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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in 2012, 2014, and 2016 using big 

data and opinion mining. The data on the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were collected from 

the portal site, Naver,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in 2012, 2014, & 2016 and analyzed by keyword fre-

quency analysis, influx route analysis of data, polarity analysis via opinion min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keyword analysis by polarity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nursery had the highest rank every year and 

education supported by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influx 

of data has increased through the influx route analysis of data. Blog and cafée, which have a considerable 

amount of information by the mother should be helpful for use as public relations and participation recruit-

ment paths. By polarity analysis using opinion mining, the positive image of the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was increased. Therefore, the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was 

well-suited to the purpose and the interests of the people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In the near future, the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is expected have good recognition if various programs to par-

ticipate with family are developed and advert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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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형태 

또한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대가족에서 핵

가족으로 바뀌고 있고 가정의 전반적인 기능 축소, 

맞벌이 부부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는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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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사회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영유

아 돌봄은 가정을 벗어나 사회의 한 부분으로 변화

하였으며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이 2000년에 19,276개에 불과했던 어린이집은 2015

년 42,517개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유치원 또한 

2000년 기준 8,494개에서 2015년 8,930개로 약 450개 

정도 증가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그러나 100인 이상의 어린이 대상 급식시설에는 영

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2015년 전체 

어린이집 42,517개 중 100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3,184개인 반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39,333개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은 영양

사의 부재로 인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지도, 

영양관리, 위생점검 등 여러 분야에서 질적으로 차

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등 2013; Lee 

2016). 특히 식습관의 경우 영유아기에 형성되기 때

문에 보육시설에서의 식생활은 아이의 식습관에 밀

접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

(Sin & Lee 2006; Hong 2009). 따라서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체계적이며 질적 향상을 높

이는 영양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Park 등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제5장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

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

영하고 있다(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ion 2017). 

이에 2011년 서울(성북구, 노원구, 강서구, 은평구,금

천구)을 포함한 12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소되었으며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207개의 어린

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이상∼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을 대상으로 크게 위생ㆍ안전관리 지원과 영양관리 

지원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생ㆍ안전관리 

지원에는 위생ㆍ안전관리 실태 파악 및 컨설팅, 순

회 방문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영양관리지

원에는 식단 제공, 표준레시피 개발 및 보급, 방문 

영양교육 등이 대표적이다(Center for Children’s Food-

service Management 2017).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체

계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켜 어린이 건강을 

증진시키며 단체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얻고

자 노력하고 있다. 

Jeong 등(2013)은 계층적 분석법을 이용하여 어린

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요점과 사업 수행 관점을 

평가하였다. Park 등(2016)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을 

발표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 홍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설문조사보다 큰 집단을 대

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Jung & Chang(2016)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다이어트를 분석하였다. 오피니언 마이닝

(Opinion mining)이란 웹에서 작성한 글이나 댓글 등

을 통하여 글쓴이의 태도, 의견, 감정 등을 컴퓨터

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판별하여 정보를 분석하는 

빅데이터의 기술 중 하나이다(Kim 등 2011). 또한 

오피니언 마이닝을 이용하면 정보를 세부적으로 파

악하고 분석된 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

다(Kim & Kim 2017). Kim 등(2016)은 오피니언 마

이닝을 사용하여 음식점 온라인 리뷰를 분석하고 

음식점 만족도 결과 및 장ㆍ단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선점 및 홍보 방안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처

음 개소된 2011년 이후 1년이 지난 2012년부터 2년 

주기를 기준으로 2014년과 2016년의 연도별로 어린

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빅데이터와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해 비교하였다. 자료 수집은 인터넷 포

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이용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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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키워드 빈도 분석, 데이터 유입 경로 분석, 오피

니언 마이닝 분석을 통한 연도별 극성분석, 극성분

석을 통한 긍ㆍ부정어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실태 분석에 필요한 데

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

장 인지도가 높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데이터 수집을 위한 키

워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용하였다. 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1년에 처음으로 개소되

어 1년이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2년 주기를 두고 

2014년과 2016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을 연구대상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2.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를 위해 Python 2.7(Pycon, USA) 프로그램

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

face(API)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API란 

개발을 위해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알려주

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Lee & 

Nam 2012). 이를 통해 네이버 블로그, 웹문서, 뉴스 

그리고 카페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문장은 한국어 

특성에 맞게 최소한의 변경으로 형태소 분석을 해

주는 은전한닢 프로젝트 Mecab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연관된 명사를 추출하

였다. 

