경험을 일기형식으로 블로그나 카페에 수록하는 등의 글

이 주를 이루어 있었다(Table 3)(Figure 1). 

생기부 18장 정도고 진로는 점점 구체적으로 간호사로 

맞춰져 있고, 세특도 간호로 맞춰져 있어요! 수상은 12개

정돈데 간호 관련된 건 없고 봉사는 비정기적으로 장애인

기관가서 했습니당.(네이버, 2019.07.20.)

BLS 는 병원에서 필수교육이지만, ACLS 는 생각보다 

갖고 있지 않은 간호사들이 많다. 내가 처음에 ACLS에 관

심에 갖게 된 건, 4년차였었나... ICU에서 일하면서 EKG 

를...(다음, 2019.08.11.)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다니면 길이 정말 생각보다 굉장

히 많아요! 즉 병원 그만둬도 다른길이 많아영ㅎㅎ.(트위

터, 2019.11.10.)

세 번째 토픽은 ‘간호사의 취업과 진로’인데, 주요키워드는 

선생님, 엄마, 시험, 후기, 졸업, 수업, 아이엘츠 등이었다(Table 

3)(Figure 1). 

애 엄마 간호사 첫시험 overall 7.5, 스피킹 7.0로 졸업!.

(네이버, 2019.07.20.)

간호학과 자소서 4번 노력한 과정에 ‘간호사는 대상자

와 협력자 간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학생회활동

을 해왔다’고 하면 별로일까요..?(다음, 2019.09.05.)

단언컨데 내가 올해 최고 잘한 일은 간호사 시험 합격

한거랑 에어팟 산거임.(트위터, 2019.12.09.)

COVID-19 발생기간 동안의 토픽 역시 3개로 분류하였는데 

‘COVID-19 상황에서 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 ‘COVID- 

19 상황에서 간호사가 바라본 간호사’, 그리고 ‘간호사의 취업

과 진로’로 명명하였다. 

첫 번째 토픽인 ‘COVID-19 상황에서 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서 주요 키워드는 의사, 병원, 선생님, 환자, 사람, 의료 

등이었다. COVID-19 팬데믹 선언과 맞물려 코로나 바이러스

와의 감염병 관리에서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Table 3)(Figure 2). 

대구 전담 병원 소속 간호사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나아가 정부가 간호사들을 위해 지급한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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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LDA Topic Modeling in Pre COVID-19 Era and during the COVID-19 Era

Rank
Pre COVID-19 era (2019.07.20.~2020.01.19.)

Topic 1 Topic 2 Topic 3

1 Nursing Nurse Nurse

2 Hospital Nursing Teacher

3 Doctor Hospital Doctor

4 Medical Review Mother

5 Health Operation Examination

6 Patient Department Review

7 Visit Kindness Korea

8 Center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ion

9 Administration Delivery Person

10 Specialty College Class

11 Education Teacher Hospital

12 Nursing Admission Argument

13 Recuperation Preparation IELTS

14 Health care Director Attitude

15 Service Baby Speaking

16 Treatment Ob-gyn Lesson

17 Human resources University Native

18 Recovery Childbirth Korean

19 Support Fact Thought

20 Society Injection Story

21 Welfare Recover Patient

22 Clinic Method Friend

23 Management Work Medical checkup

24 Therapist Possibility Sister

25 Region Pregnancy Male

26 Clinical Clinic Occupation

27 Consultation Newborn USA

28 Social worker Recommendation Now

29 Medical checkup Nursing science Country

30 Protection Seoul Injection

Top-30 Most Relevant 
Terms for Topic λ=.97

39.6% of tokens 32.4% of tokens 28% of tokens

3차 추경 예산 목록에 간호사들을 위한 수당이...(네이버, 

2020.06.07.)

