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행정의 광역화 현상으로 최근 행정통합이 지역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행정통합은 행정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기구나 조직을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

단체들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면서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행정통합을 시도하고 있다[1]. 대구·경북은 2001
년 대구·경북통합준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행정통
합을 위한 발판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2006년 대구·경
북경제통합포럼과 2008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출

https://doi.org/10.5392/JKCA.2021.21.05.139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Big Data Analysis on Daegu-Gyeongbuk Administrative Integration

송화영*, 박한우**

영남대 사이버감성연구소 연구원 디지털융합비즈니스학대학원*,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디지털융합비지니스학대학원 동아시문화학대학원**

Hwa Young Song(ghkdyd0526@ynu.ac.kr)*, Han Woo Park(hanpark@ynu.ac.kr)**

요약

이 연구는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온라
인 기사와 유튜브 영상의 댓글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수집한 데이터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첫째, 댓글 유형을 시기별로 비교했을 때 공론화위원회 이후 회의론자는 줄어들었고 신념주의자는 증가했다. 
둘째, 행정통합에 대해 낙관적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를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확인했다. 셋째, 하위집단분석 
결과 이전과 이후 모두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 절차나 방향을 언급하는 단어군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직까
지 행정통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나 토론논제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당국이 놓
칠 수 있는 숨겨진 여론을 찾도록 도와주고, 필요시 즉각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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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examines public attitude and reaction regarding administrative integration in Daegu and 
Gyeongbuk area. Specifically, it employs social big data including textual comments on online news 
articles and YouTube video clips. The collected data are analyzed in order to compare two periods, that 
is, before and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Public Opinion Committee for One Daegu-Gyeongbuk. As 
a result, we have found that people's favorable response to administrative integration has gradually 
increased since the launch of the Committee. However, it still lacks specific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discussion topics among the frequently used words in the collected data. Thus, the Committee 
needs to provide a variety of information and material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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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그리고 2017년 대구·경북이 주최한 제7차 세계 물
포럼 등의 협력으로 많은 성과를 낸 바 있다[2]. 이런 
협력들이 행정통합의 실행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20년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위
한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이를 기점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행정통합은 자치단체의 명칭과 소재지의 변경, 주민
의 생활·경제권에 영향을 미친다[3]. 따라서 통합을 둘
러싸고 기관 명칭과 관련된 갈등이나 지역개발 갈등, 
공무원 인사 갈등 등 각종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의 갈등은 통합의 실패 또는 성공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심각성이 강조된다. 따
라서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 정책당국이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발생된 다양한 갈등 이슈들을 빠르게 포착하
고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경북은 행정
통합을 진행하며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잠재적이거
나 드러난 갈등을 수용하기 위해 2020년 9월 21일 대
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시도민들이 
지역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논의장’을 마련한 
것이다. 논의 공간을 통해 소규모의 숙의 토론이 지속
되면, 구성원은 상호간 정보교환과 설득과정을 거치면
서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릴 가
능성이 커진다[4]. 공론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규모 숙
의 토론장이 되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발판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사람들은 늘 미래에 큰 관심을 가진다. 행정통합은 
시도민에게 새로운 미래 이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좀 더 예측가능하고 확실한 세계로 나
아가기 위해 미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겨났다[5]. 미
래학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탐
구-대안-선택-결정’ 등의 과정으로 미래 대안을 개발한
다[6]. 빅데이터는 미래를 비용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측하게 해주며, 동시에 객관성도 담보한다[7]. 이 연
구에서는 미래 이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
민의 인식과 태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고자 한
다. 특히 이 연구는 온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
여, 행정통합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놓칠 수 있는 숨겨
진 여론을 찾도록 도와주고, 필요시 즉각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문헌검토 및 연구문제

