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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코로나19 반시민성 주제와 코로나19 오 정서를 악하기 해 소셜 

미디어  하나인 트 터의 코로나19 련 게시물을 분석하 다.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21개월 동안 작성된 코로나19 
련 오 상별(지역, 공공시설 오, 특정 인구 집단 오, 종교 오) 게시물 수집  처리를 진행하여 총 63,802개의 게시물을 분석하 다. 
오 상별 빈도 분석,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키워드 동시 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하여 오 상별 반시민성 주제와 오 키워드를 악하 다. 

첫째, 빈도 분석 결과, 지역, 공공시설 오는 상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특정 인구 집단과 종교 오는 상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지역, 공공시설 오는 ‘ 구, 경북지방 오’, ‘지역 간 오’, ‘공공시설 오’로 나타났고, 
특정 인구 집단 오는 ‘ 국 오’, ‘바이러스 자’, ‘실외(야외)활동 제재’로 나타났으며, 종교 오는 ‘신천지’, ‘기독교’, ‘종교 내 감염’, ‘방역 
의무 거부’, ‘확진자 동선 비난’으로 나타났다. 셋째, 키워드 동시 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역, 공공시설 오(코로나, 구, 확진자, 신천지, 
경북, 지역), 특정 인구 집단 오(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 우한, 국, 국인, 사람, 입국, 지), 종교 오(신천지, 코로나, 교회, 구, 
확진자, 감염) 등을 핵심 키워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국내 코로나19 오 상  키워드 악을 통해 코로나19 
련한 의 반시민성 여론을 악하고자 하 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주제인 코로나19 련 오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표출하는 의 반시민성 주제와 오 정서 탐색은 들의 여론을 악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 를 비하는 문화  소통 방안의 제도  정책 수립 기여를 한 기본 자료에 기 할 수 있다는 에서 실질  
함의를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opics of incivility related to COVID-19 from analyzing Twitter posts including COVID-19-related 

hate speech. To achieve the goal, a total of 63,802 tweets that were created between December 1st, 2019, and August 31st, 
2021, covering three targets of hate speech including region and public facilities, groups of people, and religion were analyzed. 
Frequency analysis, dynamic topic modeling, and keyword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were used to explore topics and keywords. 
1)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revealed that hate against regions and public facilities showed a relatively increasing trend 
while hate against specific groups of people and religion showed a relatively decreasing trend. 2) Results of dynamic topic modeling 
analysis showed keywords of each of the three targets of hate speech. Keywords of the region and public facilities included 
“Daegu, Gyeongbuk local hate”, “interregional hate”, and “public facility hate”; groups of people included “China hate”, “virus spreaders”, 
and “outdoor activity sanctions”; and religion included “Shincheonji”, “Christianity”, “religious infection”, “refusal of quarantine”, 
and “places visited by confirmed cases”. 3) Similarly, results of keyword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revealed keywords of 
three targets: region and public facilities (Corona, Daegu, confirmed cases, Shincheonji, Gyeongbuk, region); specific groups 
of people (Coronavirus, Wuhan pneumonia, Wuhan, China, Chinese, People, Entry, Banned); and religion (Corona, Church, 
Daegu, confirmed cases, infection). This study attempted to grasp the public’s anti-citizenship public opinion related to COVID-19 
by identifying domestic COVID-19 hate targets and keywords using social media.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to grasp public 
opinion on incivility topics and hate emotions expressed on social media using data mining techniques for hate-related to COVID-19, 
which has not been attempted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they can be based on basic data for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and policies for cultural communication measure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반시민성, 소셜 미디어, 트 터, 빈도분석,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키워드 동시 출  네트워크
COVID-19, incivility, social media, Twitter, frequency analysis, dynamic topic modelling, keyword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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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9년 12월 처음으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

스는  세계로 확산되어 2022년 1월 18일 기

으로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3억 

3천1백만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약 5백

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b). 

