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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 단위 계획으로, 2013년에 대외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변경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거시적 평가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연도별 정책 수요와 공급의 간

극을 파악하였다. 정책수요 부분은 당해 연도의 뉴스, SNS 등에서 언급된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명사 기준)를 기준으로 하

고, 정책 공급 부문은 산림청이 발행한 문서를 기준으로 하여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사회연결망 분

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특정하고, 수요 측면의 네트워크와 공급 측면의 네트워크를 비교

하여 산림청 정책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확인한다. 분석 결과, 공급부문의 네트워크 구조는 수요 부문보다 방사형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 이외에 다양한 주제어가 네트워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27대 

대표사업들을 대응한 33개 주제어에 대해 수요부문과 공급부문의 기울기를 비교한 결과,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감소

하는 주제어의 개수는 7개로 지속가능, 산림경영, 산림생물,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도시숲, 북한이 해당되었다. 이들 주제

어는 수요와 공급의 간극이 확인된 만큼,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들 주제어에 대한 공급 강화가 필요하며, 자유게시판 분

석을 통하여 신규 임업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gap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forest policy by year through big data 

analysis for macroscopic evaluation of the 5th Basic Forest Plan. We collected unstructured data based on keywords 

related to the projects mentioned in the news, SNS and so on in the relevant year for the policy demand side; and 

based on the documents publish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for the policy supply side. based on the collected data, 

we specified the network structure through the social network analysis technique, and identified the gap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the Korea Forest Service's policies by comparing the network of the demand side and that of the supply 

side. The results of big data analysis indicated that the network of the supply side is less radial than that of the demand 

side, implying that various keywords other than forest could considerably influence on the network. Also we compared 

the trends of supply and demand for 33 keywords related to 27 major projects. The results showed that 7 keywords 

shows increasing demand but decreasing supply: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forest biota, forest protection, forest 

disease and pest, urban forest, and North Korea. Since the supply-demand gap is confirmed for the 7 keyword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orest policy regarding the 7 keywords in the 6th Basic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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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자원의 육성과 보전, 이용 등과 관

련한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산림의 보존과 함께 산림에서 

제공하는 자원과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7년

까지의 10년 단위 계획으로 2013년에 대외환경 변화1) 등

의 이유로 변경되었다. 본 계획에는 산림 시책의 기본목

표 및 추진방향, 산림 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연구,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에 관한 사항, 산사태 · 산불 ·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거시적 평가를 위

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연도별 정책 수요와 공급

의 간극을 파악하였다. 정책수요 부분은 당해 연도의 뉴

스, SNS 등에서 언급된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명사 기준)

를 기준으로 하고, 정책 공급 부문은 산림청이 발행한 문

서를 기준으로 하여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

한 자료는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

용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특정하고, 수요 측면의 네트워

크와 공급 측면의 네트워크를 비교하여 산림청 정책 수

요와 공급의 간극을 확인하였다. 

빅데이터는 인터넷 사용 활성화와 테블릿 PC, 스마트폰

과 같은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사용 확산에 따라 온라인상

에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장이 구축되

며,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과학기술이다. 우리나라 지식

경제부 R&D 전략기획단은 빅데이터를 IT 10대 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2012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떠오르

는 10대 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Seong and Park, 2016).

빅데이터 분석은 대용량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전수 조사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계량화 

또는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 이외에도 비정형 데이터까지 

다룰 수 있다. 특히 비정형 데이터로 이루어진 소셜 데이

터는 연구자가 디자인한 설문지를 제공하여 답을 얻는 

방식이 아니므로 연구자의 주관성을 분석 과정에서 최소

화 할 수 있으며, 현실 그대로 존재하는 답을 얻을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 산림 정책을 이용하는 수요자와 공급

1) 제5차 산림기본계획 전반기(’08~’12) 기간 중 녹색성장 정책 

추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확대 등으로 산림 부문 투자

가 늘어나게 되면서 목재자급률, 산림복지인프라 등의 지표

가 당초 전망과 목표를 초과하여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해졌

으며, 산림이 녹색경제 이행의 핵심 이슈로 경제, 복지, 환경

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산림행정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였음.

