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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메타버스(metaverse)로 통칭되는 가상현실 공간

과 관련 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는 다양한 사

회적 반응을 불러왔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2000년 

이전 공상 과학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

서 등장했지만 국내 대중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

다. 그러나 관련 배경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유

발된 비대면 중심의 사회 환경 변화가 새로운 공간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증가시킴에 따라 메타버스 개념

이 미디어를 통해 재발견됐다.

메타버스 관련 대중 매체 보도는 메타버스 발전에 

따른 상업적 가능성에 중심을 둔다. 메타버스 보도에

서 메시지의 전달 형식 다수가 화제 중심의 사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뉴스 미디어의 과학 보도 경

향에 대해 과학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뉴스 미디어가 

사회적 인식과 보도 목적에 따라 보도 내용을 재구성

하기 때문에 주요한 기술 문맥의 상실을 가져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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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제기한다[1]. 메타버스에 대한 보도 또한 가

상환경에 대한 기술적 배경보다는 화제성을 중심으

로 한 사례 보도라는 점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 비판과 연결된다[2].

메타버스의 화제성과 사회 인식 제고에도 불구하

고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대중 이해가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제시된다. 미디어 보도는 메

타버스와 관련 기술에 대한 대중 인식을 확대시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및 투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메타버스에 대한 높은 대중 인지도와 이용 

동기와 달리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마크로밀 트렌

드모니터(Macromill Trendmonitor)>의 2022년 설

문 결과는 국내 메타버스 보도에서 다수의 기술적 

맥락 상실과 정보 재구성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3].

국내 뉴스 미디어의 메타버스 보도 선행 연구는 

메타버스에 대한 대중의 급격한 관심 증가에 따라 

확장된 연구가 이뤄져야 함을 보인다. 국내 메타버스 

보도 연구 다수는 메타버스 용어의 급격한 인식 성장

과 트렌드 변화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방법론 측면에

서도 국내 메타버스 보도 연구는 1) 기간 2) 방법론 

3) 범위 부분에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보인다[4,5,

6]. 본 연구는 메타버스에 대한 국내 연구와 미디어 

보도에서 확인되는 중요 키워드 및 주제군의 구성을 

비교하여 2021년을 전후하여 이뤄진 메타버스에 대

한 관심 성장 과정이 갖는 내재적 의미와, 대중과 연

구 영역의 차이를 비교했다.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5월) 기간을 

기준으로 KCI(Korea Citation Index)에 등록된 논문

과 네이버 포털 뉴스에 등록된 일간지, 공중파, 종편

을 포함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와 관련 

키워드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요 키워드 간의 연결 관계와 주제군의 

속성을 분석했다. 세부 방법론으로 기존 키워드 중심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확장하여 1) 키워드 연결망 

연결망 모형 2) 딥러닝 기반 임베딩 모형 3) 메타데이

터 사용이 가능한 일반화된 디리쉴레 다항 회귀 모형

(g-DMR, Generalized Dirichlet Multinomial Re-

gression)과 같은 확장된 자연어 분석 기술을 활용했다.

학술 영역의 연구와 국내 보도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의 간극을 찾는 것은 메타버스의 대중화 및 정책 

수립에 내재된 문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장기적 계획

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기술과 사회문

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확인되듯, 기술의 발전과 

응용 영역의 확대는 기술적 가능성과 사회적 인식의 

상호작용으로 이뤄진다[7]. 메타버스와 같은 사회 환

경 요인에 대한 급격한 관심 증가는 실제 기술의 가

능성과 과학적 배경에 있어 다른 인식 체계를 만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서로 간격을 

벌리며 기술 발전과 대중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는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탐

구의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2. 문헌 연구 

2.1 과학 전달 매체로써의 뉴스와 사회적 영향

새로운 과학 개념이 대중에게 전달되고 보편화되

는 과정에서 대중매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 

정보 전달 매체로써 뉴스 미디어는 대중에게 보편적

인 채널로 받아들여지며, 뉴스를 통한 과학 정보 노

출로 대중이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

킬 수 있다. 2020년 9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발표된 설문에 따르면, 설문 

대상지 중 다수가 뉴스가 과학을 다루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8]. 대중매체를 통한 과학 

정보 노출에 대한 연구는, 텔레비전 같은 미디어 채

널을 통한 과학 정보의 노출이 기술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며, 관련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줬다[9].

뉴스 미디어의 과학 기술 보도는 정보 전달에 더

해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다. 뉴스 미디어는 

언론사의 입장과 전달 과정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일부를 강조하거나 축소하며, 이는 대중이 기술을 받

아들이는 과정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다[10,11].

뉴스 작성자는 정보의 재구성 과정에서 뉴스를 받아

들이는 독자와 더 넓은 범위의 사회 전반을 고려하

며, 정보의 재구성을 시도할 수 있다[10]. 다른 맥락

에서 뉴스 생산자는 보도에 따른 복잡한 반응을 고려

하여 일정한 형식에 뉴스 내용을 맞출 수 있다[11].

언론의 보도 성향에 더해 과학 정보가 갖고 있는 

복잡성과 뉴스 보도가 가진 지면, 방송 분량의 한계 

또한 기술의 전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 보도 과

정에서 생략되는 맥락 정보로 인해 새롭게 소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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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뉴스 소비자의 이해가 정보 배경이 제외

된 영역으로 한정될 수 있다. 미국 신문의 과학 보도

를 중심으로 장기간의 뉴스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신문 매체는 일정한 수준에서 꾸준하게 과학 

보도를 수행해 왔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기술 이해

에 필요한 방법론과 맥락을 생략하는 경향을 보인다

[1]. 이와 같은 과학에 대한 보도 경향은 기술의 전망

보다는 단편적인 이미지와 모호한 인식이 강조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과학과 언론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 가능한 대

중 인식의 차이 문제는 국내 메타버스 보도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기술에 대한 인식 증가보다 비대면 

환경과 같이 제한된 영역에 집중된 이슈화는 대중적 

문맥에 따라 단편적인 흥미를 중심으로 한 뉴스 생산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메타버스에 집

중된 뉴스 보도 증가와 산업 논의 확대는 배경 기술

의 점진적 관심 증가 대신 2021년을 전후로 급격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2,6]. 국내 대중의 메타버스에 대

한 인식 또한 이해와 간극이 있으며, 메타버스에 대

한 관심 증가 과정에서 코로나19와 비대면 환경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4].