국내의 경우, 2022년 1월 18일 기 으로  확

진자는 약 700,102명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자수

는 약 5,37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a).  세계 으로 감염병의 확산은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

인 심리 상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

에 발생한 증 성호흡기증후군(SARS, 이

하 사스)과 에볼라 감염병 사태 때에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박상미, 2020). 특히, 사회  

거리 두기와 같이 사람과 사회 사이에 단 을 

일으키는 제재는 불안이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

인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Choi, 2021). 마

스크 의무화  사회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지침을 시행하면서 소셜 미디어 사용도 증가하

고(Kim, Cooks, & Kim, 2022), 사람들은 코

로나19에 한 두려움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트 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랫폼에서 공개

이고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있다(Alowibdi et 

al., 2021). 주로 트 터에서 특정 개인(사이버 

왕따, 정치인, 연 인) 는 특정 그룹(국가, 인

종, 종교, 성별, 단체)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특정 사건에 한 부정 인 생각을 표 하는 게

시물이 증가하 다(Badjatiya et al., 2017). 나

아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역 감염, 

집단 감염과 같이 규모 감염 확산을 향한 사람

들의 부정 인 감정의 상은 차 다양해지고 

비난의 강도 한 심화되었다(손달임, 2020). 공

격 이며 무례한 행동, 오 발언, 괴롭힘과 같

은 형태의 표 이 소셜 미디어 사용자 집단에서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형태를 반시민성이라고 

한다(Antoci et al., 2016). 오가 주는 향, 

소셜 미디어에서 일어나는 반시민성 표 을 통

해 실제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한 얘기가 아님에

도 실제로 불쾌하고 모욕당한 기분의 향을 받

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Antoci et al., 2016). 

코로나19는 규모 인명 피해와 더불어 다양

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오 정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반에 만연해

지고 특히, 지역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인

종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정 그룹을 

향해 부정 인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오 표

은 코로나19 응을 한 신속한 처를 늦추

게 할 뿐만 아니라 특정 그룹을 향한 오를 선

동하여 사회  갈등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코로

나19로 인해 생긴 오 정서를 회복하기 해서

는 코로나19 련 오 정서와 련된 주제를 

악하고, 개선하기 한 제도  노력이 필요하

다. 한 측하지 못한 재난 상황을 지나 포스

트 코로나 시 를 비하기 한 문화  소통 방

안의 제도  정책 수립 기여를 한 기본 자료

에 기 할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

셜 미디어 랫폼의 하나인 트 터 데이터를 활

용하여 의 코로나19에 련한 반시민성 표

의 주제  동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2. 선행연구

소셜 미디어는  세계 들이 그들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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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랫폼이다(Akram 

& Kumar, 2017).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

력할 수 있기 때문에(Xiong & Liu, 2014), 때

론 사용자들은 그들의 부정 인 감정과 반시민

인 생각을 표 할 수 있다(Kim, 2020). 소셜 

미디어에서 반시민성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Kim, 2020), 소셜 미디어 연구에서 반시민성

과 유해성은 아주 요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

다(Chen et al., 2019). 해외에서 많은 연구들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표출하는 반시민성 표

을 이거나 없애기 한 방법을 찾기 한 

연구를 꾸 히 진행해왔다(Hopkins et al., 2017; 

Chen et al., 2019). 그  트 터는 모든 소셜 

미디어 에서  세계 으로 가장 큰 마이크

로 블로깅 랫폼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코

로나19 련 정보를 달하는 역할을 맡았었다

(Wang, Hao, & Platt, 2021). Kim, Cooks, Kim, 

(2022)은 트 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 발생 이

후 해외에서 트 터 사용자들이 특정 아시아 

국가  시민에 한 반시민  표 에 한 연

구를 진행하 다. 그들은 데이터 수집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눴고, 코로나19 발견 한 달 후

(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 게시물, 코로

나19로 인한 미국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한 달 

후(2020년 4월 6일부터 5월 5일) 게시물과 백

신 출시 한 달 후(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

년 1월 14일) 게시물을 수집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아시아인과 국을 심으로 반시민성 

표 이 집 되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그들

은 비정부 기구 리자들이 사용자들로 하여  

도덕 인 소셜 미디어 담론이 이 질 수 있도

록 장려하는 것을 시사하 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오 감정

과 표 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종원, 2020; 이지성, 2020; 

이행미, 2020). 해당 연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오 감정을 최근 한국소설  기독교 인

문학 심의 으로 분석한 연구로 오의 온

상과 심각성에 주목하여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과

제에 한 고찰이 주를 이루었지만 코로나19 

련 의 온라인 반시민성 여론과 주제 흐름을 

악하는데 미치지 못했다. 반면, 본 연구와 같

은 토픽 모델링 연구 방법을 통해 코로나 련 

주요 이슈를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김진솔, 

신동훈, 김희웅, 2021; 유연주, 여정성, 2020; 