Mecab을 통해 명사 형태로 분리된 키워드는 데이

터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

였다. 첫째, 같이 사용되는 단어로 2개 이상 분리된 

단어들은 다시 하나의 단어 형태로 변환하였다. 예

를 들어 ‘워킹맘’처럼 한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워킹’, ‘맘’으로 분리된 경우 다시 하나의 단어 형

태인 ‘워킹맘’으로 변환하였다. 둘째, 단어의 형태가 

약간 다르지만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로 통일하였다. 예를 들어 ‘여

성’, ‘여자’는 같은 뜻으로 간주하여 ‘여성’으로 통일

하여 변환하였다. 마지막으로 ‘가’, ‘이’, ‘들’ 등 조

사, 대명사 등으로 분리되어서 분석에 사용할 수 없

는 형태는 삭제하였다. 

또한 오피니언 마이닝을 시행하기 위해서 명사의 

형태로 분리된 키워드를 제외하고 ㈜더아이엠씨에

서 제공하는 텍스톰을 통해 형용사와 동사의 형태

로 데이터를 정제하였다. 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키워드를 포함한 연관 키워드가 2012년에는 

총 2,820개, 총 단어의 빈도수는 296,589개가 도출되

었다. 2014년에는 연관 키워드가 6,451개, 총 단어의 

빈도수는 605,734개가 도출되었으며, 2016년에는 연

관 키워드가 90,671개, 총 단어의 빈도수는 1,788,947개

가 도출되었다.

3. 분석방법

1) 키워드 빈도 분석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제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들

의 출현 횟수를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여 분석하면 

유용하다(Lee 등 2014). 연관된 키워드들은 주제 키

워드에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키워드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

터에서 출현 횟수가 높은 고빈도 키워드들이 무엇

인지 키워드 빈도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2) 데이터 유입 경로 분석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검색 API 기능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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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equency of keywords related to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by keyword frequency analysis in 2012, 
2014, and 2016.

Rank
2012 2014 2016

Keyword Frequency Keyword Frequency Keyword Frequency

1 Nursery 307 Manage 1,311 Education 4,209 

2 Safety 305 Safety 1,068 Manage 1,806 

3 Nutrition 252 Education 1,006 Nursery 1,466 

4 Food 213 Nursery 946 Safety 1,404 

5 Installation 188 Nutrition 734 Nutrition 1,362 

6 Sanitation 185 Food 715 Health 1,254 

7 Facilities 170 University 670 Food 1,198 

8 Expansion 165 Consignment 652 Sanitation 1,158 

9 Education 144 Sanitation 646 Target 1,076 

10 Childcare 139 Health 620 University 994 

11 Region 127 Region 496 Consignment 879 

12 Health 109 Target 483 Region 816 

13 Consignment 97 Facilities 446 Experience 720 

14 Target 91 Installation 418 Implementation 650 

15 Nutritionist 90 Opening 407 Contract foodservices 634 

16 Opening 87 Menu 371 Child 615 

17 Food and Drugs Administration 85 Agreement 353 Business 610 

18 University 83 Nutritionist 328 Facilities 564 

19 Nation 81 Contract foodservices 327 Agreement 537 

20 Child 80 Child 324 Dietary life 443 

네이버의 블로그, 뉴스, 웹문서 그리고 카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후 데이터가 어느 경로를 통해 많

이 유입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을 통한 연도별 극성분석

본 연구에서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한 극성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먼저 데이터 유입 경로 분석을 기준

으로 홍보나 단순 정보를 알리는 뉴스와 웹문서는 

분석에서 배제하고 개인의 견해나 감정이 작성된 

블로그와 카페의 데이터를 선별하였다. 그 후 Mecab

과 텍스톰을 통해 데이터를 형태소 단위(명사, 형용

사, 동사)로 분리하고 R(GNU project, New Zealand)

에서 제공한 오피니언 마이닝 분류 코드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분리된 형태소를 

긍ㆍ부정어 사전에 대응시켜 자동으로 긍ㆍ부정을 

분류 요약하여 분석하는데 사용한다(Chang 2009). 

또한 ‘체험’, ‘참여’ 등과 같이 분석에 필요한 키워

드는 긍ㆍ부정어 사전에 긍정으로 추가하여 분석하

였다. 