1. 지역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
해외에서도 행정통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스웨덴, 영국, 벨기에, 덴마
크 등의 자치단체 수가 1950년 대비 최소 3분의 1에서 
최대 10분의 1 정도로 감소했다고 한다[8]. 이 중 독일
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며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통합
하는 노력을 했다. Lehmbruch는 통합 과정에서의 행
정체제 구축과 기관 이전에 관해 연구했다[9]. 이 연구
에 따르면 독일은 동독의 행정체제를 완전히 파괴함과 
동시에 서독의 행정체제를 이식해 새로운 행정체제를 
구축했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나타났다. 
안지호는 인터뷰를 통한 독일행정통합 재고찰을 수행
하여, 통일 이후 동·서독 간의 문화적 충돌은 물론, 초
기 행정 업무가 급증했음을 밝혔다[10]. 그는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일방적, 강압적 방법보다 행정통합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행정전문가들의 제도설계가 먼
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시정촌 통합
으로 1999년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1400여개 감
소했다[11]. 塩 津 ゆりか 외는 일본 대규모 지역 합병
의 실증분석으로 통합 과정과 효과를 정리했다[12]. 일
본의 행정통합에는 지역 간 재정 규모의 격차와 공론화
위원회와 같은 통합협의회의 유명무실과 같은 문제점
이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을 위한 지방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1990년대부
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도농을 통합하는 대규모의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다[13]. 도농통합은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생활
권 개념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었다. 이후 1998년에는 3려 통합이라 일컫는 여
수시·여천시·여천군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2004년에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그리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
합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겼다[14]. 2010년에는 마산
시와 창원시, 진해시가 그리고 2014년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었다[15]. 특히 마산시와 창원시, 진해
시가 합쳐진 통합 창원시는 대규모의 통합으로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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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받았다. 이전에는 주로 시·군 간의 통합이 이루어
졌었고, 3개의 시가 합쳐진 것은 통합 창원시가 유일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공적 통합 뒷면에는 실패 사례
도 존재한다. 전주와 완주는 1990년대 이후 몇 차례에 
걸쳐 통합을 추진하였지만 모두 무산되었다. 2013년 
다시 한 번 더 통합이 추진되었지만, 완주 주민투표 결
과 찬성 44.65%와 반대 55.35%로 통합은 또 다시 무
산되었다. 김길수는 대표적인 통합 실패 사례인 전주·
완주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중
요한 점들을 제시했다[16]. 통합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과 주민참여의 보장 그리고 통합 이후의 지속적인 노력
이 그 내용이다. 이 연구는 전주·완주의 통합이 소수 엘
리트들만이 통합의 필요성에 몰입한 채 주민들의 의사
와 욕구는 고려되지 않아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2021
년 전주·완주의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
로 부상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는 대구·경북은 전주·완주의 앞선 실패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통합문제에 현명하게 접근해야 한다.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는 통합의 필요성이나 기대 효
과, 통합 과정 및 이후의 과제, 지역 갈등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그 중에도 통합 효과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
고, 통합 과정과 지역갈등에 대한 연구 또한 적지 않다. 
김승렬은 창원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재
정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17]. 창원시와 관련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통합의 갈등 원인을 분석하였다[18]. 청주
시와 관련한 연구는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분석해 정책
갈등과정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19]. 복문수
는 3려 통합을 다중합리성 모형으로 분석하였고[20], 
민병익은 행정통합 이후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
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21].

이렇듯 기존 연구들은 전통적인 방법론으로 이루어
져 왔다. 대부분 이론적 모형을 통해 분석하거나 설문
조사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은 
기존 연구방법에서 탈피해 과학적 미래 예측을 위한 빅
데이터 기반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당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된 다양한 갈등 이
슈들을 빠르게 포착하는 것은 성공적인 행정통합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데, 빅데이터 분석은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의견과 반응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게 해주

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
한 선행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통합에 대
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첫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온라인 기사와 유

튜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둘째,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과 이후에 각각 어떤 