자의 숨은 요구 또는 간극을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Lee(2011)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 방안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에는 기존의 데이터마이닝2)과 클라우드3) 개

념도 포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산림기본계획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신문 기사와 산림청 계획을 각각 분석해 연도별 키워드 

추출을 통한 시사점 분석 및 산림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

크 구조를 살펴보았다. 또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산

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 자료를 추출하여 수요자들

이 연도별로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기존 대다수의 정책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은 전문가 풀

을 구성한 의견수렴 및 평가, 자체 성과 평가, 정책 사업

들에 대한 정량 · 정성적 평가, 사업 성과지표를 이용한 

성과평가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Seok et al., 2012; 

Lee et al., 2014), 특히 산림계획은 산림행정의 근간이 되

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고, 본 

연구처럼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본계획을 평가 및 분석

한 논문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제5차 산

림기본계획(변경 후)의 27대 대표 사업에 대해 국민의 산

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공급과의 간극을 확인하여 

제6차 기본계획에서 담아야 할 컨텐츠를 발굴한다는 점

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이 있다.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1. 연구 방법

제5차 산림기본계획 27대 사업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big data analysis)을 활용하여 ‘산림’을 둘러싼 수요와 공

급이 지난 8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수많은 데이터 가운데 유용한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

하여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

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를 활용하였다. 

2) 데이터마이닝이란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말함(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3) 클라우드란 소프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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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Article 450 627 682 696 764 756 731 919

Keyword 980 1,219 1,353 1,361 1,373 1,407 1,426 1,691

Connecting line 5,183 7,205 8,374 8,856 9,408 10,101 10,216 14,091

Table 1. Number of Demand Keywords by year.

Yea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Sentence 273 295 310 321 312 333 333 329

Keyword 832 902 966 981 939 940 953 958

Connecting line 9,471 11,058 12,078 12,755 11,863 12,588 13,068 12,598

Table 2. Number of Supply Keywords by year.

Figure 1. Concept of connecting line assignment.

즉, 주제어를 노드(node)로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도별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제어를 추출

한 것이다. 

주제어는 명사(noun)에 한정하였는데, 이는 문장을 형

태소4) 단위로 분류하고, 명사만 뽑아낸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Choi(2016)의 Java 기반 한글 형태소 분석 소스를 

활용하였다5). 다음으로 추출한 명사 간에 Figure 1과 같

이 연결선을 부여하였다. 즉, 한 제목 안에 있는 명사 간

에 연결선을 부여한 것이다.

2. 연구 대상

정책 수요자를 대변할 수 있는 수요부문 분석을 위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Bigkinds(한국언론재단)에서 ‘산

4)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예를 들어 

‘산림정책’이라는 단어는 ‘산림’과 ‘정책’으로 나눌 수 있음.

5) Choi(2016)의 Java 기반 한글 형태소 분석 패키지 소스는 

기존에 개발된 여러 소스들 중에 명사와 동사를 가장 잘 분

리하여 분석하는데 유용하며, 본 소스를 사용하면 분석 결과

까지 한번에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할 수 있음.

림’이 제목에 포함된 모든 기사6)를 가져와 분석하였고, 공

급 부문 분석에는 각 연도별 산림청 주요 업무 세부추진

계획 중 추진방향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먼저 수요부문 분석을 위하여 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에 수록된 5,625개 기사들의 키워드 수와 각 키워드를 연

결한 연결선 수를 보면(Table 1), ‘산림’이 제목에 포함된 

기사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5년도에 919건으로 가장 많

았고, 기사 수가 많은 만큼 기사에서 추출된 키워드 수와 

각 키워드를 연결한 연결선 수도 각각 1,691개, 14,091개

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급부문 분석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5년

