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SUV(Sport Utility Vehicle) 열풍이 한국을 휩쓸고 

있다. 2012년 한국의 SUV 신차등록 대수는 25만 2,259
대였으며 이는 당시의 전체 승용차 중 19.4%의 점유율에 

해당한다. 2018년의 경우 SUV 신차등록 대수는 2배 이
상 증가한 55만 7,497대이며 점유율은 35.6%에 이르고 
있다[1]. 현재 자동차 관련 뉴스를 주로 다루는 매체들은 
SUV의 인기 원인으로 레저 중시의 라이프 스타일, 높은 
시야와 넓은 공간, 탑승자가 체감하는 안전도 등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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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자들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SUV 선호 증가의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작성된 SUV 관련 게시글 32,679개를 수집한 후,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
하였다. 분석 결과, SUV 담화에서 주요한 토픽으로 등장한 ‘안전’이 범죄로부터 개인의 위험에 주목한 기존 연구와 달리 
교통사고 및 고속주행 상황에서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사회의 SUV 소비는 개인이 운전하면서 느끼
는 불안과 위험에 대한 대비 수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위험 인식 저변에는 불평등 증대
로 인해 감소하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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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 using text mining, we explore the factors responsible for an increase in SUV preference. 
We collected 32,679 posts related to SUVs from “Bobaedream,” the largest online automobile 
community in South Korea, and applied the LDA topic model. While previous studies have explained 
the SUV boom as an individual’s risk aversion strategy from crime, the result shows that the topic of 
‘Safety’ appears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the SUV discourse in the context of a car accident and 
high-speed driving situation. To conclude, the consumption of SUVs in Korean society serves as a mean 
to prevent anxiety and danger to individuals when driving. We insist that decreasing social trust, caused 
by an increase in inequality, underlies the perception of risk on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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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SUV 강세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과연 SUV 

인기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설명이 현재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는가’이다. 또한 안전성의 측면에서
도 사람들이 왜 지난 10년 사이에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생각되는 차를 갑작스럽게 선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
명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SUV 인기에 대한 한국 학계의 
분석은 대단히 빈약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이 SUV를 선호하는 현재 상
황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 새”라는 관점[2]에서 바라보고
자 한다. “탄광 속 카나리아 새”는 다가오는 위험에 대한 
선행경고를 의미한다. SUV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의 증
가는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사회 저변의 
부정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정적
인 사회변화란 불평등의 증가이며, 이것이 SUV의 인기
와 연관될 수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3-5], 이를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장에서는 SUV 
선호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살
펴본 후, 불평등과 SUV 선호 사이의 관련성을 다루는 이
론을 소개한다. 또한, 이와 같은 논의가 한국 사회에도 적
용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서의 SUV 선
호를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텍스트 분
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로 알려진 “보배드림”의 게시글 
32,679개를 수집한 후,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SUV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
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결론에서는 경제적인 
불평등의 확대가 한국 소비자들의 SUV 선호에 어떤 방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국내의 SUV 인기 원인은 ‘사고
에 대한 우려’에서 일부 기인하며, 이와 같은 사고우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 저하, 그리고 
그 저변에 숨겨진 불평등의 증가를 들 수 있다는 점을 결
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2.1 SUV 인기 요인에 대한 일반적 관점 

인간의 소비행위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관점은 개
인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소비행위를 바라보는 것이다[6]. 이 관점을 

SUV와 연결할 경우, 많은 소비자가 특정한 필요를 느끼
고 있으며, SUV가 이들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
는 상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언론 대부분이나 기존 
논의들이 다루고 있는 SUV의 강점은 실용성과 안전성 
정도로 요약된다[7]. 또한 최근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
들이 늘어나면서, 주말여행이나 야외 레저 활동에 관심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트렁크 활용도가 
높은 SUV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8]. 또한, SUV의 
인기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익 증대
라는 측면에서 SUV의 인기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
다. 이처럼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의 변화는 대략 라
이프스타일의 변화, SUV의 실용성과 안전성, 자동차 회사
의 수익 극대화 전략 등이 혼합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SUV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
에 대한 기존 분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
니고 있다. 첫째, 소비라는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닐 수 있
다. 예를 들어, 많은 소비자가 SUV가 실용성이 높아 레
저용으로 더 적합하고 믿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구매 결
정을 하지만, 실제로 동일한 급(예를 들어 중형 세단 vs. 
중형 SUV) 간 비교의 경우 적재량이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4, 9]. SUV의 안전성도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SUV와 세단으로 분류된 
차종들의 자동차 안전도 검사 결과의 평균적인 추이는 
SUV보다 세단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
라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론이 SUV 선호로 귀
결된다는 설명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SUV 인기에 대한 기존 논의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인 관
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SUV 안전성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이 SUV가 더 안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근본
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어디에서 
기인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SUV에 대한 선호도 증가를 추동하는 숨겨진 원인으로써 
불평등의 증가를 들고자 하며, 이와 연동된 여러 가지 효
과들의 결과로써 SUV의 인기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2 불평등, 신뢰의 저하, 그리고 SUV 선호: 미국의 
    경우

SUV의 인기가 실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
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기존의 분석에 덧붙여, 다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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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SUV 선호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의 부식
(erosion)’을 살펴보자. 퍼트넘(Putnam)은 사회적 자본
을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상호호혜성의 규범, 그리고 사회적 신뢰
라는 요인으로 구성된 사회조직의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0]. 사회적 응집력이란 사회 내 집단들 간의 연결
과 유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따라서 사회적 자
본이 많은 사회가 곧 응집력이 높은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11].