예를 들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아이에게 

체험하라고 나눠준 스티커는 좋고, 아이도 신나하는

데, 따라하기는 어렵네요”라는 문장이 있으면 본 연

구에서는 ‘체험’은 긍정의 의미에 해당되어 ＋1, ‘좋

고’도 긍정이기 때문에 ＋1, ‘신나하는데’도 긍정이

기 때문에 ＋1, 하지만 ‘어렵네요’는 부정이기 때문

에 −1이 부여되어 합하면 총 ＋2점이 되어, 해당 

예문은 긍정이라고 판별된다. 이에 총합이 양수이면 

긍정, 0이면 중립, 음수이면 부정을 나타내어 의견

을 통한 극성분석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극성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를 긍ㆍ부정 중 어떤 방향으로 인식하는

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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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olarity analysis using opinion mining in 2012, 2014, and 2016.

Table 2. Influx route analysis of data in 2012, 2014, and 2016.
            N (%)

　 2012 year 2014 year 2016 year

Blog 280 ( 34.2) 1,426 ( 39.9) 2,087 ( 36.0)

News 471 ( 57.6) 1,832 ( 51.3) 2,563 ( 44.3)

Webs 10 (  1.2) 91 (  2.6) 672 ( 11.6) 

Café 57 (  7.0) 221 (  6.2) 469 (  8.1) 

Total 818 (100.0) 3,570 (100.0) 5,791 (100.0) 

4) 극성분석을 통한 연도별 긍ㆍ부정어 키워드 분석

오피니언 마이닝의 극성분석을 통해 긍정의 결과

가 나온 문장과 부정의 결과가 나온 문장을 분석하

였다. 극성을 띈 키워드를 통해 어떤 이유에서 긍정

의 결과가 나왔는지 부정의 결과가 나왔는지 연도

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 과 

1. 키워드 빈도 분석

Table 1은 2012년, 2014년, 2016년의 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와 관련된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2012년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와 관련하여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로 어린

이집(307개), 안전(305개), 영양(252개), 식품(213개)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운영(1,311개), 안전

(1,068개), 교육(1,006개), 어린이집(94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는 교육(4,209개), 운영

(1,806개), 어린이집(1,466개), 안전(1,404개)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2012년, 2014년, 2016년의 상위 5위 안에 

속한 키워드는 ‘어린이집’,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2. 데이터 유입 경로 분석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 유입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

는 데이터 유입 경로 분석을 2012년, 2014년, 2016년

에 실시하였다. Table 2를 통해 2012년에는 총 818개

의 페이지가 수집되었고, 그중 블로그에서 280개, 뉴

스 471개, 웹문서 10개, 카페 57개가 유입된 것을 확

인하였다. 2014년에는 총 3,570개의 페이지가 수집되

었고, 그중 블로그 1,426개, 뉴스 1,832개 웹문서 91

개, 카페 221개가 유입되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

는 총 5,791개의 페이지가 수집되었고, 그중 블로그에

서 2,087개, 뉴스 2,563개, 웹문서 672개, 카페 469개

가 유입되었다. 특히 글을 직접 작성하여 후기를 공

유할 수 있는 블로그와 카페는 2012년보다 2016년이 

각각 약 7.5배와 8.2배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경로에서 데이터가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을 통한 연도별 극성분석

Fig. 1은 2012년, 2014년, 2016년의 어린이급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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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sitive and negative keyword analysis using polarity analysis in 2012, 2014, and 2016.

　 2012 2014 2016 

Positive 

keyword

Education, Like, Nutrition, Health, Good, 

etc 

Be excited, Clean, Education, Good, 

Experience, Right, Beneficial, Contest, 

etc

Healthy, Proud, Thanks, Good, Wash 

one’s hand, Prevention, Safety, 

Experience, Strong, Education, etc

Negative 

keyword

Unlike, Nothing, Do not know, etc Nothing, Virus, Deviated food habit, 

Food poisoning, Different, etc 

Nothing, Worry, Deviated food habit, 

Food poisoning, Lack, Dirty, etc 

리지원센터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 중 홍보나 정보

가 아닌 작성자의 견해나 감정을 작성한 문장을 수

집한 후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을 통해 비교한 것이

다. 2012년, 2014년, 2016년 모두 부정보다는 긍정이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정의 증가

보다는 긍정의 증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극성분석을 통한 연도별 긍ㆍ부정어 키워드 분석

