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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현재 상호간의 믿음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기존의 연구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된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수행하였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지속적으

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적 요인으로 블록체인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논

의와 질적 연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의 관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분야별로 블록체인에 대한 연관 이슈와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본 연구는 뉴스, 웹사

이트, 학술분야에서 바라보는 블록체인의 견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 블록체인에 대한 2,144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각 분야마다 공통적인 견해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상반되는 관점으로 블록체인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각 분야별 

주요 블록체인 연관이슈는 뉴스에서 산업발전과 시장현황, 웹사이트에서 공공활용과 정책수립, 학술분야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적용

이 주요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Abstract] 
Blockchain is emerging as a technology that can secure mutual trust as well as cryptocurrency As interest in Blockchain is 

increasing,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cryptocurrency related to Blockchain technology. However, there is a limit to 
explain Blockchain because cryptography is a systematic factor for continuously operating Blockchain. On the other hand, there is little 
systematic analysis of perspectives in Blockchain, despite discussions and qualitative researches on Blockchain in various fields.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blockchain-related issues and importance of Blockchain by field. This study,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provides an interpretation of perspectives on Blockchain in news, web site, and academic field. As a result of 
analyzing 2,144 text data for Blockchain. As a results, it was found that Blockchain was perceived as conflicting issues, while there 
were few common issues in each field. The major blockchain-related issues in each field were found to be industrial development and 
market status in the news, public use and policy establishment in the website,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echnical use in the 
academic field.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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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블록체인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성과 암호화폐로부터 기인한다. 블록체인은 분

산화된 원장을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공유하는 기술로써 블록

체인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특정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일관

화된 원장을 공유하고 서로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1-3]. 블록체인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

기 시작한 것은 블록체인 시스템에 존재하는 코인이 주목받으

면서부터였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많은 코인들의 가치가 급부

상하면서 잠시나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났

다. 하지만 현재는 코인 가격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블록체인 시

스템을 연구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일부 연구자들과 기업 등에

서만 블록체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

존의 연구들은 블록체인 시스템의 일부분인 코인의 가격을 예

측하거나 블록체인이 산업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서 연구를 진행하였다[4-13]. 반면에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

인에 대해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

직까지 블록체인에 관련된 연관 이슈와 중요도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는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블록체인은 뉴

스,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사이트, 학술분야 등 다양한 관점에

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했을 때 각 분야의 관점

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연관 이슈의 평가와 공통적인 관점 및 차

이점을 살펴보고 향후 블록체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의 견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

내 블록체인 관련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뉴스, 웹사이트, 
학술분야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연관 이슈와 중요도를 분석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뉴스, 웹사이

트, 학술분야에서 바라보는 블록체인 연관 이슈는 무엇인가? 
두 번째, 각 분야마다 블록체인에 대한 공통적 연관 이슈는 무

엇인가? 세 번째, 각 분야별로 블록체인에 대한 상반되는 연관 

이슈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각 분야별로 블록체인에 대해 

보완되어야 할 진행 방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세 

분야에서 바라보는 블록체인에 대한 연관 이슈 및 중요도를 분

석함으로써 블록체인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사와 대비되는 관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향

후 연구 방향 및 분야별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Ⅱ. 이론적 배경

2-1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모든 참여자가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가

치를 검증함으로써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시

스템 기술이다[1]. 블록체인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방식과 다르

게 모든 참여자들이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원장을 공유할 수 있

기 때문에 중개자 없이 거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블록은 블록 헤더와 바디

로 구성된다. 블록의 헤더 부분은 블록 생성의 난이도, 논스값, 
이전 블록의 해시값, 현재 블록의 생성 시간, 거래정보들을 해

싱한 값이 포함되며, 블록 바디는 거래정보를 포함한다. 블록 

헤더의 정보를 이용해 현재 블록의 고유한 해시값을 도출해낼 

수 있으며, 이러한 해시값은 암호화 해시함수를 통과한 값이다. 
해시함수는 입력값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결과값

이 완전히 다르게 도출되기 때문에 결과값을 보고 일정한 패턴

이나 공식을 이용하여 입력값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게 구성되어 있다[2]-[3]. 해시함수는 입력값을 알고 있을 경우 

