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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메이커 운동은 필요한 물건을 직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창의  만들기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와 문화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메이커 운동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어디까지를 메이커 운동

으로 볼 것인지에 한 공감 가 아직 부족하다. 앞으로의 발  방향성을 모색하기 해서는, 지 까지 메

이커 운동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메이커 운동에 한 이슈가 일반 

미디어에서 어떻게 변화 는지를 악하기 하여 언론 기사들을 텍스트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시간에 따른 심의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동  토픽 모델을 통합 으로 용한다. 키워드 네트워크는 메이커 운동의 발 을 분석하기 하여 단어 

수 에서 시기별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동  토픽 모델은 메이커 운동이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 에서 

심도의 변화를 단어와 토픽, 문서의 세 가지 수 에서 악할 수 있도록 도와 다. 결과 으로 주요 토픽

은 창업,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 교육 등이 식별되었고, 주요 키워드는 3D 린터와 기업에서 교육으로 변

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심어 :∣메이커 운동∣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동적 토픽 모델∣텍스트 마이닝∣빅데이터∣

Abstract

The maker movement is a phenomenon of society and culture where people who make 

necessary things come together and share knowledge and experience through creativity. 

However, as the maker movement has grown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there is still a lack 

of consensus for how far they will be viewed as a maker movement. We need to look at how 

the maker movement has changed so far in order to fi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maker movement. This study analyzes the media articles using text-based big data analysis 

methodology to understand how the issue of the maker movement has changed in general media. 

In particular, we apply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DTM(Dynamic Topic Model) to analyze 

changes of interest according to time.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derives major keywords 

at the word level in order to analyze the evolution of the maker movement, and DTM helps to 

identify changes in interest in different areas of the maker movement at three levels: word, topic, 

and document. As a result, we identified major topics such as start-ups, makerspaces, and maker 

education, and the major keywords have changed from 3D printer and enterprise to education.

■ keyword :∣Maker Movement∣Keyword Network Analysis∣Dynamic Topic Model∣DTM∣Text Mining∣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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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6년 캘리포니아 주의 샌 머테이오(San Mateo)에

서 처음 시작된 메이커 페어(Maker Faire)는 2017년에

는 1200명의 메이커와 12만 5천 명의 람객이 참여하

는 규모 행사로 성장했다. 한, 뉴욕을 비롯해 서울, 

베를린, 리, 로마, 도쿄, 선  등 40여 개국이 넘는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 월드 메이커 페어가 잇따라 개최

되고 있다[1].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은 이

게 세계 으로 크게 주목받으며 지속 인 성장을 거듭

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메이커 운동으로 인정해

야 하는지에 한 합의가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성

장해야 하는지에 해서도 여러 가지 비  의견이 제

기되고 있다[2][3]. 그러므로 10년이 넘도록 지속 인 

발 을 거듭해온 시 에서 메이커 운동이 어떻게 성

장해 왔는지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망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분의 메이커 운동에 

한 동향 연구는 메이커 교육 분야에 한 문헌에 제한

으로 시도되는 경우가 많다[4][5]. 국내는 메이커 운

동을 학문의 역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기 단계로 일

부 비  담론[2][3]을 제외하면 연구 범  한 메이

커스페이스와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다. 

동향 분석을 해서는 동향을 악할 상과 방법론

을 선택해야 한다. 상 에서 고려할 때, 메이커 운

동은 아직 학문의 역이라기보다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문화 상에 가깝기 때문에, 련 문헌보

다 언론 기사의 분석이 더 유용하다. 특히 언론 기사는 

기간에 따라 비교  일정한 분량의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  

연구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6][7]. 

연구의 방법론 인 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연

구자 주 에 의한 분석이 아닌 기계  분석으로 연구의 

객 성을 담보할 수 있다[8]. 하지만 검색어 트 드나 

워드 클라우드와 같이 리 활용되어 온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기법들은 단순히 단어들의 출  빈도만

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9]. 하지만 단어의 사용 빈도와 

요도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빈도수 방식은 

텍스트의 순서와 구조에 한 정보를 부분 잃기 때문

에, 얻을 수 있는 통찰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일부 비

인 시각 한 존재한다[1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Keyword Network Analysis)은 이런 단 을 보완하기 

해 단어들이 동시에 등장한 빈도수로 연결 계를 식

별하여 요성과 구조를 악한다[11]. 한, 단어들의 

등 성에 기반을 둔 군집 분석을 통해 키워드를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키워드는 다양한 주제에 포함

될 수 있으며, 높은 도(Density)의 네트워크에서는 군

집의 계층 구조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군집을 통해 문

서의 주제를 분류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주제 분류에는 

단어들의 집합인 잠재된 토픽들을 식별해 문서의 의미

를 악하고자 하는 토픽 모델(Topic Model)이 더욱 

합하다[12]. 최근에는 단어를 넘어 주제들의 계까지 

악하기 하여 두 기법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이 지고 있다[13][14]. 하지만 두 기법을 통합한 기존

의 연구들은 주로 토픽 모델링의 결과로 도출된 키워드

만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기 때문에 범 가 제

한 이며, 토픽 모델링에서 식별하지 못한 키워드는 네

트워크 분석 과정에 포함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14]. 한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요소 단  수

(Element Unit Level)은 단어인 반면, 토픽 모델은 단

어, 주제, 문서의 세 가지 수 을 함께 다룬다[8]. 따라

서 이 두 기법은 키워드나 주제의 요도를 단하는 

에도 차이가 있다.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악하려면, 하나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내놓은 결과

를 다른 기법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서로 

다른 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이다.

본 연구의 목 은 메이커 운동의 변화가 사회에 미치

는 향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망하기 해, 기사들에 

포함된 키워드나 주제들의 요성과 계, 세부 인 변

화를 다각 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 본 연

구는 최근 5년 동안의 기사에 포함된 단어 체를 상

으로 연도별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단어 수 에

서 이를 분석하 다. 이후 단어와 주제, 문서에 이르는 

세 단계의 통합  수 에서 메이커 운동에 한 주제를 

식별하고, 주제들의 세부 인 의미 변화를 악하고자 

동  토픽 모델(DTM, Dynamic Topic Model)을 용

하 다. 분석 기간이 긴 경우 주제의 의미가 왜곡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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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으므로, 일반 인 토픽 모델보다는 연속 인 

시계열 변화를 다룬 DTM이 더욱 합하다[15][16].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메이커 운

동을,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론과 

차, 분석 범 를 설명한다. 연구의 결과인 4장에서는 우

선 연구 근성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어서 메이커 

운동을 다룬 기사로부터 주요 키워드와 토픽을 식별하

고, 각 토픽의 변화를 바탕으로 메이커 운동의 동향을 

분석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연구를 요약

한다.

II. 메이커 운동의 이론적 고찰

메이커란 필요한 물건을 직  만드는 평범한 사람들

을 말한다. 이들은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작업 공간에 모

여 창의 인 창작 활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얻은 지식

과 경험을 공유한다[17]. 이들이 주도하는 사회와 문화

의 움직임이 메이커 운동이며, 메이커 운동은 기존의 

DIY(Do it Yourself)를 넘어, 커뮤니티를 심으로 한 

DIT(Do it Together)로 확장된 개념의 문화 상이다

[2][18]. 메이커 운동이 갖는 지식과 경험의 공유라는 

특성으로 인해 가장 활발한 용과 연구가 이 지고 있

는 분야는 교육이며, 메이커 운동의 확산과 교육 효과

를 높이기 한 심 인 라로써, 메이커스페이스도 많

은 연구가 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선 가

장 활발한 연구가 이 지고 있는 메이커 교육과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론 으로 고찰한다. 이후, 기사와 문헌에 

나타난 메이커 운동의 동향과 함께 국내 연구의 실과 

한계를 논한다.