특히, 미국에서의 SUV 선호를 사회적 자본의 변동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사회적 자본 간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케네디 외(Kennedy et al.)는 사회
적 자본의 총량이 총기를 이용한 살인과 강도 사건과 밀
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12]. 
미국의 경우, 사회적인 신뢰나 단체에 대한 참여율이 낮
은 주일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총기 범죄율을 보인다. 이
처럼 사회적 자본의 총량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
적 효과,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 내 SUV 
인기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즉, SUV 선호원인의 한 
가지로 사회적 신뢰 감소로 인한 공포감의 확산을 들 수 
있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 사이 미
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공포의 문화(culture of fear)”가 
만연하게 된다. 공포의 문화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점차
로 민감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13]. 이에 따라 사설 경
비원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주거지역(gated 
community)의 증가, 개인 호신용품의 인기, 홈 시큐리
티(home security)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대 등의 현상
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 그리고 범죄에 대한 공포감
은 사회의 응집성과 밀접한 연관을 보인다. 사회해체
(social disorganization)와 범죄를 연결한 시카고학파
의 고전적인 논의에 따르면, 응집성이 낮은 사회에서는 
범죄와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규범을 확립하고 유지
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조절 기제가 약화된다[14]. 응집
성이 낮은 사회는 곧 사회적 자본이 낮은 사회이기 때문
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류가 적어지는 사
회일수록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며, 이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우려 역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7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
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고려할 때, 범죄나 무작위적인 폭
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의 발현이 
1970년대 후반부터 SUV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 SUV의 구매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에 대한 해결책이 사회적인 수준에서 제시되
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 그중에서도 타
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
가 있고 미국의 사회적 자본이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한
다면 미국 사회는 점차 응집력이 낮은 상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저하에 따른 
부작용 중 한 가지가 ‘공포의 문화’이며 SUV는 이에 대한 
일종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의 증대와 사회적 자본
의 감소를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평
등과 사회적 자본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
다. 사회 내 불평등이 가시화될수록 사회적 자본은 훼손
되게 된다는 것이다[5, 15]. 평등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룹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
누는 경향이 적어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을 더 잘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기보다는 협력적
인 태도를 보인다. 반대로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시민들 
사이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감소하고 타인을 쉽게 
신뢰할 수 없게 되며, 응집력이 약한 사회로 변화하게 된
다. 결론적으로 불평등은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빈약한 사회적 자본을 보유한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류
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폐쇄적인 주거지역(gated 
communities)의 증가, 그리고 SUV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 역시도 불평등의 증대에 따른 사회적 자본 감소의 결
과로 파악할 수 있다[5]. 즉 SUV 선호는 자신과 다르다
고 생각되는 신뢰할 수 없고 서로 접점도 없는 타인으로
부터 자신들의 공간을 보호하고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동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만연하기 시작하고 SUV가 인기를 얻게 된 것
이 순전히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과 사고들이 세를 확장하
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이
다[16].

2.3 불평등, 신뢰의 저하, 그리고 SUV 선호: 한국의 
    경우

앞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그 감소에 관해 설명하
는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에서의 SUV 인
기를 197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는 경제적 불평등,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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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사회적 신뢰의 감소,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려 및 
개인적 수준에서의 대비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언론매체에서 설명해왔던 SUV 선
호의 원인과는 차별화된 이와 같은 분석이 과연 한국에
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한국의 사회적 신뢰, 불평등, 범
죄와 연관된 몇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앞서 살펴본 논의
의 현실 적합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아래의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지난 7년 동안 한국 사회에
서의 사회적 신뢰가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각 연도
에 따른 약간의 증감은 존재하지만 2013년 72.2%의 응
답자가 타인을 신뢰하거나 약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
한 반면, 2019년에 그 비율이 66.2%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주목할 수치는 한국의 지니계수이다. 2013년의 경
우, 한국의 지니계수는 0.328이지만 2018년에는 0.39를 
나타내고 있다.1) 누적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경우도 경제적인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타
인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경우도 해마다 약간의 증
감은 있지만 지난 10년 정도의 기간을 고려하면 경제적
인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이에 따라 타인에 대한 신뢰
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UV에 대한 선호와 불평등해지는 사회를 연결한 기존의 
논의들[3-5]이 일정 수준 이상 한국사회의 SUV 선호를 
해석하는데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의 SUV 인기를 범죄 및 범죄에 대한 
공포와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할 여지가 있
는데, 한국의 형법범죄율(인구 10만 명당 현행 형법 위반
사건의 숫자)은 지난 몇 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불평등과 사회적 
신뢰의 감소라는 차원에서 SUV 선호에 대한 논의를 해
석하되, 토픽모델링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밝
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의 개인화”가 한국
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여기서 사용한 지니계수는 2018년 빈곤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인 가구 포함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다. 또
한, 2018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경우는 1, 2분기 자료만이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년치 자료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Fig. 1. Social trust and Gini coefficient

