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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검색어 연관 분석을 통한 핵심 이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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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ng a key issue through association analysis 
of realtime search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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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현재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는 이슈를 보여주기 위해 주로 검색횟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몇 초 간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렇지만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순위가 바뀌는 실시간 검색어의 특성 때
문에 하루의 핵심 이슈를 비켜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검색어들 사이의 연
관 분석을 통하여 검색어들이 관련된 핵심 이슈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실시간 검색어
를 순위와 상대적 관심도를 기반으로 점수화하여 집단별 기술통계를 통해 최상위 10개의 검색어를 도출한다. 그 다
음으로 지지도와 신뢰도를 기반으로 연관 규칙을 추출하고 이를 가시화하는 그래프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이슈를 선
정한다. 실험 결과는 단일 최상위 실시간 검색어보다 연관분석을 통해 높은 점수로 선정된 핵심 이슈가 더 큰 의미
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 실시간 검색어, 연관 분석,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빅데이터

Abstract  Realtime search words of typical portal sites appear every few seconds in descending order by 
search frequency in order to show issues increasing rapidly in interest.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realtime 
search words reordering within too short a time cause problems that they go over the key issues of the day.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for deriving a key issue through association analysis of realtime search words. 
The proposed method first makes scores of realtime search words depending on the ranking and the relative 
interest, and derives the top 10 search words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for groups. Then, it extracts 
association rules depending on 'support' and 'confidence', and chooses the key issue based on the results as a 
graph visualizing them. The results of experiments show that the key issue through association rules is more 
meaningful than the first realtime search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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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사물인터넷의 발 과 더불어 빅데이터 분

석과 활용이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향을 미치고 있

는 가운데,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의 요성이 두되고 

있다[1,2,3,4,5]. 특히 텍스트 마이닝에 한 심은 웹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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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닝과 더불어 웹 서비스를 통해 일반 인 궁 증을 해

결하고자 하는 욕구만큼 꾸 히 증가하고 있다[6,7,8,9]. 

이에 검색어 심의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들은 보다 양질의 정보 서비스가 보다 많은 사용

자를 모이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 요하게 다

루고 있으며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입력

하는 검색어 속에 들어있는 궁 증과 문제, 그리고 상

과 의미를 오피니언 마이닝이나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통

하여 악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새로 개

발하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사용자의 심

을 유도하여 보다 극 인 사용자가 많아지도록 노력하

고 있다[10,11,12]. 실제로 ‘네이버’의 경우, ‘실시간  상

승 검색어’와 ‘핫토픽 검색어’, ‘다음’의 경우 ‘실시간 이슈 

검색어’와 소셜메트릭스, 구 의 경우, 구 트 드의 인

기 상승 검색어와 인기 상승 이야기 같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심사를 악하고 주된 심사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지속 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 지만 단순한 단어로만 이슈를 악해야 하는 한

계와 짧은 시간에 상승된 검색어의 한계가 존재하여 

순간순간 변화하는 단어 심 이슈의 일시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한 것처럼 여겨지는 네이버의 

핫토픽 키워드조차도 여 히 단어 심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고 구 트랜드의 인기 상승 이야기의 경우 

련 검색어들을 묶은 형태의 이슈를 보여주지만 련 검

색어 사이의 계가 락되어 있고 이마 도 한민국에

서 서비스 되고 있지 않다. 오피니언이나 사용자 자신만

의 주요 심사를 잘 악할 수 있도록 한 ‘다음’의 소셜

메트릭스 서비스도 SNS 상에서 토론을 제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 짧은 시간 내에 변화하는 

실시간 검색어들로 인해 그날의 핵심 이슈를 향하는 집

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해 먼  실시간 검

색어를 순 와 상  심도를 기반으로 수화하여 집

단별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실시간 검색어별 수를 집

계하고 합산된 수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시간별 상

 실시간 검색어를 하루 동안 수집한다. 그리고 이를 토

로 하루 동안 수를 가장 높게 받은 이른바 ‘오늘의 

이슈 검색어’와 하루 동안 수집된 시간별 실시간 검색어 

사이의 연  분석을 통하여 실시간 검색어들이 수렴하고 

있는 이른바 ‘오늘의 핵심 이슈’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연  분석은 한 번에 시간별 상  실시간 검색어를 

하루 동안 선택한 것을 분석 상으로 삼아, 지지도와 신

뢰도가 일정한 수  이상인 연  규칙을 구하고 상승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상 의 규칙을 추출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그래 로 출력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한다. 분

석 상은 ‘네이버’의 실시간 상승 검색어로 하며 분석 

도구는 R 언어를 사용한다.

