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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디지털 전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4

년부터 2021년에 보도된 디지털 전환 뉴스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여,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키워드

와 토픽을 도출했다.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결과 (1)디지털 전환 관련 인재 양성, (2)디지털 전환을 통한 금융 분야 개편, 

(3)디지털 전환 기술 기반의 협력 활성화, (4)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5)제조/중공업 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5개의 

토픽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재양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 지원,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디지털 전환 관련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산·학·연·정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identifies domestic digital transformation trends by exploring related main keywords and topics and suggests 
implica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research conducted topic modeling analysis on digital transformation news big data 
reported from 1994 to 2021. As a result, the following topics appeared: (a) training human resources in digital transformation; (b) 
reorganization of the financial sector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c) activating cooperation based on digital transformation 
technology; (d) digital transformation of analog broadcasting; and (e)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in manufacturing/heavy 
industry.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lead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social interest for the digitally underprivileged, and support for digital literacy education. It also calls for 
strengthening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ivating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regarding digital 
transformation, and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among industry, academia,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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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산업 패러다임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을 반영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란 디

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

신하는 것으로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AI, 빅데이

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 플랫폼으로 구축 및 활용하여 전

통적인 운영방식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이

러한 디지털 전환은 AI, 빅데이터, 초연결성, 클라우드 등에 

기반하여 테크놀로지와 서비스의 융·복합화에 따라 더욱 가

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OECD

는 2021년 2월 3일 중소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접근 및 보안, 

온라인 플랫폼·블록체인·AI 등 신기술 활용 현황과 정책과제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

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 및 이용, 중소기업의 디지털 보안, 온라인 플랫폼 경제 

내에서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위한 블록체인 생태계, AI 전

환과정에서 중소기업 직면 문제 우선순위 설정 등에 대한 정

책 수립이 요구된다[2].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3월 

9일 2030년을 겨냥해 유럽의 디지털 정책 비전·목표·방안을 

담은 ‘2030 Digital Compass’ 전략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

환이 탄력적·선순환 경제, 기후 중립 달성의 핵심 열쇠로서 

EU가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번영과 디지털 미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비전과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함

께 디지털 기술로 숙련된 인재 및 고도로 숙련된 디지털 전문

가, 안전하고 성능이 뛰어난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비즈

니스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4개 핵심과제

로 제시한 바 있다[3]. 또한, 2021년 8월 5일 개최된 G20 디

지털 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를 계기로 고용·보건·교육(people), 

지속가능성(planet), 경제복원력(prosperity)에 디지털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

고 발전된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정보격차 및 보안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촉진

자 및 규제자 역할을 하고, 정부가 기능하는 방식을 변화시키

고 사회에 봉사해야 하며, 디지털 정부는 시민과 기업에게 능

동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사용자 중심적이고 안전하며 사용

하기 쉽고,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4]. 종합하면 다양한 사회 및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은 무엇보다 관련 분야의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는 2021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고, 이어서 7월 22일 디지털 뉴딜 2.0의 주

요 정책 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데이터 댐’

을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산업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가명정보 결합, 분야별 활용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한다. 둘째, 산업·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서비

스에 5G 특화망을 조기 적용, 5G 활용기업의 세계 진출 지

원. 특화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주파수 공급 등을 

추진한다. 셋째, AI의 활용영역을 산업과 지역 전반으로 확산

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중심의 대형 선도사업 등을 기획･추
진한다. 넷째, ‘지능형 병원’, ‘AI 정밀의료(닥터앤서)’의 서비

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 그간의 성공 사례를 지역 주요거점 

병원 등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하고 세계 진출 등을 지원한다. 

다섯째,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활용, 새로운 콘텐츠

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방형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구축,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핵심기술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한다. 여

섯째, 공공부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클라우드 산

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우

선 전환,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한다. 일곱째,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복제물 활용을 확대, 제조현장 안전에 디지털 복

제물을 적용, 분야별 복제물의 상호 연계를 위한 핵심기술 개

발 추진한다. 여덟째, 블록체인과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을 

산업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 실증환경 구

축, 기술지원 등 중소·개척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홉

째, PIM(메모리+프로세서 통합) AI 반도체, AI 원천기술, 6G 

이동통신 등 향후 디지털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기술에 대규

모 재원을 투입하여 집중 투자한다[5]. 이러한 주요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13개 관

계부처는 2022년 1월 26일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9조원(국비)을 

투입하고 법·제도 정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주

요 실행계획으로는, 첫째, 데이터·네트워크·AI(D.N.A) 기반 생

태계 강화, 둘째, 교육·의료 등 생활 밀착 분야 비대면 기반 확

충, 셋째,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 넷째, 핵

심 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본격 추진을 제시했다[6].

