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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변화와 동향 파악에 대한 연구는 북한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북한의 행위를 예측하여 사
전에 대응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북한 동향에 대한 연구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과거 
사례를 서술적으로 분석하여, 향후에 북한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하여 왔다. 이런 전문가 서술 중심의 북한 변
화 및 동향 연구에서 비정형데이터를 이용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이 더해지면 보다 과학적인 북한 동향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동향 파악과 북한의 대남 관련 행위와 연관된 연구는 통일 및 국방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며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신문 기사 내용을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방법으로 북한과 관련한 핵심 단어를 구축하
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근의 남북관계의 극적인 관계와 변화들을 기반으로 세 개의 기간을 
나누고 이 기간 내에 국내 언론에 나타난 북한과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북한
과 관련한 주요 단어들을 세 개의 기간별로 분류하고 당시에 북한의 태도와 동향에 따라 해당 단어와 주제들의 
관련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연구가 남북관계 및 북한의 동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으로서 얼마
나 유용한 것이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북한의 동향 분석에 대한 연구는 물론 대북관계 및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북한의 행위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 할 수 있는 북한 리스크 측정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로 
진행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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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빅 데이터 분석은 필수 

불가결한 분야가 되었으며 빅 데이터 시대에 단

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데에서 그치

지 않고 더 나아가 보유한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전략적 가치

를 인정하고 그 활용분야가 점차 확장 되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IT 리서치 전문회사인 가트너의 

수석부사장 피터 선더가드(Peter Sondergaard)는 

“빅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정의한 바 있

다1). 원유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만들어

낼 수 있는 제품의 종류가 무궁무진하듯이, 빅 

데이터 역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분석하

1) http://www.daily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08 (검색일 2019.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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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에 따라 이전에 사고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방대한 빅 데이터

의 발생이 개인의 일상뿐 아니라 유통, 제조, 서
비스, 방송, 언론, 패션, 바이오, 보건․의료, 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의 정제를 통해 가치 있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

보만을 선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오늘날 매우 중

요하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발달로 방대한 양

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

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역동적으로 연

구를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가 미

래 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 하고 있으

며 그 중요성과 활성화 방법에 대한 연구와 논의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컴퓨팅, IoT, 빅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비즈니스의 확대로 데이터가 홍수처럼 

생성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분석기술과 

전문가들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는 과정을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이라고 하며, 이러한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만

들어 의사결정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달하여 기존에 많은 연구

자들이 숫자형태의 데이터로 대표되는 정형화된 

데이터(Structured Data)의 분석을 넘어 이제는 

텍스트, 동영상, 음성, 이미지 등과 같은 비정형

화된 데이터(Unstructured Data)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정치․경제․문화․사회적으

로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

다. 더욱이 오늘날 인터넷 및 스마트 폰 등을 통

해 생산되는 SNS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

가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

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비교적 짧은 길이를 가지며, 구조화되지 않고 비

문법적인 문장 구조의 특성을 가지며, 이를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다양한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언론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정치 분

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텍스트 문서 

등에서 객관적인 글을 요약하거나 분석하는 일

반적인 텍스트마이닝과 달리, 오피니언 마이닝, 
즉 감성 분석을 통해 개개인의 감성을 수집하여 

이를 정량화하는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사회과학 

및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다양한 데이

터를 통한 체계적, 객관적, 과학적 분석의 가능

성이 열리게 되었다(Hymans, 2008; Rich, 2012). 
Cho, et al., (2015)은 텍스트 트렌드 분석 방법을 

통해 미국 대통령 취임사의 시계열 통합 트렌드

를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북한의 변화와 동향 파악에 대한 연구는 

북한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북한의 

행위를 예측하여 사전에 대응 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북한 동향에 대한 

연구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과거 사례를 서술적

으로 분석하여, 향후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정보

를 얻었지만 이는 전문가 마다 정치적이 성향이

나 주관에 따라 매우 다르며, 전문가에 따라 영

향을 많이 받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전문가 서

술 중심의 북한 변화 및 동향 연구와 더불어 비

정형데이터를 이용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이 더해

지면 보다 과학적인 북한 동향 분석이 가능할 것

이다. 특히 북한의 동향 파악과 북한의 대남 관

련 행위와 연관된 연구는 통일 및 국방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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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용하며 필요한 분야이다

한반도는 2018년 북한지도자의 신년사 발표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남․북․미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이전

과 이후, 그리고 최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관련 신문기사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데이터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최근의 변화와 정

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남․

북․미 관계를 살펴보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서술형 

북한 동향 분석에서 오늘날 데이터 분석방법으

로 많이 활용되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하여 북

한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최근의 극적

인 북한과의 관계와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사용된 자료는 46개 언론사의 뉴스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신문 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주제에 맞는 

핵심단어 추출 하였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남과 북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적인 변화들

에 따라서 북한관련 신문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

는 핵심단어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파악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목적

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자한다. 첫 번째는 

최근의 남․북․미 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반영

하여 기간을 나누어 각 기간별로 북한 관련 신

문기사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

를 수행하였다. 그 기간은 2018년 이전을 ‘평화

조성 이전기’,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 하노

이 회담 전 까지를 ‘평화조성기’, 그리고 2019년 

2월 이후를 ‘평화조성 침묵기’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1차적으로 평화 

조성 이전기와 평화조성기에 나타나는 각 시기

별 단어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나타나

는 북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상대적은 

기간이 짧은 평화조성 침체기의 변화와 특징은 

시계열적으로 단어의 순위로 그 특징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두 번째의 목적은 앞서 제시한 기간에 북한 관

련 신문기사를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을 통하여 

신문기사에 담겨진 단어들의 트렌드와 토픽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신문

기사 분석을 통하여 최근 남․북․미관계의 변

화를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빈도분석을 

통해 자주 등장하는 핵심단어의 변화와 핵심단

어를 시각화하여 시기별 내용 변화와 트렌드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대별 가중치에 

