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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트위터에서 작성된
백신 관련 게시물들을 분석하였다.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 3월 15일까지 1년간 트위터에서 작성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이름을 키워드로 포함한 45,413개의 게시물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활용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키워드는 총 12개이며, 수집된 게시물 수순으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 ‘바라트’, ‘캔시노’, ‘추마코프’, ‘벡토르’이다. 수집된 게시물들은 수기와 자동화된 방법을 동시 활용하여 키워드
분석, 감성 분석, 및 토픽모델링을 통하여 백신들에 대한 의견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며,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불안 및 백신의 효능에 대한 불신이 백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주요
요소로 파악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백신 접종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대한 기대감이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요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뉴스 등 대중매체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 및 이를 활용한 키워드 분석, 감성
분석, 토픽 모델링 등의 여러 분석방법들을 사용하여 대중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으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백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백신 접종 권장 정책 수립 기여라는 실질적 함의를 시사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aimed to understand the public opinion on COVID-19 vaccine. To achieve the goal,
we analyzed COVID-19 vaccine-related Twitter posts. 45,413 tweets posted from March 16, 2020 to March
15, 2021 including COVID-19 vaccine names as keywords were collected. The 12 vaccine names used for
data collection included ‘Pfizer’, ‘AstraZeneca’, ‘Modena’, ‘Jansen’, ‘NovaVax’, ‘Sinopharm’, ‘SinoVac’, ‘Sputnik
V’, ‘Bharat’, ‘KhanSino’, ‘Chumakov’, and ‘VECTOR’ in the order of the number of collected posts. The
collected posts were analyzed manually and automatedly through keyword analysis, sentiment analysis,
and topic modeling to understand the opinions for the investigated vaccin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ere generally more negative posts about vaccines than positive posts. Anxiety about the aftereffects
of vaccination and distrust in the efficacy of vaccines were identified as major negative factors for vaccines.
On the contrary, the anticipa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spread of coronavirus following vaccination
was identified as a positive social factor for vaccine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at investigated
opinions about COVID-19 vaccines through mass media data such as news articles, this study explores
opinions of social media users using keyword analysis, sentiment analysis, and topic modeling.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by governmental institutions for making policies to promote vaccination
reflecting the social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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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서 제시된 백신의 예방효과 수준의 집단면역 효
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방효과보다 높은 접종률

1.1 연구의 필요성

이 필요하다(김서영, 2021). 김서영(2021)의 기
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 90%가 접종을

2019년 12월 처음 발견된 코로나바이러스감

완료해야 70%의 집단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염증-19(이하 코로나바이러스)는 빠른 전염률

고 밝혔으며, 목표 수준의 접종률에 최대한 빨리

과 강력한 치사율로 인해, 최초 발견 이후 3개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월도 되지 않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목표 접종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

팬데믹으로 지정되었다(Domenico & Maurizio,

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 원인을 파악하고,

2020). 현재까지도 코로나바이러스의 끊임없는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할 수 있는 접종 독려 방

변이와 방역 및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코로나

침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Samira et al., 2021).

바이러스의 확산 세는 계속되고 있다(최성민,

이에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

2021). 2021년 11월 6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여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

코로나바이러스에 약 2억 4천 8백만명이 감염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약 5백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Worldometers.info,
2021). 국내의 경우에는 2021년 11월 6일까지 코

1.2 선행연구

로나바이러스에 377,712명이 감염되었고, 2,956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이용자들은 솔직하게 자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였

신의 의견을 피력하며(서하림, 송민, 2019), 이

다(중앙방역대책본부, 2021). 코로나바이러스로

러한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활용해 소셜 미디

인한 전 세계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백신

어상에서 논해지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여러

의 접종이 필수적이며(Samira et al., 2021), 백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서하림, 송민, 2019; 주영

신 접종은 자기 보호 효과와 더불어 바이러스

준 외, 2019; 진설아 외, 2013). 소셜 미디어의

배출까지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들

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성백린, 2021). 국

이 존재하며(주영준 외, 2019), 그중 감성 분석

내의 경우 2021년 2월 26일부터 화이자, 아스

과 토픽 모델링은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

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등의 백신들을 수급

다. 감성 분석은 텍스트에 포함된 작성자의 감

및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1월 6일 자

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주제에서 소

대한민국의 백신 완전 접종률은 약 76.5%로

셜 미디어 게시물 작성자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김장현, 2021), 이는 2021년 11월 5일 기준으로

