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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에 마주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의 발

전된 기술로 인한 사회구조적인 혁명으로서[1], 전 세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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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업구조와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 

물질 및 자원이라는 오프라인 형태의 풍요를 가져다준 1차와 

2차 산업혁명에 이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온라인 혁명의 3차 

산업혁명을 지나 현실과 가상의 데이터 등이 융합되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전 산업분야의 구조 변화인 4차 산업으로까

지 넘어왔다.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변화로 스마트 공장으

로 인한 생산성 제고, 제조업의 디지털화, 드론과 3D프린팅

과 같은 신성장동력산업의 창출 등의 긍정적인 변화 요인들

이 제시되고 있다[3].

이러한 기술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업무 영역 형태

가 변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우리 삶 가운데 소통 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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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해 사물들이 지능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혁명을 통해 인간의 행태와 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해 의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도구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는 긍정적인 

미래와 함께 부정적인 이면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집된 비정형적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도별(2016년, 2017년, 2018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보고, 각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도의 변화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였으며, R을 활용하여 키워드 

연관 분석(Association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키워드 흐름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식 흐름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을 살펴봄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부정적인 의견은 연마다 감소하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전망과 미래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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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기술에 따른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모바일의 

빠른 확산과 더불어 웹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유튜브 채

널 및 다양한 SNS 채널들을 통해 소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가 형성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기술의 발전을 살펴보면, 이

용자의 변화와 인식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맞

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주목

받으면서 온라인상에는 정형데이터(Formal Data)와 더불어 

비정형데이터(Informal Data)의 활용도가 증가하였다. 빅데

이터의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시장에서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23.1%인 것으로 예측되었다[4]. 온라인과 SNS가 활성화

되면서 다양한 주체자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고 신속하게 다뤄지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더불어 

컴퓨터 처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빅데이터라는 방대한 비정

형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로 인간의 행태와 인지를 파악

할 수 있게 되었고, 의료와 공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각

되는 기술로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데 기여하게 

되었다[5].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

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통해 사물들이 네트 

워킹화 되고 지능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미래 전망과 함께 부정적

인 이면이 우리의 우려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흐름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생활의 편리성이 도모되는 등 다양

한 긍정적 영향들로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 개인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라는 이면에는 위

치 정보나 검색 패턴, 접속 기록 등의 그림자 데이터(Digital 

Shadow) 등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정보의 신뢰성, 인공지

능의 윤리성 등의 대한 지적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6]. 

또한, 빈부 격차에 대한 우려 등 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같

은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이슈도 주목할 수 있다. 새로운 

과학 기술의 수용으로 인해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이뤄졌지만, 

사회적 변화가 함께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에서

의 긍정적 효과만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한 업무의 자동화, 편의성 

등 긍정적인 영향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업무 영역에 영향

을 미치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주요 고민거리로 주

목된다. 향후 5년 사이에 71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210

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7]. 특히, 취

업난을 호소하는 한국의 청년세대에서는 더욱 민감한 이슈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8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

러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미래의 자신의 삶과 일자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일자리의 감소, 

경제적 양극화 및 빈곤 등 삶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정

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8].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인류의 

삶 역시 급격한 변화에 마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1].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마주할 급격한 우리 사

회 및 개개인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주목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양상과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

은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관찰하여 의미 있는 시

사점을 얻는데 의의가 있다. 그간 논의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

면 다소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본 개인 정보 및 사생활 침해, 

데이터 보안 문제 등과 관련된 데이터 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인한 각 특정 산업 

분야의 미래와 불안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문으로 돌아가 개인이 4차 산업혁명에 대

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 카페 등 소

셜 미디어를 통해 수집된 비정형적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도별(2016년, 2017년, 2018년)1)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보고, 각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도의 변화에 따라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키워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

어 R을 활용하여 키워드 연관 분석(Association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키워드 흐름을 통해 4

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식 흐름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셋째, 연도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을 살펴봄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빅데

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2016년, 2017년, 2018년에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인식의 변화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인식 변

화에 방점을 두고 비교 분석하였고, 연관성 키워드를 통한 트

렌드 추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셜 미디어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기반으로 수

행한 연도별 분석 결과 도출을 통해 연도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고찰

2.1 4차 산업혁명 인식에 관한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가상과 현실 사이의 장벽이 무너

지고, 공유와 협업이 증가하고, 산업과 비즈니스가 융합할 것

이며, 생산과 소비가 결합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가치에 핵심

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다[9].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의 융합으로 기존의 기술 및 산업의 고도화를 형성하는 초지

