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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how to analyze the ICT policy formation process using social big data. 

Specifically, in this study, a method for quantifying variables that influenced policy formation using the 

concept of a policy triggering mechanism and elements necessary to present the analysis results were 

proposed. For the analysis of the ICT policy triggering mechanism, variables such as ‘Scope’, ‘Duration’, 

‘Interactivity’, ‘Diversity’, ‘Attention’, ‘Preference’, ‘Transmutability’ were proposed. In addition, ‘interpretation 

of results according to data level’, ‘presentation of differences between collection and analysis time points’, 

and ‘setting of garbage level’ were suggested as elements necessary to present th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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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한 사회에서 정책적 이슈가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

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일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정책적인 쟁점이 되

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야 

하고[2],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여론화되며, 정책

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의 

등장 이후에는 웹·모바일의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소통이 이뤄지면서 여론이 형성되고 정책이 제안되

는 과정이 나타나기도 한다[3].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

gies) 정책의 형성과정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 초반 

본격화된 ICT 정책은 초기에는 초고속정보통신 인

프라 구축 및 고도화, 성장동력 발굴, 전략 수립 등 

정부 주도적 정책이 주를 이뤘다[4,5]. 그러나 ICT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인터넷이 등장하면

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 활동이 늘어나는 과정을 

거치며 ICT 정책에 관한 이슈도 온라인을 통해 논의

되기 시작했다. 엘리트 집단과 정책결정자만의 의제

로 여겨져 온 ICT 정책 이슈가 온라인 공론의 장의 

논제로 거론되어 정책으로 형성되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본 연구는 ICT 정책 이슈가 형성되는 양상을 분석

하는 데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 축적되는 소셜 빅데이

터(Social Big Data)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정책 형성의 가능성과 요인들을 설명한 

격발 메커니즘(Triggering Mechanism)의 개념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정책 이슈가 실제 정책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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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는 데 영향을 미친 변인들을 수치화하는 방식과 

분석결과의 제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안하

는 것이다.

ICT 정책의 경우, 1) 명확한 키워드(기술이나 서

비스 명칭)가 포함된 경우가 많고, 2) 엘리트 집단이 

먼저 제기한 이슈가 공중의제로 확산하는 경우가 일

반적이며, 3) 사회적 관심을 얻게 되면 그 확산이 빠

르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에 적합한 정책적 이슈로 판단했기 때문에, 더욱 유

용한 방법적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1.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다소 관념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ICT 정책 격발 메커니즘에 대해 계량화된 

분석방법과 분석결과의 표준화된 제시방식을 제안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ICT 정책의 특성과 형성 방식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들을 통해 정책 격발 

메커니즘을 다룬 연구들의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또

한, 빅데이터의 등장과 소셜 빅데이터의 분화 과정을 

살펴보고 분석적인 차원에서 소셜 빅데이터의 차별

점을 도출해보고자 했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에서 발견된 정책 격발 메커

니즘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를 기반으로 ICT 정책의 

격발 메커니즘 분석을 위한 측정 변인과 분석절차를 

제안했다. 제안된 측정 변인과 분석절차는 현시점에

서 정책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소셜 빅데이터의 수준

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와 가능한 분석

결과 제시방식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제시된 정책 격발 메커니즘의 개념

을 소셜 빅데이터 수치로 치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방법적 틀을 제시한다. 따라서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

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가능성과 그 한

계점을 중심으로 결론의 내용을 기술했다.

2. ICT 정책 형성 방식의 변화와 정책 격발 메커

니즘

2.1 ICT 정책 형성 방식의 변화

정책적 이슈가 실제 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정

책의제(Policy Agenda)의 형성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정책 이슈가 의제 모집단(Agenda Uni-

verse)에 모이게 되면 이 중 공공영역에서 관심을 얻

는 공공의제(Public Agenda)가 만들어지고 정책의 

검토단계에 이르는 정부 의제(Government Agenda) 

단계를 거쳐 결정 의제(Decision Agenda)로 정책이 

형성된다는 것이다[6].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

이 늘어나면서는 ‘의제 모집단→공공의제→정부 의

제→결정 의제’의 각 단계로 발전하는데 온라인 공간

에서의 이슈 확산이 큰 영향을 미쳤다[1]. 인터넷이 

매개된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정책적 의제가 최종적

인 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이 모인 

공중의제가 더욱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7,8,3].

