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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화재 안전 의식 분석

장대원*ㆍ김연수**

Analysis of Cultural Heritage Safety Consciousness through 

Social Data Analysis

Jang, Daewon*ㆍKim, Yonsoo**

요 지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의견과 지식, 그리고 정보들이 생산·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소셜 데이터

는 대부분 마케팅 및 시장분석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문화재 안전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

셜 데이터를 이용한 재난 및 안전분야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문화재 방재분야에 접목 가능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일정한 패턴은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문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문화재 안전 및 방재와 

관련하여 유관 기관의 홍보가 더욱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소셜 데이터,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전의식, 문화재 안전

Abstract

As various social network services increase, many opinions,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being produced and shared. 

Most of these social data are used in marketing and market analysis, but their utilization is low in terms of cultural heritage 

safety. In this study, the cases of disaster and safety using social network data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analyze 

whether they could be applied to the disaster prevention field of cultural proper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certain 

pattern appeared,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est in the safety of cultural properties was relatively low.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motion and activities of related organization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safety  are more necessary in 

the future.

Keywords: Social data, SNS, Safety consciousness, Safety of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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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인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정보를 습득·공유하고 나아가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등 한 개인 

및 집단의 행태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 정보는 과거 온라인 정보와는 차이점이 있다. 과거에

는 단순히 관심분야에 대한 참여자(기록자)의 정보 생산형태에서 일부 필요한 정보에 대한 공개, 그리고 공개된 정보의 공

유 및 활용, 그리고 생산자와 공유자간의 게시판을 통한 대화 형식이 주를 이우었다. 하지만 지금의 소셜 미디어는 web 2.0 

기반의 온라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이 공유되고 소통되는 방식으로 단순 대화의 게시판 

공간이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에 대한 참여와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커뮤니티가 개인 또는 다른 커뮤니티와 연결되

어 확산되어 진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Fig. 1). 특히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가 보편화 

되면서, 여러 채널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서 플랫폼을 통해 쉽게 연결되면서 정보의 파급력, 확산력, 영향력 등이 매우 커

지고 있다.

Fig. 1. Advancement process of social media  (Kang et al., 2011)

과거 데이터는 전문영역에서 다루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데이터의 체감적 위치는 설계, 분석, 통계, 예측, 모델링, 모니

터링과 같은 엔지니어링 또는 과학적 영역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사회 관계망 서비스(이하 SNS)의 확장과 

서비스 플랫폼에서 생산되고 공유되는 데이터의 양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소셜 데이터는 급변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소

비자 또는 서비스 대상의 “Needs”와 “Behavior”를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Fig. 2. Changes in data utilization (Jang, 2020)

즉 빅데이터 중 소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전통적 엔지니어링 영역보다 이익(돈 또는 이윤)과 관계된 마케팅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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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욱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Fig. 2). 이는 많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정형 또는 비정형 형태로 

web상에서 생산되고 있고, 이 데이터에서 문화재 또는 문화재 안전과 방재에 대한 관심 또는 생각 등을 찾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문화재 안전과 방재(이하 문화재 안전)에 대해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가 문화재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화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 또

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 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 데이터를 통한 예측 등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분야에서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결과의 도출 사례 및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

를 기반으로 문화재에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소셜 분석은 트위터와 같이 라이센스가 필요한 SNS를 고려하여 ㈜바이브컴퍼니의 “Sometrend 솔루션을 이용하였고, 

언론 통합 정보사이트인 ”빅카인즈“를 통해 교차 검증하였다. 검색기간은 데이터 처리 기간이 길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서 

2019년 6월 15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1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문화재 안전”, “문화재 방재”와 같은 목적성 키

워드와 함께 문화재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산불”, “지진” 등의 연관 키워드 검색,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감성 키워

드 검색 등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수준과 인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2. 소셜 트렌드 분석

2.1 데이터 형태와 추출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structured data),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 반정형 데이터(semi-structured 

data)로 구분된다. 정형 데이터는 통상 숫자와 같이 고유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의미하고, 비정형 데이터는 데이

터의 규칙이 바로 보이지 않아 바로 데이터 고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이터이다. 반정형 데이터는 일정한 규칙은 

있으나, 일반인이 그 규칙속에서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데이터이다. Fig. 3은 데이터 형태 및 예시를 나타낸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Fig. 3. Classification according to data type (Ja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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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데이터는 데이터 형태가 다양하나 가장 많은 형태가 text 형식이다. 이러한 텍스트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고, 

추출된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연결했을 때 필요한 정보 형태로 데이터가 가공된다(Fig. 4).