결과값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결과값만을 가지고 

입력값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입력값과 결과값 사이의 

일정한 규칙이나 패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값으로 

입력값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임의의 입력값을 반복적으로 

대입 계산하여 올바른 결과값이 나오는 입력값을 발견하는 방

법뿐이다. 따라서 블록의 거래정보를 조작할 경우 결과값은 블

록의 완전히 다른 해시값이 도출되고 원래의 블록 해시값으로 

설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한다.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

기 위해서는 이전 블록의 고유 해시값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블

록 간의 체인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체인 구조로 인해 블록 

내의 정보를 조작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내에 등록되어 있는 모

든 블록을 조작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블록이 지속적으로 생

성되어 체인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

를 조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
하지만 블록체인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그 중 

첫 번째는 네트워크의 컴퓨터 연산능력이 51% 이상 장악당하

면 거래정보가 조작당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블록체인 네

트워크를 구성할 때 컴퓨터 연산능력의 분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현재 블록의 생성주기는 신속한 업무 프로세스

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블록체인에 정보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담은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고 블록체인 네트

워크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조는 적

시에 빠른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작업에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2-2 블록체인 선행연구

해외 블록체인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블록체인의 시스템 

요인인 코인 가격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3]-[10]. 코인 관

련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가격예측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언급되는 코인에 대한 의

견이 코인 가격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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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유 가격, S&P 500, 환율 등의 거시경제 변수가 코인 가

격예측에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4], 블록체

인에서 발생하는 블록 생성 수, 블록 생성 난이도, 발행된 코인 

양 등의 시스템 정보도 코인가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5]. 블록체인 관련 연구가 대부분 코인에 대해서 

이루어졌지만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일

부 이루어졌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물 인터넷에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을 

연계하여 보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

다[13]. 다른 일부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이 헬스케어 분야에 적

용될 수 있는 예시를 제시하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의료데이

터의 자유로운 권한 이동에 대해 설명하였다[11]. 또 다른 연

구에서는 블록체인의 한계점과 대응방안을 발견하기 위해 개

인을 대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12].
국내 블록체인 관련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IoT 

기술을 구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거

나[14], 핀테크의 보안 문제와 기술에 대해 블록체인의 역할과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15]. 또한, 일부 연구

에서는 블록체인이 부동산산업 분야에서 참여자들 간의 신뢰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거나 [16], 블록체인 기

술을 실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하였다[17]. 또 다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수용의도에 

블록체인에 대한 성과 기대감과 사회적 영향력이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18]. 국내 연구의 흐름을 요약하자면, 
IoT, 금융, 법률,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

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 위주의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아직까지 학술분야를 포함해서 뉴스 및 웹사이트 

분야별로 블록체인에 대한 연관 이슈나 중요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

로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뉴스, 웹사이트, 
학술분야에서 인식하는 블록체인 연관 이슈와 중요도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텍스트 마이닝은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

보와 가치를 추출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다[19]. 텍스트 마

이닝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의 리뷰나 특정 주제에 대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의견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6].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불필요

한 데이터를 제거 및 수정하는 전처리 작업을 통해 분석 가능한 

정형화된 구조로 변환된다. 텍스트 데이터에서 추출한 정보를 

시각화하고 텍스트 간에 관계를 파악하여 새로운 가치를 제시

한다는 점에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기존의 정성적 분석의 한

계를 넘어서는 체계적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20]-[21].
본 연구는 뉴스, 웹사이트, 학술분야에서 바라보는 블록체인

에 대한 연관 이슈와 중요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텍스톰

(Textom)을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였다. 텍스톰을 

활용하여 블록체인에 대한 키워드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뉴스기사, 일반 웹사이트, 학술분야 검색 분야가 포함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뉴스, 웹사이트, 학술분야별로 데이터를 구분

하였으며, 데이터 분석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의 전처리를 수행

하였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수집된 키워드의 교정, 통제 및 제

거를 수행한다. 텍스톰의 데이터 전처리 기능을 활용하여 전처

리 과정에서 엑셀표 기능의 찾기 및 변경 기능을 활용하여 

!@~& 등과 같은 특수문자를 제거하였으며, 명사를 제외한 형

태의 텍스트는 모두 제외하였다. 또한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는, 을, 이다, 가 등과 같은 조사적 성격을 띠는 텍스트를 

모두 제외하였다. 전처리 과정을 마친 정제데이터를 분야별로 

나눈 후 텍스톰의 분석기능을 활용하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단어빈도, N-gram,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단어빈도-역문서 빈도), 연결중심성을 활용하였다. 
또한, N-gram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구체

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텍스트 마이닝 분

석에 사용된 정제된 데이터 수는 총 2,144개이며, 뉴스 592개, 
웹사이트 810개, 학술분야 742개로 구성되었다.