ICT 정책이 형성되는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1994

년 정보통신부 설립과 동시에 본격화된 ICT 정책의 

형성모델은 엘리트 집단이 정책의제를 주도하는 하

향식(Top-Down) 모델[9]이 주를 이뤘다. 최첨단 기

술과 관련 정보를 토대로 형성되는 정책의 특성상 

전문가에 의해 이슈가 제기되고 매스미디어(Mass 

Media)에서 이를 부각하여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

지는 형태였다. 하지만, 인터넷이 등장하고 소셜미디

어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는 ICT 정책도 온라

인 공중의제의 단계를 거친다. 엘리트 집단에 의해 

제기된 이슈들이 정부에 의해 정책 이슈로 선점되고 

법률안 마련, 정책사업 계획수립 등의 단계를 거치면

서 공중의제로 검증되어 정책으로 최종 결정되는 과

정이 정착되었다[1].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로만 여겨

졌던 ICT 정책 이슈가 온라인 공중의 참여로 더욱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검토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

이다.

2.2 정책 격발 메커니즘 관련 연구

정책 분야에서 격발 메커니즘(Triggering Me-

chanism)은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통

해 정책 형성의 과정을 설명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이슈가 정책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

에 이러한 변인들을 통해 정책이 형성되는 양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공중의 의견이 정책

으로 정착하는 이른바 격발의 단계에 이르려면 이슈

의 확산 범위(Scope), 시간(Time), 강도(Intensity), 

자원(Resource)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 정책의 창(Policy Window)의 개념에서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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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진되는 창이 열리는 상태에서 격발 메커니즘이 

작동된다고 설명한다[10]. 정책이 추진되는 동력이 

마련되는 시점에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는데, 정책

의 창이 열려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책이 격발되

는 메커니즘도 작동을 멈추게 된다. 

이처럼 특정한 사건이 정책적 이슈로 변모하는 과

정에서 촉매제(Catalyst)적 요소들을 살펴볼 경우,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따른 정책 형성의 양상을 조망

할 수 있고 다양한 미디어 발전 양상에 따른 정책 

형성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격발

의 메커니즘 형태도 세분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학술연구 분야에서 정책 격발 메커니즘의 

개념을 활용한 연구는 정책이 격발된 사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사례연구(Case Study)가 주를 이룬다

[11,12].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정책 격발 메커니즘의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함의를 발견하는 연구

는 부재하다. 격발 메커니즘의 요소들을 수량화하고 

메커니즘의 유형을 이론화하는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

다. 오늘날 웹과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이슈 확산 방

식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특정한 정책적 이슈가 어떠

한 커뮤니케이션·미디어적 특성을 통해 확대 재생산

되고 정책으로 결정되는지 정량적 분석 틀을 제시하

고 이를 활용해 연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3. 소셜 빅데이터의 분석적 특징

3.1 빅데이터 등장과 소셜 빅데이터 분화

빅데이터(Big Data)는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등

장과 함께 맥을 같이 하는 개념이다. 인터넷 네트워

크를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의 생산이 증가하고 연산

력(Computing Power)을 통한 정보처리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기존 데이터 개념은 ‘빅’데이터로 재개념

화되기 시작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분석·활용의 차

원에서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

모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빅데이터는 거대한 ‘규모

(Volume)’를 바탕으로 다종의 데이터 종류를 포함하

는 ‘다양성(Variety)’, 연산력이 접목되어 가속화되는 

생산‧분석의 ‘속도(Velocity)’, 데이터 포맷이나 처리 

단계에서의 ‘복잡성(Complexity)’이 주요한 특성으

로 설명된다[13]. 이처럼 빅데이터의 개념이 등장하

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생산되는 커뮤니케이션 메시

지, 소셜 네트워크, 뉴스 리포팅 등에 대한 빅데이터

[14]가 분석적 가치를 띄게 되었다. 

