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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제역으로 인하여 국내 축산업계  련 산업분야는 매년 막 한 피해를 입고 있다. 구제역과 

련한 다양한 학술  연구들이 재 진행되고는 있으나, 구제역의 발병에 따른 사회  효과에 한 

공학  분석 연구는 매우 제한 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제역에 한 일반 시민들의 감성  반응을 텍

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체계 인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먼 , 트

터에 게시된 트윗  구제역과 련된 데이터를 수집한 후, 감성사 을 기반으로 극성탐지 과정을 거

친다. 둘째, 토픽 모델링의 표 인 기법  하나인 LDA를 활용하여 트윗으로 부터 키워드들을 추출

하고, 추출된 키워드들로부터 극성별 동시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셋째, 키워드 네트워크을 

통해 각 구간별 구제역의 사회  효과를 분석한다. 사례 분석으로써,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

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한 일반 시민들의 감성  변화를 분석하 다.

1. 서론

  매년 발병하는 구제역은 축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소

비자들  사회 반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 특히,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은 국 으로 확산되어 총 피해액

이 3조원이 넘는 막 한 피해가 발생하 다[1]. 

  최근 정부의 주도하에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 질병에 

한 공공 데이터의 수집과 동시에 가축 염병의 확산방지

를 한 학술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이다. 를 들

어, 가축질병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분석을 수행한 연구[2],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조류독감의 를 측하는 연구[3], 그리고 

온라인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4] 등의 연구

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 데이터와 같은 정형  

데이터나 온라인 뉴스 데이터만으로는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 농가  시민들이 느끼는 진솔한 감성  문제를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같은 온라인 매체는 정형화된 공공 데이터베이

스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사회  이슈들이 신속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문제에 한 일반 시민들의 진솔

한 감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표  SNS인 트 터(Twitter)를 상

으로 토픽 모델링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구제역으

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개인  감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 , 트 터에 게시된 트윗(Tweet) 에서 구제역과 련

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과정과 극성( 정 는 부

정)탐지 과정을 거친다. 이후, 토픽 모델링의 표 인 기

법  하나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활용하

여 키워드들을 추출하고, 동시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

성한다. 마지막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극성별, 구제

역의 험구간별 사회  효과를 분석한다. 사례 분석

으로써,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감성  변화를 분석한다. 

2.  키워드 네트워크를 이용한 구제역의 감성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키워드 네트워크 기반의 감성 분

석 시스템은 크게 데이터 수집 모듈, 처리 모듈, 극성탐

지 모듈, 네트워크 분석 모듈로 구성되며,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키워드 네트워크 기반의 구제역 감성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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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데이터 수집 모듈

  데이터 수집 모듈에서는 크롤러(crawler)를 이용하여 트

터에서 ‘구제역’이 포함된 트윗만을 수집한다. 데이터 수

집 시, 시간 변화에 따른 분석 등 다양한 분석을 하여 

트윗의 게재 시간  내용을 함께 수집한다.

2.2 처리 모듈

  처리 모듈에서는 정제된 결과 도출을 해 트윗의 불

용어 제거,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 불용어 제거 과정에

서는 선택된 트윗에 포함된 불용어와 @트윗, #태그, URL, 

고 등을 제거한다. 한, 트윗을 분석 가능한 단 로 만

들기 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

2.3 극성탐지 모듈

  해당 사건에 한 정 는 부정 인 의견 여부를 

단하기 하여, 극성탐지 모듈에서는 감성사 을 이용하여 

해당 트윗의 극성( 정, 부정, 립)을 단한다. 감성사

이란 정 이거나 부정 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사 이다. 극성 단은 트윗이 포함하고 있는 

정 단어 수, 부정 단어 수에 의해 결정되며, 트윗이 포함

하고 있는 단어들을 감성사 과 비교한 후 극성 탐지 수

식에 입하여 결과 값이 음수이면 부정, 양수이면 정, 

0이면 립으로 단한다. 극성탐지 수식은 식 1과 같다

[6].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성사 은 ‘KOSAC’에서 제공하

는 사 을 기반으로 구제역과 련된 명확한 ·부정 표

 단어들을 추가하여 사용하 다.

     


  긍정  부정단어수     (식 1)

2.4 네트워크 분석 모듈

  네트워크 분석 모듈에서는 극성별 키워드들의 계를 

통한 효과 분석을 해 먼 , 극성탐지 모듈에서 결정

된 ‘ 정’, ‘부정’에 해당하는 트윗을 상으로 각각 토픽 

모델링 방법  하나인 LDA를 사용하여 키워드들을 추출

한다. 다음으로 추출된 키워드를 활용하여 동시출  키워

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구제역으로 인한 시기별, 극성별 

효과들을 분석한다. 동시출  키워드 네트워크는 키워

드가 해당 트윗에 출 한 횟수를 나타내는 문서-키워드 

행렬(document-keyword matrix)을 키워드간의 인  행렬

(adjacency matrix)로 변환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구성한

다. 동시출  키워드 네트워크의 노드(node)의 크기는 키

워드의 출  빈도를 나타내고, 엣지(edge)의 두께는 키워

드간의 동시출  빈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두 키워드의 동

시출  빈도가 높을수록 두 키워드의 연 성이 높음을 의

미한다.