Ⅳ. 분석결과 

본 연구는 뉴스, 웹사이트, 학술분야에서 바라보는 블록체인

에 대한 연관 이슈와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텍스톰을 이용하

여 주요 단어에 대한 정제과정과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주요 단어들의 단어빈도(Frequency), 
N-gram, TF-IDF,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도출하여 블

록체인에 대한 연관 이슈와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단어빈도는 

추출된 단어와 데이터 내 해당 단어의 빈도수를 나타내며, 빈도

수가 높다는 것은 정제데이터 내에서 해당 단어가 등장하는 빈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N-gram은 n개 단어의 연쇄를 의미

하며, 연결된 단어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두 단어가 나란히 등

장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F-IDF는 단어빈도(TF)
와 IDF(문서빈도의 역수)를 곱한 값으로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연결중심성은 연결된 단어가 얼

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텍스트 마이닝의 10개 상위 단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뉴스 분야의 단어빈도는 블록체인 (1,992), 빗썸 (473), 코인 

(446)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N-gram에서는 블록체인시황 - 빗
썸 (420), 코인 - 상승세 (322), 빗썸 - 코인 (254) 등 순으로 나타

났다. TF-IDF에서는 암호화폐 (527.8956), 상승세 (41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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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333.15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결중심성

을 기준으로는 블록체인 (0.0686), 암호화폐 (0.0139), 플랫폼 

(0.007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분야의 단어빈도는 블록체인 (7,806), 암호화폐 

(1,562), 제로페이 (1,160)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N-gram의 경

우는 제로페이 - 수수료 (580), 블록체인 - 암호화폐 (437), 이재

갑 - 장관 (396) 등 순으로 나타났다. TF-IDF에서는 암호화폐 

(1716.0323), 총리 (1312.0307), 이낙연 (1148.0268)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결중심성은 블록체인 (0.0985), 암호화폐 

(0.0209), 기술 (0.01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학술분야에서 단어빈도는 블록체인 (1,030), 개발 (812), 시

스템 (803)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N-gram은 시스템 - 개발 (85), 
블록체인 - 기반 (66), 블록체인 - 기술 (62) 등 순으로 나타났다. 
TF-IDF는 개발 (1784.1463), 설계 (1150.3095), 시스템 

(1113.1943)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결중심성은 개발 

(0.0209), 블록체인 (0.0174), 시스템 (0.0137) 등 순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표 1.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 단어빈도

Table 1. Text Mining Analysis Results: Frequency  

Rank News Web Site Academic Field

1
Blockchain 

(1,992)
Blockchain 

(7,806)
Blockchain 

(1,030)

2
Bithumb

(473)
Cryptocurrency 

(1,562)
Development 

(812)

3 Coin(446) Zeropay (1,160) System (803)

4
Blockchain Market 

(420)
Platform (747) Design (642)

5 Upward (378) Technology (743) Structure (633)

6
Cryptocurrency 

(328)
Commission 

(625)
Analysis (547)

7 Formation (217) Exchange (593) Block (448)

8
Plat from

(207)
Gwangchul Go 

(592)
Base (414)

9
Technology

(182)
Market (587) Data (375)

10 Industry (171)
Prime Minister 

(528)
Configuration 

(374)

표 2.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 N-gram
Table 2. Text Mining Analysis Results: N-gram 

표 3.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 TF-IDF
Table 3. Text Mining Analysis Results: TF-IDF

Rank News Web Site Academic Field

1
Cryptocurrency 
(527.895635)

Cryptocurrency 
(1716.032394)

Development
(1784.1463568)

2
Upward

(415.275445)
Prime Minister
(1312.030711)

Design
(1150.309579)

3
Platform

(333.153647)
Nakyon Lee

(1148.026872)
System

(1113.194371)

4
Bithumb

(327.858616)
Minister

(1093.727919)
Structure

(877.524330)

5
Technology

(326.100223)
Coin

(1003.927100)
Analysis

(758.303015)

6
Coin

(309.143642)
Jaekap Lee

(984.023033)
Blockchain

(713.941595)

