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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나날이 발전하는 뉴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유튜브와 이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들이 개인의 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이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에 대하여 분석한다. 셀레늄과 뷰티풀솝으로 유튜브 콘텐츠 정보를 가져오고, 트위터 에이피아이를 활용해 

트위터에서 개인이 작성한 문장들을 받아 엔엘티케이의 배이더로 문장의 감정을 부정, 중립, 긍정으로 분류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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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유튜부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다. 이는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이용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전한 뉴미디어로 인해 'Z세대'라고 불리는 

10대는 99.2%, 20대는 98.0%의 이용률을 기록했다.[1][2]

Fig. 1. Video viewing channel statistics

그러나 낮은 진입장벽과 영상물 규제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 종교 및 사상,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정치 채널, 편파적 콘텐츠 등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2020년 10월에는 유튜브 시청률 순위를 집계하는 통계사이트 

PlayBoard에는 '건달'과 '조폭'을 해시태그로 걸어둔 콘텐츠들이 '슈퍼

챗' 상위권에 기록되었다. 이렇듯 모호한 기준의 규제로 인해 선정주의

적 내용이 담긴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황이다.[3] 

이에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일부 유튜버들이 조회 수를 

이유로 위험한 콘텐츠를 올리는 실정, 이러한 콘텐츠에 자주 노출될수

록 위험성이 있다는 인식을 못하게 될뿐더러 모방 위험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4] 따라서 본 논문은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소셜 네트워크에

서 드러나는 감정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해당 관계성으로 인해 도래되

는 사회적 위험요인에 관하여 연구한다.

II. Youtube 콘텐츠와 SNS 개인의 긍정 및 부

정에 관한 감정 상관관계 

본 연구는 유튜브 콘텐츠가 개인의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소셜 네트워크상에 업로드된 게시글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상길이에 따른 콘텐츠 부정수치의 

추이에 따르면, 부정수치가 높은 구간이 상대적으로 영상길이가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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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엘티케이의 배이더 모델은 인터넷 언어에 적용할 경우,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표현만을 부정으로 분류한다. 때문에, 영상길이가 짧은 

콘텐츠가 극명하게 부정적 성향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Negative numerical trends in 

content according to video length

또한, Fig. 3.에서 그려진 Youtube 콘텐츠의 감정 수치와 그에 

따른 SNS 긍정/부정에 대한 각각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평균 

Youtube 부정수치, 하위 조회 수 콘텐츠의 부정수치, 상위 조회 

수 부정수치 모두 SNS 부정수치와 긍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긍정적 성향의 콘텐츠보다 

부정적 성향을 띄는 콘텐츠가 개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Youtube and SNS emotions

FIg. 4.에 따라 조회수를 중위수 기준 상위 콘텐츠, 하위 콘텐츠로 

분류해 그 척도에 따른 개인의 부정지수를 상관계수로 구했을 때, 

조회수가 하위인 youtube 콘텐츠들이 SNS 부정지수와 높은 상관성이 

나타난다. 사회적 위험요인을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정의내리고, 현재 보유한 데이터 중 영상길이가 짧으

며, 조회수가 하위인 콘텐츠를 부정적 상관성이 높은 콘텐츠로 가정하

여 사회적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Fig. 4. Correlation coefficient of 

SNS appraisal index by number of views

III. 연구결과에 따른 사회적 위험요인 실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 중, 가장 부정적 상관성이 높게 측정된 

항목은 ‘백신’이었다.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를 운영하며 자신이 

양육하는 아이의 백신접종을 거부하고, 자연치유법을 고집하던 일명 

안아키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논란으로 돌아왔다. ”코로나19 백신은 

효능 없고 부작용 있어 안전하지 않다.“ 와 같은 허위사실이 뉴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며 집단면역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5]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Youtube의 콘텐츠 조회수와 영상길이에 따른 상관

계수를 분석하여 조회수와 영상길이가 낮은 항목이 더 부정지수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 조건을 기준으로 가장 조회수가 낮은 두 주제인 

백신과 교회에 대한 콘텐츠가 부정지수가 높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백신은 '안아키'와 같은 안티 백신을 신봉하는 단체가 한때 큰 이슈가 

되었었고, 교회는 신천지와 함께 코로나 19 방역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며 화제가 되었었다. 이처럼 같은 콘텐츠라도 조회수나 영상길

이에 따라 의미가 부정적으로 전달돼 사회적 위험요인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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