국내 보도에서 발견 가능한 시기와 이슈의 집중 

범위는 메타버스 대중 인식에 내재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영역으

로의 적용 확대, 대중화의 과정은 과학적 가능성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인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

다[7]. 뉴스 보도를 통한 대중의 기술 인식과 기술의 

확대 가능성 및 방향 차이가 커질 경우,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기술의 발전 가능성은 부정적인 영향

을 받는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와 

꾸준한 관심의 증가 대신, 단기적 뉴스 이슈로써 기

술이 소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 메타버스 언론 보도 연구 분석

메타버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급격한 증가와 사

회 인식 변화는 언론 보도의 내용 및 보도량의 변화

를 가져왔으며, 메타버스 관련 언론 보도 연구가 이

뤄지는 배경이 됐다. 다수의 언론 보도 연구는 분석

을 분석의 대상으로써 텍스트 수집 및 분석이 용이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했으며, 데이터 수

집 시작 시점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메타버스의 화제

성이 증가된 2021년 전후 기간을 주요 분석 기간으로 

설정했다[4,5,6]. 분석의 세부 방향은 크게 메타버스 

트렌드를 중심으로 한 변화와 확장[4], 메타버스 관

련 주제와 연계된 정책 중심의 제안[6] 메타버스 활

용 및 사례 연구[5]로 확인됐다.

시기 측면에서 국내 메타버스 언론 보도 연구 다

수는 메타버스 보도 빈도의 급격한 증가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기 이후 이뤄졌음을 보여줬다[4,5,6].

메타버스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가 확인된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 별 차이가 존재하지만[4,6], 실질적으

로 메타버스가 국내 언론 보도에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2021년을 

기점으로 지적한다[4,5,6]. 연구에서 확인되는 시기

에 따른 보도 빈도 변화는 메타버스 보도 변화와 코

로나19로 인한 사회 환경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를 보여준다.

언론 보도 내용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메타버스와 

연계되는 관련 주제 영역의 확대가 2021년 중기를 

전후하여 이뤄졌음이 확인된다[4,6]. 언론 보도의 세

부 주제 내용과 변화에 대한 분석은 메타버스에 대한 

국내 미디어의 보도 주제가 경제, 산업 영역을 기반

으로 다양한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보

도 빈도에서 대부분의 주제에서 뉴스 보도량이 2021

년 동안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을 

설명한다[4,5,6]. 메타버스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가 

확인된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 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4,6]. 시간에 따른 메타버스 주제 다양성의 확대와 

기사량의 증가는, 대중의 메타버스 이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대중 인식과 이해의 간극을 일정 부

분 설명한다[2,4,5,6].

방법론적으로는 중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빈도 및 

상호 연결을 구성하거나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주

제 간 세부 분포의 특징을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됐다

[4,5,6].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는 빈도를 중심

으로 시각화 방식을 활용했다[6]. 트렌드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분할된 시기를 중심으로 주제 집단의 

변화를 확인했다[4]. 메타버스 관련된 학술적인 논의

에 대해 부분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연구 내용 및 키워드와 연결관계의 확인 대신 빈도와 

비율, 대표 연구를 확인하는 분석이 수행됐다[6].

3. 연구 문제

선행연구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메타버스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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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학 기술 대중화 과정에서 뉴스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대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

하는 데 중요하며,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뉴스의 과학 정보 전달 과정에서 언론사의 

입장 및 뉴스에 호응하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 정보

량 대비 제한된 분량으로 인해 정보의 재구성이 일어

나기 때문이다. 뉴스 생산 과정에서 재구성된 과학 

뉴스는 정보 전달 과정에서 기술 문맥의 상실을 가져

오며, 뉴스 소비자의 이해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기되는 뉴스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우려는 국내 언론의 메타버스 

보도 과정에서도 적용된다. 국내 메타버스 보도의 급

격한 양적 성장과 주제 영역 확대와 메타버스에 대한 

대중의 이해 간 차이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보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메타버스를 배경으로 앞으

로의 발전 및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현재 

메타버스 보도의 구성과 인식 체계가 기술적 문맥을 

구성하는 연구 영역과 세부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는

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선행 연구는 국내 메타버스 

인식과 이해를 구성하는 뉴스 보도와 연구 영역에서 

네 가지 확장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첫째, 기

술 연구 맥락에서 사용되는 메타버스와 관련 키워드

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탐구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뤄졌다. 둘째, 대중 매체로써 뉴스 영향력을 반영

하는 언론사 선정 과정에서 국내 인터넷 뉴스의 주 

유통 경로인 포털 뉴스 환경과 연계된 언론사, 이 중 

종합편성 채널을 포함한 방송 매체에 대한 고려가 

적었다. 셋째,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한 분석 과정

에서 키워드 간 상관관계나 문맥을 세부적으로 반영

하는 추가적인 언어 분석 모델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었다. 넷째,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의 증가 과정에

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을 

고려했을 때,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5차 확산기(오

미크론) 배경에서 미디어 보도를 분석한 연구가 부

족했다.

선행연구와 추가 연구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구성했다.

RQ1 : 국내 메타버스 관련 연구의 주요 주제는 무

엇이며, 관련 주제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RQ2 : 국내 메타버스 관련 보도의 주요 주제는 무

엇이며,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

RQ3 : 국내 메타버스 관련 연구와 보도의 주요 주

제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4. “메타버스” 연구 분석

4.1 데이터 수집 및 시계열 시각화 분석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국내 연구 동

향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2022.

05.31.) 사이 국내 저널에 발표된 논문 세부 정보를 

수집하여 기술분석 및 키워드 간 상관관계를 확인했

다. 정보 수집 사이트는 검색 편의성과 데이터베이스 

규모, 검색 언어를 고려하여 KCI(Korea Citation

Index) 사이트를 선정했다.