데 활용되고 있다(서하림, 송민, 2019). 토픽 모

OECD 국가 38개국 중 8위에 해당하는 접종률

델링은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기

이다(Mathieu et al., 2021). 전 세계적으로 대한

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말뭉치에서 주

민국의 접종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임상실험에

제 및 각 주제를 구성하는 주제어들의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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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며(Blei, Ng, & Jordan, 2003), 여러 연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구들에서 소셜 미디어 상에서 논해지는 의견들

트위터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 탐색을 위해 사용된다.

임상실험이 시작된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년

소셜 미디어는 백신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

3월 15일까지의 1년간 코로나바이러스 백신들

를 파악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 소

과 관련된 게시물들을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코

셜 미디어는 백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견에

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을 파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유용한 정보원으로써

악하고자 한다. 이후,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백

(Lucia et al., 2021),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

신 접종 권장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전에도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전염병 백신 접

한다.

종에 대한 의견 탐색을 진행하는 연구들이 진
행되어왔다. Lara et al.(2020)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이탈리아에서 실시된 예방접종에

2. 데이터

관한 트윗들을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백신과 관
련된 부정적인 사건들은 접종 관련 부정적인 트

본 연구를 위해 트위터에서 2020년 3월 16일

윗의 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소셜 미

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의 1년간 작성된 코로

디어상에서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및 정보

나바이러스 백신 관련 게시물들을 수집하였다.

에 노출된 사람은 백신 접종을 주저하거나 거부

2021년 3월 15일 기준 최소 한 국가에서 배포 승

까지 이어질 수 있다(Samira et al., 2021).

인이 허가된 12개의 백신들에 대하여 국내에서

국내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사회적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명칭들을 키워드로 사용하

분위기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해당

였다.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개발한

연구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보도자료를 활용

‘AZD1222' 백신은 공식 명칭보다는 흔히 ‘아스

하였다(김태종, 2020; 유소연, 임규건, 2021; 최

트라제네카'라는 이름으로 통용된다. 파이썬 라이

원주, 홍장선, 2021).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뉴

브러리인 snscrape(JustAnotherArchivist, 2020)

스에서 불안, 공포, 우려 등의 코로나바이러스

를 활용해 수집된 게시물은 총 45,413개이고, 키

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단어들이 다

워드 별 수집 게시물 수는 <표 1>과 같다. <표

수 발견되었으며(김태종, 2020; 최원주, 홍장성,

1>에 따르면, 관련 게시물 수 기준으로 상위 네

2021), 사회적 거리, 자가 격리 등과 같은 코로

개의 백신(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

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변화 또한 자주 언

센)과 관련된 게시물의 수(42,261개)와 하위 여

급되었다(유소연, 임규건, 2021). 하지만 해당

덟 개 백신(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

연구들은 모두 분석 대상이 뉴스 등 대중매체에

크, 바라트, 켄시노, 추마코프, 벡토르)들의 게시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및 백신

물의 수(3,152개)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과 관련한 다양한 대중들의 의견을 수집할 수

수 있었다. 게시물 수 기준 상위 백신 관련 게시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유소연, 임규건, 2021).

물과 하위 백신 관련 게시물로 나누어 따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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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진행하였다. 하위 백신 관련 게시물은 연

달을 위한 게시물)을 제거하였다. 위 과정에서 네

구자들이 수기로 전처리 및 분석 작업을 진행

개의 백신(스푸트니크, 바라트, 캔시노, 추마코프)

하였으며, 상위 백신 관련 게시물은 자동화된

관련 게시물들은 본 연구에 적합한 데이터가 존

방식을 활용하여 전처리 및 분석 작업을 진행

재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단계 작업을 통해 남은 279개의 게시물들에

하였다.

