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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2019년 12월 말,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팬데믹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위기

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에서는 기존의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한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논제와 관심사항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소셜미디

어의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생각, 태도, 감정 등을 파악한다. 특히 정부의 대응에 관한 대중의 견해를

알기 위해 ‘정부 대응방향’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네이버를 통해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12일까지 수집되었다. 또한, 분석을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TF-IDF 키워드 추출과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8개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가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이슈 사항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당 분야에서의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정책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

황에 정부와 관련 기관이 국민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진다.

주제어: 코로나19, 텍스트마이닝, 블로그 빅데이터, TF-IDF 키워드 추출, LDA 토픽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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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

한 원인 미상의 폐렴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되

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유

행이 시작되었다.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 세

계적으로 8,147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와 약 180

만 명의 사망자가 나타나고, 지금도 그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타격, 달라진 일

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팬데믹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에서는 기존의 정책지원 효

과를 극대화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한 전방위적이

고 촘촘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사

태가 더욱 심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고, 추

후 새로운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대응

하기 위한 정부와 각계의 큰 관심이 촉구되는 바이다

(옥철, 2020).

시의적절한 정부정책과 위기 대응 방안 및 지원책

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논제가 부

각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의제와 관심사

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감염병 확

산 시기에 소셜미디어는 사회의 현상과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홍순구 외, 2020). 특히, 이새미 외(2020)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대중들의 주요 생각, 태도, 감정 등을 파

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설명한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상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의제설정에 활용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코로나19 관련 국내문헌으로, 김기탁

(2020)의 프로야구 관람문화 및 대중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키워드 분석 연구, 김상미(2020)의 온

라인 교육에 대한 이슈 및 주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토픽 모델링 연구 등이 있다. 하지만,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사회 전반적 범위 내에서의 국민들의 실

질적인 의견을 분석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의 반응과 요구사항을 파악

하기 위해 대응정책 변화에 따른 시기별 분석이 필요

하다. 하지만 국내 선행 연구들은 소셜미디어의 검색

량 또는 월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이 진행

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에

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셜미디어의 비정형 빅

데이터를 텍스트마이닝 분석방법을 통해 코로나19 관

련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적 전략 방안

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 변화에 

따라 6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주요 이슈를 파

악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 

해석을 추가하여 한국 사회에 걸맞는 팬데믹 관련 대

응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 개념적 배경

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2만 명에 달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전

염병 최고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포했다. 한

국은 2월 2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이에 대

한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심각 단계에서는 정부

에서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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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차단 및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한다(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지역사회로의 확산은 

사회적 수준에서 보건, 복지, 경제, 교육, 외교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

상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

산 방지와 감염예방을 위해 전 세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1단계), 지

역유행(1.5단계, 2단계), 전국유행(2.5단계, 3단계)으로 

크게 구분한다. 또한,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

다 세분화해 총 5개 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

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

제가 권고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제한되었

으며,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의 많은 부분에 제약

이 생긴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며 비대면･비접촉의 언택트(untact)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 사람들은 타인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사람들이 타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양

이 크게 늘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SNS를 이용하

는 비율이 45.7% 증가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비율은 24.2%가 증가했다(KBS, 

2020; 임현아 외, 2019).

이처럼 사람들은 언택트 시대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을 위해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온

라인 매체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심경과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개인의 일상

을 일기형식으로 소셜미디어 블로그에 기록한다. 특

히 한국의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87%로 세계 평균

(49%)의 약 1.8배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MC미디어,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

어 블로그의 비정형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와 관

련된 사회적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재난위기에 대응

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2.2. 문헌 연구

코로나19의 첫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논제 파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초점에 따라 1) 소셜미디어를 이

용해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중의 견해와 의견을 분석

한 연구, 2) 코로나19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과 보도프

레임을 분석한 연구, 3) 코로나19가 진행되며 시기별

로 주요하게 형성되는 이슈를 분석한 연구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한 연구는 코로나19가 여가생활

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Yu et al.(2020)

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트립

어드바이저(TripAdvisor)에서 나타난 관광 커뮤니케이

션의 주요 주제를 파악해 관광 위기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김기탁(2020)은 포스트코로

나 시대의 프로야구 관람문화를 예측하고 대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프로야구 팬들이 프로

야구에 관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을 조사

하고, 팬들의 행동, 인식, 패턴 그리고 요구사항을 분

석하였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한 연구는 뉴스미디어를 이용해 

코로나19에 관해 보도된 뉴스내용과 보도프레임을 분

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Aslam et al.(2020)은 코로나19 

관련 뉴스 헤드라인의 긍･부정 또는 중립의 감성결과

를 도출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보와 정서적 감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와 관

련한 중국의 매체 보도 방향과 내용을 탐색해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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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iu et al., 2020).