관련 키워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

색 영역이 확장될 수 있기에 선행 연구와 KCI 플랫폼

의 키워드 추천 기능을 사용하여 검색 쿼리는 “메타

버스”와 추천 연관 검색어로 서로 제안된 “가상현실”

과 “증강현실”을 사용했다. KCI 사이트 검색 결과에

서 인용정보 및 검색 결과 데이터를 결합하여 [“논문

구분”, “발간일”, “발행처”, “키워드”, “초록”, “검색쿼

리”, “분류”, “KCI내 인용 횟수”]의 정보를 수집 후 

파이썬 데이터프레임(DataFrame)을 구성했다.

검색 결과 세부정보(e.g. 초록, 분류, 키워드)를 제

공하지 않거나 생략된 논문을 제외하고 모두 1710건

의 논문이 검색됐다. 중복을 포함한 쿼리 별 논문 수

는 메타버스(386), 가상현실(1259), 증강현실(515)과 

같았다. 메타버스와 연관 검색어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월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중복된 쿼리를 허용하

여 Fig. 1과 같이 시계열 시각화를 수행했다.

시계열 시각화 Fig. 1은 메타버스 및 관련 키워드

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사실을 제시한다. (a) 논문 

출판으로 계산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증가는 메타

버스 언론 보도 증가보다 1-2개월 늦은 2020년 12월

에 시작되며, 논문 발간의 주기성을 포함하여 점진적 

성장 경향을 유지한다 (b) 국내 연구의 언급 빈도 비

교에서 가상현실에 대한 언급은 메타버스보다 더 높

은 비중을 차지하며, 증강현실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다 (c) 가상현실, 메타버스, 증강현실 키워드의 

변화 패턴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변화 패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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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를 전후하여 세 키워드와 연결되는 논

문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된다.

관련 키워드를 제외하고, 메타버스 키워드와 직접 

연결된 연구의 분야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메타버

스 검색 결과를 사용하여 분기별 누적(stacked) 막대 

차트를 Fig. 2와 같이 구성했다. 분기별 시각화 Fig.

2에 따르면, 2020년 말부터 2022년 상반기 기간 동안 

국내 메타버스 연구 배경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

는 사회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세 분야였다. 시기

적으로는 논문 연구 분야 분포에서 가장 큰 변화가 

확인되는 것은 2021년 하반기였다.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메타버스 연구 분야에서 사회과학, 복합학

의 비중이 크게 변화했는데, 원인은 해당 시기 정부

의 정책 수요에 따른 연구자의 제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시계열에 따른 논문 메타데이터 분석은 키워드를 

제시하는 연구자의 전반적 관심 변화를 알려주지만,

연구 내에서 키워드 간 의미 연결이 어떻게 형성되는

지 보여주지 않는다. 연구에서 확인되는 키워드 간 

의미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념 간 연결망 및 문

맥 분석을 목적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추가 언어 

모델 분석이 수행됐다.

Fig. 1. “Metaverse” and related keywords including duplicated publications.

Fig. 2. Categories of Publication containing “Metaverse”
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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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키워드 연결망 분석

메타버스 관련 연구에서 제시되는 중심 키워드 간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 논문 메타데이터를 통해 키워

드 연결망 분석을 수행했다. 키워드 연결망은 메타버

스 연구가 구체화된 시점과 언어에 따른 키워드 속성

을 고려하여 2020년 말(10월)을 기준으로 한글 초록

을 조건으로 1200건의 논문을 추출하여 구성했다. 연

결망 구성 방법은 동일 논문 내 키워드가 등장할 경

우 키워드 간 가중치에 1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동일 

저자 혹은 논문 내 키워드 중복을 고려하여 최소 3번 

이상의 연결이 있을 경우 키워드 간 연결이 성립한 

것으로 가정했다. 키워드 연결망에서 확인되는 군집

(Cluster)과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중치를 활

용하는 연결망 군집 계산 알고리즘 중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루뱅(Louvain) 알고리즘을 활용했다[12].

상기 데이터 및 연결망 구성 방식을 활용한 연결망의 

속성은 Table 1과 같았다.

네트워크의 세부 속성은 노드(키워드) 84개, 엣지

(3번 이상의 동시 출현) 104개로 구성됐으며 군집은 

11개가 제시됐으나, 비율상 5%을 차지하는 군집은 

2개가 존재했다. 연결망의 수치상 정보에 더해 전체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결 강도를 너비, 군집을 색

으로 구분한 시각화가 Fig. 3과 같이 이뤄졌다.

키워드 연결망의 세부 메타데이터와 시각화는 다

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과 연결된다. (a) 메타버스 

연구 관련 키워드 연결망 군집은 11개가 도출됐으나 

고립되거나 비율이 낮은 경우와 형식적으로 중복된 

주제군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 메타버스 중심 연

결망 (36%)과 2)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중심으로 

한 연결망(46.5%)로 구성된다 (b) 연결망은 구분되

는 군집을 형성하지만 연결망의 빈도로 확인했을 때 

중요 키워드가 강한 빈도로 동시 출현하는 경향을 

갖는다 (c) 메타버스와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잇는 

매개 키워드의 경우 [사용자 경험, 스토리텔링, 코로

나19, 콘텐츠, 거울세계, 가상세계, 인공지능, 공감,

에듀테크]가 존재했다. (d) 매개되지 않는 키워드의 

경우 메타버스는 [제페토, 언택트, 포스트코로나, 사

회적 실재감, 아바타, 플랫폼]과 같은 키워드가, 가상

현실은 [상호작용, 발달장애, 안전교육, 실감형 콘텐

츠, 애니메이션, 확장현실, 혼합현실], 증강현실은 

[혼합현실, 실감형 콘텐츠, 사용자 경험, 확장현실, 콘

텐츠]와 같은 키워드가 존재했다.

키워드 연결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a) 코로나19를 배경으로 메타

버스와 증강현실, 가상현실 사이 공통된 키워드가 콘

텐츠와 확장세계, 사용자 경험과 같이 다른 공간의 

활용 및 유저인식과 관련된다 (b) 가상현실과 증강현

실이 같은 군을 형성하는 것과 달리 메타버스 연구의 

경우 제페토나 언택트 환경, 아바타나 플랫폼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환경과 기술 확장에 

좀 더 비중을 둔다.