기반한 단어의 중요도, 그리고 출현 된 단어의 

시각화를 통해 북한 관련 연구 키워드를 알아보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

으며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북한관련 

신문기사 분석의 연구방법을 위해 연구수행절

차, 자료의 수집, 키워드 추출 및 키워드 전처리 

방법을 설명 할 것이다. 4장에서는 북한 관련 신

문기사의 각 단계 별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이를 

종합하여 트렌드를 보여줌으로서 북한의 시대 

상황과 변화에 따라 북한의 상태와 남․북․미 

관계를 가늠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기대효과와 함께 본 연구의 한계

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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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xt Mining Analysis Process

2. 선행연구

2.1 텍스트마이닝 연구

텍스트마이닝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직접적인 연관을 보여주지 않는 비정형 텍스트

에서 숨겨진 관계 또는 패턴을 도출하여 의미 있

고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 또는 지식을 창출하는 

기법이다(Judita, Stevenson, and Gaizauskas, 2015; 
Ronen and Daga, 1995). 텍스트마이닝을 위한 분

석방법 에는 토픽트래킹(Topic Tracking), 소셜네

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감성 분석

(Sentiment Analysis) (Liu, 2012), 오피니언 마이

닝(Opinion Mining), 정보 추출(Information 
Extraction), 텍스트 분류(Classification), 텍스트 

군집화(Clustering) 등이 있다(Fan, et al., 2006). 
텍스트 분석에서 문서 중 단어의 중요도를 측정

하는 방법은 특정한 단어가 한 문서 내에서 얼마

나 자주 반복되는지, 그리고 문서 그룹 내에서 

동일한 단어가 얼마나 많이 출현하는지를 측정 

할 수 있다. 텍스트마이닝의 중요한 장점은 텍스

트 내에서 실제적이고 잠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메인의 논의 및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

견하는 것이다(Chakraborty et al., 2013). 즉 텍스

트를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진 범주로 분류하는 

것(Chen and Chen, 2011), 유사한 텍스트들의 군

집군을 발견, 텍스트 안에서 특정 단어들 간의 

특별한 규칙 발견, 문서 요약(Kim et al., 2013), 
정보검색(Pai et al., 2013) 등을 말한다. 특히 텍

스트 안에서 특정 단어들 간의 특별한 규칙을 발

견하기 위해 다양한 길이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

석 하면서 특정 단어(형태소)가 반복적이며, 인
접하여 나타나는 동시출현(Co-Occurrence) 빈도

와 형태를 이용해 단어의 영향력을 다양한 네트

워크 형태로 보여주며 이를 근거로 단어들 간의 

연관성을 보이는 단어들 간의 관계를 보여줌으

로써 의미론적 연관구조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사회구조와 상

호의존성 그리고 개인, 그룹, 조직의 작업패턴을 

분석할 때 유용하며, 다양한 원천 데이터를 수집

하고 관계를 분석하며, 그 관계의 품질, 효과, 영
향도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나타내는 것 이

다. 또한 텍스트 데이터의 트렌드 연구는 기존의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

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텍스트 

데이터 자체를 분석 연구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의 객관적인 결과를 탐구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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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Myung, et al., (2008)은 상품리뷰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활용해 

상품순위를 예측하였고, Hahm and Lee, (2016)은 

비정형데이터의 수집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빅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
한 Kim, Y., et al., (2012)은 뉴스 텍스트 데이터

의 분석을 통해 투자의사결정 모형을 개발하였

으며, Ryu, et al., (2016)은 텍스트마이닝을 기반

으로 하는 주식 투자전략 수립하여 우수한 성과

를 입증하였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사람들의 

의견이 표출된 텍스트로부터 특정 감정을 추출

하고자 하였다(Liu, 2010; Narayanan et al., 2009; 
Sadamitsu et al., 2008) 학술지의 논문 주제 어간 

연관관계 연구(Cho and Kim, 2012; Kim et al., 
2016), 지속가능보고서에 나타난 CEO 메시지의 

언어적 구문적 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주관적 

객관적인 지속가능성 성과와 관련한 실증연구

(Yook, 2018), 국내 산업공학 연구 기법의 트렌

드 분석(Cho et al., 2014), 특허문서를 활용한 기

술 추이 연구(Kam et al., 2013; Kim et al., 2009; 
Park et al., 2014), 인터넷 검색추세를 활용한 주

식투자전략 연구(Kim and Koo, 2013) 등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Tumasjan et al., (2010)은 트위터 

메시지에 실제 정치의 여론이 잘 반영되어 있는

지 보기 위해 2009년 독일 연방 선거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남과 북 사이

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적인 변화들을 세 개의 기

간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기간별 남, 북, 미 

관계의 특성에 따라서 북한관련 신문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작용하여 

핵심단어들을 도출하고, 그 단어들이 각 기간별 

특성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시계열적으로 파

악하는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테스트마

이닝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 단어 구축과 빈도분

석, 토픽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를 기반으

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텍스트마이닝 연구들을 

수행 해 나갈 것이다. 

2.2 북한 및 통일 분야 연구

북한 관련 기존 연구는 관련 자료와 데이터의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실증적 연구에 많은 어려

움을 겪어왔다. 최근 들어 빅 데이터 분석을 통

해 북한의 도발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

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빅 데이터 분석은 기존의 

질적, 양적 방법론에 비해 과학적, 체계적 추론

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북한 관련 데이터 및 매

체 분석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전략적 

의도와 패턴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국가 

지도자의 연설문 내용에 포함된 국가적 주제 또

는 뉴스와 언론보도, SNS 등과 정치, 경제, 사회, 
복지, 통일, 외교 분야에서 발생하는 텍스트데이

터를 이용하여 이를 정량화하고 그 추이를 분석

하는 연구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Kim, 2014; 
Lee and Kim, 2018). 