세 번째 범주에 속한 연구로는 코로나19 사태의 진

행상황을 시기별로 나누어 각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

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Damiano et al.(2020)은 

위험인식이론에 기반하여 미국의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 트위터 대화를 분석하여, 2월과 3월 시기에 따라 

위험, 비난, 분노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했다. Zhao et al.(2020)은 소셜미디어의 검색량에 따

라 시기를 구분하여 중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나타난 주요 사건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

행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중의 주요 관심

변화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됨에 따라 감

정의 수준이 부정에서 중립 그리고 긍정으로 변화하

는 양상을 파악했다. 김상미(2020)는 코로나19 시대의 

온라인 교육에 관해 보도된 국내 언론기사 키워드를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의 월별 교육현장의 주요 

이슈와 시기별 키워드 변화 동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코로나19 관련 이슈 분석에 관한 해외 연구

를 살펴보면 다양한 소셜미디어 분석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 하지만, 국내문헌 중 코로나19에 관한 한국

인의 실질적인 의견을 분석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

다.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

여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과 대응책 개발을 위해

서는 국민의 실질적인 의견을 분석한 연구가 필수적

이다. 또한,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는 시기의 구분에 

있어 소셜미디어의 검색량 또는 일별, 월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어 분석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부의 코로

나19의 대응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반응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필요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

부의 대응정책 변화에 따른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

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정부

의 정책변화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여 시기별로 국민의 

반응과 의견 및 생각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코로

나19 위기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확한 정책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후 감염

병 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절차

본 연구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을 대상으로 텍스

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시기별 관심사항과 주요 토픽을 파악한다. 윤명희

(2007)는 블로그와 같은 1인 커뮤니티를 개인중심의 

네트워킹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으로 정의한 

바 있다. 즉, 블로그는 개인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관

계를 형성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성격을 띠게 된

다. 따라서 블로그는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주제 및 방향

을 알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데이터 수집 대상인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는 소셜미디어 점유율 중 25.7%의 비율

을 차지하며 33.6%의 비율을 차지한 인스타그램 다음

으로 2위를 기록하였다(오픈서베이, 2020). 인스타그

램은 사진 업로드 중심 소셜미디어이며, 네이버 블로

그는 글 작성 중심의 소셜미디어인 특성에 따라 코로

나19와 관련된 언어적 정보를 활용하고자 네이버 블

로그를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으며, 크게 (1) 

데이터 수집, (2) 데이터 전처리, (3) 데이터 분석, (4) 

결과 해석 및 정책 전략 제안 단계로 구분된다. 구체

적으로, 코로나19에 관해 작성된 네이버 블로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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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수집하여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정제된 데

이터는 기간에 따라 6개의 시기로 분류한 후, 시기별

로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키워드 추출, 그리고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 분석이 진행됐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

합하여 해석 및 토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

나19와 관련하여 정부와 관련 기관을 위한 정책적 제

안을 하였다.

3.2.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본 연구를 위한 분석 대상 데이터는 코로나19 관련 

블로그 게시글 텍스트 데이터다. 분석기간은 코로나

19가 처음 WHO에 보고된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

년 12월 12일까지 총 348일이다. 전체 분석기간은 정

부가 코로나19 확산정도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인 ‘사

회적 거리두기’단계와 실질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

<그림 1> 연구절차

<표 1> 분석 대상 데이터 규모

시기 기간(일수) 구분 데이터 규모(개)

제1기 2019/12/31-2020/1/19 (20) 발생 초기 282

제2기 2020/1/20-2020/5/5 (107) 1차 대유행 59,450

제3기 2020/5/6-2020/8/15 (102) 안정기 60,337

제4기 2020/8/16-2020/10/11 (57) 2차 대유행 60,908

제5기 2020/10/12-2020/11/18 (38) 감소기 60,445

제6기 2020/11/19-2020/12/12 (24) 3차 대유행 60,777

합계 2019/12/31-2020/12/12 (348) 전체 기간 3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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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수를 기준으로 여섯 개의 시기로 나누어 분석을 진

행했다(<표 1> 참조).

제1기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로 중국 우한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된 시점부터 국내 코로나19 발

생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제2기는 ‘1차 대유행’이 나

타난 시기로,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시점부

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된 2020

년 5월 5일까지의 기간이다. 제3기는 확진자 수가 안

정된 ‘안정기’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 

기간이다. 제4기는 ‘2차 대유행’이 발생한 시기로, 사

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가 시행된 기간이다. 

제5기는 확진자 수가 감소한 ‘감소기’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기간이다. 마지막 제6

기는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3차 대유행’이 나

타난 시기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2단계와 

2.5단계로 강화된 기간이다.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검색어는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으로 선정하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한글 공식명칭을 ‘코로나19’

로 명명한 2월 12일을 기준으로, 그 전 시기에 소셜미

디어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명칭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된 단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우한폐렴’을 추

가 검색어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기반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의 게시글을 파이썬

(Python)을 이용한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활용하

여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분석에 사용하기 전

에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단계, 즉 (1)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데이터 제거, 

(2) 형태소 분석, (3) lemmatization, (4) 불용어 처리, (5) 

명사 및 형용사 추출 순으로 진행됐다. 전처리를 거쳐 

총 302,199개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이 분석에 활용

되었다. 

