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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구제역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축산업계 및 사회·경제·환경적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구제역의 발

병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검증된

텍스트 마이닝 방법들을 사용하여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정책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공학

적 방법론을 제안한다. 먼저, 구제역과 관련된 온라인 뉴스를 수집한 후, 토픽모델링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

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활용하여 뉴스 기사로부터 대표 키워드들을 추출한다. 둘째, 추출된 키워

드들로부터 구제역으로 인한 세 가지 파급효과의 분석을 위해 동시출현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셋째, 키
워드 네트워크 타임라인을 통해 각 파급효과들의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의 분석을 수

행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FMD(Foot-and-Mouth Disease) can spread rapidly, resulting in high mortality rates and severe 
economic dam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epercussion effects incurred from such diseases in terms 
of economic, environment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ngineering method with text 
mining techniques for the analysis of the ripple effects of FMD using the online news articles. First, the FMD news 
were collected, and the keywords were extracted by means of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as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topic modeling methods. Second, the keyword network was constructed from the extracted keywords 
to analyze the various social effects of FMD. Third, the trend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keyword network 
timeline. Finally, we confirmed the feasibility and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analysis system to FMD outbreaks 
from July 2010 to December 2011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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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2010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적으

로 확산되어 농·축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들에게 까지도 큰 피해를 야기하였다[1][2]. 이에 따

라 정부의 주도하에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질병에

관한 공공 데이터의 수집과 동시에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학술적 연구들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2][3]. 그러나 가축질병에 관한 공공 데

이터베이스와 같은 정형적 데이터만으로는 가축질

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온라인 뉴스는 정형화된 공공 데이터베이

스에서 다루지 못하는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다양

한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되며 다양한 사회적 이슈

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을 갖는다[4]. 특히 온

라인 뉴스의 경우, 다른 소셜 미디어에 비해 공신력

있는 보도 내용과 구조적으로 체계화 되어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이를 공학적으로 활용한 학술적 분

석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뉴스와 같은 텍스트 데

이터를 공학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효과적으로 요약, 추론, 시각화하기 위한

토픽모델링[5][6], 텍스트 마이닝, 네트워크 분석 등

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들은 이미 충분히 성숙되었

기에, 온라인 뉴스의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구

제역 등과 같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분석하는 시도는 실천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검

증된 텍스트 마이닝 방법들을 사용하여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정책적 파급효과를 분

석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먼저, 온라인 뉴스를 수

집한 후 구제역과 관련된 뉴스 기사들만을 선택하

고, 토픽모델링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LDA 
를 활용하여 뉴스 기사로부터 대표 키워드들을 추

출한다. 둘째, 추출된 키워드들을 활용하여 구제역

으로 인한 세 가지 파급효과(경제적, 환경적, 그리

고 정책적 파급효과)의 분석을 위한 동시 출현 키

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셋째, 네트워크 타임라

인을 통해 세 가지 파급효과의 트렌드 및 시간에

따른 키워드들의 변화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분

석의 대상이 되는 구제역으로 인한 파급효과로는

1) 가축의 집단 폐사로 인하여 농·축산업계에 직접

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2) 감염
된 가축의 매몰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과 같은 환경

적 파급효과; 3) 구제역의 발생으로 인한 정부의 위

기상황 대응 정책 및 지원금 대책과 같은 정책적

파급효과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가축

전염병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구제역

의 파급효과 분석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

는 제안한 방법을 활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구제역

의 세 가지 파급효과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마지

막으로 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가축전염병 관련 연구

가축전염병 중에서도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등은 그 발생규모가 매우 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확산 방지 및 확산 경로 예측, 모
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들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써, Kyung 등
[2]은 Spatial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다차원 분

석 기술을 이용하여 가축전염병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역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Lee 등[3]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실제

발생지역 및 차량경로를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HPAI의 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가축질

병에 관한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형적 데이

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가축질병으로 인한 다양

한 사회적 이슈들을 분석할 수 없다. 
반면, Gim 등[5]은 가축전염병 뉴스를 부정적인

광고라고 가정하고 광고효과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질병 뉴스가 돼지고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농업경제학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 네트워크 분석 등과 같은

공학적 방법론이 아닌 지수분포시차모형 기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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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뉴스

가 돼지고기 수요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가축전염병 관련 뉴스를 대상으

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구했다는 관점에서는 온라

인 뉴스를 대상으로 검증된 텍스트 마이닝 방법들

을 사용하여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그리

고 정책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향과 일부 일치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2.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관련 연구