최근에 텍스트마이닝 방법론을 통한 북한, 안
보, 국방, 국가 지도자의 연설문 또는 신년사 등

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Oh and Lee, 
2016). Lee, T., and Lee, C., (2010)는 과학기술 문

헌에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하여 국방 유망기술을 

식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Lee(2015)은 북

한월간동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연결망분

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여 북한 지

도부의 권력구조 및 변화를 추정하였으며, Yoon 
et al., (2015)은 병사들의 생활지도기록부 자료와 

SNS 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사고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정보 공급의 대표 매체로 인터넷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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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Phases and Methods

스 기사를, 정보 수요를 나타내는 대표 매체로 

트위터를 선정하고, 특정 이슈에 대한 뉴스의 정

보로서의 가치를 이와 관련된 트위터의 양으로 

평가하는 뉴스가치지수(NVI, News Value Index)
를 고안하여 제시 하였다(Lee, D., H. Choi and N. 
Kim, 2016)

그 외에, 연설문에 포함되는 단어들의 관계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분석하려는 연구

(Kim, 2013),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김정은 정

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을 분석하는 연구(Oh 
and Lee, 2016),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북한 보

도동향과 북한 도발과의 연관성 분석(Lee and 
Moon, 2016),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

동화된 텍스트 분석 연구(Park, et al., 2015), 텍스

트마이닝을 활용한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트렌드 연구(Cho, et al., 2015) 등 국가 지도자들

의 연설문의 트렌드 분석을 통한 국가의 지향점

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북한과 안보 및 국방 분

야에 대한 텍스트마이닝의 적용이 아직 미진한 

현실 실정이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국내 북한관련 신문 기사

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최근의 한반

도의 변화와 북한의 정책 그리고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런 연

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북관계 및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북한의 행위를 사전에 예측하

여 대응 할 수 있는 북한 리스크 측정을 위한 모

델 구축을 위한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수행 절차

본 연구는 북한 관련 신문의 기사 및 뉴스를 

활용하여 텍스트마이닝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북한 관련 신문

의 기사 및 뉴스에 담겨진 단어와 토픽들을 통하

여 최근 한반도의 안보 및 평화의 상태를 가름해

보기 위한 연구로서 평화조성 이전기, 평화 조성

기, 그리고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

후 평화조성 침묵기 이상 3개의 시점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데이터는 '북
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2016년 11월 1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총 406,970 건의 신문 기사

를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 관련 신문의 기사 및 뉴스에 담긴 내용 

변화와 언어 활용의 차이점을 텍스트마이닝 방

법으로 분석함으로서 한반도의 변화 및 북한의 

정책의 기본 방향을 가늠해보는 연구가 될 것이

다. 키워드 분석 및 토픽분석이 본 연구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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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Before Phase of Peace

Building(BPPB)

(2016. 11. 1. ～ 2017. 12. 31.

14 Months)

Peace Building Phase

(PBP)

(2018. 1. 1. ～ 2019. 2. 24.

14 Months)

Depression Phase of Peace

Building(DPPB)

(2019. 2. 25. ～ 2019. 5. 23.

3 Months)

Number of Articles 152,908 215,937 38,125 

Number of words 14,557,317 27,364,008 4,211,125

<Table 1> Research Period and Data

및 분야에 활용 될 것이며, <Figure 2>는 연구단

계 및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런 단편적인 추이 발견을 넘

어 텍스트마이닝 방법론을 적용하여 보다 포괄

적이고 세밀한 북한 관련 신문기사 및 뉴스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북한 관련 신문기사 및 뉴

스의 특성을 대표하는 객관적인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 빈도 수 와 이를 바탕으로 문

서-단어 교차표를 생성하기 위한 전 처리 작업

을 수행 하였다.
<Figure 2>는 북한 관련 신문기사 및 뉴스의 

데이터로부터 주제어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모든 문서 내에 포함된 

단어를 추출하고, 불용단어를 제거한다. 불용단

어는 의미 없는 단어들의 집합이며 관사, 전치

사, 조사, 접속사, 의미 없는 숫자 등이 그 대상

이 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

램은 ‘R’프로그램으로 데이터분석을 위한 오픈

소스 이다. 오픈소스는 누구나 어디서나 사용가

능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R은 통계분석,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마이닝,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활발

히 이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패키지

(Package)라는 추가 기능이 있고, 현재 약 1만 4
천여 개가 넘는 팩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3.2 데이터 수집과 전 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46개 언론사의 

뉴스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의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16
년 11월 1일 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북한이 

언급된 406,970건의 뉴스를 기반으로 텍스트마

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은 최근 남

북관계의 극적인 변화 시점을 설정한 자료수집 

기간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화조성 이전기, 

평화 조성기, 평화조성 침묵기 3기간을 구분하여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각 기간 마다 나타나는 단

어와 토픽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평화 조성

기의 시작이 2018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로부터 시작되어 2019년 2월 24일 북미 

정상회담 결렬까지이다. 이기간이 14개월이므로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화 조성 이전기

도 14개월로 설정하기 위해 2016년 11월 1일부

터 2017년 12월 31일로 하였다.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함으로 평화조성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분

석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며, 부가적으로 2019
년 2월 24일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 5월 

23일까지 3개월의 짧은 기간에 발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단어와 토픽의 시계열적인 흐름을 파

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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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umber of Newspaper Articles by Monthly

불용어 처리를 위해 R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Natural Language Toolkit에서 corpus의 불용어 사

전을 활용하여 불용어를 제거하였다. 그 후 문서 

내에 포함된 기호 및 무의미한 단어는 연구자가 

확인하고 삭제했는데, 이때 제거된 글과 기호는 

‘들’ ‘당’, ‘비롯’, ‘하기’, ‘시’, ‘-’, ‘?’ ‘2’ 등과 같

은 것이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검색 키워드로는 ‘북한’을 

키워드로 사용하였다. 메모장 파일 형식으로 저

장, 정리한 후 오픈소스 통계프로그램인 R 프로

그램의 텍스트마이닝 Word Cloud 패키지로 시각

화하였고, TF-IDF 기법으로 트렌드 분석을 하였

다. <Figure 3>은 월별로 ‘북한’을 키워드로 신문

기사 발생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TF-IDF는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의 집합