2. 실시간 검색어 분석

2.1 실시간 검색어의 종류와 특성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단  시간 동안 입력

되는 검색어의 입력 횟수를 분석하여 그 증가 비율이 가

장 큰 검색어부터 차례로 나타내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 검색어의 입력 횟수가 많은 것을 

보여주는 '종합 검색어'와 달리 재 증하는 비율을 보

이는 사용자의 심사에 한 흐름을 살펴서 이슈와 트

드를 악할 수 있는 기 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포

기할 수 없는 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사용자들

이 입력한 검색어들을 집계하여 게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보다 많은 콘텐츠와 엮어지게 하고, 공감  

확산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모이는 사

람이 많은 만큼의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새로

운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재 포털 사이트

의 표 인 실시간 검색어로는 ‘네이버’의 실시간 상

승 검색어, ‘다음’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 ‘네이트’의 실시

간 검색어, 그리고 구 트 드의 인기 상승 검색어 등

이 있다. 

네이버의 실시간 상승 검색어는 총 10개의 검색어

를 1 에서 10 까지 재 순  바로 오른쪽 에 함께 

표시하며 검색어 바로 오른쪽에는 상승 화살표와 함께 

상  심도에 해당되는 것을 표시한다. 이것은 해당 

검색어 자체에 한 상  심도로서 검색어의 실시간 

검색 횟수  순 를 과거의 것과 비교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만약 검색어의 실시간 검색 횟수  순

와 비교할 과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숫자 신 

‘NEW’라고 표시한다[13]. 

‘네이버’의 실시간 상승 검색어 서비스와 거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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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비스로는 ‘다음’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와 ‘네이트’의 

실시간 검색어가 있는데 포털 사용자의 심 분야  경

향, 검색 유율, 선정 기 , 갱신 주기의 차이에서 오는 

특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다른 결과와 을 보여주지

만 모두가 짧은 시간에 주목받는 검색어를 심으로 치

우쳐 있는 은 비슷하다. 따라서 일반 으로 많은 사용

자가 심을 갖는 이슈에 집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

나 특정 분야에 련된 이슈나  특정 주제에 한 이슈에

는 취약하고 트 드를 악하거나 검색어 사이의 연  

계는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구 트 드의 인기 상승 검색어와 

인기 상승 이야기 서비스는 재 심을 보이는 몇 가

지 주제를 비교하면서 심도에 한 트 드를 악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 나름 로의 의미가 있으므로 주목

해볼 필요가 있다. 인기 상승 검색어는 기본 인 실시

간 검색어 서비스에 추가하여 심의 심도 트 드를 

제공하는데 비해 인기 상승 이야기는 몇 개의 련 검

색어들이 모인 그룹 형태로 심도에 한 트 드를 제

공한다.

<Table 1>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국내 표 포털 

사이트를 표하는 네이버와 구 트 드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검색어에 한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네이버로 

표되는 국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의 갱신주기

는 부분 15  정도이므로 검색어들 사이의 연 성을 

찾기에는 무 짧은 주기를 가지고 있다. 

Portal name

comparison item
Naver Google Trends

Name realtime hot searches Trending searches

Posted ranking Top 10
Being different by 

country

Refresh cycle 15 seconds one hour 

Region Republic of Korea Around the world

Related Services
Hourly hot topic 

keyword

Interest over time, 

Regional interest

<Table 1> Comparison of realtime search words
between portals 

반면에 구 트 드의 인기 상승 검색어는 1시간의 

갱신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14] 각 검색어에 한 시간별 

흐름을 게시하고 구 트 드의 인기 상승 이야기 서비

스를 통해 검색어 그룹별 트 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

기서도 검색어 사이의 계를 찾아서 함께 보여주지는 

않는다.