능화(Hyper-Intelligent)와 클라우드, IoT 등 ICT 발전을 

통해 선도적인 기술의 확산과 활용이 이뤄질 것이고 이에 따

라 경제와 산업, 사회 등에서 혁명적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1)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포럼의 의장
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 사용하면서 이슈화되었음. 이에 본 연구에서
는 4차 산업혁명 인식조사에 대해 2016년을 시작으로 2017년, 2018년 총 
3개년치의 인식변화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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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선도적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 보

고 이러한 시대적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경제와 산업, 사회 트

렌드의 변화를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준비해야 한다[3]. 

이에 인간과 사물간의 연계성에 주목하는 초연계성(Hyper- 

Connected)을 통해 우리 사회는 공장의 자동화를 넘어 행정 

업무의 높은 효율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10]. 특히 

의료, 교육, 콘텐츠, 기술 등 융복합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각 

해당 분야에 적용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날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가 많이 이뤄지면서[11-14], 향후 우리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고찰하였다. 

그러나 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상황 변화 및 진단, 그리고 이에 따른 우려에 대한 

논의가 많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감소 위협과 연관

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각 산업 분야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각 분야의 변화 및 설 자리를 꾀하고자 하는 대

응책을 내세우고 있다[15-22].

이에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인류의 삶과 사회에 나

타날 변화에 대한 인식과 변화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향

후 대응에 대한 의의를 찾고자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2.2 SNS 빅데이터 활용 관련 연구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SNS를 

손쉽게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인들은 실시간으로 다

양하고 용량이 큰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 이것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 기법이다. 특히, 온라

인 데이터는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

다. 주소, 연락처 등과 같이 고정된 데이터 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 부르고 비정형 데이터는 SNS

에 업로드 되는 내용과 댓글 등을 포함한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SNS에서 모아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행동과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

고 있다. 기업 이미지 관련 연구[23]를 비롯하여 홍보 및 광

고 데이터를 추출해 기업 광고 효과를 보는 연구[24]로서 기

업과 관련된 분석을 SN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효과적인 

외교활동을 위한 역할 관련 연구[25], 국내 환경에 대한 관광

객들의 인식 파악 연구[26], 장애인 고용 동향을 분석하는 등

[27]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SNS 빅데이

터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은 긍정 또는 부

정 의견을 판단하고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이

를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SNS를 통해 추출되는 데이터는 사용자들의 주관적 의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의견 데이터를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

다. 단편적으로 좋다-나쁘다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문

장 전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긍

정, 부정을 부여한다[28]. 감성분석을 통해 기업의 위기상황 

인지 연구[29]가 이뤄지고, SNS에서 산출되는 사회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30] 등 감성분석이 적용되고 있는 연구 등

이 많이 있다.

또한 시스템 및 알고리즘 개발 연구를 위해 SNS를 활용하

여 감성분석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SNS의 다양하고 용량이 

큰 데이터를 활용하여 SNS 사용자의 감성에 따라 영화, 공

연, 도서 등의 문화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안하였고[31], 아마존에 등록된 영화 리뷰 데이터를 활용해 

감성분석을 실시하여 추천 시스템을 구상한 연구[32]도 수행

되었다. 의류 마케팅에 활용 가능한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개발

하고[33],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평 서비스 알고리즘을 제시하

는 등의 연구에도 감성분석이 주요하게 활용되었다[34]. 이외

에도 SNS 상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들의 의견을 토대로 주가의 등락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35]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시 SNS 

데이터를 활용한 감성분석으로 다양한 주제 뿐 만 아니라 개발 

및 알고리즘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기존 SNS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검토해보면, 다양한 분

야의 이슈 및 이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SNS 데이터에 기반

하여 감성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도 감성분석이 활용되고 있

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하게 활용되는 SNS 빅

데이터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활용을 가능

하게 만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감성분석을 수

행함으로써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지금

까지 선행된 연구들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인류사회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

한 초지능화와 초연계성 등의 기술 변화가 각 산업 분야의 미

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과 관련한 연구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 키워드에 해당하는 키워드 분석, 감성분석을 수행함으로

써 의견 데이터를 활용한 단순 키워드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연관 분

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맥락이 무엇인지, 이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이 어떠

한지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추이에 대하여 SNS 빅데이

터를 활용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첫 시도인 것으로 보이고,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각 3년 동안 4차 산업혁명의 인식