3. 실험  분석 결과

3.1 실험 설계

  본 실험에서는 트 터에 ‘구제역’ 키워드를 포함하는 게

시 을 수집하 으며, 수집 기간은 국내에서 구제역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의 ·후 기간인 2010년 7월

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설정하 다. 형태소 분석은 트

터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 고, 불

용어 제거  토픽 모델링은 통계 로그램 R의 KoNLP 

패키지와 topicmodels 패키지를 사용하 다. 한, 네트워

크 시각화  분석 패키지인 igraph 패키지를 사용하여 

‘구제역’ 키워드를 심으로 성형(star) 구조의 동시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그림 2와 같이 정부의 구

제역 기경보단계를 기 으로 구제역 발생 시기를 세 구

간(‘발생 기’, ‘심각기’, ‘종식 이후’)으로 구분하고, 각 구

간에서의 ·부정에 해당하는 효과를 키워드 네트워

크를 통해 분석하도록 설계하 다.

  트윗 데이터 수집 결과, 해당 기간에 복된 트윗들을 

제거하고 약 13만 건의 트윗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립

성을 띠는 데이터를 제외한 9만 여건의 데이터의 극성이 

탐지되었다(그림 2 참조).

(그림 2) ‘구제역’ 키워드를 포함하는 트윗의 극성 추이 

3.2 실험 결과 분석

3.2.1 구제역 발생 기구간

  구제역 발생 기 구간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먼 , 그림 3 (a)에 의하면 기 정 네트

워크에서는 ‘백신’, ‘ 종’, ‘방역’ 등과 같은 구제역 발생과 

확산에 련하여 방역  백신 종에 한 정 인 인

식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고기와 

련해서 ‘괜찮다’, ‘상 없다’ 와 같은 키워드의 등장은 구

제역 발생 기 구간임을 감안했을 때, 사람들이 구제역에 

한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으로 악된다. 반면, 

기 부정 네트워크는 그림 3 (b)와 같으며, 발생 기 구

제역의 ‘확산’에 한 부정  키워드들이 강하게 등장한다.  

한, ‘행사’, ‘취소’ 등과 같은 키워드들의 등장은 구제역 

발생으로 갑작스럽게 행사가 취소된 것과 련한 시민들

의 실망감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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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 키워드 네트워크 

(b) 부정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3) 구제역 발생 기의 키워드 네트워크

(a) 정 키워드 네트워크

(b) 부정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4) 구제역 발생 심각기의 키워드 네트워크

3.2.2 구제역 심각기 구간

  구제역 발생 심각기 구간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는 그림 4와 같다. 먼 , 심각기 정 네트워크는 그림 4 

(a)와 같으며, 심각기에서는 기와 마찬가지로 ‘백신’, ‘

종’, ‘방역’, ‘지원’ 등과 같은 방역  확산 방지에 한 키

워드들이 주로 나타난다. 한편, 고기에 한 키워드는 ‘맛

있다’와 같이 고기의 맛에 한 정 인 반응은 기와 

비교해 비슷하지만, ‘괜찮다’, ‘상 없다’와 같은 키워드들

은 사라지고 부정 네트워크(그림 4 (b))에서 ‘가격’, ‘비싸

다’와 같은 고기의 가격에 한 부정  키워드들의 등장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각기 부정 네트워크에서는 ‘구제

역’과 ‘정부’라는 키워드가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정

부’와 연결되어 있는 ‘ 응’, ‘ 처’, ‘실패’, ‘문제’라는 키워

드들로부터, 구제역이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들이 정부의 

구제역에 한 응  처에 강한 감성  불만과 불신

을 느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2.3 구제역 종식 이후 구간

  구제역 종식 이후 구간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먼 , 종식 이후 정 네트워크는 그림 5 

(a)와 같으며, ‘보상 ’이라는 키워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제역 이후 정부에서 피해 농민

들에 한 보상  지  정책과 련하여 정 으로 생각

하는 것을 ‘보상 ’, ‘농민’, ‘지 ’, ‘장 ’과 같은 키워드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종식 이후 부

정 네트워크는 그림 5 (b)와 같다. ‘침출수’, ‘매몰’과 같은 

키워드들이 ‘구제역’과 강한 연결을 보이고 있다. 한 ‘장

마’, ‘유출’, ‘오염’ 등의 키워드가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보

아, 장마철 가축의 매몰로 인한 오염으로 발생하는 침출수

의 피해 문제가 구제역 종식 이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

려의 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사회  이슈들에 즉각 으로 반

응하는 표  SNS인 트 터를 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활용하여 구제역이 사람들에게 실질 으로 어떤 

감정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 다. 구제역 발생 시기

를 ‘발생 기’, ‘심각기’, ‘종식 이후’로 구분하고, 각 구간

에서의 극성에 따른 효과들을 동시출  키워드 네트

워크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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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정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5) 구제역 종식 이후의 키워드 네트워크

(a) 정 키워드 네트워크

간에 걸쳐 구제역 방  처에 한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구제역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의 정 인 의견을 엿볼 수 있었다. 한, 구제역 확산 

 정부 응에 한 강한 불만과 가축 매몰로 인한 침출

수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이자 부정  측면으

로 다가옴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구제역의 발생 기부터 심각기를 거치면서 

종식 이후까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진솔한 감성  변화

를 트윗을 통하여 공학 으로 추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추후 보다 다양한 건설  차원의 후속 연구들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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