2.2 실시간 검색어 선정 기준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를 결정하는데 가장 요한 역

할을 하는 것은 선정 기 이다. 사용자가 검색바에 입력

한 검색어를 분석하여 가장 주목받는 검색어를 선정하여 

다시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 공감 를 형성함으로써 보

다 많은 사용자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므로 검색어 선정 

기 은 보다 객 이고 합리 이며 명확해야 한다. 그

러므로 포털에서는 보다 공신력 있는 기 의 검증을 비

롯하여 공감 를 넓힐 수 있는 기 이 되도록 하는 노력

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네이버의 경우, 실시간 상승 검색어의 순 를 선정

할 때 몇 가지 기 에 입각하여 자동으로 선정하는 방식

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먼  일정기간을 기

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과거 시 이나 다른 검

색어에 비해 상 으로 격하게 상승한 비율을 기 으

로 순 를 선정한다. 따라서 일상 으로 많이 입력되어 

일정기간 동안 검색횟수가 크지만 기  시간 당 검색 횟

수 비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검색어는 상  순 에 오르지 

못한다. 그 다음으로 동일인이 일정기간을 기 으로 같

은 검색어를 두 번 이상 입력할 경우, 한 번 입력한 것과 

동일하게 계산하고 차트에 이미 노출되고 있는 검색어를 

클릭한 경우이거나 특정 시간 에 일상 으로 많이 입력

되는 검색어는 검색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네이버 

실시간 상승 검색어 서비스는 임의로 검색어를 추가하

거나 제외할 수 없으며, 검색어를 임의 조정하지 않지만 

불법/범죄/반사회성, 서비스품질 해, 성인/음란성, 명

훼손, 개인정보, 기타 법령, 행정/사법기 의 요청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검색어 노출을 제외할 수 있다. 네이

버 실시간 상승 검색어 순  수는 ( 측횟수-기 횟

수)를 표 편차로 나 고 순 차 보정값과 측횟수 보

정값을 더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측횟수는 순수한 검

색횟수를 말하며, 기  횟수는 과거 일일 평균 검색횟수

와 어제 검색횟수  최 값을 취한 값에 시간 특징보

정값, 체검색량보정값, 실 검노출보정값을 곱하여 구

한 값을 말한다. 이러한 수는 15  마다 계산되어 갱신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15].

2.3 실시간 검색어의 한계

실시간 상승 검색어를 선정할 때 사용자가 검색바

에서 입력한 검색어만을 가지고 검색횟수를 평가하지 못



실시간 검색어 연관 분석을 통한 핵심 이슈 선정

16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Dec; 13(12): 161-169

하고 여러 가지 실  상황에 따라 앞서 제시한 제외어 

같은 기 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인 한계가 분명

히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연구 범 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실시간 상승 검색어는 ‘실시간’ 이라는 말 자체

가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식

간에 증가비율이 높아질 경우 매우 짧은 시간에도 검색

어 순 가 수차례 새롭게 선정될 수 있고 사용자의 검색 

형태에 따라 검색어의 순  변동 폭이 커질 수 있으며, 

설사 순 권 밖으로 내려가 표시되지 않아 없어진 것처

럼 보이는 검색어도, 10 권 안으로 재 진입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다시 표시될 수 있으므로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이슈를 집  부각시키려는 집단의 개입을 크게 차단시키

지 못한다거나, 많은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10 권 안에 들지 못함으로써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한계는 개선 가

능성을 열어두고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포털 ‘다음’의 소셜메트릭스는 주로 트 터 상에 실시

간으로 올라오는 들을 모아서 단어 단 로 쪼갠 뒤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색어를 추출하고 연 어를 추가로 

분석하여 오피니언까지 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검색

어가 사용자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다 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실시간 상승 검색어의 한

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지만, 이 

서비스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어느 정도 토론이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하고 처음부터 토론에 합하지 않

은 것은 아  락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여 히 존재

한다.

재 일부 다른 주요 국가에서만 서비스되고 있는 구

트 드의 인기 상승 이야기 서비스의 경우 검색어 

그룹에 한 주제별, 시간별, 지역별 심도에 기반을 둔 

트 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검색어 그룹 속의 검색어들 

사이의 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거나 보완하고자 하는 추가 인 노력이 필요하다. 

3. ‘오늘의 핵심 이슈’ 선정 

3.1 ‘오늘의 핵심 이슈’ 선정 과정

본 논문에서는 네이버의 실시간 상승 검색어를 기

반으로 하여 [Fig. 1]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핵심 

이슈를 선정한다. 먼  실시간 상승 검색어 수집 단계

에서는 실시간 상승 검색어를 싱하여 요도 수를 

계산하고 이를 검색어와 함께 장하는 것을 1분 간격으

로 24시간 반복한다. 다음으로, 이 게 장된 실시간 

상승 검색어와 요도 수를 읽어 들이고 시간별 이슈 

검색어 추출 단계로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1시간 단

로 실시간 상승 검색어를 기 으로 집계하고 그 결과

로 나온 수합계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다음, Top 10

을 뽑아 24회(0～23시) 시킨다. 그런 다음 일일(24시

간)동안 된 Top 10들을 상으로 하여 오늘의 이슈 

검색어(Top 20) 추출 단계와 시간별 이슈 검색어의 연  

분석 단계를 수행하고, 오늘의 이슈 검색어  연  규칙 

가시화 단계를 거쳐 오늘의 핵심 이슈를 선정한다.