이 어떻게 변화하고 관련 연관 흐름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

에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또한 텍스톰 뿐만 아니라 R 통계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과 그림, 표들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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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슈 맥락을 잡기 위한 키워드

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체계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4차 산업혁명 관

련 키워드를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연도별로 키워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데이터를 분석하

기 위한 연구 흐름 과정은 아래에 제시된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텍스트 마이닝 3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텍스트 마이닝은 명사 추출을 통해 트렌

드 기반의 키워드 분석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R을 활용하여 

연관 분석(Association Analysis)을 수행함으로써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인식 및 연관 키워드를 통한 연관성 분석으로 사

람들의 인식이 연도별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더불어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해 감성분석을 함으

로써 사람들의 인식 추이 수준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Fig. 1. Data Analysis Process Flow Chart

3.2 소셜 미디어 데이터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 및 

카페 같은 소셜 미디어에 사람들이 작성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

된 의견 데이터를 2016, 2017, 2018년도로 분류하여 수집하였

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의견 데이터는 2016년도에 총 884개의 

의견 데이터를 수집했고, 2017년도에는 총 813개의 의견 데이

터를, 2018년도에는 총 827개의 의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텍스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키워드와 의미

가 부합하지 않는 노이즈(Noisy) 문제와 필요하지 않은 키워

드인 불완전(Incomplete)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이 처리 단계를 거침으로써 보다 정확한 분석

이 가능할 것이다[36-38].

3.3 데이터 분석

소셜 미디어에 기반한 데이터를 명사 추출(Noun Extraction)

과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기법을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들의 4차 산업혁명

에 대한 인식 트렌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수

집한 데이터는 통계프로그램인 R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관분석은 주제에 맞는 연관어를 수집하여 주

요 키워드가 어떠한 키워드 및 주제와 연결되어 사용되는가

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이 분석은 키워드의 사용 집합에

서 연관성이나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단어와 단어 사이의 빈

도 및 발생 집합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관분석을 활용하면 관

련된 키워드를 각각의 분석 목적에 맞게 군집화하거나 다양

한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 표현할 수 있다. 즉, 특정한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확인하여 특정 단어의 흐름 및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소

셜 미디어를 토대로 수집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을 긍

정과 부정, 중립적 의견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단어 즉, 어휘

가 수집된 의견 데이터의 최소 단위이며 이 최소 단위는 감성

적 특징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오피니언 마이닝을 하기 위해

서는 단어의 긍정과 부정을 구분해 놓은 기존의 감성 사전

(Sentiment Dictionary)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감성 사전을 사용하였다[39].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성 사전은 총 552개의 긍정적인 단

어와 615개의 부정적인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Table 

1에서는 긍정적 단어와 부정적 단어에 어떠한 예시가 있는지

를 보여준다.

 

 

4. 연구 결과

4.1 명사 추출

다음 Table 2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파

악하기 위한 의견 데이터에서 등장한 빈도수를 기반으로(특

정 인물 키워드는 제외) 상위 10개씩 나타낸 결과이다. 명사 

추출 결과 2016, 2017, 2018년도에 공통으로 상위 10개 키

워드에 나타난 단어로는 ‘미래’, ‘일자리’, ‘교육’, ‘기술’, ‘준

Word Examples

Positive 

Words

가능, 가망, 가치, 간결, 감사, 감탄, 낭만, 노력, 낙관, 

다정, 도움, 독창, 동기, 만족, 맞춤, 매력, 명랑, 명성, 

반응, 비상, 상냥, 상쾌, 생각, 선견, 선량, 선의, 선택, 

선호, 순수, 안심, 안정, 애정, 이상, 이해, 인기, 자선, 

자신감, 재능, 재미, 편리, 편안, 해방, 행복, 행운, ......

Negative 
Words

가격, 가난, 가뭄, 가시, 격노, 기근, 기만, 나태, 낙심, 

난색, 낭비, 낭패, 단점, 단순, 답답, 당황, 무능, 무력, 

무모, 무식, 미숙, 반대, 반동, 반란, 반항, 배신, 불의, 

악명, 악몽, 악인, 양심, 암중, 예민, 오류, 절망, 절박, 

저해, 좌절, 주저, 죽음, 편협, 포기, 혼란, 현기증, ......