Fig. 2. Social trust and SUV market share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

되고 있는 기계학습 기술 중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SUV의 인기 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본다[17-19]. 토픽
모델링 기법은 텍스트 데이터에 내포된 구조, 의미, 그리
고 패턴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20-21]. 신문사의 온
라인 서비스와 일반 대중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이 늘
어남에 따라, 디지털화된 텍스트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커졌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들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22-26]. 

온라인 커뮤니티의 담화를 토픽모델링을 통해 분석하
는 것은 SUV 소비와 인식에 대한 미비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다. 기존의 해외연구는 SUV 소비
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SUV 구매
와 SUV 안전성 인식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27]. 하
지만, 국내 SUV, 혹은 자동차 소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나 인터뷰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



도로 위의 군비경쟁: LDA 토픽모델을 활용한 SUV의 인기 요인 탐구 243
비자들이 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
누는 새로운 연대의 공간으로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목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사결정을 고민하는 소비자
들은 다른 기성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성 소
비자들은 제품의 관리나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나 서
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네트워크가 구성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담화 분석을 통해서 왜 소비자들이 SUV를 선택하는지, 
SUV에 대하여 어떠한 담론을 형성하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다. 

3.1 연구대상
그렇다면 어떠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SUV의 인기 요

인을 탐색하는데 타당성이 높은, 적절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연구대상의 선정에는 해당 연구대상이 모집
단을 적절히 대표하는지가 핵심적이다. 만일, 연구대상이 
편향된 집단이라면 해석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를 위해서는 표본 집단의 타당성 진단이 필요하지만, 온
라인 커뮤니티는 온라인상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해 외적 
타당성의 진단이 어렵다[28]. 인구 통계적인 특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설문조사나 인터뷰와 같은 기존의 연구 방법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동차 구매
자 통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에 대한 인구학적 분
석에 기반하여 연구 대상의 외적 타당성을 판단한다. 
2018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신차등록 현황에서 상위 10
종의 통계를 살펴보면[1], 자동차 소비자 중 남성이 76%, 
여성이 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령을 중심으로 보
면, 30대 남성 16%, 40대 남성 20%, 50대 남성이 21%
로 중년 남성이 주요 소비층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동차 소비자 집단은 중년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SUV에 관한 텍스
트 분석을 위하여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보배드림은 국내 최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이자 자동차 동호회 커뮤니티이다. 보배드림
은 2019년 12월 국내 온라인 사이트 중 136위의 트래픽
을 기록하고 있으며(Alexa에서 제공, 2019/12/03), 주
요 이용자는 30대 남성으로 알려져 있다[29]. 이를 종합
해보았을 때, 보배드림은 트래픽과 이용자를 기준으로 중
년 남성의 특성이 지배적인 공간이며 자동차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동차 소비자와 SUV 소비자의 대표

성을 지닌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소비와 SUV에 관련한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2005년부터 SUV 관련 게시글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오랫동안 축적된 디지털 텍스트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자들은 Python(3.6)을 활용하여 보배드림의 
자유게시판, 국산차 게시판, 그리고 수입차 게시판에서 
‘SUV’로 검색한 전체 게시글의 내용을 수집하였다. SUV 
관련 게시물이 처음 등장한 2005년 11월 15일부터 자료
수집 시점인 2019년 07월 24일까지 총 32,679개의 게
시글을 수집하였으며 분석에는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
하여 SUV 담론의 잠재적 주제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3.2 LDA 토픽모델링과 분석전략
LDA는 문서 집단 내에 잠재된 토픽들을 추출할 수 있

도록 하는 생성 확률 모델(generative probabilistic 
model)이다[21]. 생성 확률 모델은 실제 문헌을 작성하
는 과정을 가정하면서 문서의 작성을 위해 어떤 주제를 
포함할지, 어떤 단어들이 어떤 주제로 배치될지를 모델링
하는 방식이다[20]. 문서와 단어와 같은 변수를 통해 문
서들의 구조와 숨겨진 특질을 추론하는 것이 이 모델의 
목적이다. LDA 알고리즘은 문서가 잠재된 토픽에 대한 
무작위 혼합물로 표현된다는 것을 전제하며, 각 토픽을 
단어들의 분포로 특정한다. 단어의 확률분포를 활용하여 
특정 문서가 여러 토픽 중 특정 토픽에 속할 확률분포와 
특정 단어가 각 토픽에 속할 확률분포를 구하고, 새로운 
문서에 포함된 단어를 활용하여 해당 문서의 주제를 추
론하는 방식이다. 