1. 메이커 교육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메이커 교육에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교육 철학이나 근법이 메이커 교

육과 유사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 는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과 련된 연구들은 

수년 부터 꾸 히 수행되어 오고 있다[19][20]. 따라

서 본 에서는 STEM과 STEAM도 메이커 교육의 범

주로 간주하고, 기존의 연구들을 교육 효과와 교육 

상 에서 정리한다.

메이커 교육으로 기 하는 효과는 크게 창의력을 바

탕으로 하는 융합 능력[19][21-23]과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한 사회  능력의 배양으로 요약된다

[24][25]. 두 가지 모두 실생활이나 실제 사회 문제 등 

실 인 문제 해결을 목 으로 한다[23][25]. 창의력과 

융합 능력 측면을 먼  살펴보면, 메이커 교육은 구성

주의(Constructionism)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

학, 기술, 공학, 수학이 융합된 STEM, 는 술까지 

가미된 융합인재 교육인 STEAM을 수행하는 데 효과

이라 알려져 있다[21]. 주의할 은 융합 자체가 메이

커 교육의 목 이 아니라는 이다. 융합을 교육 수단

으로 이용하여 실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융합인재를 양

성하는 것이 목 이 되어야 한다[19]. 장비나 도구 한 

창작을 돕는 보조 수단이나 진 매체로 활용되어야지, 

단순히 활용 방법을 가르치는 게 목 이어선 안 된다는 

을 문가들은 지 하고 있다[22]. 과학기술에 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한 수단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  사고를 활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19]. 한, 메이커 교육은 실  경험

과 용의 실효성을 요시한다[23]. 기존의 교육이 교

과서를 심으로 각 교과목의 지식을 달하는 데 그쳤

다면, 메이커 운동 기반의 융합 교육은 어디에 쓰이고 

왜 배우는지를 이해시키고자 한다. 학생들은 스스로 설

계하고 탐구하며,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실생활의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다[21]. 다음으로 메이커 교육의 효과

에서 요하게 거론되는  한 가지는 사회  능력의 

배양이다. 메이커 교육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상호 작용

과 사회  참여를 요하게 여긴다[24]. 따라서 메이커 

교육을 도입하게 되면 개인 차원의 창작 활동을 넘어,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까지 교육 범 를 확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교육 방식에 비해 메이커 교육이 갖

는 장 은 과정과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메이커 정신

(Maker Mindset)에 있다. 생산  실패로부터 얻은 교

훈과 계속되는 도 이 학생들의 꾸 한 발 을 끌어낸

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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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상의 연령 별로 메이커 교육에 한 연구를 

분류하고 각각의 교육 특징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이커 교육에 기반을 둔 유아 과학교육 로그

램은 과학  탐구 태도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

는 데 목 이 있다[26]. 유아들은 비록 서툴지만, 무엇

인가를 직  조작하는 커링과 디자인 사고 심의 교

육 근법을 통해 자율 이고 창조 인 활동으로 성취

감과 자신감을 느낀다[27]. 등  재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자료 수집과 분석, 아이디어의 정교화, 해결책 

제안 역량 등을 배우는 데 메이커 교육이 도움을 다

고 알려져 있다[21][28]. 고등학교에서의 교육 사례에서

도 메이커 교육은 단순한 창작 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컴퓨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과 과학  융

합 능력을 바탕으로 실생활의 문제 해결 능력과 기업가

정신의 함양을 추구한다[29]. 학에서의 창업 로그

램 한 메이커 교육에 힘입어 지 까지 이 져 왔던 

강좌형 로그램의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 메이커 운동

에 기반을 둔 메이커스페이스형 로그램이나, 경연형 

로그램 등 실  경험을 요시하는 방식이 도입되며 

창업 용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다[23].

2. 메이커스페이스

본 에서는 메이커스페이스가 메이커 운동과 교육

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국내 메이커스페이

스의 구성 주체와 문제 을 살펴본다.

메이커 운동에서 메이커스페이스가 갖는 의미와 역

할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메이커 교육과 문화를 한 

인 라, 사회  참여를 한 력 공간, DIT 기반의 제

품 생산과 창업 공간으로 나  수 있으며, 이 세 가지는 

서로 한 련이 있다. 첫째, 교육 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는 메이커 교육을 한 인 라이자 문화 확산

을 한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메이커 교

육에서는 특히 참여를 요시하기 때문에 메이커스페

이스를 만드는 과정에 학생들이 직  참여하면 생산  

실패의 두려움이 어들고, 학생들 간의 력과 소통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30]. 둘째, 메이커스페이스

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력과 

공유, 사회  참여가 필연 이다. 때문에 메이커스페이

스는 모든 사람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상상력을 발

하게 도와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31]. 셋째, 메이커스

페이스는 집단 지성을 통해 손쉽게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DIT에서도 요한 역할을 한다

[18].

다음으로, 메이커스페이스의 구성 주체를 살펴보면 

민간 커뮤니티와 도서 , 공공 역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민간 커뮤니티 주도

의 메이커스페이스 외에도, 학도서 과 공공도서

을 메이커스페이스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차 늘고 있

다[32][33]. 정부와 지자체들 한 이런 흐름에 동참하

여, 메이커스페이스 부지  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한 정책 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메이커스페이스와 련하여 재 두 가

지의 문제 이 한계로 지 되고 있다. 우선 개인의 창

작 활동을 넘어 사회  역의 메이커 정신을 기르기 

한 공간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 이 있다[34]. 이

를 해결하기 해서는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성할 때 

업과 공유 심의 코워킹 스페이스 으로 근하는 

것이 하다[31]. 한, 메이커스페이스는 단순한 창

작 공간이 아닌 다기능의 복합 랫폼이 되어야 한다

[35]. 다음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시제품 제조설비에 

투자가 편 된다는 비 이 존재한다[36]. 기존 고유 기

능의 도서 과 교실에 비싸고 새로운 장비를 들여다 놓

는다고 해서 메이커스페이스가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37]. 공간 구성, 교육 인력 양성, 장비 활용 방안 마련, 

로그램 기획 등 여러 가지 실 인 문제 해결이 선

행되어야 한다.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  장기 

계획 마련에 문가들의 진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38].

3. 메이커 운동의 동향과 선행 연구의 한계

3차 산업 명 이후 효율성을 이유로 기업 심의 

소품종 량생산 방식이 상당 기간 유지되어왔다. 하지

만 최근 들어, 무엇인가 스스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과 문화가 3D 린터, 사물인터넷(IoT) 등

의 기술 발 과 맞물리며 기존의 틀이 깨지고 있다. 