임유하, 2021). 본 선행 연구들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와 같

이 재난 상황에서 등장할 수 있는 코로나 블루, 

마스크 련 소비자 불안 등 주요 이슈와 의 

의견을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여 시기별 의 

의견과 생각을 살펴본다(김진솔, 신동훈, 김희웅, 

2021; 유연주, 여정성, 2020; 임유하, 2021). 연

구 결과 코로나19 련 이슈에 따른 제도  개입

과 방향에 한 시사 을 제안하고 있다(김진솔, 

신동훈, 김희웅, 2021; 유연주, 여정성, 2020; 

임유하, 2021).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진되는 

코로나19 련 오 표 (이은희, 2021)에 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랫폼의 하

나인 트 터를 이용하여 국내 최 로 코로나19

가 시작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

일까지 총 21개월간 코로나19 련된 게시물을 

수집  분석하여 코로나19 기간 동안 출 한 

온라인 반시민성 표 과 들의 오 주제에 

해 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코로나19 오 정서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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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환경에 맞는 제도  보완을 통한 코로

나19 오 감정 회복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자 하 다. 

3. 데이터

본 연구를 해 소셜 미디어 랫폼의 하나

인 트 터에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8

월 31일까지 21개월 동안 작성된 코로나19 

련 오 상별 게시물들을 수집하 다. 코로나

19와 오의 팬데믹 보고서(한국인사이트연구

소, 2020)가 선정한 키워드를 기 으로 트 터

에서 데이터를 수집하 다. 본 연구는 이썬 

라이 러리인 snscrape(JustAnotherArchivist, 

2020)를 활용해 게시물을 수집하 다. 데이터 

수집 후, 2명의 연구자가 데이터를 검수를 진행

하 다. 데이터 검수 과정에서 구코로나, 

구폐렴은 코로나 발발 이후 특정 지역을 오

하는 단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 다. 반면,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지 않

은 보리문디, 홍어족, 홍어동네는 코로나 오 

키워드로 통용되는 표 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해당 키워드들은 코로나 이 에도 지역 오에 

사용된 정치 련 게시물이 수집되어 분석 상

에서 제외하 다. 한, 구확진자와 같이 코

로나19 이후 통용되는 키워드는 데이터를 추가 

수집하여 2명의 연구자가 검수한 후 2명의 연구

자 모두 동의한 경우 주요 키워드로 채택하 다. 

수집된 게시물은 총 215,786개이고, 본 연구에 

사용된 최종 오 상, 오 상별 키워드, 키

워드별 수집 게시물 수는 <표 1>과 같다.

오 상 오 상 별 키워드 수집 게시물 수

지역, 공공시설 오

구코로나 9,613

구폐렴 1,862

구확진자 38,909

특정 인구 집단 오

우한코로나 16,030

우한폐렴 83,319

국인입국 지 18,346

국인출입 지 699

국 쇄 1,978

동양인코로나 30

동양인우한폐렴 73

종교 오

신천지코로나 11,997

31번환자 11,896

코로나사이비 39

31번확진자 3,446

사이비코로나 39

교회코로나 17,365

개독코로나 92

기독교코로나 53

<표 1> 코로나19 오 키워드 별 수집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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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데이터는 분석을 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진행하 다. 우선, 게시물 

에서 http 는 https를 포함한 게시물일 경

우 뉴스 기사나 고성 게시물이므로 삭제하

다. http 는 https를 포함한 게시물은 지

역, 공공시설 오는 약 31%, 특정 인구 집단 

오는 약 37%, 종교 오 상에서는 9%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 문장부호, 특수

문자, 비속어는 분석에 불필요한 것으로 단

하여 한 만 추출하여 연구에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최종 게시물 수는 다음 <표 2>

와 같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트 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반시

민성 표 의 주제  동향을 알아보기 해 빈

도 분석,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분석, 키워드 동

시 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 다. 본 연구

를 해 진행한 분석 로세스는 다음 <그림 1>

과 같다.