콧등이 시큰해지고 울컥해질 때가 많습니다. 대구로 뛰

어간 1천여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허드렛일이라

도 돕겠다며 구슬땀을 흘리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때

문...(다음, 2020.03.12.)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은 가족도 없이 혼자 

병실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계속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 이들이 많고 정신적인 충격

과 과로로 번아웃이 되는 간호사가 속출하고 있다.(트위

터,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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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LDA Topic Modeling in Pre COVID-19 Era and during the COVID-19 Era (Continued)

Rank
During the COVID-19 era (2020.01.20.~2020.07.20.)

Topic 1 Topic 2 Topic 3

1 Nurse COVID-19 Nurse

2 Doctor Nurse Hospital

3 Hospital Hospital Review

4 Teacher Medical Department of nursing

5 Patient Daegu Operation

6 Person Infection Nursing

7 Medical Doctor Delivery

8 Health Definite diagnosis Method

9 Nursing Patient Recruitment

10 Society Quarantine Test

11 Clinic Decision Employment

12 Treatment Region Preparation

13 Administration Clinic Occupation

14 Care Addition Diary

15 Work Seoul Recommendation

16 Specialty Examination Ob-gyn

17 Service Support Daily life

18 Consultation Human resources Pregnancy

19 About Disinfection Information

20 Mask Work Baby

21 Mind New type Seoul

22 Director Past College

23 Visit Gyeonsangbuk-do University

24 Report Center USA

25 Fact Treatment Story

26 Education News Introduction

27 Thought Care Examination

28 Status Wuhan Nursing assistant

29 Health care Employee New

30 Center Mask Day

Top-30 Most Relevant 
Terms for Topic λ=.97

42.1% of tokens 36.7% of tokens 21.1% of tokens

두 번째 토픽인 ‘COVID-19 상황에서 간호사가 바라본 간호

사’을 이루는 키워드는 코로나, 병원, 의료, 대구, 감염, 확진 등

이었다. 최전선에서 팬데믹에 맞서는 간호사와 간호 전문직을 

대표하는 기관의 입장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Table 3) 

(Figure 2).

간호사 코로나19 현장 수기 ‘다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대한간호

협회가 최근 진행한 코로나19 현장스토리 공모전의 수상

작을 공개했습니다. 간호...(네이버, 2020.06.04.)

어찌저찌 이제 곧 실습 시작이니, 바빠질 미래의 나에

게 건투를 빈다. ㅎㅎ #미국이민, #미국간호사, #뉴욕응

급실, #코로나, #미국전문간호사.(다음,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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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COVID-19 era (2019.07.20.-2020.01.19.)

Intertopic Distance Map Topic 1. A nurse from the People's point of view

Topic 2. A nurse from a nurse's point of view Topic 3. A nurse as a means of employment

Figure 1. Results of lda topic modeling in pre covid-19 era.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대한간호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유행 속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점검한 결과...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트위터, 2020.05.15.)

세 번째 토픽 ‘간호사의 취업과 진로’를 이루는 키워드는 병

원, 후기, 간호학, 채용, 시험, 취업 등이었다. 여전히 간호사를 

다루는 많은 글들은 취업방법 및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COVID-19의 영향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한 팬데믹 재난 지역

에 간호인력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는 글

도 찾아볼 수 있었다(Table 3)(Figure 2).

대구시는 4월 말 채용 공고를 내고 의사 1명을 포함해 

간호사 ․ 약사 등 6명의 감염병관리 역학조사 인력 충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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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COVID-19 era (2020.01.20.-2020.07.20.)

Intertopic Distance Map Topic 1. A nurse from the People's point of view in the COVID-19

Topic 2. A nurse from a nurse's point of view in the COVID-19 Topic 3. A nurse as a means of employment

Figure 2. Results of lda topic modeling in during the covid-19 era.

나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4명만 채용이 마무리됐고....(네

이버, 2020.06.11.)

높은 취업률과 높은 급여조건 그리고 밝은 전망 등등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간호대

학에 진학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점점 더...(다

음, 2020.01.29)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우선순위라 이민가면 개꿀일듯 

나는 의지박약이라 못가지만.(트위터, 2020.05.20.)