문가들은 앞으로 개인과 소기업 심의 다품종 소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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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방식으로 제조 환경의 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

한다[2][3]. 이런 흐름은 기업의 략에도 큰 향을 미

치고 있다. 한 유명 가구제조 기업은 기성 가구를 소비

자들이 자신의 쓰임새에 따라 마음 로 변형할 수 있도

록 하 다. 이런 시도는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메이커 문화를 기업의 사업 략에 활용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18]. 한편 국내에서는 2013

년부터 3D 린터를 시작으로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 

페어와 같은 메이커 운동과 련된 일부 사례들이 기사

화되기 시작하 다. 같은 시기, 크리스 앤더슨이 술한 

메이커스가 국내에 번역되며 CEO들의 여름휴가 필독

서로 언론에 소개되었다[2]. 이후 문화, 커뮤니티, 교육, 

정책, 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메이커 운동을 주목하

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메이커 운동을 기술 , 

경제 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공공 부문의 주도로 인해, 메이커 

문화가 갖는 신자유주의 기 극복 등의 역사 , 문화

 맥락을 배제한 결과다. 이 때문에 메이커 문화가 4차

산업 명의 하  담론으로 편입되고 있는 국내 상을 

비 으로 바라본 시각도 존재한다[2][3]. 정부 주도의 

신이 일시 인 발 을 가져올 수 있지만, 뿌리 깊은 

문화의 형성과 지속 인 성장 토 를 마련해주기는 어

렵다[39]. 이런 비  주장들은, 국가와 자본에 의한 

공공 주도형 메이커 운동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가 

아닌 공동체가 기획하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메이커 운동은 국가, 사회, 기업, 개인 삶의 변화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복합 으로 향을 끼친다[2]. 그러므

로 다양한 분야의 문헌을 종합하여 이를 객 으로 분

석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시

도가 필요하다. 메이커 운동과 련된 기존 문헌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4][5][19][20],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메이커 운동 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분 메이커 교육이나 메이커스

페이스 등 일부 분야만을 범 로 하고 있다. 둘째, 문헌

의 선택과 분류, 분석에 연구자 는 일부 문가들의 

주 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셋째, 문헌의 분류가 연구

의 내용보다는 연구의 유형, 교과목  교육 상 등 표

면  분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메이커 운동과 련

된 포 인 범 를 다루며, 객 인 근법을 통해, 

기존 문헌들이 담고 있는 실질  내용으로부터 통찰력

을 얻기 한 시도가 필요하다.

III. 연구 절차 및 데이터의 범위

본 장에서는 먼  분석 상의 요소 단  수 에 따

른 텍스트 마이닝의 분류와 함께 본 연구에서 주로 활

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DTM을 소개한다. 이어

서 본 연구의 분석 차와 분석에 활용된 개발 환경을 

설명한 후, 분석 상 데이터의 범 를 확정한다.

1. 연구 방법론

1.1 분석 대상 수준에 따른 텍스트 마이닝의 분류

텍스트 마이닝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상은 요소 단

의 수 에 따라 문자, 형태소, 단어, 구, 문장, 문단, 문

서, 문서의 집합으로 이어지는 계  구조로 구분된다

[8][40]. 문자 수 의 분석은 보통 검색 효율성을 높이

기 한 색인 등에 사용되므로 텍스트의 의미 분석은 

형태소 는 단어 수  이상에서 이 지는 것이 일반

이다[40-42]. 단어 수 의 분석에서 가장 리 알려진 

BOW(Bag of Words) 기반의 단어 빈도수(TF, Term 

Frequency) 방식은 텍스트의 순서와 구조 정보를 부

분 잃게 되는 단 을 갖는다[43]. 따라서, 보다 정확하

게 텍스트의 의미를 악하려면 순서와 구조를 다루는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 우선 순서의 경우, 구 수 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 이며, 연속된 N개의 단어를 하나의 

토큰(Token)으로 처리하는 N-gram 방식을 주로 활용

한다[40]. 반면 문장 수  이상에서는 순서를 다루는 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구조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4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은 단어들이 동시에 출 하는 정도를 기반으

로 텍스트 구조를 악하여 체 문장의 의미를 효과

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공통 을 갖는다. 하지만 두 기

법은 분석 상의 수 에 따라 의미와 요성을 다루는 

에 차이가 있다[4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주변 

단어와의 연결 계를 통해 단어 수 에서의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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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악한다[10]. 토픽 모델의 경우 단어와 문서 사

이에 잠재된 주제의 결합확률분포를 통해 세 가지 수

에 걸쳐 주제, 즉 토픽의 의미와 요성을 다룬다[10]. 

이처럼 분석 상의 수 과 이를 해석하는  차이로 

인해, 같은 텍스트를 분석하더라도 두 기법으로부터 도

출된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1.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 연

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의 한 유형

이다. SNA는 심 있는 엔티티들 사이의 계를 분석

하기 한 방법론이다[44]. 분석 상이 텍스트로 이루

어진 문서인 경우, 단어들의 계를 식별하기 해 키

워드 네트워크와 같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 기법이 사용된다[11]. 한편, 언어 네

트워크 분석에서 모든 단어의 연결을 표 하면, 링크가 

무 많아져 단어들의 계를 식별하기 어렵다. 서로 

반비례하는 가시성과 설명력을 충하여 한 수

에서 컷오 (Cut-off)를 해야 한다[14]. 한, 네트워크 

그래 만으로는 노드와 링크의 요성을 정량 으로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각 노드의 다양한 앙

성(Centrality) 등 정량  지표들을 이용해서 보완할 수 

있는데, 일반 으로 연결정도 앙성(Degree Centrality)

이 자주 활용된다. 연결정도 앙성은 링크의 연결 방

향에 따라 외향 연결정도 앙성(Out-degree Centrality)

과 내향 연결정도 앙성(In-degree Centrality)으로 나

뉘는데, 링크의 방향성이 없는 직  연결망에서는 두 

값이 같다[45].

1.3 DTM

DTM의 이론  기반인 토픽 모델은 비구조 인 문서

들의 집합에서 핵심 주제(Topic)를 탐색할 수 있게 해

주는 통계 알고리즘이다. 문서는 토픽들로 구성되며, 문

서에 포함된 키워드들은 어떤 토픽에 어느 정도의 비

으로 포함되는지의 확률 분포를 갖는다[12].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알고리즘은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다[40]. 하지만 토픽 내 키워드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LDA를 확장한 DTM을 주로 활용

한다[16]. 분석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

라 키워드 구성이 변하여 토픽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

기 때문이다[15]. DTM에서는 시간순으로 나열된 문서

들을 일정한 기간 단 로 구분하여, 키워드들의 확률 

분포를 토픽별로 묶어 차례 로 진화시킬 수 있다[15]. 

한편 DTM으로 토픽들의 의미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확인하려면, 키워드 각각의 변화율을 하나하나 따지기

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토픽을 이루는 키워드들의 

분포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종합 으로 찰하는 것

이 효과 이다. 한, 토픽 모델에서는 한 토픽 수

를 결정하는 것이 요한데, 결정된 토픽 수에 따라 토

픽 모델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토픽 수가 

많으면 최 한 다양한 키워드를 도출하기에는 유리하

다[46]. 하지만 키워드가 겹쳐 토픽끼리 의미가 복될 

가능성이 크며 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다[43]. 반면 토픽 

수를 이면 키워드의 복이 어들고 해석하기는 쉽

지만 다양한 키워드 도출이 어려우므로 충이 필요하

다[46]. 결정된 토픽 수의 검증은 혼잡도(Perplexity)나 

토픽 일 성(Topic Coherence) 비교 등의 몇 가지 방안

이 소개되었지만[47][48], 알려진 방안들은 주로 확률 

기반의 기계  분류 정도를 평가하기에 의미 으로도 

분류가 잘 되었다고 단하긴 어렵다. 따라서 토픽 수

의 최종 결정은 보수 으로 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3], 아직은 연구자나 문가의 최종 단에 따르는 것

이 일반 이다[8][46]. 토픽 모델의  다른 한계는 토

픽들의 계나 서로 다른 토픽에 속한 키워드들의 계

를 직 으로 악하기는 어렵다는 이다[14]. 따라

서 앞서 설명했던 언어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토픽 모

델과 결합한 통합  근법으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

는 시도들이 있었다[13][14].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토

픽 모델로부터 도출된 결과 내에서만 언어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어느 한쪽의 분석 결과

를 다른 분석 기법의 입력으로 활용할 경우, 분석 상 

텍스트의 범 가 어 원문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축소

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악하려면 같은 분석 상을 다양한 으로 비교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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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및 분석 도구

본 연구는 크게 처리 과정과 연구 근법의 검증에 

이어 세 단계의 분석 차로 구성되며, 분석 범 와 

차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속 호 

안의 숫자는 이어지는 각 차를 설명할 장과 , 항을 

의미한다. 우선 처리 과정을 통해 분석 상인 언론 

기사의 범 를 확정한다(3.3). 다음으로, 분석 결과의 일

부를 활용하여 연구 근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키워

드 네크워크 분석의 컷오 와 DTM의 토픽 수를 결정

한다(4.1). 결과의 해석 단계에선 체 기사를 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단어 수 에서 주요 키워

드를 식별한다(4.2.1). 이어서 DTM을 활용해 메이커와 

련된 토픽들을 결정하고, 단어와 주제, 문서 수 에서 

각 토픽의 요도를 다각 으로 분석한다(4.2.2). 끝으

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토픽들의 의미 변화를 세부 으

로 찰하여 메이커 운동의 동향을 악한다(4.2.3).