전처리 과정 중 첫째로, 분석에 사용될 데이터를 선

정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였으며, 그 기준은 

코로나19에 관해 개인의 의견이 작성된 블로그 데이

터다. 즉, 수집한 데이터에서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내용, 온라인 기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게시글, 광고 

및 홍보 또는 공지 성격을 띠는 데이터를 제거하였다. 

둘째, 형태소 분석을 위해 KoNLPy 패키지의 Mecab 한

글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였다. 셋째, 다른 형태를 가

지고 있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사전에 기반

하여 기본형 단어로 복원시켜 단어의 어근을 찾는 

lemmatization 작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힘들어’와 

‘힘들다’를 ‘힘든’으로 통일시켜주는 작업이다. 넷째,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것’, 

‘이때’, ‘관련’, ‘정도’ 등의 단어를 불용어 처리하였다. 

형태소 분석과 표제어 추출 그리고 불용어 처리는 반

복해서 진행하며 데이터 전처리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와 기타 문장부호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한 명사와 형용사를 추출하였다.

3.3. TF-IDF 키워드 추출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는 문서를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는 대표적

인 기법이다. 이는 단순히 문서 내 단어의 빈도를 기

반으로 키워드를 도출하는 단어빈도분석보다 더 정교

한 계산방식을 사용한다. 즉, 단어빈도분석은 문서 내

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일수록 중요한 단어로 계산하

는 방식이라면, TF-IDF 기법은 다른 문서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고 특정 문서 내에서 높은 비율로 등장할 

때 그 단어를 해당 문서의 주요 키워드로 도출하는 방

식이다. 특정 단어가 특정 문서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

일 때 그 단어의 TF-IDF 값이 높아지게 되고, 해당 문

서의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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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IDF 값은 각 단어의 가중치를 의미하며, TF(term 

frequency)와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 수치의 

곱을 통해 계산된다. 또한, 계산된 TF-IDF 값의 순위

로 키워드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게 

된다. TF는 단어빈도분석과 같이 특정 문서에서 특정 

단어의 등장빈도를 나타내며, IDF는 전체 문서의 수

를 특정 단어가 담긴 문서의 수로 나눈 후 로그를 취

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TF-IDF 가중치를 통해 코로

나19 관련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는 데 이용한다.

3.4. LDA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은 구조화되지 않은 문

서의 텍스트에서 단어들의 패턴을 찾는 비지도학습 

기반 계층적 확률모델 알고리즘으로, 단어들의 패턴

에 따라 문서의 주제, 곧 토픽을 추론한다(Blei & 

Lafferty, 2006). 즉, 토픽모델링은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토픽들을 찾기 위해 문서를 토픽의 확률적 집합

으로 표현하는 통계적 추론 기법이다(Blei et al., 2012; 

이정현 외 2020).

토픽모델링 알고리즘 중 가장 단순한 기법으로 널

리 사용되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문서가 

여러 개의 토픽으로 혼합되어 표현되고, 각 토픽이 단

어의 분포로 구성된다는 개념에 기초한다. 구체적으

로, LDA는 문서를 표현하는 잠재적인 토픽들과 단어

들이 토픽에 포함될 가능성을 디히클레 분포(Dirichlet 

distribution)에 기반하여 추정하고, 문서 내에 잠재된 

토픽의 단어들을 집합으로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다

(Blei et al., 2003).

LDA 토픽모델링에서 문서에 내재된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혼잡도 점수(perplexity 

score)와 일관성 점수(coherence score)를 활용한다. 혼

잡도 점수는 특정 확률모델이 실제로 관측되는 값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나타낸다. 즉, 잠재된 토픽이 

문서 내용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평가하는 지표

로 그 값이 낮을수록 토픽이 문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일관성 점수는 주제의 일관된 정

도를 측정한다. 즉, 토픽모델링이 잘 되어 있을수록 

해당 토픽 내에는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단어가 많이 

모이게 되어 주제의 일관성을 높이게 된다.

4. 데이터 분석 및 결과

4.1. TF-IDF 키워드 추출 결과

본 연구에서는 TF-IDF 키워드 추출을 통해 문서 내

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TF-IDF 값이 가장 큰 상위 30개의 핵심 키워드들과 가

중치 값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표 2>에 나타냈다.

각 시기별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제1기에는 전반

적으로 중국･폐렴･감염･우한･발생과 같이 코로나19 

발생에 관한 키워드가 많이 도출되었다. 이는 코로나

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후,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시기에는 도출

되지 않았지만 제1기에만 나타난 키워드로는 폐렴･신
종･우한･발생･증상･검사･나라･ 병원･정보･활동･예
방･확산･겨울･국내･모임이 있다. 이를 통해 제1기에

는 코로나19의 국제적 발생 상황과 코로나19의 증상 

및 예방 등 코로나19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현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2기에는 지역･대구･감염과 같은 국내 감염에 관

련한 키워드가 다수 도출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

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고 1차 대유행이 진행되면

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상황

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2기에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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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난 키워드로는 소독･대구･감사･정부가 있

다. 이는 대구에서 발생한 신천지 교회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과 연관된 키워드로 분석된다. 특히 ‘감사’ 

키워드는 1차 대유행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진의 헌신

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캠페인인 ‘덕분에 챌린지’가 

대국민 응원 캠페인으로 발전하면서 처음 등장한 것

으로 해석된다.