[Fig. 1] The selection process for today's key issue

‘오늘의 이슈 검색어’는 하루 동안 된 Top 10들을 

상으로 검색어 기 으로 집계한 일일  수합계를 

구하고 이것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추출한 최상  검

색어로서 하루 동안 가장 주목받은 검색어를 말한다. 

‘오늘의 핵심 이슈’는 하루 동안 된 Top 10들을 

시간별 검색어로 분리한 다음, 이를 상으로 연  분석

을 하여 지지도와 신뢰도가 일정 수  이상인 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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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하고 상승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상  규칙을 

추출하고 이를 그래 로 나타내어 검색어 사이의 연 성

이 높은 것을 선정한 것으로서 하루 동안 실제 으로 가

장 큰 이슈가 되는 련 검색어들의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독립 으로 상승된 결과를 토 로 선정한 

네이버의 실시간 상승 검색어보다 실질 으로 심도

가 높은 이슈를 선정할 수 있다.

3.2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수집과 점수 기록

실시간 상승 검색어는 1분 단 로 네이버 홈페이지 

원시코드를 읽어서 네이버의 실시간 상승 검색어 순  

선정 기 을 토 로 게시된 10개의 실시간 상승 검색

어를 비롯하여 그와 련된 순 , 상승상태, 상  심

도를 싱(parsing)하여 추출한다. 싱은 먼  동 으로 

얻는 홈페이지 원시코드에 해 R언어의 문자열과 정규

식 처리 함수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태그를 뛰어 넘어 실

시간 이슈 검색어 제목이 있는 치를 찾은 다음, 이 후

에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검색어와 상승상태, 그리

고 상  심도를 추출하고 차례 로 순 를 획득하는 

것을 10회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순 는 1～10, 상승상태는 ‘상승’ 는 ‘NEW’, 

상  심도는 상승상태가 ‘상승’인 경우에 숫자로 표

시되고, 상승상태가 ‘NEW’인 경우에 값이 표시되지 않는다. 

 #Looking for the maximum value of the relative interest
  max <- -1
  for(i in 1:10)
  {
    if(issueDataFrame$concern[i] > max) 
    { 
      max <- issueDataFrame$concern[i]
    } # end if
  } # end for  
 # If the status 'NEW' happens more than once,
 # increase the maximum value of the relative interest as it
  k <- max
  for(i in 1:10)
  {
    if(identical(issueDataFrame$up[11-i], ＂NEW＂))
    { 
      k <-k+1;
      issueDataFrame$concern[11-i] = k
    }
  }
  #Importance score = Relative interest(v) + Ranking score(g)
  for(i in 1:10)
  {
    v<-9*issueDataFrame$concern[i]/k  # Maximum 9 points
    g<-(10-i)*10+1 #Ranking 1 (91points), ranking 10 (1point)
    issueDataFrame$score[i] = v + g
  }

[Fig. 2] The algorithm for scoring the importance 
of realtime search words

그리고 이들을 기반으로 [Fig. 2]와 같은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 상승 검색어의 요도 수를 계산한다. 

먼  상  심도의 최 값을 찾은 다음, ‘NEW’가 존

재하는 만큼 최 값을 증가시킨다. 그런 다음, 상  

심도는 최  9 으로 환산하고, 순 수는 1 에서 91

 까지 10  단 로 부여하여 이들을 합산한 값을 최종

수로 삼는다. 

3.3 ‘오늘의 이슈 검색어’ 추출

‘오늘의 이슈 검색어’를 추출하기 해서는 먼  시간

별 Top 10 검색어와 요도 수를 24시간 동안 한 

일일  Top 10을 상으로 집단별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각 검색어별 이스수, 수평균, 수합계

를 집계한다. 그런 다음, 수합계를 키 항목으로 하

여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된다. 이 정렬 결과 에서 최

상 에 있는 검색어가 하루 동안의 수합계가 가장 

높은 ‘오늘의 이슈 검색어’에 해당되며 여기서 오늘의 이

슈 검색어 Top 20과 Top 10도 추출할 수 있다.