분석에 활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처리를 포함한 

체 과정에서는 최근 과학 계산용 개발 환경으로 리 

활용되는 아나콘다(Anaconda 1.7), 이썬(Python 3.6) 

언어, Numpy와 Pandas 등의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 각 단계별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과정에서 넷

마이 (NetMiner 4)를, DTM 과정에서는 자연어 처리 

라이 러리인 Gensim을 추가 으로 활용하 다.

그림 1. 연구 절차

3. 분석 범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메이커”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7년의 기간 동안 모두 

49,0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49]. 그러나 메이커는, 

메이커 운동에서와같이 “필요한 물건을 직  만드는 사

람들”이라는 의미 외에 제조사나 상표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 의성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주제와 

맞지 않는 기사를 걸러내기 한 내용 확인과 불용어 

처리 과정을 거쳐 약 1500여 개의 기사를 추출하 다. 

한편, 메이커 운동이 본격 으로 언론에 소개되기 시작

한 때는 2012년 12월 23일이다. 날짜와 연속된 기간을 

고려하여, 이어진 4일간의 기사 4건은 2013년 1분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최종 선택된 분석 기간은 2013년부

터 2017년까지의 5년이다. 마지막으로 결측치를 제거하

여 선택된 1,446건의 기사를 최종 분석 상으로 확정

했다.

IV. 결 과

본 장은 연구의 결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  통합  연구 근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어서 

메이커 운동에 한 동향 분석의 결과를 다양한 요소 

단  수 에 걸쳐 다각 인 으로 해석한다.

1. 연구 접근법의 타당성 검증

본 에서는 우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DTM의 

결과를 TF 방식의 결과와 비교하여 두 기법을 통합한 

근법의 타당성을 밝힌다. 이어서, 주제의 분류에는 어

떤 방법론이 더욱 효과 인지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컷오 와 DTM에서의 토픽 수

를 결정한다. 

1.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DTM의 통합

연구 방법론의 이론  고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들은 요소 단 의 수 이나 단어의 

요도, 텍스트의 구조를 다루는 이나 방식에 차이

가 있다. 본 항에서는 연구 근법의 타당성을 밝히기 

해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일부를 로 들어 각 방식

을 비교한다. [표 1]은 2015년의 기사 체를 상으로 

TF,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DTM의 세 가지 기법으로

부터 식별한 상  9개의 주요 키워드 는 토픽을 정리

한 결과다. 추가 으로 [그림 2]는 키워드 네트워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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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키워드들의 연결 계를 나타내며, DTM으로부터 

도출된 상  3개 토픽에 속한 키워드 목록과 가 치는 

[표 2]에 정리하 다.

순 Term Frequency Keyword Network DTM

키워드 빈도 키워드 링크수 토픽 가 치

1 프린팅 933 메이커 45678 창업 지원 0.183

2 3D 756 기업 41678
메이커
스페이스

0.160

3 센터 697 지원 38575 창업 교육 0.138

4 프린터 695 경제 36416 3D프린팅 0.124

5 교육 661 센터 36396 메이커톤 0.123

6 혁신 624 산업 35418
ICT 기반 
산업 혁신

0.116

7 기업 618 활용 35227 해커톤 0.115

8 지원 604 창조 35087 학교 교육 0.111

9 창업 594 혁신 34732 정부 정책 0.110

표 1. 세 가지 기법의 상위 9개 주요 키워드와 토픽

그림 2. 2015년 기사의 키워드 네트워크

TF와 같이 단순히 키워드의 출  빈도를 산출하는 

방식에 따르면 3D 린터 련 키워드가 가장 요하게 

식별되었으며, 센터, 신과 같은 키워드의 요도 한 

높다. 하지만 각 키워드가 텍스트 집합에서 갖는 정확

한 의미나 역할, 각 키워드의 연 성 등을 악하기에

는 제약이 따른다. 반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F 방식에서는 순 에 없었던 메이커의 앙

성이 가장 높으며, 상 으로 빈도수가 낮았던 기업, 

지원 등의 키워드 한 앙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특히 연구 주제인 메이커는 TF 방식에서는 순 에 

없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한, 시각화된 네트워크로

부터 창조경제 신센터나 기업 지원과 같은 의미도 식

별할 수 있다. TF로는 유추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연결 

계라는 텍스트 구조를 통해 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순 창업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창업 교육

키워드 가 치 키워드 가 치 키워드 가 치

1 창업 0.034 문화 0.030 하드웨어 0.020

2 센터 0.026 과학 0.029 아이디어 0.019

3 창조 0.025 메이커 0.027 스타트업 0.017

4 기업 0.019 창작 0.015 제품 0.016

5 경제 0.018 교육 0.012 창업 0.016

6 혁신 0.017 공간 0.011 시제품 0.014

7 지원 0.016 창의 0.010 제작 0.012

8 교육 0.010 활동 0.010 교육 0.009

9 사업 0.009 무한상상실 0.007 메이커 0.008

10 투자 0.002 확산 0.002 아두이노 0.008

표 2. 상위 3개 토픽의 키워드 분포와 가중치

DTM의 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은 창업 지원과 창업 

교육이라는 토픽에 모두 속해 있으며, 교육은 창업 교

육과 학교 교육에 연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방식들에서는 도출하기 어려웠던 정보를 보

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메이커스페이스 토

픽의 도출은 토픽 모델의 잠재된 주제 식별이라는 특징

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메이커

스페이스는 메이커 교육 다음으로 심이 큰 역이라

는 을 확인하 지만, TF 방식과 키워드 네트워크에

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메이커스페이스가 [표 2]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OO공간이나 무한상상실 등의 여러 가

지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토픽 모델은 이 게 이

음동의어와 같은 언어의 의성 문제로 인해 겉으로 직

 드러나지 않는 잠재된 주제를 식별하는 데 효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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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토픽 수 증가에 따른 토픽 일관성 변화

다[10][40]. 반면, 같은 키워드가 서로 다른 토픽에 속한 

경우 이들의 계를 직 으로 악하기 어렵다. 단어 

수 에서 체 키워드의 계와 요성을 악하기에

는 키워드 네트워크가 토픽 모델보다 더욱 효과 이다. 

한편, 각 토픽에 속한 키워드들의 가 치는 앞선 기법

들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TF와 키워드 네트

워크에서 요하다고 식별된 키워드들을 [표 2]에 

로 표시하 다. 보이는 바와 같이 앞선 두 기법의 주요 

키워드들이 갖는 가 치가 항상 높은 것은 아니다. 기

법 간의 요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 다.

결론 으로, 키워드 네트워크와 토픽 모델은 에 

따라 우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식별하기 해 각각의 해석결과를 비교하

여 종합 으로 단하는 본 연구의 근법은 타당하다.