이 존재할 때, 각각의 문서에 포함된 단어의 중

요도를 산출 하는 통계적인 수치로써, 문서 내 

단어의 출현 수를 나타내는 TF와 총 문서에서의 

단어의 출현비율의 역수를 취한 IDF을 활용하

며,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    × log


, (1)

여기서 TFi는 단어 i가 모든 문서에서 관찰되

는 양이며, DF(문서 빈도, Document Frequency)
라고 하며, 이 값의 역수를 IDF(역문서 빈도,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고 한다. 따라서 

단어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TF-IDF 값은 TF와 

IDF를 곱한 값으로 점수가 높은 단어일수록 다

른 문서에는 많지 않고 해당 문서에서 자주 등

장하는 단어를 의미하며, 특정 단어의 출현양이 

많을수록 증가하지만, 모든 문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그 정도에 따라 값이 낮게 계

산된다.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북한 관련 뉴스의 기간별 변화과정 고찰

71

3.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3개 기간의 북한관련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형태소 분석에는 R의 KoNLP패키지에서 

제공하는 SimplePos09 형태소분석기를 사용하였

다. 형태소분석을 통해 단어를 추출하는 과정을 

텍스트 분석에서는 전처리(Preprocessing)라고 부

른다. 전 처리된 자료는 해당 연도를 문서 값으

로 갖는 문서(Document)로 저장되는데, 이 문서

가 텍스트 분석을 위한 분석단위 이다.

연관성 분석은 항목 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

는 것이다. 텍스트 분석에서는 단어와 단어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어의 동시발생

(Co-Occurrence)을 분석한다. 동시발생이란 한 

문장, 문단 또는 텍스트 단위에서 같이 출현한 

단어가 자주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언어학 용

어이다. 연관성 분석의 측도는 지지도(Support), 

신뢰도(Confidence)와 향상도(Lift) 값을 잘 보고 

결정해 한다. 지지도란 전체 문서 중 단어 A와 

단어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신

뢰도는 단어 A를 포함한 문서 중에서 단어 A와 

단어 B가 함께 발생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낸다. 향상도는 단어 A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단어 B가 발생할 확률에 비해 단어 A가 발

생하였을 때 단어 B의 발생 확률 증가 비율이

다. 이 개념에서 출발한 동시출현 네트워크

(Co-Occurrence Networks)는 특정 텍스트 단위에

서 공동으로 출현한 단어의 집합적 상호 연결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시각화를 위해 R의 qgraph

와 networkD3 팩키지를 활용하였다.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는 대표적인 텍스

트 시각화기법 중에 하나로 데이터의 연결과 그

룹화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워드 클라우드

는 최소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 구성 성분인 형태

소를 분석하고 그 빈도에 따라 문자의 크기를 결

정한다. 이러한 시각화는 텍스트에서 키워드의 

빈도를 직관적이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이를 위해 word cloud와 igraph 팩키지

를 사용하였다.

4. 북한 관련 신문 기사 분석결과

4.1 평화조성 이전기 분석

‘평화조성 이전기’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

일의 사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서 업

무를 맡게 되었고, 12월 30일에는 조선인민군 최

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

후 북한은 급격한 핵개발과 핵능력의 증강 그리

고 핵무기 실험으로 촉발되어 지속적으로 한반

도가 위기국면에 놓여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

석 단위인 기간을 동일하게 맞추어 분석하기 위

해 평화조성기가 14개월 이므로 평화조성 이전

기의 기간을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14개월을 설정하였다. <Table 2>은 

평화조성 이전기의 날짜별 주요 이슈와 1차 데

이터 전 처리 과정을 거친 후 R프로그램을 이용

한 Word Cloud와 Co-Occurrence Network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대선과 남한의 대

선을 치루고 나서 나온 결과이며, 남한의 대선은 

북한과의 관계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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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Major Issues Word Cloud와 Co-Occurrence Network

2016년
11월 1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11월 11일 북한이탈주민 3만명 돌파 (30,005명)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9.9)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12월 2일 정부, 대북 독자제재 발표

12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토의

12월 19일
북한 선원 8명과 선박 2척을 동해 
북방한계선(NLL) 공해상에서 북측에 
송환･인계

12월 26일 신형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대 설치

2017년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발표

2월 12일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2월 13일 김정남 사망

2월 18일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5명 북측 
인도

3월 1일 한미 연합훈련

3월 6일 탄도미사일 4발 발사

3월 19일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 
실시 공개

4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

4월 6일
국제아이스하키연맹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남북경기(강릉)

4월 7일 여자축구 아시안컵 예선 남북경기 
개최(평양)

4월 16일 탄도 미사일 발사

4월 29일 탄도 미사일 발사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5월 14일
평안북도 구성서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발 발사

5월 26일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단체 대북접촉 
승인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서 '베를린 구상' 발표.

9월 3일 6차 핵실험 단행

11월 29일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1발 발사. "국가핵무력 
완성" 주장

<Table 2> Major issues and Analysis Results of Inter-Korean Relations on Before Phase of Peac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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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평화 조성기 분석

‘평화 조성기’는 2018년 1월 1일 북한 지도자

의 신년사와 평창올림픽을 시발점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안정화된 추세로 전환되어 한반

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게 되었다. 전체 신년

사의 20% 이상을 남북관계 분야에 할애하는 등 

파격적인 구성과 아울러 대남 유화적인 대화 이

상의 많은 메시지와 함축성을 담아 발표함으로

서 2018년 이전과 이후의 남북관계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특히 과거의 비핵화 추진 과정과는 달

리 북한과 미국의 양 정상이 직접 협상을 주도하

고 대화와 담판을 벌이면서, 그 어떤 시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화와 합의를 기대하는 상

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그 동안의 한

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일소했을 뿐만 아니라,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변화

를 이루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를 향한 역사적 대전환점이 되었다. <Table 3>은 

평화 조성기의 날짜별 주요 이슈와 1차 데이터 

전 처리 과정을 거친 후 R프로그램을 이용한 

Word Cloud와 Co-Occurrence Network을 보여주

고 있다. 여기에서는 4월 27일과 5월 26일에 남

북정상회담이 판문점과 통일각에서 개최되고 고

위급 회담과 실무회담 등이 판문점에서 수차례 

이루지면서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장소로서 

판문점과 다양한 언론 보도 등으로 Word Cloud

가 형성되었다.