도까지 주요 업무 세부 추진계획에 수록된 2,506문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도별 주제어와 연결선 현황

은 Table 2와 같다. 주제어 수는 2011년 981개로 가장 많

았고, 각 키워드들을 연결한 연결선 수는 2014년 13,068개 

로 가장 많았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1. 수요 부문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산림’을 중심으로 추출된 주

제어의 네트워크 구조는 Figure 2와 같다. 산림을 중심으

로 방사형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방사형은 지배적인 주제어(A)가 존재하고, 군소 주제

어들이 A와 연결된 구조를 나타낸다. 또한, 군소 주제어 

간의 결합력이 약한 것도 나타낸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

간이 거듭될수록 방사형의 구조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

다. 이는 산림 이외에 새로운 주제어가 네트워크에 등장

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각 노드의 중심성(centrality) 

6) 일간지, 지방지, 전문지를 대상으로 기사를 추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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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etwork structure of forest demand sector (2008~2015).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중심성에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이 있다. 연결중심성은 직접 연결

된 이웃 노드가 많을수록 연결 중심성이 증가하며, 직접

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근접중심성은 가장 빨리 다른 노

드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정도를 나타낸다. 즉, 근접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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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ng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Forest Forest Forest Forest Forest Forest Forest Forest

2 Damage Forest Union Forest Union Forest Union Forest Union Forest Service Forest Union Forest Union

3 Forest Union Business Forest Service Forest Service Business Business Forest Service Forest Service

4 Forest Service Damage Business Managing Resource Resource Business Business

5 Business Forest Service Resource Construct Forest Union Forest Resource Environment

6 Resource Construct Construct Damage Environment Union Education Forest

7 Environment Forest Green Culture Green Managing Protection Resource

8 Construct Forest Fire Environment Protection Damage Education Forest Education

9 Forest Green Culture Resource Cooperation
Science 

Institution

Forest Science 

Institution
Managing

10 Culture Election Protection Business Forest Damage Manage Culture

11 Development Win Forest Education Whole Country Protection Area Association

12 Protection Managing
Forest Science 

Institution
Park

Forest Science 

Institution
Environment Damage Cooperation

13 Whole Country Resource Damage Forest Protection Development Development
Forest Science 

Institution

14 Restoration Administration Tree Area Managing National National National

15 Recruit News Forest Fire Whole Country Education Manage Illegal News

16 Gangneung Whole Country Managing Green Gyungbuk Construct Environment Agreement

17 Managing
Forest Science 

Institution
News Income Development Technology Culture Construct

18 Hongcheon
Management 

Office
Park Photo Area Gyungbuk Whole Country Development

19 Lab National Forest Photo News Lab Heal Cooperation Lab

20 Korea Contest Area
Forest Science 

Institution
Selection Ecology Restoration

Union 

Representative

21 Park Environment Ecology National Forest Construct Site Forest Fire Damage

22 Illegal Job Income Ecology
Management 

Office
News Ecology Protection

23 Manage
Union 

Representative
Research Illegal National Forest Administration

Management 

Office
Income

24 Job Development National Forest Manage Korea Whole Country Managing Photo

25 Forest Fire Culture
Whole

Country
Future Culture Illegal Union Forestry

26 Selection Illegal Job Environment Park Park Flight Election

27 Green Manage Agreement Tree Crackdown Income Crackdown Welfare

28 Input World Policy World Investment Korea Rest
Forest Service 

Representative

29 Rest Yangku
Management 

Office

Management 

Office
News Experience National Forest National Forest

30 Create Photo Crackdown Use Agreement Restoration Gyungbuk Support

Table 3. Yearly major keywords by demand sector.                                          (based on Degree centrality)

성은 정보를 확산시키기에 좋은 위치를 나타낸다. 마지

막으로 매개중심성은 다른 노드 간의 최단 경로에 많이 

포함된 경로를 나타내며, 정보 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나

타낸다. 본 분석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연

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기준으로 주제어의 위상을 

따져보기로 한다.