논 의

본 연구는 웹 크롤러와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온라인 매체

에서 검색된 간호사 관련 키워드를 COVID-19 팬데믹을 전후

로 비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웹크롤링 결과 우선 COVID-19 이전보다 COVID-19 이후

에 관련 키워드 검색 및 게시글의 빈도가 15% 증가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병원,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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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및 확진자를 마주하며 감염의 예방 및 방역활동을 최전

선에서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네이버에서 

뉴스는 24,000건에서 46,320건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

다. 이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형성이 직접 간호사를 접한 경

우가 46.1%, 대중매체를 통해서가 16.3% 라고 하였는데(Kim 

& Kim, 2001), COVID-19로 인해 간호사를 직접 접촉하는 경

우도 많아졌으며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경우도 증가하였던 것

으로 보여진다. 네이버 및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는 2000년 초

반 핵심 서비스인 검색과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후 

블로그 및 카페와 같은 서비스 시행을 통해 많은 이용자들이 생

겨나게 되었고, 이후 많은 이용자들이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온

라인 뉴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뉴스의 품질 하락과 신

뢰성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ong & Yang, 2017). 간호

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고려할 때 소셜미

디어 등의 간호사 관련 정보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

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핵심키워드는 COVID-19 이전시기의 

주요 키워드는 간호, 제왕절개, 물리치료 등 병원과 관련된 단

어들이었다. 병원은 간호사가 근무하는 환경이고 COVID-19

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면 간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

은 대부분 병원에서 간호사를 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 또는 ‘소방’ 등 진로나 취업에 

관련된 단어도 볼 수 있는데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는 광고를 위한 글, 일기 형식으로 작성된 글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글들이 주를 이루며 이러한 결과는 대중매체에

서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의 키워드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Lee et al., 2016). 또한 COVID-19 발생기간의 간

호사 관련 키워드에서는 응급, 가운, 호흡 그리고 지원자 등이

었다. COVID-19 이전시기와 같이 서비스나 간병과 같은 키워

드는 간호사의 기존 업무 즉 간호사를 대면하는 상황은 일치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응급, 지원자, 감염과 같은 단어는 

COVID-19 발생 초기에 전국의 많은 간호사들은 국민과 지역

사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발생 지역으로 파견을 자원

했다는(Hwang & Lee, 2020) 상황들이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팬데믹은 지역감염을 넘어 글로벌 감염

을 유발하며 많은 감염자수는 물론 개인의 건강의 문제 뿐아니

라 사회적 붕괴까지 초래한다(Madhav et al., 2017). 2020년 

COVID-19는 전 세계를 강타하며 간호사 자신이 전염된 사례

들이 다수 보고되었는데 이는 바이러스의 확산속도를 가중시

켜서 이들의 가족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가중하는 효

과가 있다(Madhav et al., 2017). 2003년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와 2012년 MERS (Middle East Res-

piratory Syndrome) 등의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는 최일

선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장 큰 집단이며 국적과 상황을 

불문하고 의료 전문직으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지만(Wong, 

Wong, Lee, Cheung, & Griffiths, 2012; Lam, Kwong, Hung, 

& Chien, 2020) 이러한 책임에 따른 간호활동의 참여 후 간호사

들은 심각한 감염에 대한 불안, 가족과 사회와의 격리라는 원하

지 않는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었다(Holroyd & McNaught, 

2008). 그러나 이러한 간호사의 문제를 다루는 소셜미디어는 극

히 드물며 대한간호협회, 간호신문(국내) 등에서 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간호사협회(American Nurse Association)

의 홈페이지에는 COVID-19 Resource Center를 구축하여 간

호사의 실무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ree Tools 

to Support the Mental Health and Resilience of All Nurses

라는 사이트와 Clinical Information으로 구분하여 팬데믹과 

마주하는 간호사들의 실무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그들의 정신

적 문제와 스트레스를 자가 검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선진국의 간호협회

차원의 대응처럼 국내의 간호협회 및 간호사 단체는 보다 적극

적으로 간호사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간호사의 지

식과 역할에 대한 정보들을 시의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간호사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책 및 대안들

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COVID-19 이전시기와 발생시기 모두 3개의 독립적인 토

픽으로 분류되었다. 즉 COVID-19 이전시기의 토픽은 ‘간호사

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간호사가 보는 간호사’ 그리고 ‘간호사

의 취업과 진로’이었으며, COVID-19 발생시기의 주요토픽은 

‘COVID-19 상황에서 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 ‘COVID-19 

상황에서 간호사가 바라본 간호사’, 그리고 ‘간호사의 취업과 

진로’이었다. 