최근 온라인 뉴스와 같은 텍스트 정보를 처리하

는 토픽모델링, 네트워크 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방

법론들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었다[2]. 토픽모

델링의 대표적 방법 중 하나인 LDA는 문서의 잠재

적인 주제들을 추론해내는 확률적 모델로써, 문서

집합들의 공통적인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6]. 또한

네트워크 분석은 집단 내에 존재하는 개체들의 연

결 상태 및 연결 구조의 특성을 계량적으로 파악하

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석기법으로써, 소셜 네트

워크뿐만 아니라 지식 구조 분석, 질병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이미 검증된 구조 분석

방법론이다[7]-[9]. 
특히 계량서지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동시출

현 단어 네트워크는 특정 단어가 동시에 출현한 패

턴들을 분석하여 문서의 구조적 관계 및 관련 단어

파악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관련 연구로써, Kho 등
[10]은 동시출현 단어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경영 분

야의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Bae 등
[11]은 Twitter 데이터를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대선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Jin 등[12]은 특

정 상품명을 포함한 Twitter 데이터를 대상으로 동

시출현단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간에 따른 토픽

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구제역과 관련된 온라인 뉴스로부

터 키워드를 추출하여, 동시출현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키워드 분석을 통해 구제역으로 인한 다

양한 파급효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키워드 네트워크 기반의 구제역 파급효과
분석 시스템

그림 1. 키워드 네트워크 기반의 구제역 파급효과 분석

시스템

Fig. 1. Overall structure of keyword network based

repercussion effect analysis system for FMD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키워드 네트워크 기반의

구제역 파급효과 분석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온

라인 뉴스로부터의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모듈과

뉴스 키워드 분석 모듈로 구성된다.

3.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모듈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웹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뉴스를 수집한 후, 기사 본문에 ‘구제역’ 단
어가 포함된 뉴스들을 질의를 통하여 선택한다. 데
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뉴스 기사의 불용어 제거

및 명사 추출을 수행한다. 또한 정확한 키워드 추출

을 위해 단어들의 필터링 및 변환을 수행한다. 단어

의 필터링 및 변환 규칙은 표 1과 같으며, 전처리

과정을 위한 알고리즘의 슈도코드(Pseudo-code)는 표

2와 같다.

표 1. 단어 필터링 및 변환 규칙

Table 1. Word filtering & converting rules

변환규칙 필터링 및 변환 예 변환 후

1
기자명, 신문사명

등 제거

***기자
(제거)

***뉴스

2 광고 제거 **마트 할인행사 (제거)

3 명사형 변환
발생하고

발생
발생된

4 지역명 통일
경상북도

경북
경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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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
  _
  __
{
   
  _ ←___
   
  _

←_ 
         
      
  _

←_   ′ ′
_

        
   
  
_
←_  

_
        
    _
}

표 2. 전처리 과정의 슈도코드

Table 2. Pseudo-code for preprocessing

그림 2. vocab 행렬 및 document 행렬 생성 과정
Fig. 2. Generation process of vocab matrix & document

matrix

3.2 뉴스 키워드 분석 모듈

뉴스 키워드 분석 모듈에서는 먼저 전처리된 뉴

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토픽모델링 방법 중 하나인

LDA를 사용하여 키워드들을 추출한다.

표 3. 키워드 추출 과정의 슈도코드

Table 3. Pseudo-code for keyword extraction

  
  _
   

 __
{ 

      
      _  
  {
     _ ←_
  }

    
   ←_
    
  ←_
        
  {
    ←
       
  }

   
   ←   

      
  ←              
      

    
   ←               
       

     
   ←

    
}

우선, LDA의 입력 변수로 사용되는 vocab 행렬
과 document 행렬을 구성하며, 그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여기서 vocab 행렬은 전체 뉴스에서 사용된

단어 및 각 단어의 코드로 구성된 2차원 행렬이며, 
document 행렬은 각 뉴스의 인덱스, 사용된 단어 코

드와 그 빈도수로 구성된 3차원 행렬이다. 키워드

추출을 위한 알고리즘의 슈도코드는 표 3과 같다. 
다음으로 추출된 키워드를 활용하여 동시출현 키

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구제역으로 인한 세 가

지 파급효과들을 분석한다. 동시출현 키워드 네트워

크의 구성을 위해서 키워드가 해당 뉴스 기사에 등

장한 횟수를 나타내는 문서-키워드 행렬(Document- 
Keyword Matrix)을 구성하고 이를 키워드간의 인접

행렬(Adjacency Matrix)로 변환하는 전처리 작업이



Journal of KIIT. Vol. 14, No. 9, pp. 143-152, Sep. 30, 2016. pISSN 1598-8619, eISSN 2093-7571 147