이슈와 소재가 주를 이루는가?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대구경북 행정통합’ 키워드로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해당 키워드는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최적의 키워드임을 확인했다. 데
이터는 온라인 기사와 댓글, 유튜브 영상과 댓글을 포
함한다. 온라인 기사와 댓글은 언론사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수집에는 자동으로 모
든 페이지를 방문하여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
집하는 Python 기반 웹크롤링 기법을 사용하였다[22]. 
유튜브 영상과 댓글은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으
로 수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Webometric 
Analyst를 이용하였다[23]. 분석 대상이 비정형 데이터
인 텍스트일 때 행해져야 하는 전처리 과정은 Python 
한국어 자연어 처리 패키지인 Konlpy를 이용하였다
[24]. 수집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으며, 온라인 기사 데
이터는 183개이고 유튜브 영상은 94개이다. 온라인 기
사 댓글은 1091개이며 유튜브 영상 댓글은 309개이다.

표 1. 데이터 수집 목록
데이터 기사 및 영상 수 댓글 수

온라인 기사 183 1091
유튜브 94 309
합계 277 1400

수집된 데이터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
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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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1일부터 공론화위원회 출범 직전인 9월 20일까
지가 1차시기다. 2차시기는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인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이다. 이 연구에
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과 이후
의 시기별 비교에 집중하였다.

2. 분석설계
데이터로 활용된 댓글을 크게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분류해 비교하였다. 분류 기준은 기존 연구에서 미래에 
대한 관점을 긍정적이고 조심스러운 낙관주의자와 운
명론에 바탕을 둔 숙명적인 비관주의자 등 긍정론과 부
정론으로 구분한 것을 참고하였다[25]. 좀 더 구체적으
로, 이 연구에서 긍정론은 낙관적 전망을 지닌 신념주
의자와 상황과 실리를 지켜보는 관망주의자로 세분하
고, 부정론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경계론자와 부정적 
인식을 지닌 회의론자로 구분하였다. 유형 분류는 연구
자가 댓글을 직접 읽고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 정도와 
추진 속도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통합에 확고한 긍
정적 의사를 표현하는 ‘찬성’, ‘응원’, ‘공감’과 같은 단어
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댓글은 낙관적 전망을 지닌 신념
주의자로 분류하였다. 반대로 확고한 부정적 의사를 표
현하는 ‘반대’, ‘개소리’ 등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댓글은 부정적 인식을 지닌 회의론자로 분류하였다. 관
망주의자와 경계론자로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댓글을 분류하였다. 댓글 내용이 특정 
항목으로 분류하기에 모호할 경우, 연구진 내부의 토론
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였다. 분류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아닌 타지역인과 스팸 등 기타 댓글은 제외하였고, 시
기별로도 댓글 유형을 분류해 공론화위원회 이전과 이
후를 비교하였다. 대구·경북이 아닌 타지역인은 ‘대구경
북 너네끼리 독립해라’와 같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댓글을 분류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과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 기법을 채택하였다. 의미연결망은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이용해 사회 구조를 파악하는 사회연
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응용한 방법이
다[26]. 텍스트를 분석할 때 구성요소인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파악한다. 이는 핵심 

단어들이 특정 형태로 결합했을 때, 텍스트 안에서 특
별한 의미를 만들기 때문이다[27]. 단어빈도를 계산하
고 공출현 단어 관계를 분석해 텍스트의 숨겨진 내용을 
해석하고자 하였다[28]. 의미연결망 시각화에는 UCInet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29]. CONCOR 기법은 노드
들 간의 상관성분석을 반복 수행하여 적정 수준의 유사
집단을 찾아내는 방법이다[30]. 이 기법은 문맥 속 역할
에 따라 단어들을 군집별로 묶어주기 때문에 보다 명확
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31]. 

