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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노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근골격계는 근육운동과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요가는 정신과 신체를 완화시키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에 요가와 관련된

키워드를 알아보기 위해 뉴스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에서 제공하는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월별 키워드 분석과 가중도에 따른 관계도 분석을 실시하

였다. 결론적으로 첫째, 요가는 계절로 볼 때 봄과 가을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근 요가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가를 지도하는 

요가강사, 트레이너의 관련 기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지도의 중요성과 관심도를 알 수 있다. 향후 

요가 관련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국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 미디어, 뉴스, 빅데이터, 요가, 키워드

Abstract South Korea is entering an aging society, and since the musculoskeletal system directly 

affects elders’ daily life, muscle exercise and flexibility are required. In particular, yoga relaxes the 

mind and the body and heightens stress coping ability. To investigate keywords about yoga, news 

articles provided by BIGKinds, a news analysis system, was applied to collect articles from January 

1, 2019, to December 31, 2021, and an analysis was conducted about the monthly keywords and 

the relationship followed by the weighted degree.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first, it showed 

that there is high interest in yoga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seasons. Second, yoga is offered 

in non-contact methods nowadays, and various social network services are applied for the 

operation. Third, there was high public attention to articles on yoga instructors and trainers, and 

this revealed the importance and interest in online coaching. It is anticipated to apply it for the 

development of yoga workout programs and base data to develop sports for all.

Key Words : Midia, News, Big Data, Yoga, Keyword 

*Corresponding Author : Jong-Hyuck Kim(jhkim4170@hanmail.net)

Received May 2, 2022

Accepted May 20, 2022

Revised May 17, 2022

Published May 28, 2022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5, pp. 365-372, 2022
e-ISSN 2713-6353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5.365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366

1. 서론 

한국은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의학기술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앞으로도 건강은 핵심과제로 급

부상 할 것이다[1]. 인간의 노화는 근골격계의 변화가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근골격계는 일상생활에

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근육운동과 유연성이 필

수적이며, 유연성이 부족하게 되면 각종 상해 및 근골격

계 질환, 운동장애가 높아진다[2]. 이러한 노인의 신체활

동의 감소는 혈액 공급과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노화는 근본적인 원인을 예

방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기능 향상과 기초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유연성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있어

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유연성이 부족할 

경우 일상생활의 활동능력이 저하되고 낙상이나 골절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3].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우리는 코로나

19(COVID-19)라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인해 대

면 만남이나 접촉이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다[4]. 이러한 분위

기는 전 세계적으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되어 오

는 환경이며, 국내 감염자도 변종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

해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임이나 행사, 여행 등을 자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비

대면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제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

식하고 있다[5]. 하지만 비대면 방식은 스포츠 관련 시

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생겼고, 이로 인해 운동을 제때 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비만인구가 증가하였다[6]. 이렇게 

운동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운

동의 연구들이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며[7], 그중 요가

는 때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기 때

문에 장점이 있다[8].

요가는 심리적 상태와 연관이 있는 근육, 신경, 호르

몬의 변화가 마음과 정서를 안정시키고 부정적인 마음

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환시켜주고 

현대병의 치료를 위한 대체요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9]. 문화체육관광부(2019)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

민들의 운동참여에 대한 조사에서 걷기, 등산, 보디빌딩, 

수영에 이어 요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10]. 이렇듯 

요가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운동이며, 신체와 

정신 건강의 균형을 맞춰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무엇보

다 요가는 개인의 수용 능력과 현실 인식력을 향상시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11]. 이러

한 요가는 평상시 정신과 신체를 완화시키고 평안한 상

태로 만들면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12].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여러 현상

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키

워드 분석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13]. 특히 미디어에서 

키워드를 추출한 데이터는 다양한 각도에서 의미를 확

인할 수 있으며[14], 이러한 데이터는 사회적 이슈와 정

책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중요하게 사용된다. 특히 신문

은 다양한 사회의 현상학적 문제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15]. 키워드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생존수영에 관한 키워드 분석[16], e스포츠의 

드론 축구와 관련된 연구[17]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

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알아내고 일정 패턴을 발견하는 연구들이 사용

되고 있다[18].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연구들

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가 처해진 고령화

와 코로나19로 시작된 언택트(Untact)시대에 나 홀로 

운동 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인 요가와 관련된 미디어 

기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코로나19 이전

과 이후의 이슈들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향후 요가 관련 운동프

로그램 개발과 국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 

중 대표성을 갖는 11개 중앙지(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서울

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내일신문)와 8개 경제지(서울

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파이낸셜, 아주경제)를 대상으로 뉴스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여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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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검색어는 ‘요가’이며, 수집된 관련 기사는 총 5,154건이다.