제3기에는 ‘교육’, ‘학교’, ‘온라인’과 같이 교육에 

관한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1차 대유행이 끝

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개학이 미뤄졌던 초･중･고
등학교가 순차적 개학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교육 

상황에 높은 관심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제3

기에 유일하게 나타난 키워드로는 생활･학교･신청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개학 연기 및 

온라인수업과 같이 변화한 학교생활과 직장인들에게

는 재택근무가 증가하며 바뀐 생활반경 등 많은 국민

<표 2> TF-IDF 주요 키워드 추출 결과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키워드 TF-IDF 키워드 TF-IDF 키워드 TF-IDF 키워드 TF-IDF 키워드 TF-IDF 키워드 TF-IDF

여행 11.31 마스크 1197.96 마스크 881.57 마스크 945.67 마스크 853.11 확진 1179.40

중국 11.21 확진 1093.28 아이 830.94 확진 932.39 확진 826.06 투자 913.57

폐렴 7.92 아이 897.13 확진 691.10 아이 817.69 아이 738.09 단계 866.33

건강 7.30 중국 694.62 교육 675.23 카페 755.98 교육 720.76 가족 778.09

감염 7.02 소독 662.72 여행 665.33 추석 717.72 시장 689.06 백신 764.44

환자 6.71 카페 638.88 시장 654.81 사회 708.64 백신 659.50 아이 727.71

미국 6.68 마음 636.37 카페 635.61 방역 681.12 투자 654.56 방역 710.25

서울 6.51 건강 624.22 지원 628.28 거리 658.02 미국 648.41 사회 707.02

한국 6.47 지역 624.19 수업 619.49 마음 642.95 사회 632.40 마스크 701.46

신종 6.32 상황 592.05 지역 611.15 수업 625.30 기업 629.07 시장 691.94

세계 5.79 운동 581.15 마음 593.16 지원 608.95 여행 616.52 거리 689.93

우한 5.69 한국 580.43 투자 572.77 시장 602.70 지역 611.15 주가 671.82

발생 5.64 사회 574.10 기업 567.03 건강 598.24 카페 608.92 입장 670.24

증상 5.34 대구 567.24 건강 562.44 여행 581.71 방역 604.89 카페 658.77

검사 5.22 방역 542.37 제품 561.16 교육 581.19 지원 593.88 마음 637.30

나라 4.87 지원 542.32 미국 558.90 운동 570.49 제품 580.64 교육 621.84

병원 4.75 감사 534.44 사회 557.76 상황 568.57 건강 579.59 상황 613.48

마스크 4.52 수업 530.70 한국 554.12 단계 559.94 한국 577.95 기업 607.04

정보 4.24 환자 530.69 상황 552.87 서울 555.52 관리 575.46 지역 596.51

활동 4.23 세계 524.89 경제 552.02 온라인 552.79 사업 574.07 건강 594.06

예방 4.18 시장 519.81 운동 540.48 친구 544.35 마음 566.89 제품 572.66

경제 4.05 감염 518.31 친구 532.40 지역 540.57 온라인 556.46 수업 571.49

확산 4.01 미국 515.53 생활 530.89 제품 531.40 단계 554.66 거리 두기 560.33

겨울 3.98 여행 509.89 방역 527.16 기업 512.01 거리 546.68 한국 559.23

거리 3.93 거리 505.58 사업 519.68 거리 두기 509.46 상황 543.45 미국 542.94

국내 3.86 친구 505.08 학교 519.44 한국 509.13 경제 532.06 친구 536.23

상황 3.83 정부 491.23 온라인 516.05 관리 504.35 서울 522.54 관리 532.21

모임 3.73 제품 488.70 관리 514.46 투자 499.31 수업 511.03 서울 531.00

해외 3.71 경제 485.05 신청 502.95 가족 496.26 상승 510.97 사업 525.37

확진 3.41 신종 468.12 세계 496.09 확산 492.41 활동 506.05 여행 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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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나타난 생활방식의 변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기에는 단계･거리･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사

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관련한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이로부터 2차 대유행이 진행되며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와 강화되는 방역수칙에 

대한 큰 관심을 알 수 있다. 특히 제4기에 유일하게 

나타난 키워드는 추석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가 

9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기간을 ‘추석 특별방

역 기간’으로 지정해 거리두기 등 방역을 강화함에 따

라 추석 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이슈로 부

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5기에는 백신･투자･상승과 같이 백신 관련 주식

에 대한 투자와 연관된 키워드가 다수 나타났으며, 제

5기에 유일하게 나타난 키워드는 상승으로 분석됐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

가 붙으면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주식이 투자 종

목으로 인기가 크게 상승한 사회적 현상과 연관이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6기에는 확진･투자･단계･백신･방역･
주가･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