메타버스 및 연관 키워드 연결망은 메타버스와 가

상현실, 증강현실이 중간 매개개념으로 연결됐으며,

연결망 내 군집에 따라 다른 의미집단을 구성함을 

보인다.

4.3 딥러닝 기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제목과 초록을 합한 요약문을 구성하

고, 이를 딥러닝 기반 언어 모델에 학습시켜 연구 키

Table 1. Detailed information of keyword network.

Nodes Edges Number of Cluster (Using Louvain Method)

84 104 11 (Nodes of each Cluster : 1(40), 2(31) / Others Lower than 5)

Fig. 3. Keywords network of “Metaverse” and related 
research (VR,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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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간 세부 문맥을 확인했다. 키워드 간 연결은 메

타버스와 연관 키워드 사이에서 저자에 의해 제시된 

직접적 키워드 관계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어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모델을 사용할 경우 키워드 

연결망의 정보를 보완하여 키워드 간 문맥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단어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의 경우 

얕은 신경망(Shallow Network)을 사용하는 Word2

Vec(Word to Vector) 모델부터 단어의 세부적인 위

치와 전후 맥락에 따른 분석이 가능한 BERT(Bidir-

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

mer) 모델까지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13,14]. 모델

의 선택에 있어 분석 성능이 높은 정교한 모델로 갈

수록 학습 시간이 증가하고 해석이 어려워지는 단점

이 존재한다. 논문 데이터는 키워드의 다의적 표현이 

드물고, 형식적으로 통일된 문장 형태를 갖기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에 요구되는 리소스가 적고 해석이 

편리한 Word2Vec 모형의 CBOW(Continuous Bag

Of Word) 방식을 사용했다.

Word2Vec 모델의 형태 및 작동 구조는 다음과 

같다. Word2Vec 모델은 세 개의 층(Layer)인 입력

층(Input Layer), 사영층(Projection Layer), 출력층

(Output Layer)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

다. (a) Word2Vec 모델의 CBOW 방식은 미리 지정

한 단어 범위(Window)에 따라 중심 단어의 주변 단

어를 원 핫 인코딩(One-Hot Encoding)을 통해 벡터

로 재구성하여 입력층으로 설정한다 (b) 입력 벡터 

값은 사영층을 통해 예측된 단어 벡터인 출력층으로 

변환된다 (c) 예측된 단어 벡터와 실제 단어 벡터

(Target)를 비교하여 입력층과 사영층, 사영층과 출

력층을 연결하는 가중치 행렬을 업데이트한다. (d)

가중치 행렬에서 각 단어의 벡터 변환값인 워드 임베

딩(Word Embeddings)을 도출한다[14].

학습 모델과 투입 데이터를 설정한 이후, 전처리 

과정을 포함하여 전체 작업 흐름을 Fig. 4와 같이 구

성했다. 제목과 초록을 합한 요약문을 원 문서 형태

로 투입할 경우 불용어 등의 문제로 언어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 이후, 체

언과 용언, 부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말뭉치(Cor-

pus)로 학습을 수행했다. Word2Vec 모델의 학습에

는 파이썬 패키지 Gensim을, 형태소 분석의 경우 파

이썬 패키지 Kiwipiepy를 사용했다. Word2Vec의 세

부 학습 하이퍼 파라메터의 경우 기본값을 사용하되,

차원의 수만 200으로 변경했다. 입력 데이터셋은 필

터링된 단어 리스트를 입력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학습된 언어 모델에서 단어 벡터값을 기준으로 코

사인 유사도를 통해 중심 키워드의 관련 키워드를 

검색 및 비교를 수행했다. “메타버스”의 관련 키워드 

중,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콘텐츠 활용과 서비스,

유저 경험과 같은 요인을 배경으로 유사한 배경을 

갖지만 메타버스의 경우 사회, 경제적인 활용과 응용

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여준다. “메타버

스”와 가장 유사한 키워드는 [융합, 미디어, 패션, 공

연, 다양, 디지털, 관광]과 같았고, “가상현실”은 [기

반, 증강현실, AR, VR, 활용, 콘텐츠, 서비스], “증강

현실”은 [AR, 가상현실, VR, 기반, 콘텐츠, 활용, 실

감]와 유사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단어 벡터를 양(positive)과 음

(negative) 속성으로 변환하여 추가 키워드 속성을 

확인한 결과에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세 조합에서 

두드러졌다. (a) [+가상현실+증강현실 -메타버스]의 

경우 [개발, 적용, 시스템, 시뮬레이션, 훈련, 프로그

램]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증강현실)]의 경우 

[인간, 사회, 변화, 세계, 관계, 코로나, 인하다]와 같

은 키워드가 도출됐다 (b) [+메타버스–증강현실]의 

경우 [인간, 세계, 코로나, 예술, 시대, 변화, 새롭다],

[+메타버스–가상현실]의 경우 [코로나, 시대, 예술,

세계, 인간, 새롭다, 변화]가 도출됐다 (c) 메타버스 

Fig. 4. Workflow of text analysis (use of Word2Vec Model/CBOW Metho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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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헌에서 추가 확인되는 NFT(Non-fungible

token) 키워드와 결합할 경우, [공연, 현재, 패션, 최

근, 융합, 미디어, 휴먼]와 같이 사회 주제에 집중된 

키워드가 확인된다.

문맥 기반 학습된 언어 모델 학습 결과는 메타버

스 연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유사하지만, 분명한 

구분점인 새로운 환경, 기술 확장에 집중됨을 보여준

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기술적 배경에서 새로운 

시스템과 유저 경험과 연결된다면 메타버스는 새로

운 환경이 갖는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는 측면이 강하

다.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현실과 다른 

새로운 공간 연구에서 기술적 이해와 경험, 사회적 

이해와 확장이라는 서로 다른 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는 것이 분석을 통해 확인된다.