단어가 사용되는 분포를 분석하기 때문에 LDA는 동
일한 단어가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는 경우에 나타나는 
의미의 상대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어 의미의 
상대성 분석력은 사회과학 연구에 활용성이 뛰어나다
[30]. 특히, 개인 간 문서, 즉, 게시글을 통해 소통하는 온
라인 커뮤니티의 담론 분석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제 간의 상관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제들의 관계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21].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SUV 담론과 그 
속에 내포된 안전 담론을 탐색하기에는 적합한 모델이라
고 할 수 있다.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는 본격적인 분석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였다. 우선, 웹 크롤링
(web crawling)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Python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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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분석에 불필요한 이모티
콘, 특수기호 등의 불용어를 삭제하고 데이터 형식을 통
일하였다. 그리고 Konlpy의 형태소 분석기 중 Twitter 
패키지를 활용하여 전체 게시물에서 명사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명사들로 말뭉치(corpus)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
으로 DTM(Document Term Matrix)2)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Gensim 패키지를 활용하여 이를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형식으로 변환한 
뒤, 주제들을 추출하는 작업을 거쳤다.

본 연구자들은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최소 15회 이
상의 빈도를 보이는 단어들을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
다. 또한, 토픽의 개수를 15개로 설정하였다. 이는 토픽
의 개수를 2개부터 30개까지 설정하여 모형을 진단한 결
과, 15개일 때 진단통계치(Perplexity, Coherence 
score)가 최적의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LDA가 제시한 토픽별 주요 등장 단어들을 기반으로 연
구자들이 해석하여 각 토픽을 명명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LDA 토픽모델링을 통해 추출한 토픽들

의 주요 등장 단어들을 중심으로 각 토픽의 핵심 주제를 
소개한 후, 토픽들의 주제 연관을 기반으로 분류하여 
SUV 담론을 포괄하는 설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리고 토픽모델링을 시각화한 자료를 통해 토픽 특성을 
살펴본다. 

4.1 토픽 소개
우리는 SUV 담화에 잠재되어있는 의미구조와 주제를 

탐색하기 위해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였다. 보배드림 
이용자들의 SUV에 대한 담화에서 추출한 토픽들은 다음
의 Table 1과 같다3). 먼저, T1은 SUV와 안전욕구에 관
련된 내용이 등장한다. T1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에는 ‘주

2) 단어와 출현 빈도로 구성된 행렬을 의미한다.
3) 본 연구에서는 토픽 수를 15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5회 이

상 등장하는 단어들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고, 한 학습 과정에
서 전체 말뭉치를 50회(passes=50)씩 거치는 과정을 100회 
반복(random_state=100)하여 LDA 토픽 모델을 학습하였다. 
이후 각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들을 비중 순으
로 30개씩 추출하였다. 그러나 본 발표문에서는 모델의 간소화
(simplification)를 위하여 연구자가 해석에 용이하다고 판단
한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Table 1을 구성하였다. 

행’, ‘안전’, ‘가속’, ‘고속도로’ 등이 있다. 이는 T1이 SUV
로 고속도로에서 주행하거나 고속주행 시에 안전하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들의 집합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일반 세단과 소형 SUV 사이의 안전성의 차이에 
대해 질문을 한 게시글(2018/12/12), 그리고 현재 일반 
세단형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SUV나 후방 추돌 시 
튼튼한 차에 대해 질문하고 ‘튼튼한 차로 바꿔서 사고 시
에 살 확률을 높이고 싶다’라는 게시글(2016/06/09) 등
을 확인할 수 있었다.4)