Fig. 4. Extraction process of social data (D.DiVE web site)

소셜 데이터의 추출은 Fig. 5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SNS 플랫폼에서 직접 자료를 서칭하고, 데이터를 취득하

도록 하는 방법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다. 일부 폐쇄적인 플랫폼에서는 허

가된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많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은 web 기반

의 crawling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트위터의 경우에는 license 기반으로 사전에 협약된 기업이나 시스템에서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Fig. 5. Examples of various ways to acquire social data (Jang, 2020)

2.2 소셜 데이터 분석의 가능성 및 한계점

소셜 데이터를 통해 text 중심의 단어를 추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왜(why)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고, 수집된 

데이터를 어떤 것을(what), 어디에서(where), 어떻게(how), 누구에게(who), 언제(when) 전달할 것인가를 미리 설계 또는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에“SMART” 기법이 있다. SMART는 어떠한 목표(goal)는 

구체적(Specific)이고,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달성 가능하고(Achievable), 현실적이고(Realistic), 시의 적절

(Timely)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달로, 과거 인력 기반으로 수집되던 데이터가 자동화 tool과 소프트웨

어를 통해 자동으로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단 많은 데이터(big data)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에서 원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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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형태로 관련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자연어 처리(Natural Langage Processing, NLP) 

기술이 발달하면서 음성 인식, 내용 요약, 번역, 감성분석, 텍스트 분류, 더 나아가 챗봇과 같은 양방향 응답까지 가능해 졌

기 때문이다. 즉 기계에게 인간의 언어를 이해시키는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런 소셜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자동수집 기술을 통해 손쉽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나 수집된 데이터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데이터를 추출, 가공, 분석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다. 자동화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기계적인 작

업이므로 해당 영역의 지식이 없고, 단순하게 복사(retweet) 되어 빈도가 늘어난 데이터, 생산자 마다 사용하는 언어의 수

준과 표현의 차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Fig. 6은 소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데이터의 양과 데이터 분석단계별 결과물, 그리고 기술과 사람의 인지 영역

을 표현한 것이다. 왼쪽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는 소셜 데이터이고, 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의미 없는 데이터를 버

리는 클렌징, 그리고 분석을 위한 다양한 단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나타내고 있다. 오른쪽 그림은 

기술을 이용해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과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인지영역을 구분한 것으로 현재는 혼합영역까지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수준이다.

Fig. 6. Examples of automated analysis technology and limitations (Jang, 2020)

2.3 소셜 데이터 재난안전 분야 예시

AI 리포트((주)바이브컴퍼니, 2020)를 통해“장마”를 키워드로 이슈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Fig. 7). 

분석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이며 자체 소셜트렌드 분석 솔루션을 이용하였다. 단순하게 장마와 관련된 

키워드의 추이를 추출하는 것부터, 감성, 라이프, 장소, 쇼핑과 연관분석을 통한 결과 분석, 연관어 분석, 연관어의 상승, 하

락, 상위 분류, 감성 분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가장 언급량이 많았던 날은 수도권 강수량이 가장 많아서 피해가 발생한 날이었고, “장마” 연관어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피해, 일상, 걱정, 여행, 우산 등 이었다. 이 단어들은 피해가 컸고 이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는 의미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일상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나타난 것이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이 가능한지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타

났다는 것이다. 산사태, 기상, 수해, 계곡, 지하주차장 등의 단어는 장마로 인한 유사 자연재난 유형에 대한 관심, 그리고 비

가 많이 와서 주로 피해를 보는 계곡 및 지하주차장에 대한 걱정이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소셜 데이터를 통해 일정 시기에 

키워드를 통해 관심도를 분석할 수 있고, 연관어를 통한 2차 관심, 처음부터 도메인 기반의 지식을 이용한 주 키워드와 보

조 키워드를 통한 검색 등 다양한 형태로 결과를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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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Keyword analysis and sentiment analysis (VIVE company, 2020)

3. 문화재 안전분야 소셜 트렌트 분석

3.1 키워드 및 분석 조건

소셜 데이터 분석을 위해 뉴스,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였고, 데이터 

수집 및 키워드 분석을 위해 ㈜바이브컴퍼니의 “Sometrend 솔루션과 언론 통합 정보사이트인 ”빅카인즈“의 관련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9년 6월 15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1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Fig. 8).

Fig. 8. Keyword analysis and sentiment analysis example using “sometrend” (Jang, 2020)

검색 키워드는 문화재, 방재, 안전, 기후변화, 화재, 지진, 산불, 대책으로 하였다, 검색은 단일 또는 다중 검색을 시행하

였으며, 너무 많은 자료 수집을 우려해서 “&”조건을 적용하며 모두 포함으로 검색하였다(Table 1). 검색 결과의 화면 예

는 Fig.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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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se condition of keyword analysis