이어 2000년대 초반 스마트기기의 확산과 함께 성

장한 소셜미디어는 빅데이터와 차별화된 개념으로 

‘소셜 빅데이터’가 생겨나는 계기를 만든다. 소셜미

디어를 통해 텍스트‧동영상‧이미지의 콘텐츠 데이

터와 이를 조회·저장·추천·공유하는 이용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빅데이터로부터 소셜 빅데

이터의 개념이 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15,16].

3.2 분석 차원에서 소셜 빅데이터 차별점

3.2.1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는 관련성, 관여도, 상

호작용, 행동 유도 등의 개념을 포함하며[17], 미디어 

분야에서 인게이지먼트는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

인 참여를 의미한다[18]. 콘텐츠에 대한 이해, 관여, 

관심, 선호, 신뢰, 만족 등 소비자 마음의 다양한 측면

을 측정하는 다차원적 개념인 것이다[19].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포맷의 콘

텐츠에 대한 반응하며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다. 게시

글·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부터 콘텐츠를 조회하고 공

유하며 ‘좋아요’를 남길 수 있는데, 소셜미디어에서 

이러한 행위는 인게이지먼트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게이지먼트 데이터는 소셜미

디어 이용 과정에서 대규모의 소셜 빅데이터로 축적

된다. 즉, 소셜 빅데이터는 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

인 참여가 축적된 데이터로, 인게이지먼트를 수량화

된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별점이 

있다. 

3.2.2 비정형‧반정형 데이터

소셜 빅데이터에는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와 반정형 데이터(Semi-Structured Data)가 

포함되어 있는데[20], 이러한 비정형·반정형 데이터

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수치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텍

스트 데이터로 생산되는데, 이러한 비정형·반정형 형

태의 텍스트 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을 통해 정형

화되고[21] 정형화된 데이터는 형태소 단위로 분리

하여 구체적인 의미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형태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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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 대한 수량화된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개체로, 이러한 형태소의 수량, 유형, 관계, 

군집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내용을 추

론할 수 있다. 

3.2.3 맥락적 내용

소셜 빅데이터는 웹·모바일 네트워크에서 확산하

는 이슈에 대해 맥락적 내용(Contextual Content)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웹·모바일 서비스는 소셜미디어 

소통 방식의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소셜미디

어 이용자가 특정한 콘텐츠에 대해 제시하는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따라

서 소셜미디어의 범주에는 정보교환의 형태에 따라 

포털사이트, 뉴스, 블로그, 커뮤니티, SNS(Social 

Network Service), 동영상 제공 서비스까지 포함된

다[22].

소셜미디어의 범주가 확장됨에 따라 소셜 빅데이

터가 수집되는 공간과 소셜 빅데이터의 형태도 다양

해진다. 그래서 소셜 빅데이터의 수집공간과 형태의 

다양화는 정책 이슈의 내용분석 과정에서 맥락적 분

석에 필요한 조건을 만든다. 하나의 정책적 이슈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확산 공간, 확산 형태, 확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이다.

4. ICT 정책 격발 메커니즘 측정 변인 및 분석결

과 제시방식 제안

ICT 정책에 있어 격발 메커니즘은 소셜 빅데이터

의 분석적 특징을 활용하여 더욱 계량화된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다. 실제 분석을 위해

서는 격발 메커니즘의 측정 변인을 수치로 개념화하

고 분석결과 제시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안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 

4.1 변인의 개념설정 및 조작적 정의 제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격발 메커니즘 변인은 

Gerston[2]이 언급한 ‘정책적 사안들이 공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요소’의 개념과 이에 대해 최홍규

[1,23]가 시도한 조작적 정의를 기반으로 설정하였

다. 현시점에서 정책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소셜 빅

데이터 수준을 고려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책 키워드

가 명확히 도출되는 ICT 정책 격발 메커니즘의 변인

들을 제시하고 이를 수치화해보고자 했다.

