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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연구논문의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동향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감성분석을 

통해 부정적인 어조가 강한 경고가 되는 주제들을 알아본다. 잠재 디리슐레 할당(LDA)를 이용하여 총 8개의 

토픽을 발견하 였고, 이를 구조적 토픽 모델링(STM)과 비교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k-means 군집 알고리즘을 통해 각 토픽별로 세부 연구주제를 발견하였고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이를 시각

적으로 표현하였다. 감성분석을 통해 각 토픽별 긍정적, 부정적인 단어들을 살펴보고 감성점수를 계산하여 연

구논문의 주된 어조를 파악하였는데, 특히 생물 의학 관련, 국제적 역학관계, 심리적 영향과 관련된 연구에서 

부정적인 어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부문에 대해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자들이 연구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정책결정자들이 연구지원 사업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코로나19(covid19),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토픽 모델(topic model),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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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으며 전 세계는 유래없는 팬데믹 위기를 겪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2월 현재, 84,000명 이상의 확진자와 1,500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1]. 코로나19의 장기적인 대유행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범위를 망라한 우리의 삶에 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방면

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논문들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한 눈에 관련 연구의 동향과 

추이를 파악하고, 각 토픽별로 감성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토픽 모델링

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LDA와 STM의 결과를 비교하고 일치성을 

확인함으로써 검증 단계를 추가하였다. 해당 분야에 새로이 진입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결정자들 에게는 연구지

원 및 인력확보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는 [2]와 [3]의 결과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II. Related Work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연구진들이 코로나19 관련 연구들을 수행하

고 있으며 그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Stephany 외5[4]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산업별로 위험

지수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미국 증권 거래위

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활용하여 잠재 디리슐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토픽 모델링, 감성분석,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del Rio-Chanona 외4[5]은 독일에서의 산업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있는데, 가장 타격이 큰 산업은 

여행업, 음식업이며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업은 전면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Ramelli와 Wagner[6]는 구글 검색 결과 및 주식시장 데이터

로 팬데믹 동안의 각 산업별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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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Bettencourt-Silva 외6[7]은 Google Trends를 

이용해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검토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 실업과 식량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Walker 외2[8]에서는 Google Trends를 이용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검색한 코로나19 관련 증상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III. Methodology

디비피아(www.dbpia.co.kr)에서 “코로나19” 또는 “ covid19”를 

키워드로 하여 2020년 12월 30일자로 검색된 930개의 논문의 제목, 

초록, 키워드 등을 텍스트화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주된 분석 

대상을 영문 초록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초록을 한글로 작성한 

논문, 초록이 없는 논문 등은 제외하고 571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처리 과정으로 소문자 변환, 품사의 통일화, 

특수 문자 제거, 조사와 빈도수가 10 이하의 단어들을 제거하여 

총 1,147개의 단어들을 추출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연구논문에 발현된 토픽을 찾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잠재 디리슐레 할당(LDA)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지도 

학습에 기반하기 때문에 분류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검증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STM을 추가 적용해서 LDA와의 결과와 비교한 

후 크리펜돌프의 알파를 계산하여 분류 성능을 평가하였다. 

한편 해석이 용이하면서 타당한 잠재 토픽의 개수를 사전에 결정하

기 위해서 네 가지 기준 값(토픽들 간의 코사인 거리, 토픽-단어 

행렬을 이용해 구한 KL-거리, 로그우도, 토픽간 젠슨-샤논 거리)을 

이용하였다. 또한 감성분석을 통해 각 토픽의 긍정적, 부정적 단어를 

분기별로 살펴보고, 감성점수를 계산하여 주된 어조를 파악하고 있다.

IV. Results

잠재토픽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네 가지 기준 값(Cao et 

al., Arun et al., Griffiths et al.,  Deveaud et al.) 및 해석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토픽의 개수를 8로 정하였다. LDA를 통해 발견한 8개의 

토픽들에 대해서 상위 출현 단어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토픽의 

이름을 명명하였다. (1) 경제적 영향 (2) 생물 의학 관련 (3) 사회적 

보호 및 복지 (4) 국제적 역학관계 (5) 종교 관련 (6) 정보통신기술과 

보안 (7) 심리적 영향 (8) 온라인 교육이다. 특히 생물 의학 관련 

연구가 2분기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3분기, 4분기에 크게 감소하여 

관련 연구진들이 쉽게 접근할만한 국내 연구자료가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분야의 국내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사회적 보호 및 복지 또는 심리적 영향 관련 

연구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국제적 역학관계, 경제적 영향 관련 연구는 

2분기 이후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LDA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STM 결과와 비교하여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크리펜돌프의 알파를 구한 결과, 

0.71로 나타났다. 아주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준을 

확보했으며, 결과분석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논문이 

두 토픽 모델링에 의해서 동일한 토픽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논문에 대해서는 토픽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한 논문에 여러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각 토픽별 감성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물 의학 관련, 국제적 역학관계, 

심리적 영향과 관련된 연구에서 부정적인 어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V. Conclusions

많은 양의 문헌들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할 경우 연구주제의 토픽을 한눈에 파악하

고 동향을 살펴보며 경고가 되는 용어들을 추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연구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정책결정자들이 

연구지원 사업을 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관련 논문의 

결과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를 제시할 때 이를 통계적으로 통합하

여 좀 더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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