구분 주 검색어 보조 검색어 보조 검색어 선정 조건

1 문화재 문화재에 대한 추이 분석

2 문화재 방재 문화재 & 방재에 대한 관심 분석

3 문화재 안전 문화재 & 안전에 대한 관심 분석

4 문화재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문화재에 대한 연관성 분석

5 문화재 산불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에 대한 연관성 분석

6 문화재 지진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에 대한 연관성 분석

7 문화재 화재 화재로 인한 문화재 피해에 대한 연관성 분석

8 문화재 기후변화 대책

4~7 유형에 대한 대책 필요성, 대책 수립 분석
9 문화재 산불 대책

10 문화재 지진 대책

11 문화재 화재 대책

12 문화재 안전 방재 문화재 & 방재 & 안전에 대한 감성 분석

13 숭례문 문화재에 대한 감성 분석

Fig. 9. Analysis screen shot of cultural heritage & climate change (Jang, 2020)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아직까지 문화재 안전에 대해서 일반인의 관심도가 매우 적고, 실질적인 대책 등에 대해서

도 관련 부처의 홍보나 액션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문화재를 키워드로 할 경우 29만 건의 뷰가 나타났지만, 실질

적인 문화재 방재, 문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578건, 5,507건으로 각각 0.2%, 2% 수준으로 관심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문화재에 피해를 주로 4~7번 조건의 경우에 가장 많은 관심도는 산불의 경우이고, 이는 대형 산불로 인한 문화재 소실

(낙산사 화재) 등의 과거 사례와 20년 강원도 고성 등의 산불이 연계되어서 관련 뉴스 및 내용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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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classification of extracted data

구분 전체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뉴스

1 291,969 178,915 45,902 3,870 42,294 20,988

2 578 98 142 0 169 169

3 5,507 1,478 2,006 145 180 1,698

4 247 0 142 9 10 86

5 1,407 797 57 356 24 173

8 27 0 13 1 3 10

10 48 0 29 3 1 15

11 176 3 88 7 3 75

문화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 관련 키워드 결과에 의문을 갖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 검색 제외 단어로 “문

화”를 반영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촛불 문화, 문화 예술과 같은 단어가 포함된 경우에도 검

색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검색한 결과 1번 조건으로 83,257건이 검색되었고 이를 다시 반영하면 문화재 

방재, 문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578건, 5,507건으로 각각 0.69%, 6.6% 수준으로 관심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역시 대책과 

관련한 부분은 분석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고, 그나마 관심도가 높은 “문화재 & 안전”의 검색 건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 방재의 날, 문화재 안전 공모전 등 관련 행사 Tag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재 & 안전 & 방재(12번)”와 “숭례문(13번)”으로 감성분석을 한 결과 12번은 긍정 174, 부정 47, 중립 129, 기타 1

건이, 13번은 긍정 5,523, 부정 2,894, 중립 3,829, 기타 338건의 결과가 나타났다(Fig. 10).

Fig. 10. Example of sentiment analysis #12, #13 (Jang, 2020)

감성분석 결과는 모두 긍정이 높게 나타났고, “소중한”의 단어가 모두 가장 강한 빈도로 나타난 부분에서 문화재에 대

한 국민의 감성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 방재와 안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도 나타났다. 가장 강한 부정 

감성어로 “취약한”, “우려있다”, “부족한”, “위협”, “불편”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문화재 안전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은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려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긍

정 감성어의 “즐기고”, “볼거리가 다양하고”, “화려하고”, “가능한”등과 비교하면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고 보전하기 위

해 안전과 방재에 더욱 면밀한 계획과 예산 투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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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셜 데이터를 통해 문화재 안전 및 방재에 대한 관심 수준을 살펴보고, 분석 결과에서 어떠한 부분이 앞

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과거 정형(통계) 데이터 중심의 문화재 사고 발생 빈도 등의 분석이 있었으

나, 소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 수준을 분석하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 키워드를 기준으로 “방재”, “안전”, “대책” 등이 언급된 소셜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는 문화재 대비, 문화재 안전 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적을 수도 있고, 관련된 정부 및 민간 등에서 문화재 안전 등

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연구,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지 못하다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2. 재난유형별로는 “산불”이 가장 큰 빈도로 문화재와 연관되어 검색되었고, 이는 낙산사 소실 등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

해 사례와 분석 기간에 발생한 강원도 4월 산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재 방재, 문화재 안전 분야는 아

직 소수의 전문영역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고, 해당 영역에서도 폐쇄적인 형태의 정보로만 공유되고,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서는 관련 영역의 정보공유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문화재 안전 및 방재에 대한 감성 키워드 검색 결과, “즐기고”, “볼거리가 다양하고”, “화려하고”와 같은 긍정적인 키

워드가 부정적 키워드보다 놓은 빈도로 나타났고, 이는 문화재 안전 및 방재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도하면 충분히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문화재청 및 문화재 안전 관련 학술 및 협회에서는 문화재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도모하고, 관련 

커뮤니티를 지원 또는 활성화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키원드, 연관어 검색 등을 통해 도출

되는 단어를 분석하여 문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원하는 불안감 또는 인사이트를 찾아서 이를 해소하거나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소중하고, 볼거리가 다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재를 보존·보전하여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계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및 분석방법을 통해 문화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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