7
Industry

(306.390869)
Market

(944.7400549)
Control

(694.072077)

8
Bitcoin

(294.42809)
State Council
(820.019194)

Base
(666.307295)

9
Exchange

(292.428306)
Statement

(817.594459)
Comparison

(645.033408)

10
Blockchain Market

(291.121815)
Virtual Currency
(701.714929)

Block
(621.059873)

표 4.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

Table 4. Text Mining Analysis Results: Degree Centrality

Rank News Web Site Academic Field

1
Blockchain

(0.06869868)
Blockchain

(0.09852790)
Development
(0.02098986)

2
Cryptocurrency
(0.01395044)

Cryptocurrency 
(0.02090321)

Blockchain
(0.01743380)

3
Platform

(0.00744750)
Technology

(0.01120013)
System

(0.01375009)

4
Technology

(0.00617597)
Platform

(0.01053477)
Structure

(0.01174410)

5
Exchange

(0.00483179)
Virtual Currency
(0.00873277)

Design
(0.01150703)

6
Industry

(0.00443217)
Transaction 

(0.00845554)
Analysis

(0.01128820)

7
Investment

(0.00406888)
Exchange

(0.00643175)
Comparison

(0.00837041)

8
Contents 

(0.00377824)
Company

(0.00629314)
Block

(0.00827923)

9
Transaction

(0.00359659)
Investment

(0.00615452)
Data

(0.00780509)

10
Market

(0.00348761)
Government

(0.00615452)
Configuration
(0.00758625)

분석결과 기준으로 뉴스, 웹사이트, 학술분야에서 바라보는 

블록체인에 대한 연관 이슈와 중요도를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

겠다. 먼저 단어빈도에서는 블록체인이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났으며, 암호화폐, 플랫폼,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뉴스

와 웹사이트 분야에서 동일하게 높은 빈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뉴스는 블록체인이 적용된 암호화폐와 관련된 빗썸, 코
인, 블록체인 시황과 같은 산업 내의 시장 관련 단어빈도가 주

Rank News Web Site Academic Field

1
Blockchain Market 
- Bithumb (420)

Zeropay - 
Commission 

(580)

System - 
Development (85)

2
Coin - Upward 

(322)

Blockchain - 
Cryptocurrency  

(437)

Blockchain - 
Base (66)

3
Bithumb - Coin 

(254)
Jaekap Lee - 
Minister (396)

Blockchain - 
Technology (62)

4
Formation – 

Blockchain Market 
(194)

Nakyon Lee - 
Prime Minister 

(396)

Control - System 
(51)

5
Upward – 

Formation (174)
Market - Coin 

(297)
Performance - 

Comparison (35)

6
Bithumb - Lite 

(124)
Blockchain - 

Platform (280)
Dispersion - 

Restoration (33)

7 Lite - Coin (123)
Blockchain - 

Technology (273)
System - Design 

(32)

8
Bithumb - Bitcoin 

(88)
Cryptocurrency - 
Exchange (158)

System - 
Configuration (31)

9
Bitcoin – Indicator 

(88)
Blockchain - 
Expo (139)

State - Monitoring 
(30)

10
Blockchain - 

Technology (84)
Prime Minister - 
Speakings (132)

Application - 
Control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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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었다. 웹사이트는 서울시 결제플랫폼이 제로페이와 같

은 공공 결제 플랫폼, 고광철, 수수료, 총리와 같은 정책관련 키

워드가 주로 나타났다. 이와 다르게 학술분야는 기술개발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개발, 시스템, 설계, 분석, 데이터 등의 

필요한 기술적 자원과 기술적 개발 과정에 대한 단어빈도가 높

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N-gram에서는 블록체인 키워드를 기반으로 단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나 가장 높은 빈도수는 뉴스에서 블

록체인과 빗썸, 웹사이트에서 제로페이와 수수료, 학술분야에

서 시스템과 개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뉴스는 블록체인과 빗

썸, 코인과 상승세, 빗썸과 코인이 나란히 등장하는 빈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나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암호화폐 기업인 빗썸의 

코인 가격 및 시장 현황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외에 블록체인 관련 기술, 산업, 플랫폼 등과 같은 블

록체인 기술의 기술 발전을 위한 부분이 일부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는 제로페이와 수수료, 블록체