즉, 자동차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나누는 SUV에 대한 
담화들 속에 ‘안전’이 하나의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다. 하지만, T1의 구성 단어들을 통해 살펴본 안전의 
맥락은 해외연구 사례에서 사용된 안전의 맥락과는 차이
가 있다. 위험 인식 증대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국 사회
의 SUV의 인기 증가는 개인적 안전 수단의 확보와 연관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토픽모델링을 통해 드러난 결
과에서 안전은 운전하는 상황에서의 안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 토픽이 지닌 맥락의 차이는 미국 사회와 한
국 사회의 사회적 맥락 차이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한국은 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도심지역 강력범죄
의 위험이 적다.5)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SUV와 안전을 
교통사고와 연관한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리하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SUV
와 안전이 연결되며 주요 토픽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그렇지만 SUV와 안전이 연결되는 사회적, 상
황적 맥락의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로부터 개인의 안전에 주목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의 SUV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T2는 커뮤니티 이용자들 간의 일상적인 대
화 내용을 포함하는 토픽이다. ‘사람’, ‘회사’, ‘이야기’와 
같은 단어들이 주요하게 등장하는 것에 따라 일상적인 
공간에서 SUV에 관련하여 벌어진 사건, 소문, 혹은 정보 
전달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보배드림 게시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약간 
수정하여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게시글의 원물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를 통해 게시글 작성자의 익명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Crime data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의 살인 범죄율(=살
인 범죄 발생 수/총인구*100,000)은 5.3으로 0.6인 한국에 비
해 약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s://dataunodc.un.org/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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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T13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토픽이다. 사고 사진을 찍거나, 주차장에서 혹은 주
차할 때 발생하는 충돌 사고를 신고하고 영상을 찍는 것
과 같이 SUV 차주가 겪었거나 SUV를 상대로 일어난 접
촉사고, 교통사고에 관한 담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
컨대, 차 사고가 난 경우 사후처리에 관한 조언을 부탁하
고자 하는 글(2012/12/20)이 T13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T11과 T12는 각각 고급 브랜드의 SUV 출시에 관한 
토픽과 국내외 SUV 시장에 관한 토픽이다. T11은 고급 
자동차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고급 라인의 SUV에 대한 
담화를 담고 있다. T12는 국내와 해외에서 판매되는 
SUV 및 SUV 시장 동향과 관련한 단어들이 주요하게 등
장하고 있다. 

T7과 T8은 SUV 구매 상담과 관련이 있는 토픽들이
다. 먼저, T7은 ‘차’, ‘생각’, ‘정도’, ‘구입’, ‘고민’ 등의 단
어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고민
한다는 주제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T8
은 ‘가격’, ‘세단’, ‘중형’ 등의 단어를 통해 다른 차종과 크
기별로 SUV의 가격을 비교한다거나 ‘수입’, ‘국산’과 같은 

단어를 통해 수입차를 구매할지 혹은 국산차를 구매할지 
등의 고민에 관한 토픽이다. 마지막으로, T3, T4, T5, 
T6, T9, T10, T14, 그리고 T15는 SUV의 기능적 측면
에 관한 토픽들이다. T3는 ‘디젤’, ‘가솔린’, ‘연비’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 SUV의 연료와 연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행’, ‘소음’, ‘타이어’ 등의 단어를 통해 주행 중 
소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토픽임을 알 수 있다. T4
의 주요 등장 단어는 ‘문제’, ‘부품’, ‘서비스’, ‘수리’와 같
은 단어들이며, 이는 SUV의 고장 수리 서비스에 관한 주
제임을 의미한다. T5는 ‘오프로드’, ‘에어백’, ‘적재’ 등의 
단어로 구성되며 SUV의 오프로드 주행과 적재에 관한 
토픽이다. T6은 ‘엔진’, ‘마력’, ‘성능’, ‘디자인’의 단어가 
주요 등장 단어라는 점에서 SUV의 엔진 성능과 외관 디
자인에 대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T9는 ‘승차감’, ‘느낌’
과 같은 단어를 통해 SUV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승차감
을 의미하는 토픽으로 보인다. T10은 ‘바퀴’, ‘자동변속
기’, ‘버튼’, ‘그릴’, ‘향상’ 등의 단어로 구성된 주제이며, 
SUV의 부속품과 부품의 개선과 관련된 토픽이다. T14는 
‘첨단’, ‘전자’, ‘기업’, ‘탄생’ 등의 단어를 통해 최근 활발
하게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과 같이 첨단 기술이 

Topic Number Topic Label Top Words
T1 Safety drive, safety, acceleration, speed, highway
T2 Life people, company, talk, actually, indeed
T3 Fuel efficiency & noise diesel, gas mileage, gasoline, drive, noise, tire
T4 Service vehicle, problem, parts, service, repair
T5 Off-road driving Ford, off-road, Land-Rover, airbag, capacity
T6 Design & performance engine, model, design, horsepower, performance, system
T7 Considering to buy car, inclination, degree, consider, purchase
T8 Considering the price price, sedan, imported, midsize, domestic, sport
T9 Ride quality ride quality, feeling, sport, family
T10 Auto parts load, wheel, an automatic transmission, buttons, radiator grill, improvement
T11 Luxury brands launch, brand, luxury, high quality, line, sports car
T12 SUV market sales, market, model, domestic, United States, Hyundai Motors, production
T13 Accidents picture, accident, crash, parking, parking lot, call, report, video
T14 Cutting-edge technology cutting-edge, business, electric, high-tech, appearance
T15 Vehicle interior space, interior, equipment, seat, power

Table 1. Topic Summary

Safety Consumption Market Community
Performance T3, T5, T6, T9, 

T10, T14, T15 Luxury brands T11 Life T2
T1 Service T4

Market T12 Accident-care T13Decision making T7, T8

Table 2. Topic categ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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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SUV의 등장에 관한 토픽으로 이해할 수 있다. 
T15는 ‘공간’, ‘실내’, ‘좌석’과 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졌다
는 점에서 SUV의 넓은 실내 공간과 좌석에 관한 주제이
다. 본 연구자들은 토픽별로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을 토
대로 각각의 토픽을 명명하였다. 그리고 토픽의 내용과 
SUV 소비에 관한 연구자들의 해석에 기반하여 자동차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SUV 담화에 잠재된 토픽을 Table 
2와 같이 분류하였다.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SUV 담론은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SUV와 안전에 관한 담론
이다. 특히, 고속주행과 사고 상황에서 보이는 안전이 
SUV와 관련한 주요 담론으로 형성되었다. 