일반적 추론통계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없는 사회연
결망분석에는 표준오차 추정이 가능한 부트스트랩
(bootstrap)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퍼뮤테이션 검정을 
수행한다[32]. 이와 같은 검정 방법은 하나 뿐만이 아닌 
두 개 이상의 연결망 사이의 평균이 동일한지를 검정하
는데도 활용된다[33]. 연결망에서 평균의 개념이란 이
진(binary) 데이터일 경우 연결 관계의 존재 확률 또는 
밀도(density)이고, 계량(valued) 데이터일 경우 평균 
관계강도이다[3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과 이후 댓글의 의미연결망 특징을 통계적으
로 비교해보기 위해 각 시기 댓글의 연결망 밀도 값에 
대해 퍼뮤테이션(permutation) 검정을 수행했다. 이 
검정기법은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 아래에 부트스트
랩을 통해 충분히 많은 표본을 추출하고 이 표본들의 
분포정보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수행한다. 따라서 귀
무가설은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과 이후 댓글의 의미
연결망의 응집 강도는 차이가 없다.’와 같은 형태로 설
정된다. 해당 통계 검정은 UCInet 소프트웨어의 내재
된 옵션을 활용하였다[35].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이 연구에서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온라인 댓글에 나타난 시도민의 의견과 반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데이터 월별 비교
각 데이터를 월별로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사와 댓글은 4월을 기점으로 많아지기 시작했
다. 이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시행한 대구·경북 행정통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143

합의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4월을 기점으로 
기사와 댓글이 많이 작성되었다. 6월에는 권영진 대구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행정통합에 대한 직접적
인 언급이 많이 기사화되었고, 9월 이후로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핵심 이슈로 확인되었다. 유튜브의 경
우 6월에 유난히 많은 댓글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지역
의 한 방송국에서에서 행정통합 후 대구·경북 특별자치
도의 모습이나 운영 행태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 그 
원인이었다. 9월 이후는 기사와 마찬가지로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핵심 이슈였다.

표 2. 온라인 기사와 유튜브 월별 비교
월 온라인 기사 온라인 기사 댓글 유튜브 유튜브 댓글
1월 9 43 8 5
2월 0 0 2 1
3월 2 4 0 0
4월 12 26 3 6
5월 9 171 5 8
6월 22 75 14 171
7월 20 108 7 7
8월 24 218 3 10
9월 64 262 25 18
10월 21 184 27 83

2. 데이터별, 시기별 댓글 유형 비교
기사의 댓글 유형을 분류한 결과는 [그림 1]이다. 부

정적 인식을 지닌 회의론자가 48.34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경계론자(22.517%), 낙
관적 전망을 지닌 신념주의자(17.660%), 상황과 실리
를 지켜보는 관망주의자(11.479%)가 잇고 있다. 

그림 1. 온라인 기사 댓글 유형

유튜브 영상 댓글 유형을 분류한 결과는 [그림 2]이
다. 유튜브는 회의론자가 절반을 넘어선 67.333%로 가
장 많았고, 경계론자(12.677%), 관망주의자(10.677%), 
신념주의자(9.333%)가 뒤를 이었다. 기사와 유튜브 모

두 긍정론 보다 부정론의 유형이 더 많다. 그러나 기사
가 유튜브에 비해 회의론자 비율이 더 낮고, 신념주의
자가 유튜브에 비해 약 2배 정도 더 많다. 

그림 2. 유튜브 영상 댓글 유형

댓글\유형을 시기별로도 분석하였다. 공론화위원회 
이전은 [그림 3], 이후는 [그림 4]이다. 공론화위원회 출
범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 회의론자가 55.460%에서 
49.804%로, 경계론자가 21.264%에서 18.431%로 줄
어들었다. 그와 동시에 신념주의자는 14.080%에서 
17.647%로 증가하였고, 관망주의자도 9.195%에서 
14.118%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가 이전에 비해 부정론은 감소하고 긍정론은 증가
하였다.