4.1.1 범위

하나의 정책적 이슈가 정책으로 결정되고 본격적

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얻어야 

한다. 소셜미디어에 정책적 이슈가 확산한다면 더 많

은 채널에 확산하여야 그 정책적 이슈가 정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정책 격발 메커니즘에서 범위(Scope)는 정책적 이

슈가 확산하는 공간의 크기로 개념화할 수 있다. 정

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책대상의 규모로도 

볼 수도 있다[2]. 따라서, 소셜미디어의 얼마나 많은 

채널에서 얼마나 많은 이슈가 확산하고 있는지를 측

정하여 범위의 정도를 도출할 수 있다.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채널은 SNS, 블

로그, 커뮤니티, 뉴스, 동영상 제공 서비스 등으로 설

정할 수 있다. 채널은 상위 단계에서 하위 단계까지 

채널 설정이 가능하다. 가령 SNS의 경우 페이스북

(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와 같은 서비스 단위가 상위 채널이라면 해당 서비스

에서 활동하는 이용자(인플루언서, Influencer)는 하

위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수준별 소셜미디어 

채널 사례들은 각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Table 1).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공식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정책 이슈 ‘채널 확산력(Channel Diffusion, )’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채널 확산력은 정책 이슈가 언

급된 채널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또한, 소셜미디어 

채널이 정책 이슈를 담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하나 

이상의 문장을 포함한 메시지(Message)나 문서

(Document)가 포함되었는지로 확인한다. 해당 메시

지나 문서 안에 정책 이슈를 담은 키워드(Key-

word)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책 이슈를 포함하는 것

으로 간주한다.

     ‧‧‧  (1)

: Channel diffusion power of social media 

channels where policy issues have spread

정책 이슈를 포함한 정도에 따라 소셜미디어 채널

별로 확산력이 차별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소셜미

디어 채널의 확산력 정도는 정책 이슈가 포함된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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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Social Media Channels by Analysis Level.

Level Channel Classification Case

SNS Blog Community News Video

Twitter, 

Instagram, 

Facebook,‧‧‧ 

Naver Blog, 

Tistory, Brunch, 

‧‧‧ 

Naver Cafe, 

Daum Cafe, ‧‧‧ 

Naver News, 

Google News, 

Daum, News, ‧‧‧ 

Youtube, Afreeca 

TV, Facebook 

Watch, ‧‧‧ 

User(influencer) User(influencer) Group
Press

User(influencer)
Journalist

지나 문서의 빈도, 키워드가 도출되는 빈도를 합산하

여 그 수준을 정할 수 있다.


  



 
  



  (2)

: Frequency of messages(documents) men-

tioning keywords related to policy issues

: Frequency of keywords related to policy is-

sues

4.1.2 지속성

지속성(Duration)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책 이슈가 

얼마나 지속하여 확산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미디어가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과잉보도(Media 

Hype)하면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24], 

보도되는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여론 형성이 용이하

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도 정책 이슈가 끊

임없이 논의되고 관련 키워드가 노출된다면 여론과 

정책 형성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 이슈의 확산과정에서 지속성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이슈 확산의 일관성이 발견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상관 계수(Au-

tocorrelation Coefficient, AC)의 공식을 활용하여 수

치화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1]. 분석 시점을 특

정하여, 해당 시점의 전후로 정책 이슈와 관련한 키

워드의 빈도를 산출하여 자기상관성을 측정한다. 