둘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SUV의 소비에 관한 담론
을 형성하였다. 소비 차원은 성능, 서비스, 그리고 구매 
결정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자동차 커
뮤니티 회원들은 SUV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성
능에 대한 담화를 나누었다. 이들은 SUV의 엔진 성능, 
오프로드 주행력, 부품의 질, 첨단 기술의 탑재와 같은 기
술적인 측면에 관한 내용과 연비, 적재량, 승차감, 실내 
디자인 등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주제로 소통을 하였
다. 그리고 SUV의 고장시 기업에서 제공하는 수리 서비
스의 수준과 만족도에 관해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성능
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다른 차종과의 가격 및 
성능을 비교하면서 SUV 구매를 결정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SUV의 시장(market) 상
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고급 자동차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SUV(예를 들어 람보르기니 우루스, 롤스로이
스 컬리넌,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얼티밋 럭셔리, 벤틀리 
벤테이가 등)의 가격, 디자인, 성능에 관해 대화하며[31], 
국내외 자동차 시장의 동향에 관련한 정보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주
제가 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겪
은 사건이나 소문을 전달하면서 일상적인 대화 내용에 
담기는 주제들을 구성하였다. 또한, 운전자들이 대부분인 
자동차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한 사고 경험
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는 등의 주제도 특징적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토픽 내용과 분류를 통해 본 연구자들은 SUV
와 관련하여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구성한 담론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속에서 안전이 중요한 요소로 등
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LDA에서 
추출한 토픽의 시각화를 통해 각 토픽이 전체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토픽 간의 거리를 살펴보았다. 

4.2 토픽 모델의 시각화
본 연구자들은 LDA 토픽모델링으로 추출한 SUV 관

련 토픽의 분포와 크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pyLDAvis 라
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시각화하였다. LDAvis는 LDA가 
학습한 고차원의 토픽 벡터6)를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이용하여 2차원으로 차원 축
소하여 2차원 평면 위에 표현하는 패키지이며[32], 
pyLDAvis는 LDAvis를 python 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구축한 함수이다. LDAvis는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출력하는데, 토픽의 크기와 2차원 지도에서의 좌표를 왼
쪽 화면에 그리고 가중치인 λ 값(0≤λ≤1)에 기반한 각 
토픽의 주요 등장 단어와 그 빈도를 우측에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SUV 담론에서 추출된 토픽들의 크기
와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토픽 간 거리 지도에 주목하고 
‘안전’이라는 단어의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그 맥락을 이
해하고자 했다7). Fig. 3은 SUV 관련 커뮤니티 이용자들
의 게시글에 대한 LDA 토픽모델링의 결과를 2차원 평면
에 지도화(mapping)한 것이다. 각 원의 숫자는 앞서 
Table 1에서 토픽에 부여한 번호와 동일하다. 그리고 안
전 관련 토픽인 T1을 붉은색으로 마크하였다. 

먼저, 좌측에 표시된 토픽 간 거리 지도에 표현된 토픽
의 비중을 살펴보자. T7(구매 고민)과 T12(SUV 시장)이 
1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연구 대상인 
보배드림이 자동차 동호회이면서도 중고차 거래가 활발
한 커뮤니티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SUV를 구매
하기 위해 고민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게시글
을 작성하고, 국내외 SUV 시장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활
발히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는 T15(차량 실내), 
T8(가격 고민), T6(디자인 및 성능)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데 이 또한 앞서 말한 바와 유사하게 자동차를 구매
하기에 앞서 가격 비교와 실내외 디자인, 성능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획득하는 대화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T1(안전)은 2%~5% 사이의 비중을 차지하여서 
토픽 중 중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토픽 간 거리 지도에서 토픽의 분포를 중심으로 보면, 
T2(일상)와 T13(사고)의 경우 앞서 연구자들이 일상의 

6) 토픽 벡터는 P(w|t)이다. 즉, 토픽 t로부터 단어 w가 등장할 확
률을 의미한다. 