1.2 주제 분류를 위한 두 방법론의 비교

키워드 네트워크를 이용한 군집 분석을 활용하면 등

성을 기반으로 계가 깊은 키워드들끼리 묶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러 개의 세부 네트워크들로 이 진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군집을 통해 주제를 유추할 수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주요 키워드들을 

심으로 집된 높은 도의 네트워크에서는 주제를 분

류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다음의 [그림 3]은 앞서 다뤘던 2015년의 키워드 네

트워크로부터 도출된 계층  군집 분석 결과로, 항목 

간 근 성은 유사도 방식,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평균 

링크 방식으로 설정하 다. 체 네트워크의 구조  특

성으로 인해 군집 분석 결과 한 불균형한 계층 구조

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군집을 통해 주제를 구분하기 

한 기 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A)를 기 으로 분류

할 경우 메이커, 기업, 지원의 그룹과 창조경제 신센

터, 3D 린터 련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키워드들은 

군집을 형성하지 못한다. (B)나 (C)로 기 을 옮기면 

3D 린터 련 군집이 더욱 명확해지고 교육, 운 , 

로그램, 진행 그룹 등의 군집이 추가로 형성되지만, 주

요 키워드들의 군집이 하나로 합쳐지며 지나치게 커지

는 문제가 발생한다. 동일한 텍스트 집합을 통해 주제

를 도출한 [표 1]의 토픽 모델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도가 높은 네트워크의 주제 분류에는 키워드 

네트워크 기반의 군집 분석보다는 토픽 모델이 더욱 

합하다.

그림 3. 2015년 기사의 군집 분석 결과

1.3 키워드 네트워크의 컷오프와 DTM의 토픽 수 결정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의 가시성 확보를 한 컷

오 는 반복 인 실험을 통하여 연결 강도 상  7%의 

키워드를 기 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DTM에서 도출된 

주요 키워드들이 부분 포함되므로 의미 분석에 무리

가 없을 것으로 단하 다. 다음으로, DTM의 토픽 수 

결정은 토픽 일 성이 높은 후보군을 상으로 의미상

으로 하게 분류되었는지를 단하 다. DTM 체 

기간의 모델로부터는 토픽 일 성을 직  구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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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50], 기간별로 각각 Umass 방식의 일 성을 산출

하여 총 기간의 평균과 앙값을 구하 다. 다음의 [그

림 4]는 체 기간의 토픽 일 성이 토픽 수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 다. Umass 방

식에서는 수치가 낮을수록 토픽 분류가 잘 되었다고 

단한다[51]. 토픽 일 성의 평균과 앙값이 모두 추세

선 아래 치한 16개의 결과 , 토픽 수 K가 15일 때 

의미상으로 가장 합하게 분류되었다고 단하 다.

2. 메이커 운동에 대한 동향 분석

본 에서는 단어 수 에서 체 기사의 키워드 요

성과 구조를 악하고, 다양한 수 의 통합  에서 

주제의 요성과 구조, 의미 변화를 해석한다. 이어지는 

항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

선 연도별로 구분된 키워드 네트워크와 연결정도 앙

성을 바탕으로 기사 체에서 어떤 키워드가 요한지 

분석한다. 이어서 메이커 운동과 련된 토픽들을 식별

하고, 각 토픽의 가 치를 도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앙성과 비교한다. 끝으로 토픽에 포함된 키워

드 분포 변화를 찰해 토픽들의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분석하여 메이커 운동에 

한 세부 인 동향을 악한다.

2.1 키워드 중앙성 및 관계 변화 분석

본 항에서는 시간에 따른 키워드의 요도와 계의 

변화를 악하기 해 연도별 키워드 네트워크를 도출

하여, 주요 키워드 계와 앙성의 변화를 식별한다. 

본 연구에서는 링크의 방향성 구분이 없으므로 이후로

는 편의상 내향  외향의 구분 없이 앙성 는 연결

정도 앙성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다음의 [표 3]에는 

키워드들의 앙성이 지난 5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악하기 하여 연도별 상  10개씩의 키워드를 각각의 

앙성( 호 안의 숫자)과 함께 표시하 다. 한, 주요 

키워드들의 앙성 변화를 좀 더 직 으로 악하기 

하여,  기간에 걸친 주요 키워드의 변화율을 [그림 

5]에 그래 로 도식화하 다. 

순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1
프린터
(0.88)

프린터
(0.92)

메이커
(0.95)

메이커
(0.93)

교육
(0.93)

2
기업
(0.88)

기업
(0.92)

기업
(0.93)

교육
(0.88)

진행
(0.93)

3
3D프린터
(0.84)

제품
(0.83)

지원
(0.90)

아이디어
(0.84)

메이커
(0.87)

4
제품
(0.78)

미국
(0.81)

창조
(0.80)

진행
(0.84)

지원
(0.83)

5
미국
(0.75)

3D프린터
(0.75)

경제
(0.78)

지원
(0.84)

지역
(0.80)

6
세계
(0.69)

메이커
(0.72)

센터
(0.75)

활용
(0.81)

운영
(0.78)

7
제조업
(0.69)

활용
(0.58)

활용
(0.73)

제작
(0.77)

산업
(0.74)

8
시대
(0.66)

지원
(0.56)

산업
(0.70)

분야
(0.77)

사업
(0.72)

9
생산
(0.66)

3D
(0.53)

아이디어
(0.68)

참여
(0.67)

4차
(0.61)

10
3D

(0.63)
프린팅
(0.50)

혁신
(0.65)

대상
(0.65)

활용
(0.61)

표 3. 연도별 상위 10개의 키워드 목록과 중앙성

한편, [그림 6]과 [그림 7]은 연도별 키워드 네트워크

를 보여 다. 지면을 고려하여 첫 번째 기간인 2013년

과 가장 최근인 2017년의 키워드 네트워크만 제시하

다. 그림에서 빨간색 원의 노드는 키워드를 표 하며,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회색 링크는 키워드들의 연결을 

의미한다. 키워드 노드가 링크로 연결되었다는 의미는, 

연결된 두 키워드가 같은 기사에서 동시에 언 된 빈도

가 컷오 로 선택된 범  내에서 평균 이상이라는 뜻이

다. 각 원의 크기는 키워드 노드로 향하는 링크의 합과 

비례한다. 키워드 네트워크는 정량 인 요도를 확인

하기에는 미흡하지만, 단어들 사이의 계와 치, 체 

네트워크의 구조를 직 으로 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림 5. 주요 키워드의 연도별 중앙성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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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기사를 분석하기 시작한 2013년에는 3D 린터

와 기업 키워드가 가장 높은 앙성을 갖는다[표 3]. 마

찬가지로 3D 린터와 기업을 비롯한 생산, 제품, 제조

업, 미국 등의 키워드가 네트워크의 심에 치하며, 

주변의 다른 많은 키워드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그림 6]. 이 기간은 크리스 앤더슨의 메이커스가 번

역되어 출 된 시기이며[2], 이 책은 당시 기업 CEO들

의 여름휴가 필독서로 선정된 바 있다. 더불어 3D 린

터가 소개되고, 통 인 제조  생산 방식의 변화와 

명을 고하는 목소리가 차 커지던 시기다[3]. 이 

시기는 미국 등 해외로부터 유입된 정보를 통해 일부 

기업들을 심으로 메이커 운동이 국내에 태동하던 때

다. 반면, 2017년의 주요 키워드 계와 앙성은 2013

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장 에 띄는 특징은 교

육 키워드의 연결정도 앙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이

다[표 3]. 기업의 앙성이 차 감소하고 교육의 앙

성이 크게 높아지는 흐름은 [그림 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은 시각화된 네트워크에서도 

심에 치하며 상 으로 많은 링크를 갖고 있다. 

2013년의 심 키워드인 기업은 네트워크의 심에서 

주변부로 벗어났으며, 3D 린터는 네트워크에서 사라

졌다[그림 7]. 한, 2013년에는 없었던 메이커, 진행, 지

원 등의 키워드가 새롭게 심으로 이동했으며, 지역 

키워드 한 2015년 이후 크게 부상하 다[표 3][그림 7].