대하여 세 명의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각 백신
<표 1> 백신 별 수집 게시물
백신 명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
바라트
캔시노
추마코프
벡토르

수집 게시물 수
20,133
11,720
8,521
1,887
1,062
965
643
264
190
14
7
7

들에 대한 긍정/부정 레이블링을 진행하였다.
레이블링이 일치하지 않는 게시물들은 상호 합
의를 통해 최종 레이블링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트윗 별 긍정/부정 레이블링 원인들을 텍스트
에서 추출하였다. 레이블링 원인이 명확히 드러
나지 않은 게시물들은 세 명의 연구자가 작성일
자 기준 1일 이내에 작성된 해당 백신 관련 기사
및 수집된 게시물들의 내용을 토대로 레이블링
원인들을 유추하였다. 예를 들어 ‘xx백신은 안
되…’라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백신과 관련된
1일 이내의 기사들 및 같은 일자에 수집된 해당
백신 관련 게시물들로부터 백신에 부정적인 원
인이 부작용인 경우, 레이블링 원인을 부작용으

3. 연구방법

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원인들은 이후 연구자들
의 상의를 통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비

3.1 게시물 수 기준 하위 백신 관련 게시물
전처리 및 분석

싸다’, ‘가격오바야’, ‘가격실화냐’ 등의 키워드들
이 특정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들로 추출된
경우, 해당 키워드들은 부정적인 의미의 ‘가격'

본 연구는 게시물 수 기준 하위 백신 관련 게시

으로 표준화 되었다. 위 과정을 거친 게시물들의

물 3,152개에 대하여 세 명의 연구자들이 총 2단

분석을 통해, 각 게시물 수 기준 하위 백신 별

계의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1단계 전처리에

긍정/부정 게시물들에 대한 소셜 미디어상에서

서 연구자들은 수기로 백신과 관련 없는 1,118개

의 의견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의 게시물을 제거하였다. 이후 2단계 전처리 과정
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1,471개
의 게시물들을 제거하였다. 제거 기준으로는 백
신에 대한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은 게시물들(예: 신문기사, 단순 정보 전

3.2 게시물 수 기준 상위 백신 관련 게시물
전처리 및 분석
게시물 수 기준 상위 백신 관련 게시물 4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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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중 백신 이름이 두 개 이상 언급된 게시물들

미디어 텍스트 감성 분석에 있어 효과적이다

은 제거하였다. 이는 텍스트에 복수의 백신들

(박상민 외, 2018). KNU 한국어 감성사전에

이 포함돼 있을 때, 감성 분석을 통한 평가 대상

등록된 단어들은 매우 부정, 부정, 중립, 긍정,

백신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 과정에서

매우 긍정으로 레이블링 되었으며, 레이블링에

얀센의 경우, 전처리 후 남은 게시물이 백신과

따라 -2점부터 2점까지 감성 점수를 가진다. 각

관련된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게시물들의 형태소들 중 KNU 한국어 감성 사

제외되었다. 얀센 관련 게시물들은 만화, 애니

전에 포함된 단어들에 부여된 감성 점수의 합

메이션, 게임 관련한 내용들로써, 본 연구에 필

산을 통해 합산 점수가 0보다 크면 긍정, 작으

요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으로써의 얀센 관련

면 부정으로 각 게시물들에 나타난 백신에 대

게시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은 34,357

한 의견을 계산하였다.

개의 게시물들에서 한국어 텍스트 분석에 불필

추가로 소셜 미디어상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요한 특수기호, 외국어, 숫자, URL 링크들을 제

백신들에 대한 평가 및 논의되는 주제를 파악

거하였다. 이후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위한 파

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였다. 토픽 모

이썬 라이브러리인 코엔엘파이(KoNLPy)(박은

델링을 진행하기에 앞서, 토픽 수에 따른 주제 일

정, 조성준, 2014)를 활용하여 게시물의 토큰화

관성 측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최

를 시행하였다. 형태소들 중 분석에 불필요한

적 토픽 수를 선정하였다(Linton et al., 2017).

조사와 어미들을 제외하였으며, 분석에 불필요

분석을 위해 각각의 백신들에 대한 게시물 중,

하다고 파악되는 단어들을 추가로 제거하였다.