우선된다. 예를 들면, 그림 3과 같이 문서-키워드

행렬에서 과 는 문서 과

에서 동시에 출현하므로 인접행렬 변환 시

의 값은 2가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나타난 인접행렬은 대칭행렬 형태를

가지며,  노드와  노드를 잇는

엣지의 가중치는 2로 설정된다. 동시출현 키워드 네

트워크 구조에서 노드(Node)의 크기는 키워드의 출

현 빈도, 엣지(Rdge)의 굵기는 키워드간의 동시출현

빈도를 의미하며 두 키워드의 동시출현 빈도가 높

을수록 두 키워드의 연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영향도 그래프와 네트워크 타임라인

을 통해 구제역으로 인한 파급효과의 트렌드 및 키

워드의 변화를 분석한다.

Ⅳ. 실험 및 결과 분석

4.1 실험 데이터 및 실험 설계

본 절에서는 가축전염병에 관한 공공 데이터베이

스의 간략한 소개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온라인 뉴

스 데이터의 소개 및 실험 설계방법을 서술한다.
먼저, 가축전염병에 관한 공공 데이터의 분석에

는 국가 동물 방역 통합 시스템[13]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스키마는 {가축전염병

명, 농장명, 농장소재지, 발생일자, 축종, 발생두수}
이며, 농장소재지는 시(도), 읍, 면, 리까지 표기된

다. 본 실험에서는 가축전염병명을 구제역으로 한정

하였고, 구제역이 심각하게 발생한 2010년 7월 ~ 
2011년 12월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
림 4은 월별, 지역별 구제역의 발생 추이를 보여준

다. 그림 3에 의하면 2010년 11월에 구제역이 발생

하여 2011년 2월까지 구제역이 심각하게 발생하였

으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등의 지역에서 심각하

게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실험에서는

그림 5와 같이 구제역 발생 시기를 세 구간(‘발생

초기’, ‘심각기’, ‘종식 이후’)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

서의 세 가지 파급효과들(‘경제적 파급효과’, ‘환경

적 파급효과’, ‘정책적 파급효과’)을 동시출현 키워

드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사용하여 계층적으로 분

석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 인접행렬 변환의 예

Fig. 3. Example of adjacency matrix transformation

그림 4. 공공 데이터 분석 결과

Fig. 4. Result of public open data analysis

그림 5. 구제역 관련 뉴스 분포

Fig. 5. Distribution graph of FMD on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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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단계별 처리 시간 및 결과

Table 4. Processing time & output for each step

단계 처리시간 결과

데이터 수집 약 5일
2010년 약 3,520건

2011년 약 12,058건

전처리

단계

명사추출 약 20분 약 150,000개 단어

필터링

및 변환
약 40분 약 17,000개 단어

키워드

분석

단계

키워드

추출단계

각 구간별

약 2분
각 구간별 30개

네트워크

생성단계

각 구간별 10초

내외 (행렬

변환시간 포함)

각 구간별

네트워크 3개

실험에서 사용한 온라인 뉴스 데이터는 웹 포털

사이트 ‘N’사에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게재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카테고리의 뉴스 기

사를 Python의 BeautifulSou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구제역’ 키워드를 포함하는 뉴스기사들만을 선택하

였다. 명사 및 키워드 추출은 통계프로그램인 R의
KoNLP 패키지와 topicmodels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R의 네트워크 시각화 및 분석 패키지인

igraph 패키지를 사용하여 ‘구제역’ 키워드를 중심으

로 성형(Star) 구조의 동시출현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주요 키워드들을 네트워크 타임라인

으로 표현함으로써 키워드들의 변화 및 파급효과의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은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 처리시간 및 출력결과는 표

4와 같다. 