Table 1. Examples of Positive and Negative Word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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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Frequ-ency 2017 Frequ-ency 2018 Frequ-ency

1 미래 467 미래 441 미래 460

2 클라우스슈밥 370 일자리 353 교육 370

3 인공지능 363 인공지능 342 직업 358

4 교육 340 교육 336 일자리 339

5 기술 337 변화 327 기술 337

6 대한민국 331 기술 326 융합 331

7 일자리 226 준비 223 대비 230

8 경제 226 직업 222 준비 228

9 준비 224 대한민국 217 로봇 228

10 시대 223 로봇 216 창업 227

Table 2. Results of Extracting the Top 10 Nouns by 

Keyword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비’의 다섯 단어로 나타났다. 2016, 2017년도에 공통으로 

상위 10개 키워드에 나타난 단어로는 ‘인공지능’, ‘대한민국’

이 나타났다. 그리고 2017, 2018년도에 공통으로 상위 10개 

키워드에 나타난 단어로는 ‘직업’, ‘로봇’으로 나타났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다양한 분야에

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이 각 개인의 삶과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 따라 ‘미래’, ‘일자리’, ‘교육’, ‘기술’, ‘준비’가 연도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대한민

국’, ‘직업’, ‘로봇’은 2개년에 공통으로 등장하였다. 2016년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이후 ‘미

래’, ‘클라우스슈밥’, ‘인공지능’과 같은 개념에 대한 설명에 

대한 용어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2017년도에는 ‘변화’, ‘기

술’, ‘준비’ 같은 용어가 나타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단순한 

개념보다는 변화 양상, 실제적인 준비 같은 실용적인 요인들이 

많이 나타났다. 2018년도에는 ‘교육’, ‘직업’, ‘융합’, ‘대비’, 

‘준비’의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도에는 ‘융합’, ‘대비’, ‘창업’의 단

어가 새롭게 상위 10개 안에 진입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4차 

산업혁명을 단순한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 속에서 체

험하는 영역으로 진입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TF-IDF

단어의 TF-IDF 지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아래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지수 순위가 모두 앞의 명사 추

출 빈도 순위와 동일하였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에서 다음의 단어들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미래’ 단어는 2016년부터 3년간 지수 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일자리’, ‘기술’, ‘준비’가 3년간 상위를 

차지하였다. ‘클라우스슈밥’과 ‘대한민국’, ‘경제’와 같은 단

어는 2016년도에 지수 순위가 높았으나 그 이후로는 높지 않

았다. ‘직업’과 ‘융합’, ‘대비’, ‘창업’이 2018년도에 지수 순

2016 TF-IDF 2017 TF-IDF 2018 TF-IDF

1 미래 284.4 미래 248.0 미래 265.8

2 클라우스슈밥 188.3 일자리 146.7 교육 174.8

3 인공지능 167.4 인공지능 124.4 직업 159.3

4 교육 125.8 교육 112.2 일자리 120.1

5 기술 120.5 변화 91.9 기술 115.9

6 대한민국 103.8 기술 89.5 융합 101.7

7 일자리 91.6 준비 82.0 대비 100.5

8 경제 91.6 직업 79.4 준비 94.7

9 준비 86.5 대한민국 66.7 로봇 94.7

10 시대 83.9 로봇 62.8 창업 92.3

Table 3. TF-IDF Result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위가 높아져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4차 산업혁명의 그 자체 

본질 보다는 4차 산업혁명의 준비 또는 대비 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워드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는 핵심 단어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분석 방법으로서 문서의 키워드나 개념을 직

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워

드 클라우드를 활용함으로써 명사 추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고, 추출한 의견 데이터의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견 데이터에서 나타난 

키워드 빈도수에 따라 단어의 크기와 색상을 다르게 나타냈

다. 다음 Fig. 2에서 명사 추출 결과 나타난 연도별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6> <2017> <2018>

Fig. 2. Word Cloud Results

워드 클라우드 결과에서도 앞의 명사추출과 TF-IDF 결과

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래’ 단어가 가장 크게 나타

났고 특히 2018년도에는 ‘교육’과 ‘창업’, ‘융합’, ‘정책’, ‘방

향’과 같은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오피니언 마이닝

다음 Table 4는 소셜 미디어에서 추출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4차 산업혁명 의견 데이터에 대한 오피니언 

마이닝 결과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오피니언 마이닝을 

수행할 때 명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오피니언 마이닝

은 문장 전체에서의 긍정과 부정을 해석하는 것이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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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명사는 형용사나 동사가 나타내지 못한 감정의 의미를 객

관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40]. 따라서 문장 전체

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명사만을 대상으로 오피니언 마

이닝을 수행하였다.