Table 3은 연결중심성이 높은 상위 30대 키워드를 연

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상위 5순위 안에 산림, 산림조합, 

산림청, 사업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6순위 이하부터는 

숲, 자원, 녹색, 환경, 문화, 조성, 보호, 교육, 개발, 복원, 

생태, 치유 등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타났다.

한편, 27대 사업에 대한 각각의 대응 주제어를 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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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
Keyword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slope

Education 0.071 -0.041 2.107 1.936 2.553 3.286 3.231 0.592

Cooperation 0.181 0.424 0.246 0.448 2.583 0.928 1.849 2.666 0.342

Resource 2.806 1.617 2.630 2.695 3.834 3.884 4.161 3.302 0.251

Running 0.889 1.648 1.570 3.314 2.152 2.751 1.568 3.206 0.217

Welfare 0.879 0.307 0.603 1.150 1.062 1.731 0.202

Forestry 0.148 0.008 0.103 0.280 -0.156 0.855 0.725 1.781 0.200

Agreement 0.082 0.812 1.081 0.842 1.095 0.952 1.034 2.196 0.188

Development 1.360 1.197 0.619 0.785 1.716 1.888 2.190 2.171 0.183

Protection 1.360 0.651 2.343 2.810 2.204 2.210 3.089 1.876 0.176

Environment 2.740 1.326 2.401 1.236 2.773 1.989 1.989 4.237 0.168

Income 0.283 0.490 1.225 1.656 1.039 1.271 0.950 1.806 0.149

Pine Tree -0.188 -0.095 0.169 0.116 0.436 0.159 0.870 0.141

Business 3.412 5.513 4.009 2.668 4.537 4.158 5.144 4.977 0.136

Heal -0.188 -0.283 0.192 -0.197 0.008 1.569 -0.038 0.600 0.132

Safety 0.200 0.219 -0.083 0.116 -0.108 1.118 0.600 0.106

North Korea 0.082 -0.157 -0.270 0.055 -0.074 -0.038 1.041 0.105

Restoration 1.024 0.942 0.565 0.785 0.875 1.174 1.849 1.261 0.097

Prevention 0.115 0.553 0.708 0.479 0.577 0.582 1.034 0.870 0.088

Industry -0.188 0.455 0.534 0.842 0.443 0.582 0.444 0.820 0.080

Korea Land 0.553 1.358 1.108 1.461 1.418 1.001 1.287 1.606 0.079

Table 4. Phase change of the top 20 major subjects.                                              (based on inclination)

(based on inclination)

Figure 3. Phase change of the top10 major subjects

(based on inclination)

Figure 4. Phase change of the low ranking 10 major subjects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위상 변화를 통해 단위 사업에 

대한 수요 증감 여부를 따져보았다. 이때, 연도별 비교를 

위해 중심성 값을 z값으로 표준화하였다. 증가 정도를 기

준으로 협력(24.1)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자원(14), 경

영(8), 복지(21), 보호(13), 남북(27.1), 북한(27.2), 국유림(3), 

해외(24.2), 목재(9.1) 순이었다(Figure 3). 감소 정도로는 일

자리(11)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산촌(23), 사막화(25), 

등산(22), 탄소(6), 인프라(4.2), 수출(10.2), 기후변화(5), 바

이오매스(9.2), 기능(2) 순이었다7)(Figure 4).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뉴스에 한 번 이상 나온 주제

어의 개수는 2,145개이다. 이중 기울기가 높은 주제어와 

낮은 주제어 20개를 추출하였다. 최근 8년 동안 산림과 

관련된 수요 네트워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입하거

나, 빠져나간 주제어를 추출한 것이다. 