앞선 감성 분석을 통해 긍정 혹은 부정으로 레이

다음으로 해당 백신들에 대한 소셜 미디어 이

블링된 13,507개의 게시물들만을 대상으로 파이

용자들의 평가를 긍정/부정으로 나누어 파악하

썬 라이브러리인 gensim(Rehurek & Sojka,

고자 감성 분석을 진행했으며 이를 위해 KNU

2011)을 활용하여 2부터 20까지의 주제 일관성

한국어 감성사전을 사용하였다. KNU 한국어

을 계산하였으며, 각각의 백신 별 긍정/부정 텍

감성사전은 14,843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

스트에 대한 주제 일관성 결과를 토대로 선정

으며 표준어뿐만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사용되

된 백신 별 긍정/부정 게시물들에 대한 최적 토

는 신조어나 축약어들도 포함되어 있어 소셜

픽 수는 <표 2>와 같다. <표 2>의 최적 토픽 수

<표 2> 게시물 수 기준 상위 백신 별 긍정/부정 게시물 최적 토픽 수
백신 명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긍정/부정

최적 토픽 수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6
5
3
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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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에 따라 각각의 게시물 집합들의 토픽 모델링
을 gensim(Rehurek & Sojka, 2011)을 활용
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여섯 개의 토픽 모델링
결과가 추출되었다.
각각의 토픽 모델링 결과는 토픽과 토픽을

4.1 시노백, 노바백스, 시노팜 관련 게시물
분석

구성하는 주제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제어

게시물 수 기준 하위 백신들과 관련한 279개

들이 각각의 토픽에 포함될 확률은 다르게 존

의 트위터 게시물들에 대하여 감성 분석을 실

재한다. 본 연구는 주영준 외(2019)의 연구에

시하였으며, 백토르의 경우 전처리 과정 이후

서 제시한 토픽 별 주제어 처리 방법을 사용하

의 관련 게시물의 수(1개)가 충분하지 않아 분

여 주제어들이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지는 토

석에서 제외하였다. 시노백 관련 게시물이 164

픽에만 주제어들을 배정하였다. 토픽들 간 주

개, 노바백스 73개, 시노팜 42개의 게시물에 대

제어 중복 출현을 제거함으로써 각 토픽들을

하여 감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백신 별 긍정/부

구성하는 주제어들의 대표성이 보장된다. 또한,

정 게시물 수는 <그림 1>과 같다. 시노백의 경

단어의 중복 출현으로부터 발생하는 토픽 레이

우, 부정적인 게시물(153개)이 긍정적인 게시

블링의 모호함을 방지할 수 있다. 고유한 주제

물(11개) 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

어들만을 포함한 토픽들에 대해 세 명의 연구

노팜 역시 부정적인 게시물(41개)과 긍정적인

자들이 개별적으로 레이블링을 진행하였다.

게시물(1개) 개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이후 토픽 레이블링 통일을 위해 협의를 진행

통해, 시노백과 시노팜에 대해 트위터에서 부

하였으며, 두 명 이상의 연구자가 토픽에 대해

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파악

동일하게 레이블링을 진행한 경우에만 토픽의

할 수 있었다. 반면 노바백스의 경우, 긍정적인

레이블을 확정하였다. 그렇지 못한 토픽의 경

게시물(61개)의 수가 부정적인 게시물(12개)

우 세 명 외의 연구자가 중재자로 참여, 해당

보다 많았으며, 트위터상에서 노바백스에 대해

토픽에 대한 레이블을 네 명의 연구자가 협의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레이블링된 토픽 별 확

백신 별 긍정/부정적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

률 분포 파악을 통해,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

기 위해 키워드 추출 및 표준화 작업을 통한 키

지는 주제가 해당 게시물의 주요 주제인 것으

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노백의 경우, 긍정

로 할당하였다. 예를 들어 토픽 수를 세 개로

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시물들에서 ‘생산방식',

설정한 모델에서 게시물의 토픽 별 분포 값이

‘백신효능' 등의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었다.