그림 3. 공론화위원회 이전 댓글 유형

그림 4. 공론화위원회 이후 댓글 유형

3. 의미연결망분석 시기별 결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의 출범 이전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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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빈도분석 결과는 [표 3]이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
전에는 상위 빈도에 ‘인구’, ‘손해’, ‘세금’의 단어가 다수 
사용되었다. 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정에서 대구가 
손해라는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또 ‘왜’라는 단어
도 꾸준히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행정통합에 대한 의
구심과 주민 투표에 대한 의문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도청’, ‘반대’, ‘도지사’ 등
의 단어가 행정통합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며 많이 사
용되었다. 이와 반대로 ‘공무원’은 행정통합 후 공무원 
수를 대거 축소하자는 의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표 3. 단어빈도분석 결과

순위 공론화위원회 이전 공론화위원회 이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대구 389(6.256) 대구 199(4.737)
2 경북 262(4.214) 통합 144(3.428)
3 통합 189(3.040) 경북 132(3.142)
4 인구 70(1.126) 행정 48(1.143)
5 손해 67(1.078) 시민 40(0.952)
6 행정 62(0.997) 도청 38(0.905)
7 지역 56(0.901) 반대 31(0.738)
8 세금 48(0.772) 도지사 28(0.667)
9 왜 48(0.772) 공무원 27(0.643)
10 시민 42(0.675) 지역 26(0.619)

단어빈도분석 결과와 이와 함께 공출현한 단어의 빈
도분석 상위 10개 중 중복되는 단어를 제외하고, 의미
연결망 시각화를 수행하였다. 공출현 단어를 노드
(node)로 활용해 이들 관계 속에 내재된 의미를 찾아보
았다. 공론화위원회 이전과 이후의 의미연결망 시각화 
결과는 [그림 5]와 [그림 6]이다. 선은 각 단어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진할수록 두 단어들이 서로 함께 많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에는 
‘대구’와 ‘손해’가, ‘경북’은 ‘이득’과 진하게 연결되어 있
다. 출범 이전은 대구와 경북과 관련해 누가 이득이고 
손해인지를 따지는 댓글이 많았다. 출범 이후에는 ‘도
청’, ‘신도시’, ‘도지사’, ‘발전’ 등의 단어가 서로 연결되
어 있다. 이전에 비해 의견을 뒷받침 해주는 단어가 도
출된 것이다. 또한 ‘주민’, ‘시민’, ‘투표’ 등의 연결은 공
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투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그림 5. 공론화위원회 이전 의미연결망 시각화

그림 6. 공론화위원회 이후 의미연결망 시각화

4. CONCOR분석 시기별 결과
온라인 기사와 유튜브 영상 댓글들을 시기별로 

CONCOR분석한 결과는 [그림 7]과 [그림 8]이다. 공
론화위원회 이전에는 8개의 그룹이 나타났다. ‘경제’, 
‘세금’, ‘넓은’, ‘땅’, ‘인구’와 같은 행정통합에 대한 손해
와 이득을 논하는 하나의 큰 그룹이 주를 이루었다. 뒤
이어 ‘시장’, ‘지자체’, ‘특별자치도’ 등과 같은 지역 정부
에 대한 그룹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민’, ‘투표’, ‘왜’ 
등의 단어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나타났다. 공론화위
원회 출범 이후에는 6개의 그룹이 나타났다. ‘기업’, ‘경
북’, ‘대기업’, ‘지역’, ‘손해’ 등의 단어가 지역 기업과 관
련해 하나의 큰 그룹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큰 그룹
은 ‘이득’, ‘의견’, ‘세금’, ‘대구’, ‘인구’, ‘경제’ 등의 단어
를 포함하며 행정통합에 대한 팽팽한 의견을 보여준다. 
공론화위원회 이전과 이후에는 공통적으로 지역민들의 
투표 그룹이 등장하고 있다. CONCOR분석 결과로 대
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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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군이 많이 나타났다. 반면 이전과 이후 모두 행정
통합의 구체적 절차나 방향에 대한 단어군은 보이지 않
고 있다.

그림 7. 공론화위원회 이전 CONCOR분석 시각화

그림 8. 공론화위원회 이전 CONCOR분석 시각화

5. 퍼뮤테이션 검정
[표 4]는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과 이후 댓글의 의

미연결망 밀도 값을 퍼뮤테이션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
로 비교한 결과이다. 이전과 이후 댓글의 의미연결망 
밀도 값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유의확률
(p-value) 0.0484로 유의수준 5%에서 기각된다. 따라
서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과 이후의 댓글 의미연결망
에는 밀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과 이후는 밀도 값이 각각 3.9886, 2.8090으로 그 
차이는 1.1796이다. 이는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 댓
글의 의미연결망이 이후보다 더 촘촘한 형태를 띠고 있

음을 의미한다.