4.2 실험 결과 분석

4.2.1 구제역 발생 구간별 파급효과 분석

구제역 발생 초기 구간

구제역 발생 초기 구간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에 의하면 ‘발생’, ‘안
동’, ‘축산농가’, ‘차단방역’, ‘차량통제’, ‘살처분’ 등
과 같은 구제역의 발병 지역 및 국가 위기상황 매

뉴얼에 기초한 구제역의 초기대응과 관련된 키워드

들이 주요 키워드들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반
면,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돼지고기’, ‘축산물’, 
‘지역경제’ 등의 키워드들과 ‘지원금’, ‘구청’ 등과

같은 정책적 파급효과에 관한 키워드들이 확인된다. 
그러나 환경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키워드들은 사회

적 이슈로 대두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이른 감

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6. 구제역 발생초기의 키워드 네트워크

Fig. 6. Keyword network in the early period of F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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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심각기 구간

구제역 심각기 구간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

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에 의하면 ‘확산세’, ‘전
국적’ 등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구제역이 전국적으

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위기상황 매뉴얼에 기초한 구제역의 적극적 대응과

관련된 ‘접종’, ‘살처분’, ‘매몰’ 등의 키워드들이 나

타난다. 또한, 구제역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돼

지갈비’, ‘대책회의’, ‘침출수’ 등과 같은 경제적, 정
책적, 환경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구제역 종식 이후 구간

구제역 종식 이후 구간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7. 구제역 심각기의 키워드 네트워크

Fig. 7. Keyword network in the serious period of FMD

그림 8. 구제역 종식 이후의 키워드 네트워크

Fig. 8. Keyword network in the termination period of F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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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에 의하면 세 가지 파급효과와 관련된 키

워드들이 모두 나타나지만, 이전 구간들과는 달리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다수 등장함

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입가격’, ‘시장’, ‘축산물’, 
‘돼지갈비’ 등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구제역으로 인

한 돼지고기 가격의 하락과 국내 축산물 시장에 미

치는 악영향, 그리고 ‘우유값’ 키워드를 통해 젖소

의 폐사로 인한 우유 시장의 가격 형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면, 구제역의 발병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농·

축산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에 까지

도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관광산업’ 키워
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구제역으로 인한 지역

축제의 취소가 빈발했으며,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음식점, 숙박시설, 운송업체 등의 관광 서비스

산업계에 연쇄적으로 피해를 야기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실험 분석 내용을 영향도 그래

프로 표현하여 정리하면 그림 9와 같다. 구제역 발

생 초기 구간에서는 구제역 발생 지역 및 초기 대

응과 같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집중

됨으로써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 환경, 정책적 파급

효과는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제역 심각기 구간에서는 경제, 환경적

파급효과에 관한 일부 이슈화와 함께, 특히 구제역

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회의와 같은

정책적 파급효과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마지

막으로, 구제역 종식 이후 구간에서는 일부 정책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환경적 파급

효과와 관련된 보도는 전 구간에 걸쳐 온라인 뉴스

에서 크게 이슈화가 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9. 구제역 발생 구간별 영향도 그래프

Fig. 9. Radar charts for each period of FMD

4.2.2 키워드 네트워크 타임라인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타임라인 분석에서는 그림 10과
같이 네트워크 타임라인을 통해 구제역 발생의 전

구간에서 세 가지 파급효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타임라인 분석 결과 ‘시장’, ‘축산

물’ 등과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키워드들

은 구제역 발생의 전 구간에 걸쳐 꾸준히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구제역 종식 이후 구간에서 높은 빈도

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정책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키워드인 ‘구청’, ‘대책회의’와 같은 키워드들은 구

제역 심각기 구간에서 등장하였다가 구제역 종식과

동시에 소멸하였다. 한편 ‘침출수’와 같은 환경적

파급효과는 구제역 발생의 전 구간에 걸쳐 온라인

뉴스 상에서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못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구제역 전구간의 타임라인네트워크

Fig. 10. Keyword network timeline in the entire period of F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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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가축질병, 특히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정책적 파급효과와 같은 다

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가축질병에 관한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형적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

는 기존의 연구체계로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신뢰성 있는 기사들만을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새로운

학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온라인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분석

실험에서는 구제역 발생 시기를 ‘발생 초기’, ‘심각
기’, ‘종식 이후’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서의 경제적, 
정책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동시출현 키워드 네트워

크 분석방법론을 사용하여 계층적으로 분석하였으

며 구제역 발생의 전 구간에서의 파급효과의 변화

는 네트워크 타임라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구제역 발생의 전 구

간에 걸쳐 꾸준히 등장하였으며, 정책적 파급효과는

구제역 심각기 구간에서 등장하고 구제역 종식과

동시에 소멸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환경적 파급효

과는 구제역 발생의 전 구간에 걸쳐 온라인 뉴스

상에서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가축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라는 사회과학적

연구문제를 온라인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공학적으

로 해결하는 체계적인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의 주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후 본

시스템을 실용화가 가능한 분석 시스템으로의 고도

화 방안과 건설적인 차원에서의 활용이 향후 연구

의 방향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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