토픽 1(70%), 토픽 2(12%), 토픽 3(18%)인

‘생산방식'의 경우, 시노백의 생산방식이 백신

경우, 토픽 1을 해당 게시물의 중심 주제로 할당

개발에서 과거부터 사용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였다. gensim을 활용하여 게시물의 대표 토

안전성에 신뢰가 가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것

픽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백신들에 대한

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브라질에서 실시한

토픽 별 게시물 분포를 분석하였다.

임상실험을 통해 백신의 유효성이 입증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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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노백, 노바백스, 시노팜 긍정/부정 게시물 분포

써 ‘백신효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의 용이함 및 ‘가격'이 다른 백신들에 비해 저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인 게시물의 경우

한 점 또한 노바백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요인인

‘생산방식', ‘백신효능', ‘가격' 등의 키워드를 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출하였다. 전통적인 생산방식이 긍정적인 게시

노바벡스의 ‘생산방식'이 기존의 전통적인 백신

물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 요인으로 나타난

개발 방식과는 다른 점에서 발생하는 불안함과

반면, 부정적인 게시물에서는 전통적인 생산방

관리 및 용이의 어려움이 언급되었으며, 불만족

식에 따른 백신 효능의 한계점이 백신의 ‘생산

스러운 임상실험 결과에 따른 저조한 ‘백신효능'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이 키워드로 추출되었다.

을 볼 수 있었다. ‘백신효능'의 경우, 임상실험

시노팜의 경우 임상결과가 ‘백신효능'에 긍정

으로 나타난 저조한 백신의 예방효과와 부작용

적인 평가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시노

및 임상실험 결과 발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팜에 대한 부정적인 키워드로는 신빙성이 낮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상실험 결과로 인한 ‘백신효능'과 다른 백신

다른 백신들에 비해 높은 ‘가격' 또한 시노백에

들에 비해 높은 ‘가격'이 부정적인 키워드로써

대한 부정적인 평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유추

추출되었다.

할 수 있었다.

<그림 2>는 백신 별 긍정/부정 게시물들을

노바백스에 대해 긍정적인 게시물들에서 ‘국

대상으로 추출된 키워드들의 분포를 나타낸 것

내생산', ‘백신효능', ‘보관 및 관리', ‘가격' 등의

으로, 한 게시물에서 여러 개의 키워드가 나온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노바백스가 국내 기업의

경우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그림 2>에 따르면,

위탁 생산을 통해 공급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시노백에 대한 긍정 게시물들 중 ‘백신효능', ‘생

인 반응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노바백스의 임

산방식' 순으로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

상실험 결과가 ‘백신효능'에 대한 긍정적인 평

언급되었으며, 부정적인 게시물들 중에는 ‘백신

가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관 및 관리'

효능', ‘가격', ‘생산방식' 순으로 부정적인 이유

120

정보관리학회지 제38권 제4호 2021

<그림 2> 시노백, 노배백스, 시노팜 긍정/부정 게시물 키워드 분포

로 언급되었다. 특히, ‘백신효능'(141개)에 대한

물이 40개로, ‘백신효능'이 시노팜의 부정적인 평

불신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 해당 백신에 대한

가에 대한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인 의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바백스의 경우 긍정적인 요소는 ‘국
내생산', ‘백신효능', ‘보관 및 관리', ‘가격'의 순
서로, 부정적인 요소로는 ‘백신효능'과 ‘생산방

4.2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관련
게시물 분석

식'의 비중이 동일하였다. ‘국내생산'(30개)과

상위 세 개 백신 관련 게시물은 감성 분석을

‘백신효능'(27개)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 소셜

통해 긍정 혹은 부정으로 레이블링된 총 13,507

미디어상에서 노바백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개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감성 분석을 진행하였

주요 요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다. 시노팜의 경

다. 백신 별 분석 대상 게시물은 화이자 6,713

우, 긍정적은 의견을 내포한 게시물이 한 개로

개, 아스트라제네카 4,631개, 모더나 2,163개이

‘백신효능'에 관한 것이었으며, 부정적인 게시물

며 감성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화이자의

들은 ‘백신효능', ‘가격' 등의 원인을 포함하였다.