2016년도 오피니언 마이닝 결과를 분석해보면, 긍정을 나

타내는 단어는 68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42개로 나타났

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부정적 인식보다

는 긍정적인 인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오피니언 마이닝 결과로는 긍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73개, 부

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33개로 2016년보다 긍정을 나타내는 

단어와 부정 단어 사이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긍정

적 측면이 많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에는 긍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118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27개로 나

타남으로써 긍정적인 인식이 크게 늘어났고 4차 산업혁명을 

확연하게 긍정적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도 1.6배에서 2018년도 4.4배로 늘어났다. 즉,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018년도는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 출현이 27건으로 

2016년보다 15건 줄어든 반면, 긍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2016년에 비해 50단어 늘어났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에 대한 인식이 2016년 이후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Year
Positive
Words

Negative
Words

Ratio
(positive/negative)

2016 68 42 1.6

2017 73 33 2.2

2018 118 27 4.4

Table 4. Percentage of Positive and Negative Words by Year

다음으로 Table 5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나타난 

대표적인 긍정, 부정 단어를 살펴보았다. 2016년에는 ‘소통’, 

‘행복’, ‘유망’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단

어들이 나타났고, 2017년도에는 새롭게 ‘주도’, ‘열정’의 단어

Year Word Examples

Positive 
Words

2016

소통, 행복, 유망, 선구자, 기적, 힘, 도전, 
낙수효과, 분수효과, 창조, 추진, 능력, 주역, 
리더십, 발전, 최선, 기대, 성공, 창의, 혁신, 

꿈, 잠재력, 포용, 기회

2017 주도, 열정

2018 이해, 열풍, 진화, 보장, 각광, 희망, 치유

Negative 
Words

2016
한계, 재앙, 쓰나미, 우려, 충격, 실패, 낙제, 
종말, 위기, 파괴, 일자리감소, 불안, 위협

2017 거짓말, 불평등, 실업자, 실업, 비정규직, 멘붕

2018
혼돈, 공포, 소멸, 격차, 딜레마, 복지문제, 

정체, 충돌, 통제불능, 결함, 걱정, 외면

Table 5. Example of Positive and Negative Words by Year

가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이해’, ‘열풍’, ‘진화’, ‘희망’, ‘치

유’ 등이 새롭게 파악되었다. 부정 단어로는 2016년 ‘한계’, 

‘재앙’, ‘우려’, ‘충격’ 등의 단어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안감의 목소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 2017

년도부터는 ‘불평등’, ‘실업자’, ‘비정규직’ 등 2018년도에는 

‘격차’, ‘복지문제’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이슈 측면에

서의 구체적인 걱정들이 단어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4.5 연관분석

키워드 분석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인

식 트렌드를 파악하는 내용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다른 

키워드와의 연관성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R을 통하여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

관분석의 규칙을 나타내는 지표를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연관분석의 규칙을 나타내는 지표는 지지도(Support), 신

뢰도(Confidence), 향상도(Lift)로 볼 수 있다. 지지도의 경

우에는 전체 텍스트 가운데 키워드 X와 Y가 함께 나타나는 

비율로서 키워드 간 관련 규칙의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

해 보여준다.

Support ∩                  (1)

 

신뢰도는 키워드 X가 포함되는 관계 가운데 키워드 X와 Y

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비중을 나타낸다. X라는 키워드 선정 

과정 가운데 키워드 Y가 포함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

마만큼 높게 나타나는가를 의미하는 지표이다.

     Confidence  ∩         (2)  

 

향상도의 경우 키워드 X와 키워드 Y의 두 키워드 간의 관

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지

표이다. 키워드 X와 Y가 우연에 의해 발생하게 될 확률보다 

키워드 X와 Y사이 간의 관계가 얼마나 근접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키워드 X와 Y간 사이에서 서

로 상호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향상도는 1이 되게 

된다. 향상도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며,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               (3)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관분석은 키워드 상호간의 분석으로 

수행하였다. 목표 값에 관한 연관관계의 규칙 임계값은 지지

도(Support) 0.05, 신뢰도(Confidence) 0.05, 향상도(Lift) 

1.0에서 연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 키워드는 미

래, 일자리, 인공지능, 로봇 등이다.