5. “메타버스” 보도 분석

5.1 데이터 수집 및 시계열 시각화 분석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대중 인식 연구 대상으로

써 인터넷 뉴스 소비 경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갖는 

네이버 뉴스 포털 데이터를 활용한다. 한국언론진흥

재단의 <2021년 언론 수용자 조사>의 결과에 따르

면, 뉴스 소비 경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텔레

비전, 그다음으로 인터넷 포털이 2위를 차지했다. 포

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중 텔레비전을 포괄하

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인터넷 뉴스를 수집함으로써 국내에서 소비되는 다

수의 뉴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15].

뉴스 데이터는 키워드 검색 후, 뉴스의 내용 및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수집됐다. 메타데

이터는 [제목, 기자명, 언론사, 작성일, 섹션, 주요기

사 선정 여부]과 같았다. 기간은 메타버스에 대한 관

심의 시작과 성장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28일 사이로 

설정했다. 언론사는 국내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

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

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와 방송사(JTBC,

KBS, MBC, MBN, SBS, TV조선, YTN, 채널A)와 

같았다. 검색어는 국내 연구 영역과 비교를 위해 “메

타버스”와 연구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제시된 “가상

현실”, “증강현실”, 영문 표기를 고려하여 “AR”,

“VR”를 추가하여 사용했다. 데이터 수집 후 메타데

이터 기술 통계를 확인하며 누락된 기간이 없는지 

확인했고, 뉴스 콘텐츠 삭제 등의 사정으로 오류가 

발생한 뉴스는 해당 언론사에서 추가검색을 하여 내

용을 추가했다.

메타버스 연구와 달리 뉴스 보도에서는 메타버스

의 이슈화에 따른 집중된 보도가 빠르게 이뤄졌다.

중복 기사를 고려하지 않은 각 검색어 쿼리의 경우 

메타버스(8243), 가상현실(7059), VR(6957), 증강현

실(5743), AR(5290) 건의 기사가 수집됐다. 수집된 

뉴스 중 중복된 기사를 제거하기 위해 기사 인터넷 

주소(URL)를 기준으로 중복 뉴스를 제거한 결과는 

전체 19182건의 뉴스 데이터가 확인됐다. 메타버스

(8243) 관련 기사 중 메타버스 쿼리로 검색된 기사는 

6072건으로 73%였고, 나머지 27%는 가상현실, 증강

현실과 같이 검색됐다.

수집 기사의 결측치와 특이점(Outliers) 확인을 위

해 중복 기사를 제거한 뉴스 데이터셋의 메타데이터

(주제, 키워드, 시간) 기술 통계 분석을 수행했다. 분

석 효율을 위해 섹션 판단이 어려운 추가 수집 기사

나 섹션이 정해지지 않은 기사, 비중이 최소 5% 이상

을 차지하지 못한 섹션을 필터링했다. 메타버스 및 

관련 주제의 주 섹션은 경제(5025, 27%), 사회(4711,

25%), 생활(2439, 13%), IT(2298, 12%), 정치(1164,

6%), 연예(1012, 5%)와 같았다. 메타버스 쿼리로 한

정할 경우 주제는 경제(2808, 34%), 사회(1799, 21%),

IT(1199, 15%), 생활(819, 10%), 정치(528, 6%), 연예

(394, 5%)와 같았다. 뉴스 섹션 분포의 비교는 메타

버스가 연관 키워드와 비슷한 섹션 비율을 갖지만,

경제와 IT 영역에서 강조됨을 보여줬다.

메타버스와 관련 키워드 보도량의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해 Fig. 5과 같이 주 단위를 기준으로 보도량 

시각화를 수행했다. 키워드 간 관심을 시각화하려 했

기에 중복 기사를 제거하지 않고 키워드 별 기사량으

로 라인 차트를 구성했다.

Fig. 5의 시각화에 따르면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1년 하반기였으며, 2022년 상

반기까지 급격한 보도량 증가가 확인됐다. “메타버

스” 외 “가상현실”, “증강현실” 키워드는 급격한 변

화 없이 고정된 비율을 보였다.

메타버스 관련 연구 경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메타버스 보도량이 증가하면서 관련 키워드 기사의 

움직임이 메타버스와 유사해지는 경향이 확인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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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연구 경향과 달리 패턴의 유사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키워드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지만,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기사가 작성되기 때문으로 추

측된다.

뉴스 키워드 시계열 분석은 메타버스 키워드의 보

도 건수 증가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와 다른 패턴 특

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메타버스 국내 연구

에서 메타버스의 언급 증가에서는 가상현실의 빈도

가 높게 유지되지만, 뉴스 보도에서는 메타버스의 보

도 비중이 별개로 급격히 증가하며, 가상현실과 증강

현실 비중이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 메타버스 기사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사의 상

대 비율에서 가상현실 비중이 높아지는 정도에서 유

사성이 확인되는 것이 국내 연구와 보도 사이의 주요

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

5.2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및 기술통계 분석

논문 인용 정보와 달리 뉴스는 본문을 제외한 사

진이나 홍보 문구 등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가 추가되

기에 연두 데이터보다 세밀한 전처리 과정이 요구된

다. 본 연구는 지상파 및 종편 기사를 추가하기 위해 

정리된 뉴스 데이터베이스 대신 포털 뉴스 수집하기

에 추가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다.

전처리 과정은 3단계로 1) 수집된 기사 전문에 포

함되어 있으나 분석 과정에서 의미가 없는 사용 문

구, 키워드 탐색 및 삭제(e.g. 기자명, URL 링크, 언론

사 명, 홍보문구 등) 2) 형태소 분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불용어, 신조어 목록 탐색 및 사전추가 3) 형태

소 분석 결과 중 의미가 있는 단위인 체언과 용언,

부사를 중심으로 한 형태소의 추출 및 추가 전처리

(e.g. 동사를 –다 형태로 변형)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본적인 형태소 분석에 더해 수행된 신조

어 불용어 처리는 한글 형태소 분석기 중 해당 기능

을 지원하는 파이썬 패키지 Kiwipiepy를 활용했으

며, 예측하지 못한 문장 혹은 특수문자 단위의 불용

어 처리나 공백문자 처리 등은 정규표현식(Regualr

Expression)을 활용하여 특정 패턴에 대한 일괄처리

를 수행했다.