신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도출

되었다. 제6기는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로 

3차 대유행이 나타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

계가 시행되었다. 한편, 여러 제약사의 백신 개발이 

성공하면서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시기이기

도 하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에 이목이 집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 LDA 토픽모델링 결과

제1기부터 제6기까지 시기별로 LDA 토픽모델링을 

진행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토픽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토픽수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토픽의 개수를 2개에서 10

개까지 모형화하여 나타나는 혼잡도 및 일관성 점수

를 기준으로, 제1기의 토픽수는 2개, 제2기부터 제6기

까지의 토픽수는 8개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

다. 각 토픽의 토픽명과 토픽에 대한 해석은 추출된 

키워드들의 의미와 키워드 간의 관계 및 키워드가 포

함된 원본 데이터 내용을 고려하여 3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최종합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제1기 LDA 토픽모델링 분석으로 도출된 두 가지의 

토픽 중 첫째는 ‘코로나19 개념 이해’는 핵심 키워드

로 중국･폐렴･감염･증상 등으로, 코로나19가 무엇인

지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나타낸다. 둘째, ‘코로나19 

상황 파악’은 핵심 키워드로 여행･중국･환자･감염 등

이 도출됨으로써 코로나19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 

코로나 사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낸다. 제2기

부터 제6기까지의 LDA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로 여덟 

개의 토픽을 도출하였으며, 2기의 토픽들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코로나19 상황 파악’은 핵심 키워드로 확

진･중국･감염 등이 도출됨으로써 코로나19가 세계적

으로 확산하는 현황과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

한 관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정신건강’은 핵심 

키워드로 마음･이야기･친구･걱정 등이 도출됨으로써 

코로나블루와 같은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를 의미한

다. 셋째, ‘식사문화’는 핵심 키워드로 카페･주문･식
당･방문 등이 도출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위험인식

이 높아짐에 따라 외식에 대한 우려와 변화하는 식사

문화를 나타낸다. 여기서 변화하는 식사문화는 코로

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수록 

카페와 식당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배달음식의 주문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넷째, ‘제한

된 야외 및 스포츠 활동’은 핵심 키워드로 운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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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마스크 등이 도출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위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외식에 대한 우려가 커진 현상

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마스크 대란’은 핵심 키워드

로 마스크･구매･가격･사이즈 등이 도출됨으로써 코

로나19 감염 예방의 필수 품으로 인식된 마스크 구매

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마스크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

지 못해 생긴 마스크 대란 상황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마스크에 대한 이슈가 크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긴급재난지원

금’은 핵심 키워드로 지원･신청･지역･재난 등이 도출

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

부가 지급하기 시작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 일곱째, ‘코로나19 예방’은 핵심 키

워드로 건강･소독･마스크･면역력 등이 도출됨으로써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키

기 위해 영양제를 복용하고 손씻기과 손소독제 사용 

등 위생을 준수하는 행동이다. 여덟째, ‘교육’은 핵심 

키워드로 수업･학원･학교･시험 등이 도출됨으로써 

코로나19로 변화한 교육환경을 의미한다.

제3기의 분석 결과, ‘여름휴가’, ‘글로벌 경제상황’,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등의 새로운 토픽들이 등장하

였다. ‘여름휴가’는 핵심 키워드로 여행･영화･제주･가
족 등이 도출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여름

휴가 풍경을 나타낸다. 또한, ‘글로벌 경제상황’은 핵

심 키워드로 기업･경제･미국･정책 등이 도출됨으로

써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전 세계적 경제 침체를 의

미한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 또한 새로운 주제로 등

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주식시장 및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영향으로 바이오와 제약 산

업의 주식이 폭등한 상황을 반영한다. ‘긴급재난지원

금 사용(외식)’은 핵심 키워드로 카드･지원금･재난･
식당 등이 도출되었으며 재난지원정책이 시행됨에 따

라 사용처로 외식업계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을 의

미한다. 

제4기의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의 주제는 ‘여름

휴가’로 제3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음

을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새롭게 등장한 토픽인 ‘취

업난’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핵심 키워드

로 온라인･면접･청년･취업 등이 도출되었다. 지속적

으로 악화되는 국내 경제 속에서 좁아진 채용시장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특히 제4기에는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및 2.5단

계로 격상되고 사회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면서 이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식사문화’, ‘사회적 거리두기’ 토픽이 새롭게 등장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주문･포장･배달･소독 등

의 키워드를 통해 외식에 대한 우려 및 변화하는 식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제5기의 분석 결과, ‘교육’ 토픽이 높은 비중을 차