7) pyLDAvis의 전체 결과는 https://github.com/kparye/gette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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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isualization of LDA topic model py LDAvis

Fig. 4. Distribution of a word, ‘safety’ in LDA top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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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분류한 바와 유사하게 가까이 위치하였다. T1
(안전)을 비롯하여 차량 정비 관련 주제인 T4(서비스)를 
포함한 소비 관련 토픽들은 상대적으로 중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차원에 속하는 T11(고급 브랜드)과 
T12(SUV 시장)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다차원의 벡터를 2차원으로 축소하여 
표현하는 LDAvis의 특성상 하나의 기준으로 압축한 결
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이다. 예를 들어, 기차를 정
면에서 보면 기차의 전면부만 보며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기차를 옆에서 보면 그 길이를 체감할 수 있는 것과 유사
하다. 

즉, 다른 차원에서는 가까이 위치해 보이더라도 또 다
른 각도에서 보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토픽 간 거리 지도에 표현된 토픽의 거리로
만 토픽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토픽 
간의 거리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다
각도로 벡터 공간을 형상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Fig. 3의 우측에 나타나는 주요 단어들을 통
해 T1(안전)을 구성하는 단어의 집합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안전’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토픽에서 사용되는지
를 살펴보았다. Fig. 3은 λ가 1로 설정된 상태로 토픽별
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30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다8). ‘안전’은 T1(안전)의 최빈 단어 중 세 번째에 위치
하며, 등장하는 빈도 추세를 보면 평균적으로 매년 약 
500건 정도로 SUV 담론에서 중심 단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안전’이라는 단어가 토픽 모델에서 어떠한 
토픽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트릭스 
내에서 ‘안전’ 단어의 분포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는 Fig. 
4와 같다. ‘안전’은 대다수 T1(안전)에 집중적으로 분포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T6(디자인 및 성능)에 속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안전’은 SUV 차량의 성능에 
관한 맥락에서 등장하기도 하지만, 주로 SUV의 주행에
서의 안전이라는 맥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는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SUV 담론 속에 안전에 관한 담론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SUV의 안전 담론이 특히 주행 및 고속도로 주행에
서의 운전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 사
례를 중심으로 한 SUV 소비 증가 분석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SUV 소비 증
가는 개인들이 운전하며 느끼는 불안, 위험에 대한 대비 
수단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λ가 0에 가까울수록 토픽 간 배타적으로 사용된 단어들, 즉, 

독점적 단어들을 보여준다.

5. SUV 소비를 통해 안전을 추구하게 된 
이유

앞선 토픽모델링의 결과를 통해 SUV 담론 속에 안전
에 관한 담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운전자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에 대해서 질문할 여지가 있다. 토픽모델링의 결과에 따
르면 ‘범죄’나 ‘공포’와 연관된 단어는 SUV와 연관되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SUV 인기 요인을 
미국과 같이 증가하는 범죄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
가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과 관
련된 사안을 시계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의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아래 
Table 3에서 제시한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비교적 안전하지 않음+
매우 안전하지 않음)가 대략 48%에서 56% 정도 수준을 
보인다. 그리고 타인의 준법정신에 대한 평가 역시도 상
당히 부정적인데 이 수치의 경우는 대략 16.5%에서 30% 
사이를 보인다.9) 

우리가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교통사고 건수와 1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률의 최근 추이이다. 2010년부터 교
통사고 전체 건수는 미미하게나마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률 역시도 1/2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실질적인 교통사고 가능성과 사망에 대
한 위험성이 이처럼 줄어들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
히 교통사고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며 사고 시의 안전
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SUV에 관해 관심
이 있는 상황이다. 즉, 교통 사고율이나 사망률을 살펴보
면 실제 운전은 예전과 비교해 더 안전해졌음에도 불구
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도로 위 안전에 대해 의구심
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앞선 2장의 서술을 통해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SUV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
9) 흥미로운 사실은 ‘자신의 준법 수준’을 물었을 경우 “아주 잘 

지킨다”와 “비교적 잘 지킨다”라는 응답이 타인의 준법정신에 
대한 평가에 비해 대단히 후하다는 사실이다. 2012년의 경우 
이 비율은 65.3%였으며 2014년에는 67%로 약간 상승한다. 
준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인들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성향
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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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는 미국의 상
황과는 달리 범죄에 대한 공포로 인해 사람들이 SUV를 
구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경제적 불평등 증가와 사회적 
신뢰의 감소, 그리고 SUV 선호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타인의 준
법정신에 대한 평가,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 SUV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는 일정 부분 유사한 방향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타인의 준법정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하고, 동시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상황에서 SUV 차량의 시장 점유
율 역시도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렇듯 도
로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
각하며, 따라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사람들은 
이에 대응하여 (개인적인 수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대응
책’이 바로 SUV 인기의 원인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SUV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는 ‘험한 세상에서’ 오는 위험(특히 도로 위에서)을 
개인적인 수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위험의 개인화’의 
한 단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질서를 잘 지키는 ‘착
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와는 달리 준법정신이 
약하며, 그들은 교통질서도 잘 지키지 않으며, 따라서 도
로는 위험천만한 곳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타인의 준법정신에 대해 회
의적으로 되어가며, 실제 사고율과는 관계가 없이 교통사
고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안전에 대한 대
비책으로 SUV를 선호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그 근본적 원인으로 한국 사회에
서 점차 줄어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신뢰(trust in 