키워드들의 계를 통해 네트워크의 구조 인 측면

을 살펴보면, 2013년과 2017년 모두 체 네트워크가 

세부 인 하  네트워크로 구분되는 구조는 아니다. 키

워드 부분이 앙성이 강한 키워드들을 심으로 뭉

쳐있는 도 높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다만 키

워드와 링크의 시각 인 연결로 서로 한 키워드들

의 계를 유추할 수는 있다. 2013년을 로 들면 네트

워크의 왼쪽 윗부분에 3차원, 업체, 시장, 제조업 등의 

키워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오른쪽 아랫부분에는 

세계, 미국, 시 , 디지털, 메이커스, 분야 등이 하

게 연결되어 있다[그림 6]. 2017년의 경우, 왼쪽 아랫부

분의 학생, 체험, 참여, 로그램과 상단 앙 부분의 창

업, 센터, 경제, 활성, 기업 등의 키워드들이 서로 

하게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7].

그림 6. 2013년 메이커 운동 기사의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7. 2017년 메이커 운동 기사의 키워드 네트워크

지 까지 키워드들의 요도와 계를 심으로 키

워드 네트워크의 구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

해왔는지를 단어 수 의 체 인 에서 살펴봤다. 

하지만 연 단 로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에서 따

로 추출한 네트워크를 비교하 을 뿐, 네트워크 분석 

자체는 연속 인 시계열 정보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한, 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네트워크의 도가 높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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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분류에도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주제의 식별과 

키워드 분포, 시계열에 따른 보다 세부 인 변화와 원

인을 악하기 해서는 토픽 모델과 같은 다른 근법

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2.2 토픽 식별 및 토픽 중요도의 변화 분석

이  단계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단어 수

에서 체 네트워크 구조와 키워드 계, 각 키워드의 

요도를 악하 다. 본 단계의 목 은 단어에서 문서

까지 통합  수 의 분석을 해, 체 분석 기간 내의 

기사들로부터 토픽을 식별한 후, 토픽의 요도를 토픽 

가 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한, 토픽 내 키워드

들의 분포를 통해 토픽이 다루는 내용을 악하여 각 

토픽의 이름을 정한다[10]. [그림 8]은 15개 토픽이 

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가 치의 변화를 시각화한 그래

로, 각 토픽의 요도를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메이커 운동 관련 토픽들의 가중치 변화

한편, 식별된 체 토픽들을 심으로, 각 토픽에 포

함된 주요 키워드들의 목록까지 추가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의 왼쪽 부분에는 각 토픽의 이름을 표시

하 다. 토픽의 이름은 해당 토픽 체의 키워드 분포

와 표 인 키워드를 고려하여 결정하되[10], 최근의 

키워드 분포에 좀 더 을 두었다. 마지막 분석 기간

인 2017년 4분기의 키워드 목록을 표의 왼쪽 부분에 먼

 표시하고, 가장 오래된 2013년 1분기는 오른쪽 부분

에 표시하 다. 분석 편의성과 지면을 고려하여 간 

기간은 표에서 생략하 다. 2017년 4분기를 기 으로 

가 치가 높은 토픽부터 아래로 정렬하 으며, 각 기간

의 토픽별 키워드들은 확률 분포가 높은 순으로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나열하 다. 각 기간의 키워드 목록 오

른쪽에는 해당 토픽의 가 치를 표시하 다. 가 치가 

증가한 경우 (+) 표시와 함께 란색 꼴로 가 치를 

표시하고, 반 로 가 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 표시

와 함께 빨간색 꼴로 표시하 다. 이  증감 폭이 

0.001을 과하는 값들은 굵은 꼴로 강조하 다. 2017

년의  친 란색 키워드는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

를, 2013년의 취소선이 그어진 빨간색 키워드는 시간이 

흐르며 탈락한 키워드를 의미한다. 기울인 굵은 꼴의 

키워드들은 각 기간이 속한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앙

성이 높았던 주요 키워드들이다.

2017년을 기 으로 보았을 때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만으로는 교육이 가장 요한 키워드 으나, 식별된 토

픽  가장 요한 주제는 창업이다. 신 교육 키워드

는 각 토픽에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앙성이 가장 높았던 교육 키

워드가 모든 토픽에서 높은 확률 분포를 갖지는 않는

다. DTM 만을 활용했다면, 교육 키워드의 요성이 상

으로 낮게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2013년

의 기업 키워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한쪽의 근

법만 사용했을 경우 악하기 어려웠을 숨겨진 함의를 

두 기법의 연계를 통해 끌어낼 수 있다. 체 인 토픽

의 구성을 보면 가장 요한 주제는 술한 바와 같이 

창업이다. 창업 지원이 가장 높은 가 치를 보이지만 

2016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창업 교육은 2016년

부터 증가하고 있다. 과학, 문화, 교육 심의 메이커스

페이스는 가 치가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학교 교육과 

ICT 기반의 산업 신은 가장 큰 폭으로 꾸 히 증가하

고 있다. 다음으로, 비슷한 주제인 해커톤과 메이커톤의 

토픽 가 치 한 높은 편이다. 청년 창업과 제작 심

의 메이커스페이스의 경우 앞서 설명한 과학, 문화, 교

육 심의 메이커스페이스보다는 체 인 토픽 가

치가 낮지만, 최근의 가 치는 상승하고 있다. 지자체 

사업, 정부 정책, 제조업 신 토픽의 가 치는 다른 토

픽들과 비교해 상 으로 낮은 편이다. 한편 2015년까

지 상승하던 3D 린  토픽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떨

어지고 있다는 이 특이하다. 반면 과학 체험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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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토픽 2017년 4분기의 키워드 목록 가 치 2013년 1분기의 키워드 목록 가 치

1 창업 지원 창업 지원 기업 센터 혁신 사업
0.019

(+0.001)
창업 창조 센터 기업 경제 0.018

2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창업 교육 아이디어
0.016

(+0.001)
아이디어 제품 스타트업 하드웨어 시제품 창업 0.015

3
과학/문화/교육 

중심의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 과학 문화 교육 공간
0.015

(-0.003)
문화 메이커 과학 창작 활동 0.018

4 학교 교육 교육 학생 4차산업혁명 미래 활동 학교
0.014

(+0.005)
학생 교육 미래 활동 시대 사회 분야 0.009

5
ICT 기반
산업 혁신

의료 ICT 울산 산업 혁신
0.013

(+0.003)
ICT 의료 인력 산업 브룰레코리아 리플리케이터 0.010

6 해커톤 도시 서울 시민 아이디어 지원 해결 사업 해커톤 0.013 아이디어 제품 평가 참여 선정 0.013

7 메이커톤 대회 IoT 메이커톤 개최 아이디어 행사
0.012

(-0.001)
대회 행사 드론 아이디어 개최 0.013

8
청년/창업/제작 

중심의 
메이커스페이스

청년 운영 메이커 공간 창업 제작
0.011

(+0.001)
대표 창업 청년 운영 시제품 0.010

9 지자체 사업 세운상가 재생 산업 공간 사업 도시 서울시
0.011

(+0.001)
제조업 혁신 산업 센터 지역 0.010

10 정부 정책 활용 지역 정부 추진 정책
0.010

(-0.001)
정부 활용 계획 정책 구축 0.011

11 제조업 혁신
3D프린터 제품 생산 메이커스 제조업 미국
제조 제작 한국

0.009 3D프린터 제품 생산 미국 메이커봇 0.009

12 3D프린팅 3D프린팅 산업 시장 사회 사람
0.009

(-0.003)
3D프린터 3D프린팅 시장 기업 달러 0.012

13
과학 체험
프로그램

과학 진행 체험 프로그램 대상
0.009

(+0.002)
과학 진행 체험 프로그램 행사 전시 0.007

14 해외 동향 사람 선전 미국 중국 공학 생체 생각 0.008 공학 신발 생체 미국 부츠 0.008

15 교육 산업 교육 분야 양성 전문 기업 산업
0.007

(-0.001)
교육 양성 전문 기업 스타트업 0.008

표 4. 동적 토픽 모델(Dynamic Topic Model)의 2017년 4분기와 2013년 1분기의 결과 요약

램의 경우, 가 치는 낮지만, 상승 폭은 앞서 설명한 학

교 교육과 ICT 기반의 산업 신 다음으로 높다. 해외 

동향은 2014년에만 일시 으로 증가하 는데, 2014년 1

월 미국에서 개최된 CES와 같은 해 11월에 뉴욕에서 

열린 메이커 페어의 향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육 

사업의 경우 토픽 가 치도 증감 폭도 낮아 특이한 

이 없다.