4.1 빈도 분석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의 

흐름 파악

본 연구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

오 상 수집 게시물 수 최종 게시물 수

지역, 공공시설 오  50,384 15,838

특정 인구 집단 오 120,475 44,130

종교 오  44,927  3,834

<표 2> 데이터 처리 후 최종 게시물 수

<그림 1> 체 분석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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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간 흐름에 따른 오 상별 게시물로부

터 여론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빈도 분석을 실

행하 다. 빈도 분석은 오 상별 게시물 수

를 기반으로 한다. 매월을 기 으로 오 상

별 게시물 수를 확인하여 여론의 체 인 변

화 흐름과 오 상을 심으로 한 증가  감

소 추세를 확인하고자 하 다. 데이터 형식을 

월별 로우(raw) 데이터와 비율(proportion) 데

이터 구성하여 빈도 분석을 진행하 다. 월별 

로우(raw) 데이터는 오 상의 월별 게시물 

수를 계산한 것이며, 비율(proportion) 데이터

는 월별 로우(raw) 데이터를 퍼센트로 환산한 

것이다. 를 들어, 코로나19 발생 기인 2020

년 1월에는 지역, 공공시설 오 17건(0%), 

특정 인구 집단 오 10,445건(100%), 종교 

오 2건(0%)이었으나, 2020년 8월에 발생한 

화문 도심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건 이후, 지역, 공공시설 오 439건(24%), 

특정 인구 집단 오 1,122건(61%), 종교 

오 275건(15%)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 변화에 따른 오 

상의 변화를 표 하기 해 라인 그래 로 시

각화하고 추세선을 이용해 여론 흐름을 분석하

다. 

4.2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분석을 이용한 

혐오 대상별 혐오 주제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을 사용

해 오 상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제 변화 

분석을 실시하 다.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은 

순차 으로 구성된 문서 말뭉치(Corpus)에서 

시간에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주제를 발견하는 

기법이다(Blei & Lafferty, 2006). 한 주

제 개수를 선정하기 해 최 의 토픽 수를 계

산하 으며(Linton et al., 2017), 이썬 라이

러리 gensim(Rehurek & Sojka, 2011)을 이

용하 다. 시간 흐름에 따른 주제 변화를 확인

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시간 구간을 세 구간

으로 나 어서 진행하 다. 2020년 1월 20일 국

내 첫 확진자 발생일(보건복지부, 2020c)을 시

작 기 으로 유행 시작일 기 (조승한, 2021)

으로 나눴으며 시간 구간은 다음 <표 3>과 같

다. 정확한 분석을 해, 주제 번호별 이블링

을 2명의 연구자가 각각 진행하 고 연구자들

끼리 의견이 일치할 경우 일치된 주제를 최종 

이블링으로 채택하 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

을 경우 다른 연구자와 함께 토의하여 최종 

이블링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최종 

이블링을 기 으로 주제 번호별 문서의 분포

유행 분류 기 기간

첫번째 기간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부터

2차 유행 시작  날까지
2020-01-20~2020-08-11

두번째 기간
2차 유행 시작일부터

3차 유행 시작 날까지
2020-08-12~2020-11-12

세번째 기간
3차 유행 시작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2020-11-13~2021-08-31

<표 3>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시간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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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보고자 하 다. 각각의 문서는 주제 번

호에 한 확률 값이 할당되며 그 에 확률 값

이 가장 높은 주제가 그 문서의 주제가 된다. 

이를 통해 오 상에 따른 주제의 분포를 

악하려고 하 다. 

4.3 키워드 동시 출현 네트워크를 이용한 

혐오 대상별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는 코로나19 련 오 상별 주요 

키워드 간 네트워크 악을 해 키워드 동시 

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 다. 키워드는 문

서의 핵심내용을 표해 표 하는 단어로서, 이

를 통해 오 상별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키워드별 연결 심성 정도를 확인하려고 한다. 