오피니언 마이닝의 극성분석을 통해 긍정의 결과

가 나온 문장과 부정의 결과가 나온 문장을 분석하

여 극성을 띈 키워드를 연도별로 확인하였다. Table 3

은 2012년, 2014년, 2016년의 극성을 띈 긍ㆍ부정어 

키워드를 나열한 것이다. 2012년 긍정의 키워드로는 

‘교육’, ‘좋아요(좋은)’, ‘영양’, ‘건강’이 나왔고, 부정

의 키워드로는 ‘좋지 않다’, ‘없다’, ‘모르다’가 나왔

다. 2014년 긍정의 키워드로는 ‘신나다’, ‘깨끗이’, 

‘교육’, ‘좋은’, ‘체험’, ‘올바른’, ‘이로운’ 등이 나왔

고, 부정의 키워드로는 ‘없다’, ‘세균’, ‘편식’, ‘식중

독’, ‘다르다’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2016년 긍정의 

키워드로는 ‘건강한’, ‘자랑스럽다’, ‘감사’, ‘좋은’, 

‘손씻기’, ‘예방’, ‘안전’, ‘체험’, ‘튼튼한’, ‘교육’, 

‘잘’, ‘이쁜’ 등이 나왔고, 부정의 키워드로는 ‘없다’, 

‘걱정’, ‘편식’, ‘식중독’, ‘부족함’ ‘더러운’ 등이 나

타났다. 2012년, 2014년, 2016년 공통의 긍정 키워드

로 ‘교육’, ‘좋은’으로 나타났고, 부정의 키워드로는 

‘없다’가 나타났다.

고 찰

체계적인 단체급식과 균형에 맞는 어린이의 성장

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2012년, 2014년과 

2016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네이버

의 블로그, 웹문서, 뉴스, 카페에서 문장을 수집한 

후 빅데이터와 오피니언 마이닝을 이용해 비교하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키워드 빈도 분석, 데이터 유

입 경로 분석,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을 통한 연도별 

극성분석, 극성분석을 통한 연도별 긍ㆍ부정어 키워

드 분석을 진행하였다. 

키워드 빈도 분석에서는 ‘어린이집’ 키워드가 모

두 상위에 나타났다. 어린이집 급식은 시설의 열악

함, 환경 관리체계 미비, 전문 인력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Kim 2012; Yeoh 등 2015). 따라서 어린이

집 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 ‘어린이집’ 키워드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키워드는 해가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강조되어 

지고 있지만, Hong 등(2010)과 Jo 등(2015)은 어린이

집 교사의 영양지식 부족으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에 전문성 확보가 힘들고 해당 교육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영양관리의 일환으로 전문가가 어

린이집 교사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지

원하고 있어 ‘교육’ 키워드가 해가 지날수록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학교’ 키워드는 특히 2012년에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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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대학교에 위탁되어 운

영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에 걸쳐 총 

110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소되었기에 ‘대

학교’ 키워드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빈도 분석을 위해 네이버 검색 API 기능

을 이용하여 네이버의 블로그, 뉴스, 웹문서 그리고 

카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이를 통해 데이터

가 어느 경로를 이용하여 많이 유입되었는지 분석

하였다. 먼저 데이터 유입의 양은 해가 지날수록 증

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2년을 기준으로 

2016년과 비교하면 블로그, 뉴스, 웹문서, 카페 모두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뉴스와 

웹문서는 홍보와 단순 정보만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을 제외한 블로그와 카페의 

경로 유입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더욱 정확

하고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

였다. 데이터 이동 경로인 블로그는 ‘연결성’이라는 

특징으로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인 카페는 특정 

공간에 같은 뜻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특

징이 있다(Park & Han 2008; Lee & Lew 2013). 특히 

행사 참여와 같은 정보는 엄마들의 정보력이 중요

한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이른바 ‘맘카페’라는 대형

카페를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취득한다(Hwang 

2012). 따라서 데이터 유입 경로를 반대로 이용하여 

블로그와 카페를 정보 공유와 홍보의 경로로 활용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원 사업이 수혜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Jeong 등 2013). 