2016년도에는 SNS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다른 단어와의 

연관성을 R 통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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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공지능, 교육, 기술, 대한민국 등

의 키워드가 모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결과는 다음에 나타나는 Fig.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Fig. 4에서는 2017년도의 경우 일자리와 미래, 일자

리와 4차 산업혁명의 관계가 돋보였으며 나머지 키워드인 미

래, 기술, 변화, 인공지능, 교육 등은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

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에는 Fig. 5와 같이 교육과 융합이 새롭게 부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년도에 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검색어가 준비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한 방향으로 구체

화 된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Fig. 3. Keyword Association Analysis Results in 2016

Fig. 4. Keyword Association Analysis Results in 2017

Fig. 5. Keyword Asociation Analysis Results in 2018

종합해보면 이 절에서는 R을 활용하여 연관분석을 수행함

으로써 2016년, 2017년, 2018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검색 

관계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는 앞 

절에서 수행한 TF-IDF 지수 결과를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재차 검증한 것이다. 더 나아가, 각 년도의 검색 관계를 그림

으로 나타냈는데, 2016년에는 4차 산업혁명 본질 그 자체에 

대한 검색이 많았으며 그 이후 2017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

으로 인한 일자리에 대한 우려 및 기대와 관련된 검색어가 돋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2016년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교육과 연관된 내용으로 검색 지수가 변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TF-IDF 지수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융

합이라는 검색 지수가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즉 2018년도에

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가 이뤄지는 

방향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최근 컴퓨터 및 처리기술의 발달과 함께 빅데이터의 기술

도 함께 발전하여 빅데이터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 공공, 

의료, 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자원 또는 도구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비정형

적인 방대한 빅데이터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을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불평등, 정보 

격차 등과 같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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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나,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본질적인 연구에 대한 접근은 아

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

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수집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의견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사 추출과 오피니언 마이닝

을 수행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명사 추출 결과 모든 연도에 공통으로 상위 10개 키워드에 

나타난 단어로 ‘미래’, ‘일자리’, ‘교육’, ‘기술’, ‘준비’가 나타

났다. 2016년, 2017년도에 공통으로 상위 10개 키워드에 나

타난 단어로는 ‘인공지능’, ‘대한민국’이 나타났다. 그리고 

2017년, 2018년도에 공통으로 상위 10개 키워드에 나타난 

단어로는 ‘직업’, ‘로봇’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청년들에게 인식되는지에 대하여 알

아보았으며 앞으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유추된다. 특히, 

2016년 이후로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 데이터와 분석 

기술이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및 로봇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TF-IDF 지수

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오피니언 마이닝 결과, 소셜 미디어에서 추출한 빅데이터

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의견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도별 데이터 분석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

한 긍정 의견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부정 의견은 점차 줄

어들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

자리 감소, 정보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한 단어 빈도가 매년 감

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인 결

과로 판단될 수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의 발달과 함께 우리 사

회에 빈번하게 언급되어 온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

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

상 4차 산업혁명의 발달은 다양한 분야와 산업에서 중요한 

도구 및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도 4차 산업혁명으로 우려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

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한다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변화는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해나갈 것이다. 즉, 4차 산업혁

명이 발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사람들이 체

감하는 일자리 감소, 정보 격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통계프로그램 R을 활용하여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관련된 키워드를 

연관시켜 보고자 연관 분석(Associat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2016년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은 모든 단어들

이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도에는 일자리

와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가 다른 단어들과 달리 부각 되었으

며 2018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관계가 다른 단어와 

달리 더 연관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4차 산업혁명에 대

한 준비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연관 분석은 키워드 빈도수를 확인한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은 기술 현상 변화 트렌드의 추이 맥락으로 사람들이 인식하

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고, 기술의 발전을 통한 교육 

및 일자리와 관련된 맥락 가운데 기술 변화 트렌드가 야기되

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구체적인 교육 및 기술 관련 준비를 하

는 등 4차 산업혁명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

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존재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견 

데이터를 수집하여 키워드 분석 및 연관 분석을 실시함으로

써 기술현상으로서의 발전에 따른 변화 맥락을 유추할 수 있

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변화로 

이를 위해 준비와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충분히 검증

된 양질의 한글 감성사전의 부재로 오피니언 마이닝 결과에 

대한 설득력이 비교적 낮을 수 있다. 둘째, 의견 데이터의 수

집 범위가 소셜 미디어로 제한되어 다양한 의견 데이터에 대

한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

계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

식 및 변화를 파악하는데 있어 보다 신뢰도가 향상된 양질의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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