4.3 평화 조성 침묵기 분석

‘평화 조성 침묵기’는 2019년 2월 27일과 28일 

북-미 베트남 하노이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미

국은 북한의 의도를 좀 더 지켜보면서 압박을 지

속할 뜻을 밝혔으며, 북한 역시 서해 동창리 미

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 미국의 압박에 팽팽

하게 맞서는 듯 하는 모양새 이다. 그 이후 북한

은 4월 11일 김정은 정권 2기 출범을 알리는 최

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5

월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 하였으며, 5월 9일에도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하였다2).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두 이전보다 강

한 반응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행보를 우려하고 

있으며 문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대화와 

협상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북한에 대

해 ‘경고’라는 표현을 쓰며 메시지를 내놓고 있

다. <Table 4>는 평화 조성 침묵기의 날짜별 주

요 이슈와 1차 데이터 전 처리 과정을 거친 후 R

프로그램을 이용한 Word Cloud와 Co-Occurrence 

Network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2월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미국

과 북한이 대북 제재에 대하여 전면해제와 단계

적 해제를 놓고 서로 메시지를 내 놓고 있으며, 

미국은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다양한 기

자회견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다시 도발

의 우려가 보이며, 남한에서는 개성공단의 방북 

신청과 승인 등이 이루어지면서 평화조성 침묵

기의 Word Cloud가 형성되었다.

2)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284 (검색일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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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Main Issues Word Cloud와 Co-Occurrence Network

2018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

2월 9일 김영남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 파견

2월 10일 북한 고위급대표단,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접견

3월 5일 대북 특별사절단 평양 방문. 김정은 
위원장 면담

3월 29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4월 3일 남북 예술단 평양서 합동 공연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

6월 12일 김정은 위원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싱가포르)

7월 31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8월 13일 남북 고위급회담 

9월 14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실무협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9월 18일 - 
20일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평양)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백두산 
동반 방문

10월 4일 - 
6일

10･4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민관방북단 평양 방문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

10월 25일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 완료

11월 1일 남북,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

11월 3일 - 
4일

남북 민화협 금강산서 공동행사

11월 30일 - 
12월 17일

남북,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공동조사

12월30일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에 친서 
발송

2019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2월 12일 - 
13일

남북 민간단체, 금강산서 새해맞이 
연대모임 개최

2월 21일 북한, 3･1절 100주년 남북공동행사 
불가 통보

<Table 3> Major issues and Analysis Results of Inter-Korean Relations on Peace Building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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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Main Issues Word Cloud와 Co-Occurrence Network

2월 23일 김정은 위원장, 2차 북미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친선방문을 위해 평양 출발

2월 25일 남북, 철도･도로 협력 관련 자료 교환

2월 26일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도착

2월 27일 - 
2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

3월 1일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3월 1일 리용호 외무상 기자회견

3월 5일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귀환

3월 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제재 면제 승인

3월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 발표

3월 21일
美 재무부, 대북제재 회피 관련 中 
해운사 제재

3월 22일 北,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3월 25일 北,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부인원 복귀 
및 연락대표 협의 재개

3월 26일
스페인 법원, 北 대사관 침입사건 
조사결과 발표

4월 3일 국내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13개소 
개보수 시작

4월 5일 - 
12일

남북태권도 시범단 유럽 합동공연

4월 8일
개성공단기업비대위, 주한 미대사관에 
‘개성공단 제재면제 청원서’ 전달

4월 9일 日, 대북 독자제재 2년간 재연장 결정

4월 10일
北,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개최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워싱턴)

4월 16일
UN 대북제재위원회, 개성만월대 
공동발굴사업 관련 장비 제재면제 승인

4월 25일 북러 정상회담(블라디보스토크)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 평화 퍼포먼스 개최

4월 30일 개성공단기업비대위, 개성공단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

<Table 4> Major issues and Analysis Results of Inter-Korean Relations on Depression Phase of Peac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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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종합 트렌드 분석

본 연구를 위해서 R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서 

내 단어를 추출하였다. 1차적으로 산출했을 때 

평화조성 이전기(BPPB,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9,103개의 단어가 추

출 되었으며, 평화 조성기(PBP, 2018년 1월 1일
부터 2019년 2월 24일까지)에는 8,675개 단어가 

추출되고, 평화조성 침묵기(DPPB, 2019년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에는 8,347개 단어가 추

출 되었다.
2차의 데이터분석을 통하여 <Table 5>를 최종

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1차에 추출된 단어에

는 유사 단어가 같이 분류가 되지 않고 분리가 

되어 2차 분석에서 유사 단어들의 분류 작업을 

통하여 <Table 5>에 각 기간별 상위 50개의 단어

를 제시하였다. 단어를 추출 할 때 텍스트마이닝 

처리 과정 중 숫자 제거, 문장 부호 및 구두점 제

거, 기능어 제거, 공백 제거, 대명사 제거, 과거형 

등을 표준화하였다. 3개의 기간에서 수집된 상위 

50개의 단어 중에서 3 기간에 모두 채택된 단어

는 ‘미사일’, ‘북핵’, ‘외교’, ‘통일’, ‘남북’, ‘군
사’, ‘개성공단’, ‘국방’, ‘제재’, ‘비핵화’, ‘경제’, 
‘안보’, ‘평화’, ‘교류협력’, ‘남한’ 등 16개 이다. 