경우 분석 게시물 중 2,523개(38%)가 긍정,

‘백신효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시

4,190개(62%)가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긍정/부정 게시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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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트위터상에서 화이자에 대해 부정적

석에 따른 토픽들과 각 토픽들을 대표하는 주요

인 반응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

키워드들을 나타낸 것이다. 화이자에 대한 긍정

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또한 분석 결과로 아스

게시물들의 경우, 총 여섯 개의 토픽이 추출되

트라제네카는 긍정 게시물 1,868개(40%), 부정

었으며 각각의 토픽들은 토픽 번호순으로 ‘백신

게시물 2,763개(60%), 모더나의 경우 긍정 955

수급 상황', ‘백신 국제도입 현황’, ‘긍정적 국내

개(44%), 부정 1,208개(56%)로 파악되었다. 이

경제파급효과', ‘백신 기대감’, ‘긍정적 해외 접

를 통해, 화이자뿐만이 아닌 상위 세 개 백신들

종 현황', ‘긍정적 국제경제 파급효과’로 레이블

모두 트위터에서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링 되었다. 부정적 게시물은 다섯 개의 토픽은

반응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 ‘해외 접종 후유증’, ‘접종 정책 비판’, ‘백신

백신들에 대한 트위터상에서 논의되는 의견
들의 기간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토픽 모델링

불신’, ‘접종 불안’, ‘해외 접종 관련사건사고’로
레이블링 되었다.

을 진행하였다. 감성 분석을 통해 계산된 각 백

<그림 4>는 토픽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화

신들에 대한 긍정/부정 게시물 별로 토픽 모델

이자 긍정/부정 게시물의 토픽 분포를 시각화

링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백신들에 대한

한 것이다. 화이자 긍정 게시물에서 토픽 관련

긍정 혹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심층적으로 살펴

게시물 순으로 ‘긍정적 해외 접종 현황’(602개),

보고자 하였다. 백신 별 긍정/부정 게시물들에

‘긍정적 국내 경제 파급효과’(504개), ‘백신 기

대하여 주제 일관성 검사로 추출된 최적 토픽

대감’(459개), ‘긍정적 국제경제 파급효과’(267

수로 생성된 토픽 모델링의 토픽들과 각 토픽들

개) 등이 화이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포

을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들을 추출하였으며,

한 토픽들로 판단하였다. 해외에서 화이자 백

<표 3>은 화이자 게시물에 대한 토픽 모델링 분

신의 임상실험 및 접종을 통해 나타난 백신의

<표 3> 화이자 긍정/부정 게시물 토픽, 레이블 및 키워드
긍정/부정

긍정

부정

토픽
1
2
3
4

레이블
백신 수급 상황
백신 국제도입 현황
긍정적 국내 경제 파급효과
백신 기대감

5

긍정적 해외 접종 현황

6

긍정적 국제경제 파급효과

1

해외 접종 후유증

2
3
4
5

접종
백신
접종
해외

정책 비판
불신
불안
접종 관련사건사고

키워드
도착, 유통, 수송, 물량
확보, 유럽, 러시아, 싱가포르
좋은, 투자, 주가, 강세, 증시, 급등
승인, 안정성, 임상실험, 안정, 검증, 안전, 기대
효과, 이스라엘, 노르웨이, 빛, 면역, 가능성, 긍정, 남아공, 스코틀
랜드
미국, 독일, 중국, 나스닥, 시장, 다우,
독일, 영국, 이스라엘, 포르투갈, 싱가포르, 심장마비, 후유증, 불안,
멕시코
재앙, 난리, 정권, 유통, 농락, 차별, 불안감
사망, 사망자, 불신
부작용, 알레르기, 걱정, 우려
주사기, 사건, 사고, 세계,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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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제 별 화이자 긍정/부정 게시물 분포

효용성이 입증됨에 따라, 트위터에서 백신에

드는 <표 4>와 같다. ‘백신 수급 상황’, ‘백신 도

대한 기대감 증가 및 백신 보급에 따른 코로나

입 옹호’, ‘백신 기대감’이 긍정 게시물 토픽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 완화를 예상하는

키워드로, ‘백신 도입에 대한 반감’, ‘부정적 국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부정 게시물의 경우,

제도입 상황’, ‘정치권 백신 우선 접종 불신’, ‘해

‘해외 접종 관련사건사고’(1,537개)와 ‘해외 접

외 접종 부작용 사망자’, ‘해외 접종 후유증’, ‘국

종 후유증’(874개) 등이 화이자 백신에 대해 트

내 방역정책 비판’이 부정게시물 토픽으로 레

위터 이용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는 주원

이블링 되었다.