7) 본 문장의 괄호 안의 값은 Table 7의 사업 번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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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
Keyword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slope

Damage 4.084 3.100 2.087 3.119 2.583 2.210 2.246 1.901 -0.235

Green 0.787 2.036 2.518 1.656 2.613 0.533 0.837 0.895 -0.122

Job 0.823 1.263 1.081 0.563 0.496 1.101 0.781 -0.040 -0.101

Request 0.451 -0.188 0.048 -0.255 -0.208 -0.181 -0.178 -0.215 -0.062

Ecosystem 0.181 0.200 0.277 -0.056 -0.126 0.065 -0.178 -0.140 -0.058

Safety -0.028 0.304 -0.171 -0.100 -0.035 -0.234 -0.140 -0.046

Keep 0.217 0.008 -0.212 -0.056 -0.018 0.336 -0.234 -0.285 -0.036

Civilian Control Zone -0.188 0.133 -0.083 0.306 -0.157 -0.291 -0.310 -0.036

Discuss 0.013 -0.122 0.075 -0.113 0.172 -0.157 -0.234 -0.240 -0.033

Museum 0.352 0.455 0.363 0.055 0.659 0.138 0.131 0.230 -0.030

Recruit 0.991 0.844 -0.095 0.701 -0.074 0.238 0.584 0.795 -0.029

Negligence 0.115 0.039 -0.185 0.196 -0.156 -0.157 0.215 -0.310 -0.028

Life 0.082 -0.122 -0.185 -0.083 -0.156 -0.181 -0.206 -0.165 -0.026

Future 0.418 0.008 0.134 1.293 0.172 0.287 -0.234 0.376 -0.026

Forest Village 0.148 -0.154 -0.029 -0.238 0.041 -0.206 -0.015 -0.021

Land -0.290 0.039 0.246 -0.224 -0.048 -0.132 -0.263 -0.020

Park 0.856 0.651 1.337 2.080 1.392 1.347 0.327 0.966 -0.018

Carbon 0.013 0.392 0.277 0.280 0.414 0.485 0.131 -0.090 -0.015

Helicopter 0.148 -0.122 -0.212 0.001 -0.126 -0.257 -0.150 0.035 -0.014

Climate Change 0.161 -0.197 0.034 -0.263 0.130 -0.012

Table 5. Phase change of the low ranking 20 major subjects.                                       (based on inclination)

증가 측면에서 ‘교육’이 가장 빠른 속도로 네트워크에 

진입하였으며, 협력, 자원, 경영, 복지 임업, 협약, 개발, 

보호, 환경, 소득, 소나무, 사업, 치유, 안전, 북한, 복원, 

예방, 산업, 국유림 순이었다(Table 4). 이들은 제6차 기

본계획 수립 시 포함 및 강화해야 할 콘텐츠이다.

감소 측면에서 ‘훼손’이 가장 빠른 속도로 네트워크에

서 빠져나갔으며, 녹색, 일자리, 신청, 생태계, 안전, 보존, 

민통선 등 순이었다(Table 5). 이 중 주요 사업을 대표하

는 일자리, 생태계, 산촌, 탄소, 기후변화 등은 네트워크

로 다시 진입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공급 부문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산림’을 중심으로 추출된 주

제어의 네트워크 구조는 Figure 5와 같다. 공급 부문의 

네트워크 구조는 수요 부문보다 방사형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림 이외에 다양한 주제어가 네트워크에

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은 연결중심성이 높은 상위 30대 키워드를 연

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상위 10순위 안에 산림, 관리, 사

업, 체계, 강화, 확대, 구축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10순위 

이후부터는 지원, 교육, 제고, 활성, 개선, 협력, 육성, 제

도 등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타났다. 이 중 눈여겨 볼만한 

키워드로 사업, 확대, 강화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꾸

준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키워드들로 산림청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집중함을 의미한다.