연결 심성은 향력 있는 노드를 얻기 해 노

드의 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Yustiawan, 

Maharani, & Gozali, 2015). 키워드 동시 출  

네트워크를 실시하기 해, 한국어형태소 분석

기인 KoNLPy(박은정, 조성 , 2014)의 Okt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처리 된 게시물에서 

품사가 명사인 토큰만 추출하 다. 추출된 키

워드들  빈도수로 순 를 매겨 상  100개의 

키워드만 사용하여 1차로 확인하 다. 새로 만

들어진 언어의 경우, 형태소 분석기에서 단어

를 제 로 인식하지 못하여 사용자 사 을 활용

하 다. 사용자 사 은 KoNLPy의 customized 

version인 customized-KoNLPy 0.0.64(김 , 

2018)를 이용하 다. customized-KoNLPy는 

확실히 알고 있는 단어들에 해서는 라이 러

리를 거치지 않고 주어진 어 을 아는 단어들

로 토크나이징, 품사 별을 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김 , 2018). 를 들어, 신종코로나 같

은 단어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사용된 

단어로 ‘신종’, ‘코로나’로 토큰화되기 때문에 

‘신종코로나’ 명사 품사로 사용자 사 에 추가

하 다. 그리고 의미는 같지만 키워드가 다른 

경우, 를 들어 ‘ 구’, ‘ 구시’ 처럼 동일한 의

미의 키워드지만, 표기가 다르게 되어있으면 

빈출 횟수가 높은 키워드로 통일시켰다. 이후 

customized-KoNLPy 0.0.64(김 , 2018)를 

이용하여 상  100개의 키워드를 다시 추출하

는 작업을 2차로 진행하 다. 2차 확인이 완료

된 상  100개의 키워드를 최종 키워드로 사용하

여 Gephi 0.9.2(Bastian, Heymann, & Jacomy, 

2009)로 시각화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간 주요 네트워크를 악하기 해 상  100개

의 키워드를 노드로 지정하고, 노드와 노드 사

이의 엣지가 클수록 네트워크 사이의 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1:10으로 축소하여 분석을 실

행하 다. 

5. 결 과

5.1 빈도분석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코로나19에 

한 오 상별 키워드의 체 인 여론의 

변화 흐름을 악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비율(proportion) 데이터 라인 차트는 라인

선과 선으로 구성되었다. 라인 선은 각 오 

상별 변화 흐름이며, 선은 각 오 상별 

추세선과 알 제곱 값이 표 되었다. 세 가지 

상  지역, 공공시설 오는 기울기 값이 다소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어 상 으로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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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 상별 온라인 여론 흐름 분석 결과

추세를 보인다. 특정 인구 집단 오의 기울기 

값은 다소 음수를 띄고 있어서 상 으로 감

소하고 있으며, 종교 오 한 다소 음수를 가

지고 있어서 상 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확인

할 수 있다. 로우(raw) 데이터 라인 차트는 라

인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인 선은 오 

상의 월별 작성 게시물 수이다. 오 상별 언

량은 해당 상에 한 트 터 게시물 수를 

계산한 것으로 오 상별 여론형성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세 상 모두 체 으로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며, 상 으로 2월에 증가하

고, 4월에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지

역, 공공시설 오는 2월에 각 지역별로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발생함과 동시에 신천지 구교

회의 집단감염사건에 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

된다. 특정 인구 집단 오는 국내 확진자 수 

증가 폭이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으로 인한 언

량 증가로 측된다. 종교 오는 한국에서 

31번째 신천지 환자 코로나19 확진과 방역 의

무 거부가 종교 오 여론 형성을 하게 된 것으

로 측한다. 4월의 경우, 세 상 모두 감소하

고 있으며 이는 2020년 4월 21일 기  국내 신

규 확진자는 9명(보건복지부, 2020b)으로 2020

년 3월 21일 기  신규 확진자 147명(보건복지

부, 2020a)으로 3월보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

고 K-방역으로 상이 높아진 한민국 여론

의 향으로 코로나 오 여론이 감소된 것으

로 추정된다.

5.2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결과

주제의 일 성 확인을 해 2부터 10까지의 

최 의 토픽 수를 계산하 다. 일 성 수

(Coherence score)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거

나 기울기가 음수가 되기 직 의 수에 해당

되는 토픽을 최 의 토픽수로 단한다(김동

훈, 오찬희, 주 , 2021). <그림 3>은 오 

상별 일 성 수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지

역, 공공시설 오의 최 의 토픽 수는 3, 특정 

인구 집단 오의 최 의 토픽 수는 3,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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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로나19 오 상별 일 성 수 결과

오의 최 의 토픽 수는 5를 최 으로 확인하여 

각 상별 시간의 변화에 따른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하 다. 