지하며 교육･학교･온라인･수업 등의 키워드를 바탕

으로 학교의 등교 여부와 수능과 같은 시험에 대한 우

려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5기에는 건강, 교육 등 다양

한 분야에서의 걱정과 우려와 동시에 ‘여가문화’, ‘주

거공간’과 같은 토픽의 등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속

에서 새로운 문화가 발생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넷플릭스･인테리어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으

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사람들의 행동양

식이 변화하며 실내 여가 및 주거공간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나타낸다. 제6기의 분석 결과를 통해 ‘식사문

화’와 ‘여가문화’와 같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변화’와 ‘주식시장’과 같이 급변하는 경제에 대한 관

심이 지속적으로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6기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력하게 제재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토픽

이 4기에 이어 다시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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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블로그 텍스트 데이터를 시기별로 

LDA 토픽모델링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

하기위해 시기별로 중복된 토픽을 제외하고 총 24개

의 토픽을 도출하였다. 이후, 24개의 하위토픽들은 (1) 

코로나19 상황 파악, (2) 건강, (3) 여가문화, (4) 식사

문화, (5) 방역, (6) 경제위기, (7) 교육, (8) 포스트코로

나, 총 8개의 상위토픽으로 분류되었으며, 상위토픽 

분류에 대한 연구자 3명의 평가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는 0.91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대선’과 ‘부

동산시장’의 경우 코로나19 관련짓기 어려운 독립적

인 토픽으로 해석되어 특정 영역으로 분류하지 않았

으며 구체적인 분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이를 기반으로 상위토픽에 해당하는 주제가 언급된 

시기를 분석하여 <표 3>에 표기하였다. 상위토픽에 

해당하는 하위토픽들의 비중을 합산한 수치가 높을수

록 음영이 짙어지도록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기별

로 상위토픽의 비중을 비교하며 주요 논의사항을 파

악하였으며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발

<그림 2> LDA 토픽모델링 결과 토픽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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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현황’은 코로나19의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

하려는 모습을 의미한다. 해당 토픽은 제1기, 제2기, 

제3기, 즉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험의 지각(risk perception)에 있

어 다양한 위험 특성 중 두려움(dread)와 낯섦

(newness)이 가장 두드러진다는 사실(Slovic, 1987)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제4기 이후로 시간이 흐르

면서 익숙한 위험에 보다 둔감해지는 것이다.

둘째, ‘건강’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의 감염 예

방을 위한 신체건강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나타나

는 정신건강 스트레스를 관리하고자 하는 높은 관심

을 의미한다. ‘건강’ 토픽은 제2기에서 특히 높은 비중

을 보이며 제6기까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주제로 

신체 및 정신건강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및 의료

적 대응과 함께 개인의 수준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신체활동이 감소해 비만발생의 우

려가 높아지고, 사회활동 감소와 감염에 따른 불안감

으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증가하고 있다(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 2020). 또한, 서울시(2020)의 조사에 의하

면 코로나19로 인해 신체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5%, 정신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로 신체건강보다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관심

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여가문화’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변화한 휴

가와 여가생활을 의미하며, 여름 휴가철인 제3기와 제

4기에 특히 높은 비중을 보인다. 서울시(2020)의 조사

에 의하면 응답자의 32%가 코로나19로 인해 느끼는 

어려움 중 가장 힘든 점으로 ‘여가활동이나 여행’이라

고 응답한 바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개인의 

여가시간은 늘었지만, 여가공간 범위는 집 주변으로 

제한되었으며, 비대면으로 혼자 보내는 여가활동이 

대폭 증가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즉, 여가활동과 

여행의 제약이 정신건강 악화와 직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가활동과 여행 그리고 사회적 교류의 제한으로 사

람들이 고립감과 단절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LDA 토픽모델링 결과 종합 요약

No. 토픽명
시기

해석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1 코로나19 발생 현황 코로나19 발생 현황 정보 파악

2 건강
감염 예방을 위한 신체건강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정신건강 스트레스 관리

3 여가문화 코로나19 이후 휴가 및 여가생활의 변화

4 식사문화 코로나19 이후 식사문화의 변화

5 방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방역조치 및 개인 차원의 생활방역

6 경제위기 코로나19가 변화시킨 경제상황

7 교육 코로나19 이후 교육현장의 변화

8 포스트코로나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사회모습, 그 이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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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식사문화’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식사문화

를 의미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식사문화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기가 지날수록 해당 토픽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여럿이 모여 함께 먹

는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개인별 음식 먹기 문화로 

바뀌고 있으며 배달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2020)에 따르면 2020년 8월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의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83% 높아졌다. 방역수칙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음식을 

포장하고 배달시켜 먹는 인구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위생과 방역이 중요한 코로나19 시대인 만큼 

변화하는 식사문화에 많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방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

의 방역조치와 개인 차원의 생활방역을 의미한다. 코

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

정이 되고, 이에 따라 방역조치가 결정된다. 현재 정

부에서는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한 주에서 두 주 정

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

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

서 자주 변화하는 방역조치에 대해 높은 관심이 나타

나고 있다. 특히 일부 영역의 방역조치에 있어 세부적

인 기준이 정확히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혼란이 나

타나며 이에 대한 논란과 논의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 수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

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과 관심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건강보

험(2020)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기, 폐렴 등 

호흡기 감염 환자 수가 전년 대비 51.9% 감소했다. 이

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실천 등 개인 수준에서 생활

방역이 잘 지켜진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의 방역조치와 개인의 생활방역과 관련한 이슈가 많

이 논의되고 있다.