5.3 주요 키워드 추출과 연결망 구성

조회수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뉴스 환경은 클릭 

유도 기사(Clickbait)가 다수 존재하기에 실제 쿼리

와 연관성이 낮은 기사가 검색되는 경우가 많다. 포

털 뉴스에서 속보와 같이 빠른 정보 전달이 우선되거

나 메타버스와 같은 이슈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사를 

양산되는 경향을 갖기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 간 연결망 구성을 통해 중심 

Fig. 5. “Metaverse” and related keyword quer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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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를 추출하는 텍스트랭크(Textrank)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뉴스의 주요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를 

위해 파이썬 텍스트 랭크 패키지인 KR-Wordrank

(https://github.com/lovit/KR-WordRank)가 사용

됐다.

텍스트랭크 기법으로 추출된 상위 30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메타버스 쿼리 결과로 검색된 8234개의 

뉴스 중, 중심 키워드에 메타버스가 포함된 뉴스는 

3484건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비율(42.2%)임이 확인

됐다. 뉴스 세부 섹션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는 기준 

경제(37%), 사회(22%), IT(15%), 생활(8%)의 비중

에서 정치와 연예의 비중이 5% 이하로 낮아지는 것

이 확인됐다. 주요 키워드의 비중 차이는 메타버스 

보도에서 중요 키워드에 집중된 분석이 경제, 사회,

IT 영역에서 이뤄지며, 정치나 연예 영역에서는 메타

버스와 연계된 주제의 보도 성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구체적인 메타버스 키워드 비중의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텍스트랭크를 통해 필터링한 기사 구분을 

통해 1) 메타버스 중심 기사 2) 메타버스 관련 기사의 

키워드 연결망을 구성했다. 국내 연구 키워드 분석에

서 사용된 방식과 같이 동일한 문서에 등장한 키워드

를 연결 관계로 정의했으며, 키워드(최대 30개) 및 

뉴스량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최소 연결 빈도를 25개

(메타버스 중심기사), 30개(메타버스 관련기사) 초과

로 설정했다. 뉴스 텍스트의 양과 클릭 유도 특성을 

고려하여 메타버스 키워드가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

(연결)을 갖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연결망에서 메타

버스 키워드를 제외했다. 연결망 구성 결과는 Fig.

6과 같다.

Fig. 6의 (a)의 메타버스 중심기사 연결망은 4개의 

군집을 갖지만, 실질 비중으로 확인할 때 3개의 중심 

군집을 보인다. 연결 비중을 고려한 세 군집의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교육, 활용, 공간,

코로나, 온라인, 참여, 제공, 행사, 전시]과 같이 메타

버스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 활동 키워드 2) [가

상, 세계, 게임, 아바타, 제페토, VR, 구현, 로블록스,

만들다, 현실]과 같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는 플

랫폼 중심 키워드 3) [기술, 기업, 서비스, NFT, 디지

털, 블록체인, 투자, 시장, 구축, 스타트업, 클라우드]

와 같이 메타버스 기반 경제, 기술 확장 키워드. 부가

적으로 구성된 정치 관련 키워드 군집은 비중이 낮고 

중심 키워드의 연결 빈도가 낮기에 영향력이 적다.

Fig. 6의 (b)의 메타버스 관련기사 연결망은 Fig

6. (a)의 중심기사 연결망보다 많은 5개의 군집이 형

성된다. 메타버스 관련기사 연결망은 군집 간 비중 

차이는 크지 않으며 키워드가 분산된 형태를 갖는다.

연결 비중을 고려한 군집으로는 1) [기업, 투자, 미국,

시장, 게임, 성장, 회사, 규제]와 같이 메타버스 투자 

정보 키워드 2) [플랫폼, 기술, 개발, 서비스, AI, 스타

트업, 모바일]과 같이 메타버스 기술 환경 키워드 3)

[세계, NFT, 디지털, 작품, 블록체인, 메타, 가상]과 

Fig. 6. Keyword network of (a) “Metaverse-Centred News” and (b) “Metaverse-Related News” (focused on direct 
connected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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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메타버스 배경 경제 상품 키워드 4) [대통령,

국민, 후보, 공약, 정책, 정부, 선거]와 같이 정치 환경 

키워드, 5) [산업, 교육, 지원, 사업, 미래, 분야, 연구,

구축] 메타버스 정책 키워드가 존재했다.

Fig. 6의 키워드 연결망 비교는 (a)의 메타버스 중

심기사 연결망이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활

동 및 플랫폼과 경제, 기술 키워드로 구성되며, 메타

버스에서 직접적으로 확장된 키워드의 연결 정보가 

강함을 보여준다. (b)의 메타버스 관련기사 연결망은 

(a)의 메타버스 중심기사 연결망과 비교하여 경제적 

배경의 영향이 크고, 폭넓은 범위에서 정치와 정책 

영역의 비중이 일정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기사 주제 중 연예 뉴스 키워드 비중이 낮다는 

사실은 연예 관련 보도에서 메타버스를 홍보 키워드

로 활용하기에 키워드 긴밀한 연결이 이뤄지지 못했

음을 설명한다.

키워드 연결망 분석은 키워드 군집의 주제와 키워

드 간 연결 구조를 빠르게 확인하기 적합하지만, 연

결 증가에 따라 중첩되는 주제군의 분리와 시간에 

따른 변화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본 연구

는 연결망 분석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

터를 기준으로 토픽 모델 분석을 적용했다.

5.4 g-DMR 모델의 적용

본 연구는 응용된 토픽 모델링 방법으로써 일반화

된 디리쉴레 다항 회귀 모형(g-DMR)을 사용했다

[16]. LDA에 기초한 토픽 모델링은 빠르게 주제 관

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학습이 간단하지만, 메타 데

이터의 활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토픽 모델링에

는 파이썬 기반 모델링 패키지인 tomotopy(https://

github.com/bab2min/tomotopy)이 사용됐으며, 그 

외 전처리에는 앞서 서술된 파이썬 기반 코드가 재활

용됐다.