결과를 통해 오 상별 부정 인 의견에 

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 다. 최종 확정된 

주제와 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키워드들은 <표 

4>에 정리하 다.

<표 4>와 같이 지역, 공공시설 오는 총 3개

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제 번호를 기 으로 

‘ 구, 경북지방 오’, ‘지역 간 오’, ‘공공시설 

오’로 나타났다. 특정 인구 집단 오는 총 3개

의 주제로 ‘ 국 오’, ‘바이러스 자’, ‘실외

(야외)활동 제재’이며, 종교 오는 총 5개의 주

제로 ‘신천지’, ‘기독교’, ‘종교 내 감염’, ‘방역 의

무 거부’, ‘확진자 동선 비난’으로 나타났다. 주제

별 문서의 분포를 구체 으로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지역, 공공시설 오는 주제 번호를 순서

로 구, 경북지방 오 주제는 첫 번째 기간

(2020-01-20~2020-08-11)에 31번 확진자 발

생 이후, 구, 경북 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

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이 폐쇄되는 상황이 벌

어지면서 구, 경북지방 오 주제가 증가하

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 오에 한 

주제가 상 으로 감소한 것으로 악된다. 

주제 번호 2번 지역 간 오 주제 한 수도권 

오 상 주제 번호 이블 키워드

지역, 공공시설 오

1 구, 경북지방 오 구, 경북, 지역, 오

2 지역 간 오 수도권, 경기, 부산, 주, 인천, 경기도

3 공공시설 오 병원, 클럽, 교회

특정 인구 집단 오

1 국 오 우한, 국인, 지, 폐렴, 국

2 바이러스 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3 실외(야외)활동 제재 해외, 스 , 교회, 콘서트, 취소

종교 오

1 신천지 신천지, 사이비, 구

2 기독교 교회, 배, 목사

3 종교 내 감염 확진, , 교인

4 방역 의무 거부 거부, 방역, 집회

5 확진자 동선 비난 31번 확진자, , 동선, 경로

<표 4> 코로나19 오 상별 토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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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오 상별 주제 분포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 으로 늘

어나 2차 유행 양상을 보임에 따라 사회  거

리 두기 단계 격상과 같은 물리  제재가 실행

된 두 번째 기간(2020-08-12~2020-11-12)에 

지역 간의 오가 발된 것으로 측된다. 주

제 번호 3번 공공시설 오 주제는 구 신천지 

련 집단 감염, 이태원 클럽, 서울 성북구 사랑

제일교회와 같은 부분의 집단 감염이 공공시

설에서 나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집단감염

에 한 기피와 부정 인 감정도 시간이 지나

면서 꾸 히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정 인구 집단 오는 주제 번호를 순서

로 주제 번호 1번 국 오는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인 입국 

지 요청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바이러스 확산과 

질병에 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특정 인구 집



 트 터에서의 COVID-19 와 련된 반시민성 주제 탐색  341

단을 향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주제 번호 

2번 바이러스 자 주제는 확진자에게 쏟아

지는 여론의 비난과 수그러들지 않은 오에 

한 흐름을 보여 다. 주제 번호 3번 실외(야

외)활동 제재 주제는 외교부에서 우리 국민을 

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하며, 

이 기간에는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인 국민

은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수칙 

수하여 사회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을 권

고하 다(외교부, 2021). 이에 해외여행, 콘서

트, 스  등과 같은 제한으로 답답함과 불편

함을 호소한다고 사료된다. 

종교 오는 주제 번호를 순서 로 주제 번

호 1번 신천지는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진 31번 

확진자(권남 , 2020)로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신천지 구교회 내 확진자로 인해 감염이 크게 

확산하고 그로 인해 바이러스  한 구

지역에 되었다. 이후 신천지 구교회는 교

인 명단 락 등과 같이 선제검사, 자가격리, 역

학조사  방역 활동에 비 조 인 태도를 보

인 것이 언론에 알려지며 신천지 오가 꾸

히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그 다음 주제 번호 

2번 기독교 주제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훈 목사가 이끄는 8․15 복  규모 집

회에 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기독교에 

한 오가 꾸 히 증가한 것으로 측된다. 