평화조성 이전기에서 가장 상위에는 ‘미사일’, 
‘북핵’, ‘외교’, ‘통일’, ‘남북’ 순으로 나타났다. 
평화조성기에는 ‘평창 올림픽’ 단어가 393,630회
가 추출되어 다른 단어들과 빈도수 차이가 너무 

크게 되어 분석의 대상에서는 제외 하였다. 그리

고 ‘판문점’, ‘통일’, ‘북핵’, ‘외교’, ‘군사’ 순으로 

추출되었다. 평화조성 이전기에 추출된 ‘통일’, 
‘북핵’, ‘외교’ 단어는 다소 순위는 다르지만 상

위 5개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평화 조성 침묵기

에는 ‘북핵’, ‘남북’, ‘미사일’, ‘국무부’, ‘국제’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화 조성기는 분석 대상 

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완전한 비교를 하

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각 기간별로 채택된 

단어를 살펴보면 각 기간별 남북관계에서 발생

하는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Table 5> Frequency of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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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BPPB PBP DPPB TF-IDF

미사일 0.052984 0.057116 0.198026 0.308126

북핵 0.04658 0.082057 0.122893 0.25153

외교 0.034346 0.063996 0.049969 0.148311

통일 0.029694 0.08584 0.017582 0.133116

남북 0.034934 0.011457 0.082973 0.129364

군사 0.02329 0.063974 0.118316 0.20558

개성공단 0.021542 0.021352 0.045342 0.088236

국방 0.020378 0.034394 0.053362 0.108134

제재 0.01862 0.025289 0.062616 0.106525

비핵화 0.01805 0.048707 0.049044 0.115801

경제 0.03086 0.0111789 0.020358 0.0623969

안보 0.0268 0.016529 0.064775 0.108104

평화 0.014556 0.032156 0.016039 0.062751

교류협력 0.027366 0.045954 0.098705 0.172025

<Table 6>The "Common Word" for Each Period 

<Table 6>에서 나타난 TF-IDF 값을 살펴보게 

되면 ‘미사일’ 단어가 0.3081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북핵’은 0.25153, ‘군사’가 0.20558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0.062396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화’ 0.062751, ‘개성공단’ 0.088236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게 되면 

남북 관계에서 ‘미사일’, ‘북핵’, ‘외교’, ‘제재’ 단
어는 평화조성 이전기에서 부터 점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평화’는 0.014556, 0.032156, 
0.016039 순으로, 교류협력도 평화와 같은 방향

으로 0.027366, 0.045954, 0.098705 평화 조성기

에 중요해졌음을 볼 수 있다.
<Figure 4>는 상위 50개의 단어 중에서 모두 

채택된 단어는 ‘미사일’, ‘북핵’, ‘외교’, ‘통일’, 
‘남북’, ‘군사’, ‘개성공단’, ‘국방’, ‘제재’, ‘비핵

화’, ‘경제’, ‘안보’, ‘평화’, ‘교류협력’, ‘남한’ 등 

16개 단어 시기별 추이가 보이는 8개를 선정하

여 각 단어별 월별 빈도수를 통하여 시기별 변화

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미사일’은 평화 조성 이전기에 가장 많은 빈도

수를 보이다가 평화 조성기에 들어오면서 점차 

감소하였는데 평화 조성 침묵기에 약간 상승으

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평화’라는 단어는 

평화조성 이전기 보다 평화 조성기에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평화조성 

침묵기로 가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교류협력도 평화조성 이전기 에도 다소 분포

하고 있었지만 평화 조성기에 교류협력이 증가

하다가 평화조성 침묵기에는 다소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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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imeline Trends for Common Keywords 

조금씩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북핵’
은 평화조성 이전기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큰 차

이 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연구가 남

북관계 및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얼마나 유용

한 것이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북한의 동향 분석

에 대한 연구는 대북관계 및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북한의 행위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 할 것으로 판단

한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매년 발표하

는 신년사와 본 연구를 이슈별로 연결하여 텍스

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한다면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이를 본연구의 한계로 가정하고 추후 

이 부분의 연구도 진행 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서술적으로 같은 기간의 신년사 

내용과 본 연구에서 각 시기별로 도출된 단어들

을 대비하여 보면 본 연구의 의의를 더욱 잘 설

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6-17년(평화조성 이

전기) 김정은 신년사의 특징은 첫째 김정은 식의 

새로운 단어 명명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김정

일의 국가 비전이라 할 수 있었던 '강성대국' 혹
은 '강성국가' 대신 '사회주의강국'이란 단어가 자

주 등장(5회)함으로써 김정은식 국가건설을 시

작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또한 '자강력' 혹은 '
자강'이란 표현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6년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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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tandard Deviation t P

BPPB 35789.32 506,755,719 
6.44* 0.00000061

PBP 70,023.78 574,355,848 

*p<0.05

<Table 7> t-test Results Comparing BPPB and PBP

어 처음 등장하였던 '자강'의 개념은 2017년 신년

사에서는 언급 횟수가 5회로 대폭 증가했다. '자
강'의 개념은 2016년 신년사에서 처음 등장 후 

북한은 4차 핵실험, 그리고 이에 이어 6차 장거

리로켓 발사 실험을 감행하였다. 결국 이는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에 입각한 

대북 제재로 이어졌다.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

험의 결과 더 격상된 제재를 의미하는 UN 안보

리 결의 2321호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서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내부 역량의 동원과 결집을 모색할 수밖에 없

으며, 이것이 결국 '자강'의 강조로 이어졌다.
둘째는 2017년 신년사에 반영된 '수소탄' 실험, 

다양한 공격 수단(탄도미사일)들의 시험 발사 등

을 통해 "사회주의강국 건설 위업을 승리적 으로 

전진시켜나갈 수 있는 위력한 군사적 담보가 마

련"되었다고 평가 하였다. 이는 이미 '핵 강국' 반
열에 올라섰음을 대내적으로 선포하는 동시에 

이제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

는 대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평화조성 이전기에 빈도

수가 높은 단어들이 미사일, 북핵, 외교, 통일, 
남북, 군사, 개성공단, 국방, 제재, 대선, 비핵화, 
무기, 나라, 위기 등 이었다. 이를 살펴볼 때 북