집계 결과, 검색어의 이스수가 많은 것은 어도 하

루 동안 지속 인 많은 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평균이 높다는 것은 하루  어느 순간 그 만큼 강한 인

상을 남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합계가 높다는 것

은 그 만큼 강한 인상을 어도 하루 동안은 지속 으로 

남겼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늘의 이슈 검색어’로 선택

하는 근거로서 역할을 한다. 

3.4 시간별 이슈 검색어의 연관 분석

‘오늘의 핵심 이슈’를 추출하기 해서는 먼  일일( 

24시간)동안 된 Top 10들을 시간별(0～23시) 검색어

로 분리하고, 이를 상으로 검색어 사이의 연  분석을 

한다. 즉, 일정 수  이상인 지지도(0.2)와 신뢰도(1.0)를 

갖는 연  규칙을 생성하여 상승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

고 상  규칙 Top 30을 추출하여 이를 그래 로 나타내

면서 검색어 사이의 연 성이 드러나게 만든다. 

여기서 연  규칙은 조건과 조건에 따른 결과를 만드

는 규칙으로서 조건에 해당되는 검색어들에 따라 결과에 

해당되는 검색어가 나오게 함으로써 조건과 결과 사이의 

연 성을 표 하는 것이다. 지지도는 검색어들이 동시에 

Top 10에 선택될 확률을 말하며 체 인 선택 경향을 

악할 수 있는 기 이다. 신뢰도는 조건 검색어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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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가정 하에 결과 검색어가 선택될 확률로서 연

 규칙의 강도를 악할 수 있는 기 이다. 향상도는 결

과 검색어가 선택될 확률을 기 으로 조건 검색어에 따

른 결과 검색어가 선택될 확률의 비율에 해당되며 1보다 

크면 양의 상 계이고 1보다 작으면 음의 상 계를 

갖는 기 이다[16,17,18].

그리고 결과 검색어 심 연  규칙 그래 를 통해서 

결과 검색어 심으로 묶어진 검색어 그룹을 일차 인 

핵심 이슈 상으로 선정하고, 지지도와 향상도 심 연

 규칙 그래 를 통해서 향상도가 높아 양의 상 계

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차 인 핵심 이슈 상으로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이차 핵심 이슈 상의 각 검색어

의 요도 수의 합을 구하여 가장 큰 검색어 그룹을 

‘오늘의 핵심 이슈’로 선정한다.

4. ‘오늘의 핵심 이슈’ 실증 사례 

4.1 ‘오늘의 이슈 검색어’ 사례

[Fig. 3]은 네이버에서 2015년 5월 7일 0시 0분 부터 23

시 59분 까지의 실시간 상승 검색어 상  10개씩을 갱

신주기 15 보다 긴 1분 단 로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로 

추출된 오늘의 이슈 검색어 상  20개의 워드 클라우드

를 나타낸 것이다. 오늘의 최상  이슈 검색어는 [Fig. 3]

의 앙에 크게 자리잡은 ‘서 철’이다.

[Fig. 3] A word cloud of today's top 20 issue searches

네이버 실시간 상승 검색어의 경우 어느 순간에 

심이 상승하고 있는 검색어를 독립 으로 제시하기 때

문에 하루에도 수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 날의 이슈를 특

정할 수 없지만 [Fig. 2]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기반으

로 계산된 수를 기 으로 선정된 ‘오늘의 이슈 검색어’

는 하루 동안에 심을 주목받은 이슈로서의 의미를 가

진다.

[Fig. 4]는 오늘의 이슈 검색어 상  10개만을 뽑아서 

시간별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오늘의 최상  이

슈 검색어인 ‘서 철’에 한 요도 수의 시간별 변화

를 살펴보면 가장 넓은 시간 에 비교  높은 수를 유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바르셀로나 바이에

르뮌헨’은 비교  넓은 시간 와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특이하게 그 안에 ‘챔피언스리그’를 완 히 내

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Hourly changes in interest of today's top 
10 issue searches

4.2 ‘오늘의 이슈 검색어’ 연관 분석 사례

[Fig. 5]는 연  규칙 상  30개의 조건과 결과를 매트

릭스로 나타낸 것이다. 왼쪽에 보이는 첫 번째 열이 조건

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두 번째 열이 그 결과이다. 즉 각 

행은 조건이 일어나면 결과가 발생하는 규칙을 나타낸다.