주제 번호 3번 종교 내 감염 주제는 주제 번호 

1번에 한 연장으로 배  종교활동을 통해 

교인 내부의 확진자 에 한 오로 보여

진다. 주제 번호 4번 방역 의무 거부는 주제 번

호 3번 기독교에 한 주제와 하며, 방역수

칙을 지키지 않은 종교  무리한 집회 강행에 

한 오 감정으로 악된다. 주제 번호 5번 

확진자 동선 비난은 기독교 내의 확진자의 코

로나19 , 동선, 경로에 한 주제로 집단 감

염과 확산에 한 오로 보인다. 

5.3 키워드 동시 출현 네트워크 결과

본 연구는 코로나19 련 오 상별 키워

드 네트워크를 악하기 해 상별 상  100

개의 키워드를 이용해 키워드 동시 출  네트

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심성은 엣지의 크

기가 클수록 진한 록색으로 용되며, 엣지

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연한 록색으로 표시된

다. 본 네트워크에서 노드는 상별 상  100개

의 키워드이고, 노드와 노드 사이 엣지는 키워

드들 간 연결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연결 심

성(degree centrality)은 노드 간의 심성을 

나타낸 것으로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연결된 

정도를 악할 수 있다(Yustiawan, Maharani, 

& Gozali, 2015). 를 들어, A라는 노드의 엣

지의 크기가 99라면, A와 같이 언 된 문서가 

99개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셜 미디어 공간

에서 A라는 키워드를 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는 의미이다. 구 지역, 공공시설 

오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네트워크의 직 성을 해 엣지가 29 이하인 

키워드는 제외하 다. 지역, 공공시설 오에서 

연결 심성이 80이상인 핵심 키워드는 ‘코로

나’, ‘ 구’, ‘확진자’, ‘신천지’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키워드들은 규모 지역 집단 확진이 일

어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규모 집단 

확진의 경우, 코로나19 염 확산 속도가 빠르

고 감염경로 추 에 어려움이 있어 규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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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역, 공공시설 오 련 키워드 네트워크

행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오하는 

감정이 표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 주

요 키워드 이외에 ‘정부’, ‘방역’, ‘문재인’, ‘권

진’, ‘ 국’, ‘ 쇄’와 ‘ 국’, ‘ 국인’, ‘입국’, ‘

지’ 키워드가 존재했다. 이는 본 연구 기간이 국

내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1년 9개월 동안 

의 여론을 악하 기 때문에 와 같은 키워

드를 통해 정부 방역 책 미흡과 정부가 해외 

입국자가 아닌 지역 쇄에 한 국민들의 반감

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서울’, ‘경기’, ‘부산’, ‘

주’ 등의 지역에 련한 키워드를 통해 타 지역 

추가 감염에 한 우려 한 악된다. 

특정 인구 집단 오 분석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네트워크의 직 성을 해 엣지가 29 이하인 

키워드는 제외하 다. 특정 인구 집단 오 네

트워크는 지역, 공공시설 오, 종교 오 네트

워크에 비해 상 으로 동시 출 한 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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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특정 인구 집단 오 련 키워드 네트워크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연결 심성이 96이상

인 핵심 키워드는 ‘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 

‘우한’, ‘ 국’, ‘ 국인’, ‘사람’, ‘입국’, ‘ 지’로 

나타났다. 해당 키워드들을 통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에 한 

오 반응으로 측할 수 있다. 한 핵심 키워

드 외에도 '사망자’, ‘재앙’, ‘ 오’와 같은 분노

와 오가 포함된 키워드를 통해 특정 인구 집

단을 향한 사회 인 오의 시선을 악하 다. 

더불어 본 연구 기간이 국내 첫 확진자가 보고

된 이후 1년 9개월 동안 이 졌다는 을 감안

하 을 때 ‘치료’, ‘미국’, ‘백신’, ‘의료’ 키워드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이 없다는 과 기 백신

에 한 불안함이 사료된다. 