COVID-19 이전시기의 첫 번째 토픽인 ‘간호사에 대한 대중

의 인식’은 소셜미디어에서 간호사의 연관어로 병원, 일, 의사 

그리고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다빈도 키워드였던 기존 연구

(Lee et al., 2016)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사 이미지의 형성의 

대부분은 병원에서의 경험, 대상자로서의 간호를 받은 환자

나 보호자의 경험들로 간호사의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Lee et al., 2016). 본 연구결과의 첫 번째 토픽 역시 병원, 의사, 

의료, 건강, 환자, 방문 등인 것을 고려한다면 간호사를 접하는 

방법이나 장소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

와 구별되는 것은 방문이라는 키워드의 빈도가 높았다는 것인

데 이는 방문간호사 혹은 가정간호사 등의 활동의 영역이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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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 토픽인 ‘간호

사가 보는 간호사’는 간호사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블로그

나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형태이었다. 최근 유튜브, 틱톡, 인스

타그램 등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매체의 활용이 많아지면서 

간호사들 또한 자신의 일상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작하여 공

유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최근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가까운 타인에게 표현하기 보다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불

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거나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다(Shin & Seo, 2020). 이러한 변화

들을 고려할 때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미지 개선을 위

해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

막 토픽은 ‘간호사의 취업과 진로’로 명명하였는데 주로 취업, 

채용, 근무, 미국 등 취업과 진로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분류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매체에서 보여진 간호사 이미지를 분

석한 연구에서 ‘공무원’, ‘자격증’, ‘시험’, ‘취업’ 등과 같이 각

종 자격증 및 공무원 준비학원과 관한 키워드가 나온 것과 유사

한 결과이다(Lee et al., 2016). 이는 최근 국내 임상간호사의 취

업 뿐 아니라 국내외 취업, 공무원, 자격증 등 다양한 진로와 직

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COVID-19 발생시기 토픽으로는 ‘COVID-19 상황에서 간

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 ‘COVID-19 상황에서 간호사가 바

라본 간호사’, 그리고 ‘간호사의 취업과 진로’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토픽인 ‘COVID-19 상황에서 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

식’은 COVID-19 팬데믹 선언과 맞물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감염병 관리에서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대중들은 COVID-19의 확산에 위험

을 감수하고 환자들을 간호하는 간호사 및 의료진에게 ‘존경’

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그림과 사진 등 SNS에 업로

드하며 ‘덕분에 챌린지’라는 국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Seo, 2020). 이러한 대중의 응원과 감사에도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간호 전문직은 ‘덕분에’라는 말보다 간호 인력부족,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 감염병 대응 세부지침 마련 그리고 공

공병원 병상 확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Jeon, 2020). 이처럼 

COVID-19 이후 국민 건강과 지역사회 방역을 위해 힘쓰는 

간호사 및 의료진에게 관심이 대두되는 시기에 간호 인력수급

과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토픽 ‘COVID-19 상황에서 간호사가 바라본 간호사’

는 팬데믹을 마주하는 간호사가 감염병 환자를 직접 치료한 경

험을 작성한 글,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팬데믹 상황 중 간호 인력 부족문

제는 간호사 및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원에 대한 실

제 감염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COVID-19와 같은 팬

데믹에서 간호 인력 부족을 주요 관점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Chen, Lai, & Tasy, 2020). 더불어 신종 감염병은 언제 일어날