others)를 들 수 있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
(Society at a glance, 2016)”에 따르면 한국인의 타인
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조사대상국 35개 중 23위에 머물
고 있다. 위 Table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약간 믿을 수 있거나 매우 믿을 수 있다고 응답
한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72.2%에서 2018년의 경우 
69.2%로 감소하였다(2019년은 66.2%). 따라서 매년 일
정 부분 증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타인
에 대한 신뢰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타인에 대한 불신이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들에 
대해 ‘믿지 못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타인
은 서로 협력해야 할 대상이 아닌 잠재적인 적대자이거
나 나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간주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니계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
회적 신뢰는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이고(Fig. 1, Fig. 2 참
고), 이와 동시에 SUV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점차 타인을 믿을 수 없고, 따라서 도로 위에서도 다른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것이라 믿을 수 없어지는 상
황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좀 더 강인해 보이
고 사고 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갑옷’을 
장착하는 것이다. 실용성이나 적재공간과 같은 실질적인 
이점(물론 이 실질적인 이점이 과학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지만)은 차치하고서라도, 도로 위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든든한 외피로 몸을 감
싸는 것은 개인의 수준에서 볼 때는 합리적이다. 모든 사
람이 (도로 위에서) 타인을 믿지 못해 SUV라는 중무장을 
선택하게 된다면, 도로 위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중무장 상태로 동원된 SUV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Others do not 
obey the laws1

Fear of traffic 
accidents2

Traffic 
accidents3

Death toll by car accidents 
(per 10,000 cars) Social trust4 SUV market share5

2010 21.5 51.4 226,878 2.6 　 19.3(2011)
2012 26.3 51.2 223,656 2.4 72.2(2013) 21.8
2014 29.4 56.2 223,552 2 73.6 27.8
2016 20.9 50.4 220,917 1.7 65.9 33.8
2018 16.5 47.7 217,148 1.4 69.2 35.6

Source: 
1 2 ‘others do not obey the laws’, ‘fear of traffic accidents’: social survey done by Statistics Korea. 
3 traffic accidents and death toll by car accidents: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4 
4 Social trust: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1 
5 The values of SUV market share from 2011 to 2016 were cited from Jeon (Newspim, 2017/03/14) and we used the data of carisyou.com for 

2018. 

Table 3. SUV market share and safety-related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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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ow SUV Gains Popularity in South Korea

6. 결론 
그동안 SUV의 인기 요인에 대한 분석은 언론을 통해

서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제시되어 왔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안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 전
략 등이 SUV 인기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SUV라고 하는 더 안전해 보이는 자동
차를 선호하게 되는 숨겨진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즉, 
실제로 적재공간이 넓고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
다는 이유로 SUV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
는 범죄(인식)로부터의 불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준법정신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에 따른 사고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방편으
로 SUV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SUV 
담론 속에 안전에 관한 내용이 자리잡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 특히 주행 시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의미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 교통사고 확률이나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도로 위에서의 안전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는 것은 타인의 준법정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부정적 평가의 근저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있다. 사회적 
신뢰의 정도와 지니계수, 사회적 신뢰와 SUV의 시장 점
유율 증가세를 동시에 고려하면, 사회가 불평등해질수록 
타인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도
로 위에서의) 행동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주변 운전
자의 실수나 위험한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한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가능성을 방어하
기 위한 수단으로써 SUV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SUV 선호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 새”라
고 비유하였다. SUV 자체가 우리 사회에 불평등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불평등해지는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불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학술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던 

주제에 대해 일종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언론에서 제시하거나 일상적인 수준
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SUV의 인기 원인에 대해 반
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은 아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SUV를 선호하게 된 데에는 무수히 많은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것은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
에 대한 당연하지 않은 방식의 설명’이다. 2010년도부터 
갑작스럽게 불게 된 SUV 선호현상은 라이프스타일 혹은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 등에 의한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회가 더 불평등해지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들
의 행동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도로 위에서 더 많은 불
안을 느끼는 것이 SUV 선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를 통해 주장하는 바를 강화하기 위해서
는 자동차 소비와 선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안, 
그리고 사회적 신뢰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필수적이다. 
즉, SUV 구매자들이나 구매 의향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
상으로 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로서 
이와 같은 데이터의 수집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
라서 본 연구자들은 자료의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써 텍
스트 마이닝 및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불
평등과 SUV 선호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
었다. 추후 연구에서 SUV 소비자의 구매 이유, 사회적 
신뢰 수준, 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
고 분석한다면, SUV 소비의 사회적 메커니즘을 보다 심
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실제 
도로 위에서 사고 위험성이나 사망률이 대폭 개선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다른 운전자를 믿지 못하
여 ‘도로 위의 군비경쟁’에 뛰어드는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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