자세한 기사건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Number of articles

Year
Central 

newspaper

Economic 

newspaper
Total

2019 758 1,057 1815

2020 723 1,071 1794

2021 691 854 1545

Total 2,172 2,982 5,154

2.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한국언론진흥

재단의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사전처리해서 

비정형 뉴스데이터를 정형화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본 프로그램의 품질과 신뢰성은 입증

되었다고 판단된다[19]. 관계도 분석은 프로그램의 설정 

단위인 가중치(관련기사 건수) 5이상으로 정리하였고 연

도별 월별 키워드는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분석하였다. 

절차는 Fig 1과 같다.

Fig. 1. Algorithm flow chart

3. 연구결과

3.1 키워드 분석

키워드 분석은 많은 양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현대 

사회의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키워드 분석은 비정형 텍스트로 

구성된 정보를 정형화된 텍스트로 변형하여 다양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20]. 특히 신문은 많은 사회현상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준다[21]. 

3.2 관계도 분석

관계도 분석의 개체명 추출 방식은 검색 결과 중 정

확도 상위 100건의 뉴스 본문을 형태소 분석하여 명사

상당어구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명사상당어구에 개체명 

분석 알고리즘 Structured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적용하여 개체명을 추출한 것으로 이때

개체명의 관련기사 건수를 생각하여 가중치가 부여된 

것이다[22]. 

3.2.1 2019년 분석 결과

2019년 분석결과 첫 번째는 월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9년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이며, 1월

부터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6월에 최고치를 나타

낸 후, 7월부터 9월까지 저조하다 다시 10월 다시 최고

치를 나타냈다. 이는 여름휴가 기간에는 요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기적으로 

따뜻한 봄과 가을에 요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결과는 Fig. 2와 같다.

Fig. 2. Monthly Key words (2019)

두 번째는 기본 가중치 5이상(관련기사 건수)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연결망에서 요가와 관련된 첫 번째

키워드 그룹은 ‘동작’이며, 두 번째 장소 그룹은 ‘인도’로 

나타났다. 세 번째 기관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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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며, 네 번째 인물 그룹은 ‘나렌드라’로 구성

되었다. 각 키워드는 요가를 할 때 프로그램과 동작을 

중요시 하고 요가의 본 고장인 인도와 관련이 높기 때문

으로 나타났다. 요가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수강권을 

구입한 뒤 중도 해지할 때 생기는 위약금 한도액을

수강료의 10%를 넘지 못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급에 

대한 시행 규칙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23]. 또한 인도 

정부는 세계 요가의 날을 2014년 12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제안에 따라 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

이다[24].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Weight above 5 (2019)

Name Category Weight

Yoga Search word 100

1 Movement Keywords 25

2 India Place 16

3 Program Keywords 10

4 Korea Consumer Agency Institution 9

5 Lotte Department Store Keywords 9

6 Pilates Keywords 9

7 Fair Trade Commission Institution 9

8 MBC Institution 8

9 U.K Place 8

10 U.S.A Place 8

11 Class Keywords 7

12 Student Keywords 7

13 YouTube Keywords 7

14 Leader Keywords 7

15 Japan Place 7

3.2.2 2020년 분석 결과

2020년 분석결과 첫 번째는 월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이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창궐했으며, 2월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2월부터 12월까지 꾸준한 

수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는 2월에 코로나

19가 창궐한 기간으로 외출이 자제되기 시작하였고

[25], 3월부터는 외출이 어려워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종목의 대안으로 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 3. Monthly Key words (2020)

두 번째는 기본 가중치 5이상(관련기사 건수)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연결망에서 요가와 관련된 첫 번째

키워드 그룹은 ‘코로나19’이며, 두 번째 장소 그룹은

‘미국’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세 번째 기관 그룹과 네 

번째 인물 그룹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키워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서 요가가 제한됨에 따라 집에

서 요가의 진행과 관련 있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

이버’, ‘요가강사’ 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스마

트’, ‘라이브’, ‘네이버‘ 등의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26].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Weight above 5 (2020)

Name Category Weight

Yoga Search word 100

1 COVID-19 Keywords 27

2 YouTube Keywords 19

3 Yoga instructor Keywords 17

4 COVID Keywords 17

5 U.S.A Place 16

6 Movement Keywords 16

7 Naver Keywords 13

8 Office Worker Keywords 12

9 Instagram Keywords 12

10 Volley Place 9

11 Life Keywords 8

12 Pilates Keywords 8

13 Student Keywords 7

14 Teacher Keywords 7

15 Drama Keywords 6

3.2.3 2021년 분석 결과

2021년 분석결과 첫 번째는 월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이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시기이며,

1월에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2월부터 4월까지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이후 5월부터 6월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7월부터 9월까지는 낮은 수치를 유지했고 10월에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백신접종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던 시기이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

드는 상황 속에서 외부 활동에서 늘어났던 시기였다[27].