지 예측할 수 없는 일로, 준비된 간호 인력과 부서가 따로 존재

하지 않아 가장 취약한 대상자인 노인, 만성질환자 및 의료 취

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건강교육, 방문간호 및 정서적 서비스로 

인해 간호사들은 간호 인력과 물품의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안 및 공황에 빠질 수 

있다(Chen et al., 2020; Kim, 2017). 이처럼 실무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불안과 스트레스 등 잠재적인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는 동시에 간호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보장되기 

위해 정부 및 간호 전문직의 인력과 물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Fernandez et al., 2020). 더불어 추후 발생할 신종 감염

병 사태에 대비하여 핵심인력 분산배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간호 인력 운용체계를 구축하고 유휴인력의 확보와 다

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세 번째 토픽 ‘간호사의 취업과 진로’는 COVID-19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비간호사와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들의 취업 및 이직과 관련된 내용 및 COVID-19 사태로 간호 인

력이 부족한 재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간호사를 채용

하기 위한 내용들도 많았다. 특히 국내 취업보다 해외 임상간호

사에 관심을 갖는 글들이 매우 많았는데, 실제로 간호사가 국제

이동을 하는 주요 원인은 선진화된 학습과 실무 기회, 더 나은 

임금과 근무 조건, 개인의 안전 등이었다(Park & Kim, 2020). 

이는 국외와 국내의 질적연구 4편을 대상으로 신규간호사의 

이직경험을 메타합성한 연구에서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고려

하는 주요 요인은 비효과적인 교육, 과도한 업무량, 전문직으

로서의 비전 부족 등이 있었던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Kim, 

Kim, & Kim, 2020). 이처럼 ‘간호사로의 취업과 진로’는 국민

이 받게 될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들이 더 나은 임금

과 노동조건,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이직을 고려

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

해 국내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COVID-19 상황에서 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

식’ 토픽에서 알 수 있듯이 신종 감염병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대중들은 간호사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 및 기대감 등이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COVID-19 상황에서 간호사가 바라

본 간호사’ 토픽과 ‘간호사의 취업과 진로’ 두가지 토픽에서 알 

수 있듯이 간호사들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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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려고 하나 시간이 갈수록 인력의 심각한 부족과 과중한 업

무 속에서 불안과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

력충원 및 이직 등 안정적인 처우 및 근무환경이 주어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를 검색했을 때 나

오는 엄청난 양의 텍스트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나 어미 등을 분

리하였고 의미가 없는 단어는 제외시키는 등 키워드를 정제하

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 

관련 광고와 취업 및 진로에 대한 키워드 등 주제와는 관련 없

는 키워드가 다량 포함되어 있었던 것(Lee et al., 2016)을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순 광고나 자료분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키워드는 최대한 제외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일부 키워드는 

광고와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온라인 매체 특성상 중복되는 글

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기술적으로 제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제거는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들로 인해 본 연

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인터넷 매체에서는 간호사의 일상, 업무, 근

무 환경, 취업과 진로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된 글들이 업로드 되

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는 간호 전문직이 해결해야 할 ‘간호 인

력부족’, ‘근무환경 개선’ 등의 만성적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었

다. 간호 전문직, 보건 기관 및 정부는 인터넷 매체에 업로드되는 

다양한 글들을 증좌삼아 간호사 부족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불어 간호 전문직은 온라인 매체에서 드러나는 텍스트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는 그 기능의 차이가 있어 

같은 키워드라도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를 참고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키워드를 매체별로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제언한다. 

둘째, 수집된 문서를 통해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여 중복되지 

않는 3가지의 주제를 도출하였지만 해당 기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문서 속에서 주제와 정확하게 매칭되는 문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를 통해 분석하기에 최적의 기간을 명확하게 설

정하여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인터넷 포털인 구글과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과 인스

타그램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구글은 검색 결과 수집에 

있어 API를 유료로 판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페이스

북과 인스타그램은 기간 설정이 불가하여 특정 기간을 검색하

지 못했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현

상을 충분히 파악하려면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검색 결과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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