표 3. 시기별 의미연결망 밀도 값 통계적 비교
밀도 값

(표준오차)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공론화위원

회 출범 이전
3.9886

(0.9632) - -

공론화위원
회 출범 이후

2.8090
(0.5648) 0.0484* -

* p < 0.05, N = 100

Ⅴ.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의견과 반응을 살펴보았
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댓글 유형을 비교한 결과 기사의 댓글이 유튜
브 댓글 보다 부정적 인식을 지닌 회의론자가 더 적다. 
그와 동시에 낙관적 전망을 지닌 신념주의자는 약 2배 
더 많다. 이로써 뉴스 기사를 읽음으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숙의형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공론화위
원회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과 
이후의 댓글 유형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출범 이후가 이
전에 비해 부정론(회의론자, 경계론자)은 줄어들고 긍
정론(신념주의자, 관망주의자)은 증가했다. 이는 공론화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통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태
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둘째, 의미연결망분석 결과로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
전과 이후에 사용된 단어의 차이가 드러났다. 이전에는 
행정통합이 대구에는 손해이고 경북에는 이득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많았다. 또한 행정통합에 대
한 의구심과 주민투표에 대한 요구를 보여주는 단어도 
도출되었다. 이처럼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쓰
인 단어들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찬성의 입장에서 사용된 단어도 도출되
었다. 이러한 의미연결망 결과는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
후 긍정론이 증가했음을 보여준 댓글 유형 비교 결과와 
같이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맥락으로 사용된 단어가 존
재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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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하위집단분석 결과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과 
이후 모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신념주의자와 회
의론자와 같은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군이 많이 나타났
다. 그러나 이전과 이후 모두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 
절차나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단어군은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아직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충분한 정
보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과 이후의 댓글 의미연
결망에는 밀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전이 이후에 비해 
연결망이 더 촘촘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이전 댓글
에 찬성과 반대가 더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의미한
다. 이 결과는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에는 팽팽했던 찬
반의 입장이 출범 이후 조금은 누그러졌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았을 때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에 
대해 찬반의 이분법 접근에서 벗어나 하위주제를 다양
화해야 한다. 의미연결망분석과 하위집단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아직까지 사람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만한 소재가 없다. 그렇기 때
문에 대구·경북에는 하위주제의 다양화와 계층별 맞춤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과의 무작위한 대화는 온라인 공간의 난상토론이 되므
로, 해당 분야의 인정을 받는 권위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은 배경지식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시도
민으로 하여금 여러 정보를 접하면서 개념을 학습하고 
최소한의 설득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감성의 격화도를 낮추는 정책홍보가 요구되
므로, 행정통합의 내용과 절차가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
는지의 인지적 프레임이 관건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에 대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하거나, 통합 과정이나 이후의 과제, 갈등이슈 등을 다
룬 문헌은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구·경북을 중심으
로 수행된 행정통합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
존 연구들이 전통적 방법에 한해서만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았을 때, 이 논문은 과학적 미래 예측을 위한 빅데이
터 기반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숨겨진 여론을 찾아 즉
각적 대응이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 이 논문은 사이버감성연구소와 TBC가 공동 수행한 ‘2020 
대구·경북 상생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발전시켜 작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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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융합비즈니스학과(석사과정)
▪2019년 9월 ~ 현재 : 영남대학교 

사이버감성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 빅데이터, 웹보메트릭스, 네트워크분석, 의미
연결망분석,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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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한 우(Han-Woo Park)                  정회원
▪1995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신

문방송학과(정치학사)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신문학

과(문학석사)
▪2002년 6월 : 미국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정보학/커뮤니케이션학(PhD)
▪2003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빅데이터, 웹보메트릭스, 블록체인, 네트워크
분석, 과학기술정보학, 트리플헬릭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