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 19시기의 원격 교육 동향 분석   193

뉴스빅데이터를활용한코로나 19시기의원격교육동향분석
26)

이영호*․구덕회**

서울영도초등학교*․서울교육대학교**

요약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다른 모든 면에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19 전파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는 장기간의 가정 돌봄 및

원격 학습 체제에 들어갔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진행된 원격 학습 실험은 대면 교육을 원격 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격 수업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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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의 기사, 2,600개를 수집하였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키워드 트렌드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 감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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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3월 11일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는 COVID-19로 인한 상황을 범유행전염

병(Pandemic)으로 선언하였다.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다른 모든 면에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는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1]. 코로나 19 전파를 막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

서는 교육 기관 셧다운을 선포하였고, 장기화 조짐이 보

이자 3월 중순경부터 장기간의 가정 돌봄 및 원격 학습

체제에 들어갔다. 국내의 이러한 조치는 해외 주요 국가

드이 학교를 폐쇄하거나 원격교육을 시행하는 것과 유

사하다[2]. 전 세계의 학생 인구의 약 98.5%에 해당하는

199개국 17억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습 환경과 교육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3]. 하지만 많은 나라

에서 진행된 원격 학습 실험은 대면 교육을 원격 학습

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

고 이러한 나라에서 교육적 결손과 교육 격차 확대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론 보

도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 19 시기의 원격 수업 대한

여론, 사회 인식, 현장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 토픽모델링, 의미연결망, 감정 분석 기법을 사용

하여 언론에서 제시된 코로나 19 상황의 원격 수업에

대해 분석한다.

2. 코로나 19 시기의 원격 교육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해 2020년 3월 신학기 개학이 연기되

었다. 그 이후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교육부는 4차에

걸친 학교 휴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2020년 4월 9일 고

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학교급별, 학

년별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다. 각 초·

중·고는 다양한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여 원격 교육 방

식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다[5]. 하지만 원격 수업으

로 인한 돌봄의 문제, 그리고 교육적 결손과 교육 격차

확대에 따라 이후 교육부에서는 2020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등교, 원

격 수업 기준을 정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학교내 2/3 밀집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1/3 밀집도, 3단계에서는 원격수업 도는 휴업의 기준을

정하였다. 이후 2021학년도 1학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일 때 초등 1, 2학년과 고3 학생들은 매일 등

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1학년도 2학기에는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맞춰 학생들의 등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3.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분석한 언론매체는 2021년 7월 1일 기준

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등록된 한국 언론매체로서, 언

론사의 특정 정치적 성향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 인쇄매체 10개, 중앙 방송매

체 4개 등 총 14개 매체를 선정하였다. 중앙 인쇄매체는

한국 ABC협회의 부수 인증을 받은 매체 중 상위 11개

매체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문화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내일

신문이며, 중앙 방송매체는 국내 지상파 방송 3사인

KBS, MBC, SBS, 그리고 연합뉴스(YTN)이다.

분석자료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였

다. 분석기간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19 발생 상황이

최초로 국내에서 보도된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7월 15까지이다. 검색어는 원격교육, 원격수업을 포함하

였다.

3.2. 자료 분석 방법

연구를 위해 적용한 분석 방법은 토픽모델링과 감정

분석이다. 토픽 모델링은 특정한 텍스트의 집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토픽을 구분하는 기법으로, 각각의

텍스트를 대표하는 주제 범주로 구분하여 분류해주는

작업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6]. 감정 분석은 감정

사전 데이터를 사용하여 감정을 나타낸 단어와 감정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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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키워트 트렌드 분석

원격 수업에 대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빅카인즈 분석

서비스를 통해 추출한 뉴스 기사는 총 기사를 검색한

결과 총 2,600건이다. 다음 (fig. 1)은 빅카인즈를 통해

추출한 ‘원격 수업’ 관련 뉴스 기사의 월별 보도 트렌드

그래프이다.

(Fig. 1) Results of keyword trend analysis

가장 많은 기사가 나온 시기는 2020년 5월(357건)과

4월(294건) 순이다. 초등학교 4~6학년은 2020년 4월 16

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1~3학년

은 2020년 4월 20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다. 이

에 따라 2020년 4월과 5월은 원격 수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였으며, 수업의 방법, 효과성, 우려

되는 사항에 대한 다양한 기사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토픽모델링 분석

토픽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토픽

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토픽의 수를 2개에서 20개로 변

경하면서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6개의

토픽을 추출했을 때 주요 키워드의 중복이 최소화되고

범주별로 해석이 용이하게 분류되었다.

(Fig. 2) Results of topic modeling analysis classified into
6 categories

첫 번째 토픽의 주요 키워드는 교육, 부총리, 수업, 서

울, 원격, 등교, 단계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 토픽은 교

육부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의 원격

수업 지침의 변화에 대한 토픽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토픽의 주요 키워드는 수업, 원격, 유치원, 중학교, 고등

학교 등이다. 이는 초등학교와 함께 유초중등 교육에서

의 원격 수업의 전체적인 동향에 대한 토픽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토픽의 주요 키워드는 온라인, 서울,

실시간, 쌍방향 등이다. 이는 원격 수업의 방법적인 측

면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관련된 토픽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토픽의 주요 키워드는 학부모, 학생, 아

이, 관계, 선생님으로 원격 수업에서의 학부모와 학생의

관계와 관련된 토픽으로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토픽의

주요 키워드는 고등학교, 수험생, 시험장, 시험, 격리 등

으로 원격 수업에서의 시험과 관련된 토픽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토픽의 주요 키워드는 확진자, 감염, 방역,

접촉 등으로 원격 수업의 원인이 되는 코로나 19 바이

러스의 발생 현황과 관련된 토픽으로 볼 수 있다.

4.3. 감정 분석

데이터에 대한 감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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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f sentiment analysis on data

그래프는 각 기사에서 제시된 긍정 부정 단어의 빈도

를 나타낸다. 부정 감정 단어의 빈도는 불안감, 부작용,

질병, 재난, 불안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긍정 감정 단

어의 빈도는 안전, 상위권, 사랑, 만족, 혁신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원격 수업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원격 수업에 대한 불안과 부작용

에 대한 단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격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

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혁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긍정 단어 중 상위권 키

워드는 원격 수업의 교육격차 확대 및 교육 불평등 구

조화의 발달[8]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는 부정 단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코로나 19상황의 발생 이후 학생들의 학습 방식이 원

격 수업 방식으로 변하면서 교육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격 수업에 대한 언론 보도 내

용을 바탕으로 여론, 사회 인식, 현장의 동향을 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원격

수업 관련 기사의 빈도와 온라인 개학과의 상관성을 확

인하였다. 다음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원격 수업

에 대한 기사를 원격 수업 지침 변화, 원격 수업의 동

향, 원격 수업의 방법, 원격 수업에서의 학부모와 학생,

원격 수업과 시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의 6개의 토픽

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감정 분석

을 통해 원격 수업에 대한 사회의 불안감과 부작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학생의 안전, 교육의 혁신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교육 격차 확

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또한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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