한의 상황과 유사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은 평화조성 이전기(BPPB, 2016년 

11월 1일~2017년 12월 31일)에서 평화 조성기

(PBP, 2018년 1월 1일~2019년 2월 24일) 공통으

로 나타난 단어들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두기

간의 나타난 단어들의 차이가 유의함을 보여주

고 있다.
2018년(평화 조성기)의 신년사를 비교해보면 

‘우리’, ‘평화’, ‘경제’의 단어수가 증가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는 신년사에서 군사적 긴장상

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조성 마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3가지 제안 ①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

견 및 당국회담, ②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 실

현, ③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마련을 위한 대화 

재개 등을 제안 한 부분과 일치한다. 더욱이 

2019년 신년사에서는 2018년에 비해 ‘평화’, ‘경
제’등의 단어가 더욱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핵’
과 관련한 단어도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확연

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

을 압박하고 공격 할 경우 핵 공격한다는 도발적 

노선 유지와 대외적으로 평화를 강조하면서 국

제사회의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북한의 이중

적 메시지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핵무

력 완성 이후의 전략적 지위를 재차 주장하며 

‘평화협정-핵군축’ 주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또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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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tandard Deviation t P

PBP 70,023.78 574,355,848 
11.72* 0.000000000145

DPPB 9660.22 70,024

*p<0.05

<Table 8> t-test Results Comparing PBP and DPPB

2018년 신년사는 핵, 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일정

수준 보이면서 일련의 유화적 행보를 강조함으

로써 대북 제재, 압박 국면을 관리하는데 전술적 

목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6년간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비교

해도 확연하게 달라진 북한의 ‘평화공세’이며 내

용적으로는 매우 파격적이고 과감한 유화 모드

를 보여 준 것으로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과 남

한 동계올림픽을 거론, “북과 남이 다같이 의의 

있는 해”로 언급, 대표단 파견 및 대화 용의를 표

명한 것이다. 또한 ‘우리’를 강조하는 것은 2013
년, 2014년, 2016년 신년사에서 외세 공조에 대

한 비난이 높았지만, 2018년에는 남북문제에 대

한 남북대화 필요성 강조와 미국에 대한 남북한 

공조를 강조 하는 것이다.
2019년 신년사(평화 조성기)에서도 지난해 성

과에 '대단히 만족' 평가, 남북합의사항 철저 이

행 및 '평화․번영․통일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

자'고 적극 의사 표명을 하면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구축과 교류협력의 전면적 확대 발전, 전 민

족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방안 적극 모색 등 

제시 하였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

고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 
전파하지 않을 것 임 을(핵무기 4不) 선포하고, 
미국 측에 '상응 행동'을 강조하면서 북미 관계개

선에 적극 의사 표시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시기에 판문점, 통일, 북핵, 

외교, 군사, 남북, 비핵화, 북미, 평화, 남한, 보도, 
예정, 미사일 순으로 단어들이 나타났다. 첫 번

째 판문점 단어만 제외하고는 북한 신년사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핵, 비핵화, 평화, 군사 등 키워

드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후 2019

년 4월 15일(평화 조성 침묵기) 북한의 최고인민

회의에서 발표한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 키워드

는 ‘우리’, ‘인민’, ‘사회주의’, ‘국가’, ‘공화국’, 
‘미국’, ‘건설’, ‘조미’, ‘혁명’, ‘북남관계’, ‘나라’, 
‘김일성’, ‘힘’, ‘평화’, ‘자주‘ 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이는 북남관계, 조미, 평화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연설문에서 “북남관

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

키고, 평화롭고 공동 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 “계속 

진지하고 인내성 있는 노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아 북한이 아직은 인내를 가지고 남․

북․미 관계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

라고 판단한다.
<Table 8>은 평화 조성기(PBP, 2018년 1월 1

일~2019년 2월 24일)에서 평화조성 침묵기

(DPPB, 2019년 2월 25일~5월 24일)까지 공통으

로 나타난 단어들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두기

간의 나타난 단어들의 차이가 유의함을 보여주

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추출된 단어들이 북핵,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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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국무부, 국제, 외교, 국방, 최고, 무기, 국
가, 독립, 개성공단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8년 초부터 현재까지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서로 성공의 도취감에 빠

져 있다가 결국은 하노이에서 아무런 결과 없이 

‘노딜(No Deal)’로 끝나고 말았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현실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시된 단어들을 가지고 현

재시점을 재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통일과 비핵화에 대해 한국의 ‘국제’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근 북한은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러

한 북한의 ’도발‘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

으며 미국의 ‘국무부’도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북한을 상대로 '비
핵화‘의 핵심인 ‘북 핵’ 물질과 ‘핵’무기‘ 폐기 방

안을 밝히지 않으면 ‘남, 북’, 미 관계의 관계의 

진전은 물론 ‘제재’의 ‘중단’과 대화의 ‘진전’이 

이루지지 않을 것으로 ‘워싱턴’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이 ‘메세지’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현

재의 한반도 상황과 북한의 동향이 평화조성 침

묵기에 나타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단어에도 나타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신문 기사 내용을 활용

한 텍스트마이닝 방법으로 북한과 관련한 핵심 

단어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근의 남북관계의 극적인 관계와 변

화들을 기반으로 세 개의 기간을 나누고 이 기

간 내에 국내 언론에 나타난 북한과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북한과 관련한 주요 단어들을 세 개의 기간별로 

분류하고 당시에 북한의 태도와 동향에 따라 해

당 단어와 주제들의 관련성이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한국언론

진흥재단의 ‘빅카인즈’ 신문 기사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하여 2016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북한 관련 기사를 추출 하였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남과 북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적