공급 부문에서도 대응 주제어의 위상 변화를 통해 단

위 사업에 대한 수요 증감 여부를 따져보았다. 이때, 연

도별 비교를 위해 중심성 값을 z값으로 표준화하였다. 그 

결과, 증가 정도를 기준으로 협력(24.1)이 가장 많이 증가

하였으며, 산사태(18), 국유림(3), 해외(24.2), 기능(2), 수

출(10.2), 자원(14), 일자리(11), 복지(21), 백두대간(16) 순

이었다(Figure 6). 감소 정도로는 도시림(20)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병해충(19), 보호(13), 지속가능(1), 북한

(27.2), 산지(15), 등산(22), 바이오매스(9.2), 경영(8), 기후

변화(5) 순이었다8)(Figure 7).

8) 본 문장의 괄호 안의 값은 Table 7의 사업 번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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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Network structure of forest supply sector (200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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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ng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Forest Forest Forest Forest Forest Forest Forest Forest

2 Manage Manage Business Progress Manage Progress Reinforce Progress

3 Reinforce Reinforce Progress Business Progress Business Progress Reinforce

4 Business Expand Manage Manage Business Manage Manage Manage

5 Progress Business System System Reinforce System System System

6 Expand Progress Reinforce Reinforce System Reinforce Business Business

7 Area System Operate Expand Expand Expand Construct Construct

8 Make Support Make Operate Area Construct Support Area

9 System Operate Expand Area Construct Area Expand Education

10 Construct Make Construct Continue Construct Operate Area Expand

11 Operate Improve Continue Construct Improve Support Operate Operate

12 Running Construct Forest Construct Operate Country Improve Forest

13 Consider Running Area Facilities Country Construct Construct Support

14 Support Consider Education Running Support Support Base Improve

15 Improve Area Efficiency Forest Continue Education Consider Field

16 Base System Support Education Consider Base Development Cooperation

17 Appraisal Activity Base Consider Education Forest Preparation Continue

18 Continue Environment Consider Forest Base Cooperation Forest Activity

19 Use Forest Running Improve Cooperation Running Running Running

20 Activity Continue Facilities Effective Research Consider Expand Consider

21 Effective Forest Forest Support Resource Improve Education Research

22 Environment Facilities Resource Nation Running Secure Institution Secure

23 Use Base Nation Prevention Nation Plan Cooperation Make

24 Development Education Activity Keep Forest Making forest Prevention Base

25 Facilities Development Keep Environment Facilities Continue On-site Institution

26 Plan Country Prevention Research Making forest Function Function Resource

27 Promotion System Plan Making forest Policy Ancestor Research On-site

28 Education Secure On-site Resource Development Development Field Culture

29 Institution Plan Green Prevent System Facilities Plan Facilities

30 Forest Forest Fire Use Culture Appraisal Promote Information Speciality

Table 6. Yearly major keywords by supply sector.                                          (based on Degree centrality)

Figure 6. Phase change of the top10 major subjects. Figure 7. Phase change of the low ranking 10 major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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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와 공급 결과 비교

앞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수요와 공급 네트워크

를 특정하고, 각 네트워크의 연도별 주요 주제어를 추출하

였다. 본 절에서는 27개 사업에 대한 대응 주제어의 수요

와 공급을 직접 비교하였다. Table 7은 27개 사업 대응 주

제어의 수요와 공급 부문의 기울기를 비교한 것이다.

27대 사업을 대응한 32개 대응 주제어 중에서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이 감소하는 주제어의 개수는 7개(21.9%)

였다. 지속가능, 산림경영, 산림생물, 산림보호, 산림병해

충, 도시숲, 북한이 여기에 해당한다(Figure 8). 본 분석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간극이 확인된 만큼, 제6차 기본계획