 


  



 
   
 

 (3)

: Frequency of keywords () related to policy 

issues at a specific point in time ()

  : Frequency of keywords () related to pol-

icy issues prior to a specific point in time 

()

  , 
  : Mean of  , Mean of  

 , : Standard deviation of  , Standard de-

viation of  

자기상관계수를 통해 정책 관련 키워드 빈도와 시

차 변수와의 상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 각 정책 이슈 

관련 키워드들이 신뢰구간 내에서 발견되는 자기상

관계수를 측정하면, 해당 시점 이후에도 정책 관련 

이슈가 지속하여 확산할지 판단할 수 있다. 

4.1.3 상호작용성

소셜미디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는 다수 이용자

의 참여를 통해 정보공유가 이뤄진다. 따라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폭넓은 정보를 습득하거나 특정 사

안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25]. 소셜미디어 채

널에서 다양한 이용자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면, 정책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은 정책 이슈가 확산하

면서 소셜미디어 채널 간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개념

으로 제안할 수 있다. 하나의 정책 이슈가 소셜미디어 

채널을 확장해가며 확산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상호작용성을 수치화하기 위해 상관관계 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할 수 있다[1]. 소셜

미디어 채널 내에서 확산한 정책 이슈 관련 키워드

()가 타 채널에서 동일한 키워드()로 얼마나 등장

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채널 간 상관성()이 

나타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4)

 : Frequency of keywords related to policy is-

sues on social media channels () at a spe-

cific point in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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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quency of keywords related to policy is-

sues on social media channels () at a spe-

cific point in time ()

 , : Mean of , Mean of 

 , : Standard deviation of , Standard devia-

tion of 

4.1.4 다양성

디지털화된 공간에서의 의견 다양성은 관용을 증

가시키고 반대주장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다[26,27]. 

정책 이슈 분석을 위해 다양성(Diversity)은 소셜미

디어 공간에서 하나의 정책 관련 이슈가 얼마나 많은 

주제의 정책 이슈들을 포괄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념

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정책 이슈가 포괄하는 내용이 

다양하면 정책적 사안에 대한 관점도 다각화될 수 있

다. 따라서 다양성의 수치가 높은 정책적 이슈는 그만

큼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 다양성은 텍스트의 내용을 주제

별로 묶어 분석하는 토픽모델링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

let Allocation, LDA) 모형[28]을 통해 하나의 정책 

이슈에 대한 토픽의 개수(T)를 구하여 주제의 다양

성을 살펴볼 수 있다.

토픽의 숫자를 산출한 후에도 몇 가지 수치를 통

해 다양성 정도의 추가적인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 

LDA 모형에서는 토픽 내에서 키워드가 도출될 확률

을 베타(β)로 표기하는데, 만일 한 주제에 속한 키워

드들의 베타(β) 값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낮으면 

토픽을 구성하는 내용의 다양성 정도가 클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토픽 간 매개 키워드의 숫자가 적을 

경우, 토픽 간 연결성이 낮아 해당 정책 이슈의 다양

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

: Topics derived through policy keywords

4.1.5 주목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목도(Attention)의 개념

은 미디어 영역에서 논의된 바 있는 ‘지각적 선택

(Perceptual Selection)’의 정도를 수치화한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1]. 특정한 시점과 시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책 이슈를 검색하거나 생산해내는가

를 가늠하는 지표다. 

주목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

하는 방식 중 하나인 크롤링(Crawling) 기법에서 착

안할 수 있다. 크롤링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크롤러

(Crawler)를 특정한 시간 간격으로 동작시키면 텍스

트 데이터를 수집한 시간 간격을 계산할 수 있다. 따

라서, 주목도는 크롤러가 동작하여 키워드를 수집한 

시점의 평균값()을 측정하여 산출할 수 있다. 평

균값이 높을수록 주목도가 낮은 키워드인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6)

 : Value at the time ( ) the keyword was 

crawled

: Mean of values at the time () the keyword 

was crawled

이처럼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한 주목도는 정책 이

슈를 구성하는 키워드들의 크롤링 시점을 평균화

()하여 비교할 수 있다. 크롤링 시점을 표준화한 

수치의 평균값이 낮고 동시에 표준편차도 낮은 경우

에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적 이슈로 판단할 

수 있다. 단, 크롤러가 동작하는 시점에 특정한 이슈 생

산이 폭증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는 제외 후 측정한다. 