2.3 토픽별 키워드 분포와 의미의 세부적인 변화

본 항에서는 각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의 확률 분포

가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찰한다. 키워

드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면 토픽들의 의미가 변해가는 

과정을 세부 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 토픽 내 키워드

의 확률 분포 변화를 직 으로 악할 수 있도록 다

음의 [그림 9]에서 [그림 23]까지와 같이 그래 로 시각

화하 다. 세로축은  확률 분포, 가로축은 분기별로 

나뉜 시간의 흐름이다. 그래  오른쪽에는 해당 토픽에 

포함된 모든 키워드를 범례로 표시했다. 15개의 토픽을 

의미상 련성과 요도에 따라 7개의 주제 역인 창

업,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 교육, 산업 신과 3D 린

, 해커톤과 메이커톤, 지자체 사업과 정부 정책, 해외 

동향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2.3.1 창업

창업 주제는 창업 지원(Topic 1)과 창업 교육(Topic 

2), 두 개의 토픽으로 나뉜다. 우선 가장 높은 토픽 가

치를 보인 창업 지원[그림 9]의 체 인 가 치는 하

락 후 상승했다가 2016년 이후 다시 하락하 다. 창업 

지원 토픽에서 확률 분포가 가장 높은 키워드인 창업은 

해당 토픽의 가 치와 같은 패턴을 따른다. 교육 키워

드는 2014년 3분기에 토픽에서 사라지며 사업으로 교

체되었다. 창조경제는 2016년 1분기에 토픽에서 사라졌

으며, 지원은 완만하게 상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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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으로 높은 가 치의 창업 교육 토픽[그림 

10]의 경우, 2013년 가장 높은 비 을 보 던 아이디어

와 제품 키워드가 2014년 반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

다. 반면, 시제품과 제작, 교육은 2014년 이후 꾸 히 상

승하 다. 창업 교육 토픽 자체도 2016년 이후 비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창업 지원 토픽과 조 인 

모습을 보인다. 창업 지원 토픽은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창업 련 교육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창업 

지원 사업으로 환되었다. 반 로 창업 교육의 경우, 

반에는 아이디어의 제품화 등 사업  측면에 이 

맞춰져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시제품 제작 교육으로 

환되었다.

창업 지원과 창업 교육 토픽의 키워드 분포 변화를 

심으로 창업 련 주제의 체 인 흐름을 좀 더 살

펴보면, 분석 반에는 서로의 경계가 모호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신센터 심의 기업 창

업 지원과 학 심의 창업 교육으로 주제가 명확히 

분리되었다. 특히 창업 지원보다는 창업 교육의 요성

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9. 창업 지원의 동향

그림 10. 창업 교육의 동향

2.3.2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주제도 과학과 문화, 교육 심의 메

이커스페이스(Topic 3), 그리고 청년, 창업, 제작 심

의 메이커스페이스(Topic 8), 이 게 두 개의 토픽으로 

구분된다. 과학과 문화, 교육 심의 메이커스페이스

[그림 11]는 토픽 가 치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분석 기에는 과학이나 교육과 비교해 문화가 가장 많

은 분포를 차지하 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세 키워

드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청년, 창업, 제작 심

의 메이커스페이스[그림 12]는 소폭이지만 꾸 히 상승

하고 있다. 이 토픽에서 반에 가장 큰 분포를 보인 키

워드는 표다. 이 시기는 일부 스타트업의 표들이 

메이커 운동을 주도하던 때다. 이들은 인터뷰를 통해 

메이커스페이스의 요성을 강조하 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메이커스페이스는 메이커 운동을 심으로 청

년들의 창업  제작 공간으로 변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과학/문화/교육 중심의 메이커스페이스 동향

그림 12. 청년/창업/제작 중심의 메이커스페이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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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메이커 교육

메이커 교육 주제는 세 가지 토픽인 학교 교육(Topic 

4)과 과학 체험 로그램(Topic 13), 교육 산업(Topic 

15)으로 구분된다. 메이커 교육과 련하여 학교 교육 

토픽[그림 13]의 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토픽 

가 치의 상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학 체험 로

그램 토픽[그림 14] 한 2017년 들어 소폭 하락하 지

만, 체 으로는 상승하고 있다. 반에는 학교 교육 

토픽에서 학생을 제외한 모든 키워드가 거의 유사한 분

포를 보 다. 이 시기의 키워드 분포만 보면 해당 토픽

의 주제를 학교 교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교육, 학생, 4차산업 명의 확률 분포가 

다른 키워드들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특히 4차산업

명은 2016년 들어 새롭게 등장하 다. 이는 미래 교육

의 심은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4차산업 명

에서 요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3. 학교 교육의 동향

그림 14. 과학 체험 프로그램의 동향

과학 체험 로그램의 경우 학교 교육과 유사하게 

반에는 과학을 제외한 키워드들의 분포가 유사하다. 이

후 시간이 흐르며 과학, 진행, 체험, 로그램의 확률 분

포가 높아졌다. 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과학 체험 

로그램에서 한 학생들의 참여를 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메이커 운동과 련된 교육 산업[그림 15]은 체 토

픽 에서 가장 낮은 비 을 차지한다. 한, 체 인 

토픽 가 치도 하락하고 있다. 최근 메이커 운동과 메

이커 교육의 열풍을 등에 업고,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

로 내세우며 교육 문 기업임을 표방하는 스타트업들

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3D 린  체험을 제

공하는 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교육 산업의 동향

2.3.4 산업 신과 3D 린

본 주제는 세 가지 토픽인 ICT 기반 산업 신(Topic 

5), 제조업 신(Topic 11), 3D 린 (Topic 12)으로 구

성된다. 우선 ICT 기반 산업 신[그림 16]의 경우, 일

부 3D 린터 제조 기업의 제품 모델이 잠깐 등장하

다가 사라졌던 반면, 2015년을 지나며 의료, 울산, 산업 

등의 확률 분포가 다른 키워드들과 비교해 높아졌다. 

2015년, 당시 정권이 지자체에서 조성한 울산 신센터 

등의 메이커스페이스를 거 으로 의료자동화, 첨단의

료기기 등 신산업 육성에 나섰던 향으로 보인다.

그림 16. ICT 기반 산업 혁신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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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3D프린팅의 동향

한편, 제조업 신[그림 17]에서는 앞선 토픽들과 다

르게 3D 린터의 요성이 시간의 흐름에 큰 향을 

받지 않고 꾸 히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제품, 생산 키

워드 한  기간에 걸쳐 상 으로 높은 확률 분포

를 갖는다. 주목할 부분은 2017년에 들어서야 새롭게 

등장한 메이커스 키워드다. 제조업 신은 3D 린터 

등 기술의 범주를 넘어, 시간이 흐르며 보다 폭넓은 개

념인 메이커스 수 에서 바라보게 되었다고 풀이된다.