한 [Fig. 6]은 [Fig. 5]의 조건에 따른 결과가 보다 

가시 으로 돋보이도록 연 규칙 상  30을 그래  형태

로 나타낸 것이다. 그 에서도 특히 규칙의 결과로 나타

나는 표 인 검색어는 바르셀로나, 챔피언스리그, 하시

시박, 무수옥, 효성 등이 있다. 이들이 이슈의 심에 

있는 검색어들인데, 이  바르셀로나와 챔피언스리그는 

필요충분조건이어서 한 계가 있는 이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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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matrix of top 30 association rules

 

[Fig. 6] A result-oriented graph for top 30 
association rules

4.3 ‘오늘의 핵심 이슈’ 선정 사례

[Fig. 7]은 지지도(support)와 향상도(lift)를 심으로 

연  규칙 상  30을 나타낸 그래 이다. 원의 크기는 지

지도 크기이고, 원 색깔의 농도는 향상도의 크기를 나타

낸다. [Fig. 6]이 조건에 한 결과로 나타나는 검색어 

심의 그래 라면 [Fig. 7]은 조건과 결과로 나타나는 검

색어들의 연 성을 보여주는 그래 이다. 따라서 [Fig. 7]

을 통해 검색어들이 지지도와 향상도가 반 되어 어울려 

있는 덩어리로 나타나므로 이들을 통해 핵심 이슈를 선

정할 수 있다. 

[Fig. 7] A 'support and lift' oriented graph for 
top 30 association rules

[Fig. 6]에서 필요충분조건으로 나타났던 ‘바르셀로나’

와 ‘챔피언스리그’가 [Fig. 7]에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과 더불어 향상도가 강한 형태로 뭉쳐있으므로 가

장 주목을 받는 핵심 이슈로 볼 수 있다. [Fig. 6]에서 비

교  다수의 필요조건으로서 역할을 한 ‘하시시박’과 ‘

효성’은 ‘ 효성 반해’와 뭉쳐 있고, ‘무수옥’이 수요미식

회‘와 뭉쳐있으나 비교  향상도가 약한 상태에 있는 이

슈로 볼 수 있다. 그리고 [Fig. 6]에서 가장 간단한 연결 

형태로 나타난 ‘무수옥’은 ‘수요미식회’와 뭉쳐서 이슈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의 최상  실시간 

상승 검색어로 추출된 바 있는 ‘서 철’이 [Fig. 6]에서 

검색어 그룹의 심으로 나타나지 않고 [Fig. 7]에서도 

오히려 다른 검색어들과 뭉쳐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

로 강하게 연 된 검색어가 없는 이슈로 볼 수 있다. 

실험결과, ‘바르셀로나 바이에른뮌헨’(67437.701), ‘챔

피언스리그’(17551.515), ‘바르셀로나’(14209.429)의 수

의 합(99198.645)이 오늘의 최상  이슈 검색어인 ‘서

철’(84867.494)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뮌헨’,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 

검색어 그룹을 ‘오늘의 핵심 이슈’로 선정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검색어가 검색횟수의 크기 순

서에 따라 몇 십  간격으로 제공됨으로써 인기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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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알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해 1분 간격으로 검

색어를 수집하고 1시간 단 로 상  10개의 이슈 검색어

를 추출하여 24시간 동안 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집

단별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 ‘오늘의 이슈 검색어’를 선정

함과 동시에 이슈 검색어들 사이의 연  분석을 실시하

여 연 성 있는 검색어 집단을 추출하여 가장 주목받는 

이슈인 ‘오늘의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한 실제

인 를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단순한 개별 단어로만 

이슈를 악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서 연 된 특정 단어

들을 한 덩어리의 이슈로 악하게 함으로써 보다 실제

인 핵심 이슈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가 있다. 특히 개별 단어의 일시성을 보완하여 연  단어

들의 덩어리로서의 얼마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일자별 핵심 이슈를 측하는 모델을 형

성하는데 도움을  수 있으며, SNS를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제공하는 이슈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한 웹 마이닝을 통해 획득한 텍스트 데이터에 한 메

타 분석의 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일주일, 한달, 일년 단 로 확장시켜 나가는 

씨앗 역할로서 련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는 포털별 검색어 

선정기 , 유율이나 사용자의 경향의 차이로 인해 다

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네이버에 국한된 짧은 

기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라는 한계가 존

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긴 기

간에 걸쳐 수집된 여러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를 함께 비

교분석하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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