4.1.6 선호도

선호도(Preference)는 특정한 정책 이슈를 선호하

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특정한 정책 이슈에 

대한 인지와 채택의 차원을 넘어 호감의 정도를 가늠

할 수 있는 개념을 선호도로 명명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 이외

에 이를 읽고 해독하는 이용자의 선호도에 대한 측정

이 가능해진 데에는 이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등장의 영향이 컸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조회·저장·추천·공유하는 과정

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나며 선호도가 표출되기 

때문이다. 즉, 이용자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표출된 

선호도를 소셜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선호도(P)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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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

게 수집된 인게이지먼트 데이터 중에서 이용자가 콘

텐츠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거나(l), 콘텐츠를 누군

가에게 공유하는(s) 빈도를 통해 선호도를 도출한다.

   (7)

: Frequency of ‘Likes’ on policy issues

: Frequency of policy issues shared

선호도를 측정할 때, 정책 이슈에 대한 최소 단위

는 정책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나 문서이다. 

해당 메시지나 문서에 ‘좋아요’가 눌렸거나, 메시지

나 문서가 공유된 숫자를 계산하여 선호도를 측정하

는 것이다.

4.1.7 변형성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확산하는 정책 이슈의 유형

은 텍스트(Text) 형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커뮤니

케이션 형태가 사진과 그림 등의 이미지(Image), 동

영상(Video) 등의 콘텐츠로 변형되어 이슈가 확산하

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변형성(Transmutability)

은 정책 이슈가 어떠한 형태로 확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단순히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각각의 형태로 콘텐츠가 확산하는 정

도를 양적으로 설명한 개념이 아니다. 만일 하나의 

정책 이슈가 텍스트(혹은 이미지나 동영상) 형태의 

콘텐츠로 확산할 경우, 해당 콘텐츠가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 변형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변형성(TR)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사진, 

그림 등 유형별 콘텐츠에 딸린 제목과 설명글 데이터

를 활용한다. 하나의 콘텐츠가 하나의 정책 이슈와 

하나의 키워드만을 담고 있다고 전제하고 측정한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정책 이슈를 포함한 콘텐츠의 

한 유형에서 평균적으로 몇 건의 콘텐츠가 생산되는

지 이를 통해 변형성 수치를 도출한다.




  




 (8)

: Content including policy issues

: Number of content types including policy is-

sues

4.2 분석결과 제시방식 제안

소셜 빅데이터는 워낙 그 범위와 내용이 방대하므

로 이를 활용한 정책연구의 과정에서는 명확한 기준

을 통해 분석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ICT 정책의 

격발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ICT 정책연

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분석결과 제시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4.2.1 데이터 수준에 따른 결과 해석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정책을 분석할 경우 데이터 

수준을 사전에 결정하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확산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데이터 수준은 ‘정책 아이템

(Policy Item)’, ‘정책 이슈(Policy Issue)’, ‘정책 키워

드(Policy Keyword)’로 구분이 가능하다(Fig. 1). 정

책 아이템은 정책 관련 내용 전체를 포괄하는 데이터

이며 정책 이슈들의 집합이다. 그 하위 수준에서는 

정책 이슈가 다양한 정책 키워드를 포함한다. ICT 

정책은 기술·서비스 개발, 인프라 구축, 산업환경 조

성 등의 이슈와 맞물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하나

의 정책 키워드가 정책 이슈나 정책 아이템과 같은 

형태의 텍스트로 형성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Fig. 1. Level of policy-related data analyzed through 

social big data.