따라서 운동량이 많은 계절인 봄과 가을에 관련 기사의 

수치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결과는 Fig. 4와 같다.

두 번째는 기본 가중치 5이상(관련기사 건수)으로 분

석한 결과이다. 연결망에서 요가와 관련된 첫 번째 키워

드 그룹은 ‘코로나19’, 동작’이며, 두 번째 장소 그룹은 

‘인도’로 나타났다. 세 번째 기관 그룹은 ‘유튜브’, ‘트위

터’이며, 네 번째 인물 그룹은 나타나지 않았다. 각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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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아직까지 요가를 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사항

이 많고, 요가를 할 때 동작이 중요하므로 신문의 기사

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가는

인도가 종주국으로 이와 관련된 키워드가 높은 수치를 

보였고,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됨

에 따라 유튜브와 트위터 같은 온라인을 이용한 요가의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다[28]. 결과는 Table 4와 같다. 

Fig. 4. Monthly Key words (2021)

Table 4. Weight above 5 (2021)

Name Category Weight

Yoga Search word 100

1 COVID-19 Keywords 23

2 Movement Keywords 15

3 COVID Keywords 14

4 India Place 11

5 YouTube Institution 11

6 Instagram Keywords 8

7 Trainers Keywords 6

8 Yoga instructor Keywords 6

9 China Place 6

10 Iguana Keywords 6

11 U.S.A Place 6

12 Bahamas Place 6

13 CaribbeanSea Place 6

14 Twitter Institution 5

15 Japan Place 5

4. 논의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제한되면서 요가와 같이 집

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의 관련 기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신문에서는 요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활용한 빅데이터를 기존 내용분석 

방법이 아닌 키워드 분석을 사용하여 요가와 관련된 키

워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 

대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요가와 관련한 월별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수치 

중 2019년은 계절별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

적 운동하기에 좋은 계절인 봄과 가을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여름과 

겨울보다는 봄과 가을에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ee의 연구[29]에 따르면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낮은 기온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의 신체활동량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2020년은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제한

되었으며, 이로 인해 3월부터 12월까지는 요가에 대한 

기사가 대체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아졌으며, 1월을

제외한 다른 월별 그래프는 2019년과 비슷한 모양을 보

였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환경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코로나 이후 대면 방식의 

운동이 아닌 비대면 방식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운동보다 혼자하는 운동으로 변화했음을 관련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30].

둘째, 요가 키워드에 대한 가중치 분석 결과, 연결망

에서 요가와 가장 관련이 높은 키워드 그룹은 2019년 

‘동작’,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이며, 장소 그룹은

2019년과 2021년은 ‘인도’, 2020년은 ‘미국’으로 나타

났다. 기관 그룹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

자원’, 2021년은 ‘유튜브’, ‘트위터’로 나타났고 2020년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인물 그룹은 2019년만 

‘나렌드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최근 나온 신문기사에

서 요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을 통한 영상과 

SNS 중심의 운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요가는 인도가 종주국으로 관련 기사가 높았지

만 코로나19가 가장 왕성했던 2020년은 요가와 더불어 

홈트레이닝 인구의 증가로 미국 관련 업체들의 기사가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31]. 과거 코로나19가 확산되

기 이전에도 요가 인구의 증가로 수강료와 관련한 법적 

분쟁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신문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Kim과 Kim의 연구[32]에서는 오늘날 스포츠는 

거대한 사업영역일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스포츠관련 사고와 이에 

따른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요가와 관

련된 신문 기사의 이슈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의 정

보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문 빅데이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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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요가에 대한 신문기사를 수집한 후 키워드 

및 관계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이나 실내에서 혼자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요가는 계절로 볼 때 봄과 가을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근 요가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가를 지도하는 요가강사, 트레이너의 관련 

기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지도의 중요

성과 관심도를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표적인 언론사의 신문 기사를 

통해 키워드를 알아 볼 수 있다는 점과 기존의 연구에서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양하게 알아 볼 수 있었다는 점

에서 의미를 지닌다. 요가는 홈트레이닝의 한 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운동이며, 다른 운동들과 마

찬가지로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계절에 큰 영향 없이 실내에

서 혼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요가를 교육하는 요가강사

나 트레이너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요가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운

동프로그램 개발과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향후 

코로나19같이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

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운동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최근 3년간의 월별 키워드와 키워드 

관계만 분석했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니기 어렵다는 한

계가 있다. 향후에는 생활체육 중 대중적인 종목들의 키

워드를 알아보고 다양한 분석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방법론을 심층적으로 보완한

다면, 향후 요가 관련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국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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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ing accident and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The Association of Sports and 

Enetrtainment Law, 12(4),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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