LDA 기반 토픽 모델은 세부 파라메터의 증가에 

따라 전처리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

구는 메타 데이터를 활용 및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다음의 추가 전처리를 수행했다. 1) 전체 문장 길이 

계산 후, 전체 분포에서 이상치(outlier)에 속하는 장

문 혹은 단문 기사 제외 (e.g. 1문장 속보, 장문 인터

뷰) 2) 연속된 키워드 및 고유어 통합 (e.g. ‘스노 크래

시’에서 ‘스노크래시’로) 3) 뉴스 비중이 적은 2020년 

3분기 전후(10월) 기사 제거 4) 날짜 데이터의 월 정

보를 연속 변수로 변환.

모델의 학습은 다음과 같이 설정됐다. 1) [“메타버

스”, “있다”, “가상”, “기업”, “이런”]와 같은 보편적 

단어를 불용어(Stopwords) 목록으로 설정 2) 월 단

위로 분할한 시계열을 연속형 메타데이터로 설정 3)

메타버스 중심기사, 관련기사 여부를 명목형 메타데

이터로 설정 4) 상위 5개의 빈출 단어를 삭제 5) 나머

지는 파라메터는 모델 기본값 사용.

모델의 토픽 수 설정은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혼잡도(Perplexity)를 중심으로 수치 비교를 실

시했다. 혼잡도는 토픽 수가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동

시에 토픽 내부 일치도(Coherence)가 낮아지고, 토

픽 별 문서 수가 낮아져 분석이 왜곡될 수 있기에 

토픽 내부 일치도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여 토픽 

수 5개～15개에 대한 혼잡도, 일치도, 토픽 별 문서 

수와 같은 세부 수치를 비교했다.

Fig. 7의 시각화에 따르면 혼잡도가 급격히 완화

되는 지점은 토픽이 6개, 8개 지점일 때와 같다. 추가 

Fig. 7. Perplexity changes and topic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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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위해 확인한 토픽의 내부 일치도는 9개 12개 

지점에서 완화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해석의 편의성

과 혼합도, 내적 일치도 변화를 고려하여 토픽 수를 

8개로 설정했다.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바탕으로 토픽의 주요 키워

드를 확인하고, 각 문서의 토픽 분포 벡터에서 최댓

값을 갖는 토픽의 인덱스(index)를 확인하여 Table

2과 같이 정리했다. Table 2을 기준으로 각 토픽에 

속하는 문서의 메타데이터 분포를 확인하고, 랜덤 샘

플링을 통해 뉴스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토픽의 

세부 주제를 설정했다. Topic 1 : 메타버스 개념의 

도입과 설명, Topic 2 : 엔터테인먼트에서 메타버스 

활용, Topic 3 : 메타버스 관련 주식 투자 정보, Topic

4 : 기존 산업 분야의 메타버스 도입, Topic 5 : 메타

버스 관련 신규 산업 확장, Topic 6 : 메타버스 활용 

행사, Topic 7 : 메타버스 관련 정책 기획, Topic 8

: 정치 뉴스에서 메타버스 관련 공약.

Table 2를 기준으로 메타버스 키워드 중심기사와 

관련 기사의 비율 차이를 보기 위해 할당된 토픽에 

따른 메타버스 보도의 속성을 집중(metaverse-cen-

tered)과 관련(metaverse-related)로 나눠 Fig. 8의 

바 차트를 구성했다. 시각화 결과는 [메타버스 개념

의 도입과 설명, 엔터테인먼트에서 메타버스 활용,

메타버스 관련 주식 투자 정보, 메타버스 관련 정책 

기획, 정치 뉴스에서 메타버스 관련 공약]에서 관련 

보도 비율이 높았고, [메타버스 관련 신규 산업 확장,

메타버스 활용 행사] 에서 메타버스에 집중된 보도 

비율이 높은 것이 보여준다.

시계열에 따른 언론 보도의 주제 분포 변화를 확

인하기 위해 g-DMR 모델을 메타버스 키워드 집중

(centered)과 관련(related)으로 나눠 월 시계열 단위

로 Fig. 9와 같이 시각화했다. 시각화는 토픽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1) “메타버스 개

념의 도입과 설명”은 메타버스 키워드 관련 뉴스가 

다수며 초기 등장 이후 꾸준히 비중이 감소했다 2)

“엔터테인먼트”는 메타버스 키워드 집중 뉴스보다 

관련 뉴스에서 꾸준히 언급이 증가했다 3) “주식, 투

자 관련 정보”는 메타버스 키워드 관련 뉴스에서 높

은 비중을 보였지만 2022년을 전후로 급격히 감소했

다 4) “기존 기업의 메타버스 확장”은 메타버스 키워

드의 집중 정도와 상관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5) “메타버스 신규 사업의 확장”에서도 유사한 경향

이 확인되지만, 시간에 따라 메타버스 키워드 중심 

뉴스의 비중이 높아졌다 6) “메타버스 활용 행사”는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관심이 감소했다 2022년 

초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다 7) “메타버스 관련 정

책”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메타버스 키워드 

Table 2. Main topics and keyword with number of news.

Topic News Count Keywords

1 1040 make, reality, world, think, many, now

2 917 content, work, produce, world, show, writer

3 696 invest, market, US, this year, stock price, stock

4 1292 business, AI, service, CEO, development, global

5 962 game, NFT, platform, digital, blockchain, service

6 1289 progress, education, online, event, covid, participation

7 1302 industry, digital, support, education, business, field

8 586 candidate, people, government, election, policy

Fig. 8. Number of news per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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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뉴스에서 비중이 크게 증가했지만 202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 8) “메타버스에 대한 정치적 논

의”는 메타버스 키워드 집중 뉴스에서 언급이 꾸준

히 감소했으며, 메타버스 키워드 관련 뉴스에서 선거

를 배경으로 2022년 전후의 비중이 증가했다.