인과 암호화폐, 이재갑과 장관, 이낙연과 총리가 나란히 등장하

는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 결제 플랫폼인 제로페이 플

랫폼에 대한 관심이 수수료에 기반하여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재갑과 이낙연과 같은 블록체인 관련 정책에 목소

리를 낸 정치인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나타났다. 학술분야는 

상대적으로 주요 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시스템과 개발, 블록

체인과 기반, 블록체인과 기술이 크게 나타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 및 구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효과에 관

심을 보였다. 이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텍스톰의 데이

터 시각화 기능을 활용하여 N-gram 네트워크로 구체화하였다. 
그림을 살펴보면 상위 10개 단어연결이 표현되어 있으며, 선의 

연결이 굵고 진할수록 연결된 단어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림 1. 뉴스 N-gram 네트워크 

Fig. 1. News N-gram Network

그림 2. 웹사이트 N-gram 네트워크 

Fig. 2. Web Site N-gram Network

그림 3. 학술분야 N-gram 네트워크 

Fig. 3. Academic Field N-gram Network

또한 TF-IDF 분석결과 뉴스와 웹사이트에서는 블록체인보

다 이것이 구현된 암호화폐가 가장 중요한 단어로 여겨져 기술

의 응용된 상품화에 집중되어 있지만, 학술분야에서는 블록체

인 자체의 기술적 개발과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안에 집중되어 

뚜렷한 차이를 보였었다. 뉴스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장 중요했

으며 관련 시장의 상승과 하락세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고, 
웹사이트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장 중요했으나, 암호화폐 시장

에 대한 정치인의 발언 및 정책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 
학술분야에서는 개발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위한 

설계, 시스템, 구조, 분석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보이며 블록체

인에 대한 기반 기술 및 구현을 위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연결중심성 측면에서도 뉴스, 웹사이트, 학술분

야에서 관련 단어 파생 정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뉴스와 

웹사이트 모두 블록체인이라는 핵심키워드가 많은 단어를 파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1, No. 8, pp. 1421-1429, Aug. 2020

http://dx.doi.org/10.9728/dcs.2020.21.8.1421 1426

생하며 다른 단어보다 지배적으로 높은 중심성을 보였으나, 학
술분야에서는 개발, 블록체인이라는 핵심키워드를 바탕으로 

단어들이 파생되어 비교적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이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뉴스와 웹사이트에서

는 블록체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암호화폐, 플랫폼, 기
술의 순으로 나타나 암호화폐 측면의 기술과 플랫폼이 핵심단

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즉,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암호

화폐 플랫폼과 시장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나, 뉴스는 산업의 

형성 및 거래 측면에서 웹사이트는 이에 대한 투자와 정부의 역

할적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술분야는 개발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블록체인, 시스템, 구조 등의 순으로 

나타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측면이 접근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데이터, 설계, 시스템, 비교 등이 핵심 단

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뉴스, 웹사이트, 학술분야에서 바라보는 블록체

인에 대한 연관 이슈와 중요도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뉴스에서는 암호화폐의 가격 등락에 따른 시세와 투자

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러한 관심은 빗썸이라는 암

호화폐거래소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웹사이트에서는 블록

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정부 관련 인사의 의견 표현, 규제와 정

책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이었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플랫

폼인 제로페이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결제플랫폼의 수수료와 

연결되었다. 학술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개발과 관련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지배적이었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산

업 적용방안과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요약하자

면, 뉴스는 블록체인 산업의 시장형성과 동향 측면에서 접근하

고, 웹사이트는 블록체인 기술의 사업화와 공공활용에 따른 정

책 측면에서 접근하며, 학술분야는 블록체인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뉴스, 웹사이트, 학술분야와 같은 서로 다른 영역

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바라보는 연관 이슈와 중요도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발전 방향성 수립에 

대한 역할 수행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반

영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의 각 분야별 블록체인에 대한 연관 이슈와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뉴스, 웹사이트, 학술분야에서 언

급되는 블록체인에 대한 텍스트 분석결과, 세 분야마다 블록체

인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 뉴스 분야에서 언급되는 블록체인은 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정보와 시세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이었다. 암
호화폐 가격의 등락과 이에 따른 투자에 관심이 상당히 높으며 