인 변화들에 따라서 2018년 이전을 ‘평화 조성 

이전기’,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 하노이 회

담 전 까지를 ‘평화 조성기’, 그리고 2019년 2월 

이후를 ‘평화 조성 침묵기’로 구분하였다. 그리

고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텍스트마이

닝 기법을 적용하여 북한관련 신문 기사에서 언

급하고 있는 핵심단어의 빈도수를 도출하고 북

한의 동향과 변화에 대한 연관성을 시계열적으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북한 및 통일관련 연구에서 전문

가 중심의 북한 동향 분석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과학적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동향을 북한관련 신문기사 내용

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둘
째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5월 23일 북한 

관련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텍스트마이닝을 이

용하여 핵심단어 사전 구축 및 북한 동향을 분석

하였다. 핵심단어 사전 구축을 위해 단어 빈도수

를 산출하여 북한의 동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산정하여 핵심사전을 구축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남북 관계에 있어 극적인 

변화를 3개 기간으로 나누고 각 기간 마다 나타

나는 핵심단어와 그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그리

고 시계열적으로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도출되

는 핵심단어의 빈도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박철수

82

파악 할 수 있게 되어 남북관계 및 북한의 동향

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북한 관

련 핵심단어들과 남북관계의 변화와의 경향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넷째는 텍스트마이닝 방

법론이 남북관계 및 북한의 동향 분석을 위해 유

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동향 분석에 대한 연구는 

물론 대북관계 및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북한의 행위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 할 수 있는 

북한 리스크 측정을 위한 모델 구축 연구가 지속

적으로 수행 될 것이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

양하고 심도 있는 텍스트마이닝 연구들을 수행 

해 나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테스트마이닝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 단어 구축과 빈도분석, 토픽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시계열적인 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테스트마이닝의 가장 기초적

인 분석만 담겨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이

기도 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기반으로 북한 도발, 또는 

동향분석을 위한 긍정, 부정의 감성분석과 Lim 
and Kim(2016) 연구에서 보여준 토픽 모델링을 

통해 각 기간별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기간 중

첩을 통해 각 이슈 간 관계를 파악한 후, 이를 이

슈 흐름도로 도식화 하는 연구, 카테고리 분석을 

통해 단방향 전이와 양방향 전이의 패턴을 발견

하는 연구, 그리고 주제별, 기간별 특성을 찾을 

수 있는 군집분석과 연관분석 등 본 연구의 한계

를 극복하는 연구들을 다양하게 계속 수행 할 것

이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북한 

동향 관련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

구에 사용된 자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북한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북한의 동향 

파악과 도발에 미리 대응 할 수 있는 연구들을 

수행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요 인물

관련 변화, 북한관련 이슈별 변화 등을 특정 뉴

스의 시계열적 변화에 따라서 분석하는 것도 의

미 있는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적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과 

과학적 데이터 분석기법이 북한 및 통일 연구 분

야에 적용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

다. 그래서 이런 학문적 연구들을 통하여, 국가

와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기여를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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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vestigation on the Periodical Transition of

News related to North Korea using Text Mining

3)Chul-Soo Park*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changes in North Korea’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rough automated text analysis over North Korea represented in South Korean mass media. Based on that 
data, we then analyze the status of text mining research, using a text mining technique to find the topics, 
methods, and trends of text mining research. We als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method of analysis 
of the text mining techniques, confirmed by analysis of the data.

In this study, R program was used to apply the text mining technique. R program is free software 
for statistical computing and graphics. Also, Text mining methods allow to highlight the most frequently 
used keywords in a paragraph of texts. One can create a word cloud, also referred as text cloud or tag 
cloud. This study proposes a procedure to find meaningful tendencies based on a combination of word 
cloud, and co-occurrence networks. 

This study aims to more objectively explore the images of North Korea represented in South Korean 
newspapers by quantitatively reviewing the patterns of language use related to North Korea from 2016. 11. 
1 to 2019. 5. 23 newspaper big data. In this study, we divided into three periods considering recent inter 
- Korean relations. Before January 1, 2018, it was set as a Before Phase of Peace Building. From January 
1, 2018 to February 24, 2019, we have set up a Peace Building Phase. The New Year’s message of Kim 
Jong-un and the Olympics of Pyeong Chang formed an atmospher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Hanoi Pease summit, the third period was the sil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t was called Depression Phase of Peace Building.  This study analyzes news 
articles related to North Korea of the Korea Press Foundation database(www.bigkinds.or.kr) through text 
mining,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the Kim Jong-un regime’s South Korea policy and unification 
discours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rends in the North Korean national policy agenda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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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ed based on clustering and visualization algorithms.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domestic conflicts, the living conditions of North Korea, the South’s Aid 
project for the North, the conflicts of the two Koreas,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North Korean 
refugee problem through the co-occurrence word analysis. It also offers an analysis of South Korean 
mentality toward North Korea in terms of the semantic prosody.

In the Before Phase of Peace Build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e order of 'Missiles’, 
'North Korea Nuclear’, 'Diplomacy’, 'Unification’, and ' South–North Korean’. The results of Peace 
Building Phase are extracted the order of 'Panmunjom', 'Unification', 'North Korea Nuclear', 'Diplomacy', 
and 'Military'. The results of Depression Phase of Peace Building derived the order of ‘North Korea 
Nuclear’, ‘North and South Korea’, ‘Missile’, ‘State Department’, and ‘International’. There are 16 words 
adopted in all three periods. The order is as follows: ‘missile’, ‘North Korea Nuclear’, ’Diplomacy’, 
‘Unification’, ‘North and South Korea’, ‘Military’, ‘Kaesong Industrial Complex’, ‘Defense’, ‘Sanctions’, 
‘Denuclearization’, ‘Peace’,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South Korea’.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nalyze the trends of news content of North 
Korea associated with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future research on North Korean trends will be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will continue to study the model development for North 
Korea risk measurement that can anticipate and respond to North Korea's behavior in advance. We expect 
that the text mining analysis method and the scientific data analysis technique will be applied to North 
Korea and unification research field. Through these academic studies, I hope to see a lot of studies that 
make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nation.

Key Words : Text mining, North Korea, News, Text Analysis,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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