6. 논  의 

본 논문은 2020년 이후 급격히 성장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언론의 일시적 이슈화인지 새로운 기술 

인식의 대중화인지 확인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

년까지 국내 메타버스 관련 연구와 언론 보도를 수집

하여, 자연어 처리 기술과 연결망 분석을 통해 확인

했다.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메타버스 연구는 기존 가상현실과 증

강현실 연구 영역 사이에 위치하며 연관 키워드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증가시켰지만, 국내 메타버스 뉴

스는 메타버스 키워드의 급격한 빈도 상승과 더불어 

영향력이 독립적으로 증가했다. 연구와 보도 영역 모

두 가상현실의 비중이 증가했지만,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사이 메타버스 관련 보도에서는 메타

버스의 비중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키워드 보다 높

은 상태가 유지됐다. 가상현실, 메타버스, 증강현실 

키워드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된 국내 연구에 비해,

뉴스는 메타버스의 배경 기술 혹은 맥락과 관련된 

키워드를 생략 및 축소하고 메타버스 키워드에 집중

된 보도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내 메타버스 연구는 관련 연구와 연계되

지만 독립된 영역을 구축한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새로운 공간과 사용자 체험 영역을 통해 메타버스 

키워드와 연결됐지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밀접

한 연결 빈도와 공유 키워드를 가진 것에 반해 메타

버스 연구는 제페토나 로블록스와 같이 독립적인 기

술 키워드가 존재했다. 메타버스 연구는 언택트, 플

랫폼과 같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개념 키워드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 기술

의 적용과 유저 체험과 연결된 핵심 키워드를 제시한

다. 키워드 벡터 분석은 메타버스에서 기술 문맥을 

Fig. 9. Trends of Topic by Categories (“Metaverse-Centred News” and “Metaverse-Related News”) and Date. Figure 
1 to 8 indicates Topic Number of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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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할 경우 코로나로 인한 사회관계 변화가, 가상현

실과 증강현실에서 메타버스 문맥을 제외할 경우 시

스템과 환경의 구현 및 유저 경험의 측정이 강조되는 

것을 보여준다. 문맥의 차이는 메타버스 연구 증가에

서 사회문화, 예술, 복합학의 비중이 높은 것과 연계

된다.

셋째, 국내 메타버스 보도는 메타버스의 문맥을 

포함한 정보 전달이 아닌 이슈 키워드에 대한 소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메타버스 키워드에 대한 집중도

를 중심으로 뉴스를 구분할 때, 메타버스 키워드 집

중이 적은 기사가 전체 보도량에서 비율이 절반 이상

으로 높았다. 키워드 연결망 비교에서 메타버스 키워

드 비중이 적은 기사는 상대적으로 분산되고 부분적

인 군집을 가지며 다양한 보도 주제를 포괄하는 군집

을 보였다.

넷째, 시계열 토픽 결과에서 메타버스 키워드 사

용에 따른 주제 차이가 확인됐다. 메타버스 키워드 

비율이 높은 주제는 기존 산업 분야의 메타버스 도

입, 메타버스 활용 행사, 메타버스 관련 정책 기획이,

비율이 낮은 주제는 메타버스 개념의 도입과 설명,

엔터테인먼트에서 메타버스 활용, 메타버스 관련 투

자 정보, 메타버스 관련 신규 산업 확장, 메타버스 

관련 공약이 제시됐다. 시계열 패턴은 기존 산업 분

야의 메타버스 도입, 메타버스 관련 신규 산업 확장,

메타버스 활용 행사를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움직였

다. 엔터테인먼트와 정치공약 부분에서 메타버스 키

워드에 집중된 기사 비율은 낮거나 급격히 감소했지

만, 메타버스 키워드 비중이 낮은 기사는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제시된 논의는 2021년을 전후한 급격한 메타버스 

보도 증가 과정에서 이슈에 대한 소모적 보도가 강화

되며 연구 영역과의 간극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메타

버스 연구가 관련 키워드와 연계되어 성장 영역을 

구축한 것과 달리, 메타버스 보도는 해당 키워드에 

편중된 보도량 증가가 이뤄졌고 뉴스 내 메타버스 

키워드 사용 비율이 낮은 뉴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시계열에 따른 보도 분포 변화는 메타버스 

키워드 집중도에 따라 뉴스 주제가 서로 다른 움직임

을 보임을 설명한다.

국내 메타버스 보도의 이슈 추구와 주제 분산화는 

장기적인 정책과 발전 방향의 설계에 있어, 대중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슈의 소모를 막거나 꾸준한 관심

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고찰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7. 결  론

국내 메타버스 보도 연구는 메타버스에 대한 대중

의 관심 증가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며 시간에 따라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에 대한 언론의 관심 증가와 주제 확장 과정에서 이

슈 소모에 따른 기술 문맥의 상실이 존재할 수 있다

고 가정했다.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21

년을 전후하여 메타버스 국내 연구와 포털 뉴스 데이

터를 수집 및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국내 메타버스 보도가 연구 영역과 

달리 메타버스 키워드에 편중됐으며, 기술적 문맥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 이슈 추구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

을 보여줬다. 연구 영역에서 확인되는 가상현실, 증

강현실을 포함한 점진적 관심 성장과 달리 국내 보도

는 메타버스 키워드의 사용 비율이 낮은 뉴스가 다수

를 차지하며 여러 분야에 걸쳐 주제가 분산되며 보도

량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뉴스 내용에서 메타버스 키워드의 비중 차이는 주

제에 따른 이슈 중심 보도 성향을 설명한다. 기술 문

맥과 다른 주제에서 메타버스를 이슈 키워드로 사용

하는 기사가 다수 확인되며, 메타버스 키워드에 집중

된 뉴스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계

열과 메타버스 키워드 비중을 메타데이터로 설정한 

토픽 모델은, 메타버스 언급 비중이 높은 기사와 낮

은 기사가 다른 시계열 패턴과 주제를 가진다는 것을 

보인다.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연계되어 발전한 메타

버스 연구와 달리 뉴스는 정책과 경제, 구현 사례와 

같은 주제를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메타버스 키워드

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메타버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대중

의 이해 제고를 가져올 보도 환경과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기술발전과 사회문화의 상호작용 논의에

서 보듯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장기 발전의 가능성을 막는 대중 인식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안

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1) 커뮤니티를 포괄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셋을 활용한 장기적인 대중 인식 변화 

연구 2)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 인구의 이용 동기 중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심리의 어떤 차원에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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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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