평가하기 위해서 극성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

각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극성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두 긍정의 극성이 점차 증가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긍정의 극성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학부모 대

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만족도 조사를 실

시한 결과에서도 평균 87.9/100점으로 높게 나왔다고 

발표하였다(Kim 2016b).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긍정이 나타

났고 부정이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극성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의 문장들을 세밀하고 다양하게 분석

하고자 긍ㆍ부정어 키워드를 나열하였다. 2012년 긍

정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교육’, ‘좋아요(좋은)’ 

‘영양’, ‘건강’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한 교육을 통해 영양과 건강이 

좋아져 긍정적으로 인식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

정의 키워드로는 ‘좋지 않다’, ‘없다’, ‘모르다’ 등으

로 확인되었는데 해당 문장을 살펴보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좋지않다’

는 반응이 좋지 않았다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아직 모른다는 의견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없다’는 

영양사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학

부모들이 영양사 부재를 걱정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2014년 긍정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교육’, ‘좋

은’, ‘체험’, ‘올바른’ 등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는 원장 및 조리종사자, 어린이와 학부모

를 대상으로 방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를 통해 대상자들이 체험해보고 학습할 수 있다. 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마다 방문 영양교육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올바른 식재료 선택방법과 편식예

방 교육 등을 받은 대상자들이 긍정적인 견해를 낸 

것으로 사료된다. 2014년 부정의 키워드에 나타난 

‘없다’를 통해 2012년과 같이 영양사의 부재가 나타

났다. 또한 ‘다르다’를 확인해 보니 ‘식단’에 대한 

불만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식단은 어

린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일하는 엄마들

에게 어린이들의 끼니에 대해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Kim 2016a)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리고 ‘세균’, ‘편식’, ‘식중독’ 등을 확인해 

보니 해당 단어의 영양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단어 자체는 부정이나 문장의 부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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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6년 긍정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건

강한’, ‘좋은’, ‘안전’ ‘체험’, ‘튼튼한’, ‘교육’ 등이 

나타났다. 키워드 중 ‘체험’의 문장들을 자세히 살펴

보면 ‘콘테스트’, ‘요리’, ‘쿠킹클래스’ 등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나 교육활동이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엄마와 

아이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엄마의 감정과 

긍정적인 정서를 아이가 함께 공유하려는 특징이 

있으며, 또한 부모의 올바른 영양지식은 자녀의 식

생활지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Lee 

& Kim 2000; Jo 등 2015) 식생활에 대해 가족과 함

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더욱 

많이 개설된다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인

식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부정의 키워드

로는 ‘없다’, ‘걱정’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가 발족한 초기인 2012년에는 영양사

의 부재를 걱정하는 표현이 많았으나, 어린이급식관

리센터의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된 2016년에는 영양

사의 부재 걱정보다는 영양사 부재로 인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이유를 파악하게 되어 부

정의 의미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더러운’, ‘편식’, ‘식중독’도 부정의 키워드에 

꾸준히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영양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에 이 단어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부정의 

키워드에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네이버라는 특정 사이트로만 대상

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은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주어진 긍ㆍ부

정어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하고

자 하는 데이터가 처음에는 부정 문장으로 시작하고 

연이어 긍정 문장이 나와도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함

으로써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ㆍ부정어 키워드 분석에서 교육을 

하고자 했던 내용에 부정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문장이 부정으로 분석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적합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맞는 문맥적 단

어를 추가한 긍ㆍ부정어 사전을 개발하면 더욱 좋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현황을 분석하고 오피니

언 마이닝 분석을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지 평

가하고, 더 나아가 평가의 자세한 이유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2년과 2014년 그리고 2016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경향을 알아보고 분

석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와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 방

법을 이용하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주기로 총 3년 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을 

수집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키워드 빈도 분석, 데이터 

유입 경로 분석,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을 통한 연도별 

극성분석, 극성분석을 통한 연도별 긍ㆍ부정어 키워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키워드 빈도 분석을 통해 상위에 출현한 키워드

는 ‘어린이집’으로 2012년 307개, 2014년 946개, 

2016년 1,466개로 나타났고, 2012년부터 2016년 

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교육 

사업의 키워드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 데이터 유입 경로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엄마들의 정보 공유

와 흐름이 많은 블로그와 카페를 홍보와 참여모

집의 경로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나타났다. 

3.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을 통한 연도별 극성분석을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긍정적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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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극성분석을 통한 연도별 긍ㆍ부정어 키워드 분석 

결과 체험을 통한 교육이 좋은 인식을 받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효율

적으로 운영되고 지원 사업이 수혜자들에게 잘 전

달되고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더욱 많이 개설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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