관련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내용이 

지배적이었다. 부가적으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플랫폼과 기

술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었다. 각종 웹사이트에서 언급되는 블

록체인의 연관 이슈는 암호화폐 시황과 정부의 영향력에 대한 

것들이었다.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여한 정부 인사에 

대한 정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부의 암

호화폐 규제로 인해 암호화폐 규제와 정책 실행에 관한 인물들

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는 다르게 블록체인을 이용한 산업 및 기술개발에 정부

와 관련 인사들의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추가

적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결제 플랫폼인 제로페이에 대

한 의견도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결제 플랫폼이 수수료와 관련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제로페이는 블록체인 기반 결

제 시스템으로써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학술분야에서 

바라보는 블록체인은 주로 블록체인의 기술개발과 관련 시스

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암호화폐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보다는 블록체인을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블록체

인을 도입한 시스템이 현재 시스템에 비해 얼마나 큰 이점을 가

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해서, 
학술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개발이 중요한 화두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이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도입과 적용 측

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관 이슈 및 중요도를 도출함으로써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블록체인에 접근하는 다양한 분야 

중 뉴스, 웹사이트, 학술분야의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연관 이슈

와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뉴스는 기술기반의 산업형성 및 

시장현황이 주요 이슈이며, 웹사이트는 기술기반의 사업화와 

공공활용에 대한 정책수립과 여론 형성 및 반영이 주요 이슈이

고, 학술분야는 기술 자체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기

술적용에 대한 혜택이 주요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에

서 바라보고 인식하는 블록체인의 연관 이슈와 중요도를 살펴

봄으로써 향후 기술기반의 산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업화, 
관련 정책 수립, 연구개발 측면에서 각각의 사회 구성원들의 주

요 역할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각각의 분야는 자신의 주요 

역할 수행을 인지하고 서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과 한계점을 인

식한다면 블록체인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암호화폐 가격예측 분석에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사용자의 의견만을 고려하기보다 뉴스, 웹사이트, 학술

분야의 의견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기존 암호화

폐의 가격예측에는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대중의 심리가 반영

되는데, 이러한 심리를 대변하듯 암호화폐 공포와 탐욕지수

(Crypto Fear & Greed Index)[22]도 생겨났다. 그리고 이러한 심

리는 유명인사의 가격전망이나 가치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

에, 불안정하며 여러 요소가 중복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과대 또

는 과소평가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가격예측 연구

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분야의 의견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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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을 발굴하고 가격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언한

다. 첫 번째, 본 연구는 블록체인 연관 이슈와 중요도를 규명하

기 위해 텍스트 데이터 범위를 국내의 주요 검색엔진인 네이버

의 뉴스, 웹사이트, 학술분야로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결과의 일반화 측면에서 신중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함

께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

크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

용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의 연관 

이슈와 중요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일반화 

가능성이 높고 명확한 분석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는 블록체인에 대한 2018년에 해당하는 1년 동안

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였다. 블록체인은 기술적인 한계도 존재

하지만, 아직 발전 중이며 기술 발전과 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향후 인공지능

(AI)이나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들과도 융복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이 중요한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의 세대를 구분하는 기

준점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1세대의 단순 지급 수단 

기능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2세대에는 다양한 거래 및 계약 기

능이 추가되면서 활용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23]. 즉, 블록체

인 기술을 사용한 가상통화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기능적 다

양화로 활용범위를 넓혀나가기 시작한 기점이다[23]. 또한 한

국에서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으로 기술영향평가가 의무

화된 이래 총 19건의 기술을 평가하였는데, 2018년에는 블록체

인 기술이 선정되었다[24].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 중심과 시

민참여형을 절충한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기술도입에 대한 다

양한 분야의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가장 최신의 블록체인에 대한 연관 이슈와 중요도를 분석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본 연구는 혁신기술의 사회 전반 적용의 

초기 단계 측면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연관 이슈와 중요도를 분

석하였다. 이는 새롭게 등장할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단계에 겪는 다양한 연관 이슈를 중요도에 따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도별로 블록체인에 대한 연관 이슈와 중요도의 흐름을 체계

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 번째, 본 연구는 국내의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만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

에서 수행되는 블록체인 관련 사업이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지만 국내 이외에도 해외에서 바라보

는 블록체인의 관점과 동향은 국내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와 해외의 블록체인 연관 이슈 및 

중요도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 미국, 유럽 국가, 한국 등 국가별로 블록체인에 대한 연관 이

슈와 중요도를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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