종교 오 분석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네트워크의 직 성을 해 엣지가 29 이하인 

키워드는 제외하 다. 종교 오에서 연결 

심성이 80이상인 키워드로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 ‘ 구’, ‘감염’, ‘교회’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키워드들은 교회에서 일어난 신천지 집단 

감염, 복  규모 집회와 같은 사건들로 인

하여 신천지  기독교에 한 불신으로 측

된다. 본 연구 기간이 국내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1년 9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검사’,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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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종교 오 련 키워드 네트워크

‘거부’와 같은 키워드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거

부, 역학조사 거부 등과 같이 방역 수칙에 비

조 인 태도가 국민의 반감을 산 것으로 생각

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코로

나19 련 온라인 반시민성 여론을 악하기 

해 이를 해 빈도분석을 이용한 온라인 여

론 흐름 악,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분석을 이

용한 오 상별 주제 분석과 키워드 동시 출

 네트워크를 이용한 오 상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해 소셜 미디어  

하나의 트 터에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

년 8월 31일까지 21개월 동안 트 터에 작성된 

총 215,786개의 코로나19 련 오 상과 

상별 키워드 련 게시물을 수집하 고, 게시물 

처리를 진행하여 총 63,802개의 데이터를 분

석하 다. 

먼 , 온라인 여론 흐름 악을 해 빈도분

석을 진행해 코로나19 련 오의 동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지역, 공공시설 오

는 체 으로 다소 상승하고 있으며, 특정 인

구 집단 오  종교 오는 다소 감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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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이나믹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오 상별 시간에 따른 주제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지역, 공공시설 오 주제는 

‘ 구, 경북지방 오’, ‘지역 간 오’, ‘공공시

설 오’로 나타났다. 규모 지역감염으로 

속히 퍼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해 구, 

경북 지역 쇄,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공공시

설 폐쇄   지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코

로나19 를 차단하기 한 조치가 실행되었

으며, 이에 따라 지역, 공공시설에 한 부정

인 의견을 띄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특정 

인구 집단 오 주제는 ‘ 국 오’, ‘바이러스 

자’, ‘실외(야외)활동 제재’로 나타났다. 특

정 인구 집단 오는 세 상  가장 많은 게

시물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사회  어려움

이 특정 인구 집단을 향한 격양된 분노와 오

로 이어진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종교 오는 

‘신천지’, ‘기독교’, ‘종교 내 감염’, ‘방역 의무 거

부’, ‘확진자 동선 비난’으로 나타났다. 특정 종

교 내 코로나19 감염과 신천지 종교의 특성상 

신분을 감추기 해 방역에 비 조 으로 응

함과 동시에 교인 명단 제출, 자가격리, 역학조

사를 거부한 것이 에게 알려지며 특정 종

교를 향한 부정 인 여론을 형성한 원인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오 상별 키워드 언  빈도수

를 상  100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키워드 동

시 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 다. 분석 결

과, 지역, 공공시설 오에서 ‘코로나’, ‘ 구’, ‘확

진자’, ‘신천지’는 연결 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었다. 지역감염, 집단감염이 규

모로 발생한 특정 지역과 시설이 핵심 키워드

로 나타난 거라고 추측이 된다. 특정 인구 집단 

오에서 연결 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우한’, ‘ 국’, ‘ 국인’, 

‘사람’, ‘입국’, ‘ 지’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재

앙’, ‘ 오’ 키워드를 통해 국인을 비롯한 특

정 국가  집단에 한 오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한다. 종교 오는 ‘신천지’, ‘코로나’, ‘확진

자’, ‘ 구’, ‘감염’, ‘교회’가 연결 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연결 심성이 

높은 단어로 ‘검사’, ‘격리’, ‘거부’가 있었다. 특

정 종교단체를 심으로 규모 집단감염 사태

와 기타 방역 지침에 조 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로 인해 종교 자체가 오의 온상

이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트 터를 통해 오 상을 추출한 것이 아니

라, 코로나19와 오의 팬데믹 보고서(한국인

사이트연구소, 2020)를 참고하여 오 상을 

정했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오 상을 모두 

악할 수 없었다. 한국어의 언어 특성상 감성 

형태로 명사, 형용사, 동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명사를 기 으로 분석하 기 때

문에 형용사, 동사도 고려한다면 더 다양한 결

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소셜 미디어 랫폼 

 하나인 트 터를 이용해 분석하 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연구 결과를 일반

화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

서 다루지 않았던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 

반시민성에 한 연구를 시도했다는 에서 의

의가 있다. 한 끝나지 않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강해진 오 주제와 오 키워드를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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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 학술 인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사회  갈등을 야기시키는 

코로나19 오와 오 정서 회복과 포스트 코

로나 시 를 비하는 문화  소통 방안의 제

도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는 에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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