4.2.2 수집‧분석 시점 및 시점 간 차이 제시

소셜 빅데이터 분석과정에서 데이터가 수집된 시

점과 분석을 시도하는 시점 간에 데이터의 수치와 

내용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ICT 정책의 

경우에도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지거나, 특정한 이슈

의 사실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면 데이터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연구를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



1199소셜 빅데이터 특성을 활용한 ICT 정책 격발 메커니즘 분석방법 제안

Fig. 2. Data set at the time of data collection and presentation of analysis.

Fig. 3 Garbage data scale measurement through ran-

dom sampling.

점과 데이터가 수집된 시점을 제시하고 해당 시점 

간에 변경된 데이터의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셜 빅데이터가 수집된 시점의 

데이터 집합(Dc)과 분석을 시도한 시점의 데이터 집

합(Da)을 명명하고(Fig. 2), 실제 분석결과를 제시하

는 시점에서 해당 데이터 집합의 특징을 수치로 제시

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4.2.3 가비지 수준 설정

방대한 양의 소셜 빅데이터 속에는 언제나 쓸모없

는 가비지(Garbage) 데이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

다. 특히, ICT 정책 이슈 안에는 단순히 기술과 서비

스의 내용이 설명되거나 상품 판매 및 구매 과정에서 

다수의 상품명만 소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의미 없

는 키워드가 수집되는 경우를 피하기 힘들다. 데이터

의 전처리 과정(Preprocessing)을 거쳤다고 해도 가

비지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에, 가비지 수준을 제시하여 소셜 빅데이터 전반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전체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 열을 무작

위 추출(Random Sampling)하여 전체 데이터 대비 

가비지 데이터 규모(Garbage Data Scale)를 비율로 

제시토록 하는 것이다(Fig. 3). 

5. 결론 및 제언 

인터넷 등장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늘어

났음에도 정책 이슈가 확산하는 과정을 설명한 연구

들은 정책 이슈에 관한 사례연구에 치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소셜 빅데이터가 축

적되고 있음에도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에 

정립된 정책확산의 개념들을 계량적으로 연구하려

는 시도가 부족했다. 

특히,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는 인

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의 등장과 소셜 빅

데이터의 분화를 새로운 데이터 현상으로 바라보고 

기존의 이론적 개념들을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시도

가 필요했지만, 관련 연구는 부재했다. 정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고 최근 소셜미디어 공

간에서 정책 제안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현상을 양적 지표로 치환하고 분석방법을 객관화하

며 분석과정 상 필수적인 요소들을 도출하려는 시도

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논의되는 ICT 정

책 이슈가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책 격발 메커니즘의 개념

을 통해 설정할 수 있는 변인들을 수치화해보고자 

했다. 또한,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ICT 정책 분석결

과를 제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안해보고자 

했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격발 메커니즘의 변인

은 1) 범위, 2) 지속성, 3) 상호작용성, 4) 다양성, 5) 

주목도, 6) 선호도, 7) 변형성이며, 각 변인은 현시점

의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수준에서 수치화해볼 

수 있었다. 정책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데 필수적으로 

감안할 요소로는 1) 데이터 수준에 따른 결과 해석, 

2) 수집‧분석 시점 및 시점 간 차이 제시, 3) 가비지 

수준 설정을 꼽을 수 있었다. 

ICT 정책의 경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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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에 대한 이슈가 확산할 때마

다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ICT 기술과 서

비스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지면

서 ICT 이슈가 정책 이슈로도 더 많이 논의되는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량화된 정책분석 

방식이 변화하는 사회나 그 구성원을 분석하는 하나

의 방법론적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다.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안들은 새로운 형

태의 소셜미디어 서비스와 소셜 빅데이터 수집‧분석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가변적이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한 소통의 방식은 끊임

없이 변화하므로 현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발굴한다고 해도 이러한 방법론은 끊임없는 표준화‧

체계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후속 연구들에서 더욱 

다채로운 방식으로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

회현상을 분석하거나,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체계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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