여섯째, ‘경제위기’는 코로나19가 변화시킨 경제상

황을 의미한다. ‘경제위기’ 토픽은 제2기부터 제6기까

지 공통적으로 도출되면서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높

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공급과 

수요의 양 측면에서 경제 성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박

성욱, 2020; 도보람 외, 2021). 공급 측면에서는 감염병 

발생 국가의 생산활동이 차질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차질은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시켜 감염병 확산이 

심하지 않은 교역상대국의 공급마저 위축시킨다(박성

욱, 2020).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과 자영업자는 공급

망의 훼손으로 위기를 겪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개인

의 경제활동에 큰 타격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인원을 감축하

거나 채용을 취소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결론적

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경제 위축과 고용충격 

등으로 개인의 경제적 삶에 큰 불확실성을 불러일으

키고 있는 만큼, 경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곱째, ‘교육’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변화하는 교

육환경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토픽 비중

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기에 거쳐 꾸준히 이

슈가 되고 있는 토픽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

생하면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개학이 연기되

고 사상 최초로 온라인 개학이 실시됐다. 공교육뿐 아

니라 사교육시장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교

육연구원(2020)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사교

육 시간이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

인 등교에 한계를 느끼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덟째, ‘포스트코로나’는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사

회의 모습과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의미한다. 특히 제

5기와 제6기에서 도출된 토픽인 ‘인테리어 붐’과 ‘주

거공간’이 이러한 포스트코로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해당 시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표를 통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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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

택근무와 온라인 등교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

이 길어지면서, 집이 단순히 주거공간을 넘어 휴식･문
화･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 내부에 일상공간을 꾸미는 인테리어 붐이 나타나

고 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 홈

오피스를 구현하고, 방역조치로 카페를 가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집에 홈카페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다. 더

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도입한 많은 기업

들이 이에 대한 효율성을 경험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에도 재택근무를 채택하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주거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5. 토의 및 시사점

5.1. 연구 결과 토의 및 제안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이슈들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한 

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코로나19

로 인해 변화한 교육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높은 관심

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관련 해외 연

구에서 또한 불안한 온라인 접속과 수업 내용 부실에 

대한 불만 등 공교육의 온라인 수업 문제점이 제기되

고 있다(M. P. Murphy, 2020). 또한, 온라인 등교 및 수

업에 대한 한계를 느끼며 온라인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온라

인 사교육 의존율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교육격차로 

이어져 교육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

다(L. W. Van, Z. Parolin., 2020).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

교육의 온라인 수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콘텐츠를 충

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둘째, 감염예방과 신체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

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외부활동이 현저히 줄고 있다. 

이는 신체활동 부족을 일으켜 결국에는 면역력 감소

를 나타나게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

는 데 면역력의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대중 또한 이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역

력’과 관련하여 영양제･식품･섭취가 연관 키워드로 

나타나면서 면역력을 키우고자 하는 다각도의 관심이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전반적인 운동 문화에도 큰 변

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는 국민의 감염 예방과 신체건강에 대해 관심을 집중

할 필요가 있다(권오정, 2020). 구체적으로, 개인의 차

원에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구상하

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를 유

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걷

기’ 운동을 장려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과 같은 운동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고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

부는 국민의 신체 활동량 증진과 더불어 면역력을 높

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것이 권장된다.

셋째, 감염병에 대한 신체건강에 관한 우려뿐 아니

라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가 불러온 재택근무 및 온라인 개학, 사회활동 감소, 

고용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

란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코로

나19로 인해 제한되는 여가생활로 스트레스 해소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코로나 우울 극복과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방역 관리 체계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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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담전화와 휴식 및 치

유 프로그램, 우울 자가진단 앱, 검사 및 치료 대책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장이 필수적이다. 또

한, 국민의 ‘정신건강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민간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가생활에 많은 제

약이 생겼으며, 이는 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가문화와 관련해서 여행과 영화 키워드

가 도출됨으로써 대중이 여행을 가지 못하고, 영화관 

입장 제한에 따른 정신적 피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에 따라 여행과 영화 소비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배영임, 신혜리(2020)는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에서의 AR 및 VR 기술 활

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정된 여가문화의 범주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한 유적지와 여행 관광지 방문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삶인 포스트코로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사

회의 다양한 모습들이 코로나 이후의 삶에 크게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는 디지

털 기반 사회로의 가속화 모멘텀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대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대폭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를 활용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리드하는 기회를 확

