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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

gence) 으로 주목 받고 있는 블록체인은 4차 산
업혁명을 이끌게 될 핵심기반 기술로 주목을 받
고 있다. 세계지식포럼(WKF, World Knowledge 

Forum)에서 블록체인이 상용화되면 금융뿐 아니
라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
이라고 글로벌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비트코인에서 금융기관 등 중앙의 권위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P2P 온라인 거래를 달성하
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최초로 개발되었는데, 

중앙 서버가 없는 개인 간의 P2P 온라인 결제는 
토큰이라 불리는 디지털 화폐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이체한다는 송금 메시지가 다른 모든 
참여자들에게 발송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가장 활발하게 적용
되는 분야는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투자라 볼 수 
있다. ICO(가상화폐공개) 시장은 가장 큰 혁신이
다.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도 그 투자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산업의 패러
다임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상화

폐는 거품이 아니며, 희소성과 잠재성이 있는 만
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가 일반 대중들의 재테크 수단으
로 활용되고 있지만, 실물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
폐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양한 위험성에 대한 걱
정도 동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SNS 상의 
사용자의 메시지를 분석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자 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에는 소셜 매트릭스 사
이트를 활용하였다.

II. 본  론

이에 본고에서는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을 대상
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간은 2018년 
4월 16일-5월16일까지의 메시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상화폐를 키워드로 하여 연관어 검색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가상화폐를 키워드로 하여 감정분석 결과 긍정
적 여론 보다는 부정적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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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ABSTRACT

While the investment on virtual currency is becoming a way of individual financial-tech, this research is to 

analysis big-data on virtual currency. The analysis is to focus on big-data in the SNS such as blogs and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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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상화폐 연관어 검색.

그림 2. 가상화폐에 대한 감성분석.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 감성분석 키워드는 전
반적으로 가상화폐의 상승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 
들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그림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4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으로 불법, 걱정, 불신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은 
탐색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키워드로 하여 감정분석 결과 가상
화폐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와 유사하게 
긍정적 여론 보다는 부정적 여론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그림 5에서 제시하였으
며, 그림 6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감성분
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7에서는 부정적 
감성결과 연관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연관어.

그림 4.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 연관어.

그림 5. 비트코인에 대한 감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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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 연관어.

그림 7.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 연관어.

III. 결과 및 시사점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SNS상의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메
시지를 분석한 결과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 메
시지 보다는 부정적 메시지가 더욱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비트코
인에 대한 연관검색어와 감정분석 추이는 가상화
폐를 사용했을 때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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