에서는 이들 주제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Keyword
Division

Demand Side Supply Side

1. continuance possibility* 0.01 -0.134

2. function -0.008 0.145

3. national forest 0.079 0.175

4.1. private forest 0.005 0.09

4.2. infra -0.014 0.043

5. weather change -0.012 -0.065

6. carbon -0.015 0.01

7. emission rights 　 0.024

8. management* 0.217 -0.084

9.1. wood 0.061 0.06

9.2. biomass -0.009 -0.084

10.1. forest products 0.044 0.055

10.2. export -0.012 0.109

11. job -0.101 0.105

12. organism* 0.019 -0.009

13. conservation* 0.176 -0.159

14. resource 0.251 0.107

15. mountain regions 0.012 -0.097

16. baekdudaegan 0.01 0.095

17. forest fire -0.002 -0.032

18. landslide 0.005 0.25

19. disease and pest* 0.002 -0.161

20. urban forest* 0.038 -0.215

21. welfare 0.202 0.099

22. mountain climbing -0.015 -0.085

23. mountain village -0.021 -0.032

24.1. cooperation 0.342 0.488

24.2. overseas 0.063 0.157

25. desertification -0.017 -0.002

26. trade 　 0.045

27.1. north and south korea 0.106 0.001

27.2. north korea* 0.105 -0.103

주) *Demand is increasing, Supply is declining

Table 7. Comparison of demand and supply sl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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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inuance possibility 

  supply   demand

8. management

  supply   demand

12. organism

  supply   demand

13. conservation

  supply   demand

19. disease and pest

  supply   demand

20. urban forest

  supply   demand

27.2. north korea

  supply   demand

Figure 8. Comparison of the phase change of main subject with differe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4. 자유게시판 분석 결과

끝으로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분석 이외에 추가적인 분

석을 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의 민원 · 참여 부분 중 정보 

공개가 가능한 자유게시판의 글을 데이터마이닝하여 워

드클라우드(wordcloud)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 이후로 하였다. 2010년 

이전의 자료는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총 5,556개 

민원의 제목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주제어를 추출하였

다. Figure 9는 분석 결과이다. 글씨가 클수록 빈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산림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교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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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Word cloud analysis result of free bulletin title

심, 책자, 재배, 숲, 나무, 연구, 호두 등의 빈도 값이 높

게 도출되었다. 이들 주요 주제어들은 대부분 귀농 ․귀산

촌인의 신규 재배 지식,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제6차 기

본계획에서는 신규 임업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

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

조를 특정하고, 수요 측면의 네트워크와 공급 측면의 네

트워크를 비교하여 연도별 산림청 정책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산림’을 둘러싼 수요와 공

급이 지난 8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였는

데, 정책 수요자를 대변할 수 있는 수요부문 분석을 위해

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산림’이 제목에 포함된 모

든 기사를 분석에 이용하였고, 공급부문 분석에는 각 연

도별 산림청 주요 업무 세부추진계획 중 추진방향 자료

를 활용하였다.

우선 수요부문의 경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산림’

을 중심으로 추출된 네트워크 구조는 산림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고, 시간이 거듭될수록 방사형의 구조가 점점 약해짐을 

보아, 산림 이외에 산림조합, 선거, 장학금, 금융, 개정안, 

산림과학원 등 새로운 주제어가 네트워크에 등장하여 상

당한 영향력을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공급부문의 네트워크 구조는 수요 부문보다 방사형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 이외에 유통, 휴양, 재배, 수출, 

보전, 수목, 산촌, 진료, 평가, 사유림, 복구, 학교, 홍보, 

목표, 능력 등 매우 다양한 주제어가 네트워크에서 상당

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7대 대표사업들을 대응한 33개 주제어에 대해 수요부

문과 공급부문의 기울기를 비교한 결과, 수요는 증가하

지만 공급이 감소하는 주제어의 개수는 7개로 지속가능, 

산림경영, 산림생물,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도시숲, 북한

이 해당된다. 이들 주제어는 수요와 공급의 간극이 확인

된 만큼,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들 주제어에 대해 수요

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여 반영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끝으로 수요부문과 공급부문 분석 이외에 추가적인 분

석을 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의 민원·참여 부분 중 공개

가 가능한 자유게시판의 글을 데이터마이닝하여 워드클

라우드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6차 기본계획에서

는 신규 임업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도 포함되

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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