보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

다. 또한, 증가하는 재택근무와 온라인 등교로 인해 

주거공간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경험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재택근무를 채택할 것으로 예

상되며, 주거공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 기능과 더불어 휴식 및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주거공간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거시설 시스템의 확대를 고려해 부동산 제도

를 정비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5.2.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나타나며 이를 보

완한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의 작성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20, 

30대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은 분석이 

용이하나 상대적으로 소셜미디어 활동량이 적은 노년

층 및 비참여자들의 행태는 확인하지 못했다. 데이터 

작성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추가로 조사하여 연령

별 및 성별에 따른 추가 분석을 진행한다면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해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더 구체

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감염병 대응 정책수립에 있어 더 세밀하고 체

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코로나19와 관련한 논의 주제는 감염병 발생

의 특성상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역

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

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을 구분한 공간

적 특성과 시기를 구분한 시간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

하여 분석을 진행한다면,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나타

나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감염병이 시공간으로 확산하는 정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어려움과 위기를 미리 예측해 

이를 대비한 대응책을 구상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

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에 이어 감성분석을 

추가로 실시한다면 사람들이 논의하는 주요 토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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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성수준을 파악하여 해당 토픽에 대한 관심정

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

는 기존의 정부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더불어 

감성수준을 확인하여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데 적합

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 개발 시 분야

별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어 정책 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5.3. 학술적･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관한 한국인의 관심사항과 의견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는 시기별 코로

나19 주요 이슈 분석과 관련하여 언론보도만을 분석

하였으며(김상미, 2020), 언론매체는 국민의 실질적인 

의견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코로나19와 같

은 위기상황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응책

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TF-IDF 키워드 추출

과 LDA 토픽모델링과 같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고 복합적으로 해석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인의 실질적인 의견과 반응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김상미, 2020; 김

기탁, 2020)와 달리 코로나19에 관해 특정 분야에 한

정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주요 

토픽을 도출한 것에 그 학술적 의의가 있다. 즉, 감염

병과 같은 위기상황에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아울러 

사람들의 논의사항을 파악해 분야별로 나타나는 주요 

주제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관

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의 

대응방향’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어 분석을 진행했

다. 기존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의 검색량 또는 일별, 

월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해 연구를 진행했다(박주

현, 2020; 이종수, 2020). 하지만, 본 연구는 정부의 감

염병 대응정책 변화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반응과 견해

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

로나19가 발생하고 약 1년 간 형성된 사회적 여론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을 제안했다. 즉,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가는 국민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 점에 실

무적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분석과 해석을 통해 제안한 

정책 전략은 추후 감염병 발생과 같은 사회재난 등의 

위험 발생에 직면하여 사회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

부와 기관의 정책 수립과 이행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

시한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국민

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정확한 대응책을 개발하기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6.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인이 갖고 있

는 주요 의견, 태도, 감정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 한국 정부와 관

련 기관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필요와 요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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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전략방안을 제시하

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정부의 대응정책 변화에 따

른 국민의 실질적인 의견을 분석하고자 시기의 구분

에 있어 정부의 정책방향을 기준으로 시기를 분류하

여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인의 견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블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진행했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는 

TF-IDF 키워드 추출과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했으

며 각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하였다. 특히 

TF-IDF 키워드 추출을 통해 도출한 주요 키워드를 기

반으로 코로나19 관련 시기별 반응에 대하여 파악하

였다. 최종적으로 LDA 토픽모델링 결과를 통해 시기

별로 나타난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고, 토픽모델링 결

과의 해석에는 TF-IDF 키워드 추출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하였다.

LDA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최종 스물네 개의 하위

토픽과 여덟 개의 상위토픽이 도출되었으며, 상위토

픽은 (1) 코로나19 상황 파악, (2) 건강, (3) 여가문화, 

(4) 식사문화, (5) 방역, (6) 경제위기, (7) 교육, (8) 포트

스코로나와 같다. 분석 결과와 해석을 기반으로 코로

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과 

대응책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감염병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

비해 사회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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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alysis of Major COVID-19 Issues Using 

Unstructured Big Data

 1)

Jinsol Kim*, Donghoon Shin**, Heewoong Kim***

As of late December 2019, the spread of COVID-19 pandemic began which put the entire world in panic.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and minimize any subsequent damage, the government as well as its affiliated institutions must maximize 
effects of pre-existing policy support and introduce a holistic response plan that can reflect this changing situation- which 
is why it is crucial to analyze social topics and people’s interests. This study investigates people’s major thoughts, attitudes 
and topics surrounding COVID-19 pandemic through the use of social media and big data. In order to collect public opinion, 
this study segmented time period according to government countermeasures. All data were collected through NAVER blog 
from 31 December 2019 to 12 December 2020. This research applied TF-IDF keyword extraction and LDA topic modeling 
as text-mining techniques. As a result, eight major issues related to COVID-19 have been derived, and based on these 
keywords, this research presented policy strategi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ovides a baseline data for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in providing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hat can satisfy needs of people in the midst of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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