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림 5>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긍정/부정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긍정 게시물로부터

게시물의 토픽 분포를 시각화한 것으로, ‘백신

세 개, 부정 게시물로부터 여섯 개의 토픽이 추

기대감’(686개), ‘백신 도입 옹호’(609개) 등의

출되었으며, 토픽 레이블 및 토픽 별 주요 키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긍정적인 토픽들이 파

<표 4> 아스트라제네카 긍정/부정 게시물 토픽, 레이블 및 키워드
긍정/부정
긍정

부정

토픽

레이블

키워드

1

백신 수급 상황

생산, 예방접종, 확보, 유통

2

백신 도입 옹호

정부, 좋은, 방역, 신뢰, 안정, 우리나라, 희망

3

백신 기대감

접종, 예방효과, 성공, 효능, 승리, 안전

1

백신 도입에 대한 반감

거짓, 기피, 문제, 재앙, 정부, 가짜, 도입,

2

부정적 국제도입 상황

유럽, 찬밥신세, 오스트리아, 금지, 이탈리아, 쓰레기, 투약

3

정치권 백신 우선 접종 불신 접종, 대통령, 먼저, 정치, 불신, 불안감, 거짓말, 민주당

4

해외 접종 부작용 사망자

부작용, 사망, 질환, 혈전, 사망자

5

해외 접종 후유증

근육통, 증상, 후기, 몸살, 두통, 열, 오한, 통증, 걱정, 아픔, 관절통

6

국내 방역정책 비판

무능한 정권, 거부, 꼴찌, 논란,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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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제 별 아스트라제네카 긍정/부정 게시물 분포

악되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에 대한 트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터에서의 기대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모더나는 긍정 게시물로부터 여섯 개, 부정

기대감으로부터 백신의 수급 상황에 대해 관심

게시물로부터 세 개의 토픽이 추출되었으며,

을 가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부정적인

토픽 레이블 및 토픽 별 주요 키워드는 <표 5>

게시물로부터 ‘해외 접종 후유증’(541개), ‘해외

와 같다. 긍정 게시물의 여섯 개의 토픽은 ‘백신

접종 부작용 사망자’(419개), ‘백신 도입에 대한

수급 상황’, ‘백신 기대감’, ‘백신 추가 확보 상

반감’(392개), ‘부정적 국제도입 상황’(158개) 등

황’, ‘긍정적 국제경제 파급효과’, ‘긍정적 국내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

경제 파급효과’, ‘백신 수급정책’으로 레이블링

정적인 토픽들로 파악되었으며, 해외에서 발생

되었다. 부정적인 게시물은 ‘해외 접종 후유증’,

된 접종 관련 부정적인 사건들이 트위터상에서

‘부정적 국내 경제 파급효과’, ‘접종 정책 비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형성에

으로 토픽 레이블링 되었다.

<표 5> 모더나 긍정/부정 게시물 토픽, 레이블 및 키워드
긍정/부정

긍정

부정

토픽
1
2
3
4
5
6

레이블
백신 수급 상황
백신 기대감
백신 추가 확보 상황
긍정적 국제경제 파급효과
긍정적 국내 경제 파급효과
백신 수급정책

1

해외 접종 후유증

2
3

부정적 국내 경제 파급효과
접종 정책 비판

키워드
생산, 접종, 확보, 위탁
효과, 항체, 예방, 결과, 기대, 성공, 임상실험
나라, 협상, 가격, 대한민국, 추가, 요청, 도스
증시, 강세, 급등, 다우, 지구촌, 뉴욕증시
주식, 주가, 코스피, 코스닥, 취직, 기회
공급, 계약, 대통령, 정부
접종, 부작용, 알레르기, 사망, 질환, 이상, 현기증, 고혈압, 식은땀,
오한
부작용, 주가, 급락, 증시, 곤두박질
방역, 재앙, 문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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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제 별 모더나 긍정/부정 게시물 분포