그림 17. 제조업 혁신의 동향

다음으로 3D 린  토픽[그림 18]을 살펴보면, 3D

린터의 요성이 꾸 히 유지되고 있는 제조업 신 토

픽과는 달리 3D 린  기술 자체의 토픽 가 치는 

2015년 이후 크게 하락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토픽에서 3D 린 , 3D 린터의 반 확률 분포는 

다른 키워드와 비교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두 핵심 키

워드의 확률 분포는 해당 토픽 체의 가 치와 함께 

크게 떨어졌다. 3D 린 에서 기의 주요 키워드  

하나인 시장 한 2015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산업용 시장에 집 하기 하여, 반의 

상과는 달리 수익성이 낮고 시장 형성이 더딘 개인용 

3D 린터 시장에서 철수했던 사실이 원인인 것으로 해

석된다. 3D 린터가 제조업의 신에 미치는 향을 

아직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메이커 운동이나 산업 

반에 미치는 향은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2.3.5 해커톤과 메이커톤

해커톤(Topic 6)과 메이커톤(Topic 7), 두 가지 토픽 

 우선 해커톤[그림 19]을 살펴보면, 해커톤의 반 주

요 키워드는 아이디어 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

이디어의 확률 분포가 감소하고 있다.  한 가지 특징

은 2015년 이 에는 LG 자나 본선, 선정, 참여, 평가, 

제품 등의 키워드가 존재하 지만 이후 토픽 내에서 모

두 사라졌다는 이다. 신 도시, 서울, 시민, 해결이 

새롭게 등장하며 비 이 크게 높아졌다. 해커톤의 주체

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일부 기업 주 의 아이디어 

경연과 제품화에서, 지자체가 주 하고 시민들이 참여

하는 도시 문제 해결 쪽으로 변화하 음을 시사한다.

한편, 메이커톤 토픽[그림 20]의 경우 가장 높은 비

의 키워드인 회를 빼고 보면, 2016년 이 까지는 드

론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하지만 2015년에 IoT

가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한 이후 가장 높은 확률 분포

를 차지하게 되었다. 메이커톤이 개최되기 시작한 시

에는 드론이라는 제한된 범  안에서 행사가 이 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메이커톤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

제의 범 가 IoT 기술을 이용한 사회 문제 해결과 서비

스의 구 으로 확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19. 해커톤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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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메이커톤의 동향

2.3.6 지자체 사업과 정부 정책

공공 부문과 련된 주제는 지자체 사업(Topic 9)과 

정부 정책(Topic 10), 두 가지 토픽으로 이 져 있다. 우

선 지자체 사업[그림 21]은 체 토픽  가장 많은 키

워드 교체가 이 진 토픽이다. 2016년 이 에는 제조업

과 신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 으며, 센터, 지역, 지

원, 경남, 기계, 육성, 소기업 등의 키워드가 주를 이

뤘다. 지방 신센터를 심으로 제조업이나 기계 분야

의 소기업 육성에 이 맞춰졌었다는 사실을 유추

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들어 새롭게 등장한 세운상

가의 비 이 크게 높아졌으며, 뒤를 이어 재생, 공간, 사

업, 도시, 서울시, 조성 등의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하

다. 갈수록 지자체 사업은 도시 재생을 한 공간 조성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 사업과는 다르게 정부 정책[그림 22]은 

토픽과 키워드에 큰 변화가 없다. 활용과 지역이 소폭 

상승한 반면, 정부의 비 은 어들고 있다.

그림 21. 지자체 사업의 동향

그림 22. 정부 정책의 동향

방안, 부지, 계획 등의 키워드로 볼 때, 체 인 정책 

기조는 메이커 문화 확산을 한 부지 마련으로 보이지

만, 정부의 역할이 다소 어들고 있는 반면 지역, 즉 지

자체의 역할이 조 씩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편, 메이커 운동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 문화의 경우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은 토픽에서는 반부터 요하게 

다 졌던 사실과는 달리 정부 정책에서는 2016년 들어

서야 뒤늦게 등장하 다.

2.3.7 해외 동향

마지막 토픽은 해외 동향(Topic 14)이다. 2014년 11

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메이커 페어에서 시속 40Km

로 달릴 수 있는 생체공학 신발, 바이오닉 부츠가 공개

되었다[52]. 해외 동향[그림 23]에 의하면 이 시기에 

련 키워드들의 확률 분포가 최고 지 에 달했다. 하지

만 그 이후로는 토픽 가 치 체가 크게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 국, 선  등의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하

다. 이는 해마다 월드 메이커 페어가 열리고 있는 국 

최 의 상업 도시 선 (구 심천)에 국내 메이커들과 기

업들의 진출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53]. 

KOTRA, 경기 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역에서 

한, 국내 스타트업들의 국 선 으로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서고 있다[54]. 즉 해외 동향의 변화에 따르면, 

미국의 향을 받던 기와는 다르게, 국내 메이커 운

동에 미치는 국의 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 

늘고 있다. 미국의 향력이 갈수록 어드는 추세는 

앞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과정에서 확인했던 사실과

도 같다[표 3][그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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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해외 동향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메이커 운동에 한 동향을 악하고, 

사회에 미치는 향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망하기 

하여, 주요 키워드와 주제를 식별하고 이들의 요성과 

계, 세부 인 변화를 분석하 다. 이를 해 한국언론

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총 1446건의 기사를 바탕으로 

키워드 네트워크와 동  토픽 모델을 구성하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 상인 메이커 운동과 연

구 방법론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 다.

우선, 분석 상인 메이커 운동 에서 얻은 결론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7개의 주제 역인 

창업,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 교육, 산업 신, 해커톤

과 메이커톤, 공공 정책, 해외 동향에서 모두 15개의 토

픽을 식별하 다. 이  가장 요한 주제 역은 창업

과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 교육이다. 둘째, 메이커 운

동의 핵심 키워드는 시간이 흐르며 기업과 3D 린터에

서 교육으로 변하 다. 따라서 주제와 키워드 모두에서 

가장 요하게 식별된 분야는 메이커 교육이다. 셋째, 

키워드 구성의 변화가 컸던 창업, 메이커 교육, 정책과 

같은 주제들이 어떻게 의미가 바 어 왔는지 그 과정을 

세부 으로 확인하 다. 우선 창업이라는 주제는 서로 

복되어 있던 의미가 시간이 흐르며 창업 지원과 창업 

교육으로 분리되었다. 다음으로 메이커 교육의 경우, 학

교 교육이나 과학 체험 로그램 모두 교육의 심이 

학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마지

막으로 공공 정책의 에서 보면, 정책의 주체가 정

부에서 지자체로 옮겨갔다. 정책 기조 한 산업 육성

과 기업 지원에서 도시 재생과 문화 형성을 한 공간 

조성 사업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방법론 측면에서 연구의 기여는 언어 네트

워크와 토픽 모델을 통합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

하 다는 이다. 토픽 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를 구성함으로 인해 일부 정보가 락되던 기존의 문제

를 해결하 다. 한, 동일한 문서 집합을 다양한 요소 

단  수 에서 다각 인 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키

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동  토픽 모델을 효과 으로 통

합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빅데이

터를 바탕으로 메이커 운동에 한 체 동향을 객

으로 조망하여, 메이커 운동과 련된 연구 분야 확장

의 기틀을 마련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서론과 

이론  고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메이커 운동에 

한 국내 연구는 아직 메이커 교육과 메이커스페이스에 

편 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

보면, 메이커 운동은 창업과 산업 신 방안, 실효성 있

는 정책 안의 요구 등 사회 반에 걸쳐 큰 향을 미

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요구에 부합하기 해, 본 연

구의 성과가 향후 메이커 운동과 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로 확 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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