모더나 긍정/부정 게시물 토픽 분포를 시각

년 3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트위터

화한 것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에 따르면,

에서 작성된 42,261개의 백신 관련 게시물들을

게시물 순으로 ‘긍정적 국제경제 파급효과’(167

수집하였다. 수집된 게시물들은 게시물 수 기

개), ‘긍정적 국내 경제 파급효과’(159개), ‘백

준 상위 백신 관련 게시물(42,261개)과 하위

신 기대감’(104개) 등의 모더나에 대한 긍정적

백신 관련 게시물(3,152개)로 나누어 전처리

인 토픽들이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모더나 접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게시물 수 기준 하위 백

종으로부터 발생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

신 관련 게시물의 전처리 및 분석은 연구자들

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되고 있음을

의 수기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백신

유추할 수 있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게시물의

에 대한 트위터 이용자들의 감성 분석 및 긍정/

경우 ‘부정적 국내 경제 파급효과’(536개), ‘해

부정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

외 접종 후유증’(383개) 등이 모더나와 직접적

된 게시물 수 기준으로 시노백(164개), 노바백

인 연관이 있는 부정적인 토픽들로 파악되었으

스(73개), 시노팜(42개) 등의 백신들에 대한

며, 코로나바이러스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

감성 분석 및 키워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노

체와 모더나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부정적

바백스를 제외한 시노백과 시노팜에 대해서는

인 의견이 트위터상에서 나타난 것을 파악할

트위터 상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임을 파

수 있었다.

악할 수 있었다. 시노백과 시노팜에 부정적인
요소로는 백신의 효능에 대한 불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바백스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5. 결론 및 제언

다는 점과 백신의 효능에 대한 기대감이 노바
백스가 트위터상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요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2020

소로 파악되었다.
게시물 수 기준 상위 백신 관련 게시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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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자동화된 방식을 활용하여 전처리 및 분석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이후 작성된 트

작업을 진행하였다. 전처리 과정 중 얀센이 분

위터상에서 백신과 관련된 더 많은 수의 게시

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화이자, 아스트라제

물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그리

네카, 모더나 백신과 관련한 13,507개의 게시물

하여 실제 대규모 백신접종시의 상황보다는 백

로 감성 분석 및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감

신 접종 전 또는 초기의 의견을 탐색하였다. 따

성 분석 결과, 세 개의 백신 모두 트위터상에서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백신 접종이 활성화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시기까지의 게시물을 토대로 백신에 대한 소셜

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백신 별 긍정/부정 평가

미디어 이용자들의 보다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로 논의되는 주제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

탐색하고자 한다.

해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경제적 파급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

효과, 백신 효능, 접종 후유증, 접종 관련 사건

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사고와 같은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됨을 알 수

논의되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과 관련된 사회

있었다. 해외에서 검증된 백신의 효능에 따른

적 의견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게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세 백신 모두에서 논의

물 수 기준 상위, 하위 백신으로 나누어 각 데이

되고 있었으며, 화이자와 모더나에서는 코로나

터에 맞는 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백신 별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 완화가 긍정적으로

감성 분석 및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주제 추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부정적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들에 대한 대중

인 의견의 경우 해외에서 발견된 접종 후유증

들의 부정적, 긍정적인 의견을 탐색하는 것에

이 세 백신 모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

학술적 함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었다. 화이자의 경우 접종 후유증에 의한 백신

통해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불안함과 백신

에 대한 불신 및 불안감이 세분화된 주제로 논

의 효능에 대한 불신과 같은 원인들이 백신 접

의되었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후유증으

종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추

로 인한 접종 규제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할 수 있었다. 반면에, 백신 효능에 대한 기대감

부정적인 의견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이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

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의 경우, 접종 후유증

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중들의 백

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신에 대한 불안함 등 부정적인 요인들을 완화

끼친 것이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고,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해 대중들에게 인식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

시킬 수 있는 캠페인 등의 백신 접종 권장 정책

다.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실질적 함의가 기대

행되기 전의 시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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