이처럼 디지털 전환이 국내·외 전 분야에서 빠르게 추진되

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 현상이 사회적으

로 어떻게 이슈화되어 논의되어 왔는지에 대해 거시적 차원

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

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21년까지의 뉴스 빅데이터를 대상

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방법을 활용해 디지털 전환 동향을 분

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디지털 전환 관련 뉴스 빅데이터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2> 디지털 전환 관련 뉴스 빅데이터에 나타난 

주요 토픽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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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디지털 전환 관련 선행연구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연구재

단의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2002년 0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년 간 발표된 디지털 

전환 관련 논문 231건을 검토하였다. 논문 발표 빈도는 <그

림 1>과 같이, 2002년부터 2018년까지는 1~13건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다가 2019년 25건, 2020년 28건으로 증가한 

후 2021년에 80건으로 연구량이 급증하였다.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는 이공계열부터 인문사회계열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진행되었으며, KCI 기준으로 

논문 발표 수가 상위인 학문분야로는 <표 1>과 같이, 전자/정

보통신공학 28건, 신문방송학 21건, 과학기술학 17건, 경영

학 16건, 컴퓨터과학 10건, 법학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문분야별로 이루어진 디지털 전환 주요 연구사례로는 

<표 2>와 같이, ‘센서용 Incremental 델타-시그마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설계’(전자/정보통신공학), ‘정책 이해도 및 관

여도가 공중의 정책 태도·정보탐색과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

향 - 제주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신문방송학), 

‘IT 기반 정보화 - 디지털 혁신과 지능정보화’(과학기술학), 

‘디지털 변환으로 인한 기업생태계 구조 변화 연구’(경영학), 

‘농업·농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연구’

(컴퓨터학),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한 

지능정보화 사회의 거버넌스 연구’(법학) 등이 있다[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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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연도별 디지털 전환 관련 논문 수

Fig. 1. Time series changes of digital transformation 
news report

Field Number of Papers

Electronics/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28

Journalism 21

Science & Technology 17

Management 16

Computer Science 10

Jurisprudence 10

표 1. 국내 학문분야별 디지털 전환 관련 논문 수

Table 1. Number of papers related to digital 
transformation by academic field in Korea

Field Paper

Electronics/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Incremental Delta-Sigma Analog to Digital 
Converter for Sensor [7]

Journalism

The Effects of Policy Understanding and 
Involvement on the Perception of Policy 
Attitudes, Information Retrieval, and Word of 
Mouth Intention by the General Public Focusing 
on the Case of Digital Switchover in Jeju Island 
[8]

Science & 
technology

IT-Based Information: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telligent Transformation [9]

Management
Structural Changes of Business Ecosystem 
caused by Digital Transformation: Analysis of 
Film Industry Ecosystem in Korea [10]

Computer 
science

Big Data Activation Plan for Digital 
Transforma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11]

Jurisprudence
A Study on Governance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y Digital Transformation 
[12]

표 2. 국내 학문분야별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논문

Table 2. Major papers related to digital transformation by 
academic field in Korea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동향 분석, 세계 각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및 특정 분야 활용방안 등에 대해 주로 연구된 반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메타적 관점에서 조망하여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디지털 전환 현상에 대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담론이 형

성되어 변화되어 왔는지를 뉴스 빅데이터와 토픽 모델링 분

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뉴스 빅데이터 수집 대상 언론매체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

즈(BIGKinds)’에 등록된 언론매체이며, 언론매체 수는 <표 

3>과 같이 총 54개로서, 중앙지 11개, 경제지 8개, 지방지 

28개, 전문지 2개, 방송사 5개에서 디지털 전환 관련 뉴스 빅

데이터를 수집했다.

디지털 전환 관련 뉴스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검색어

를 ‘디지털 전환’, ‘디지털 변환’, ‘디지털 혁신’, ‘Digital 

Transformation’으로 검색하였으며, 분석대상 기간을 디지

털 전환 관련 뉴스가 최초로 보도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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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Media

Central 
Media

Kyunghyang Shinmun, Kookmin Ilbo, Naeil 
Newspaper, Donga Ilbo, Munhwa Ilbo, Seoul 
Newspaper, Segye Ilbo, Chosun Ilbo, Joongang Ilbo, 
Hankyoreh, Hankook Ilbo

Economic 
Media

Maeil Business, Money Today, Seoul Economic, 
Asian Economic, Ajou Business, Financial News, 
Korea Economic, Herald Economics

Local 
Media

Gangwon Provincial Daily, Gangwon Ilbo, Gyeonggi 
Ilbo, Gyeongin Ilbo, Gyeongnam Provincial Daily, 
Gyeongnam Daily, Gyeongsang Ilbo, Kukje Daily, 
Daegu Ilbo, Maeil Daily, Busan Ilbo, Yeongnam Ilbo, 
Ulsan Maeil, Gwangju Maeil Daily, Gwangju Daily, 
Mudeung Ilbo , Jeonnam Ilbo, Jeonbuk Provincial 
Daily, Jeonbuk Ilbo, Daejeon Ilbo, Joongdo Ilbo, 
Jungbu Daily, Jungbu Ilbo, Chungbuk Ilbo, 
Chungcheong Ilbo, Chungcheong Today, Jemin Ilbo, 
Halla Ilbo

Specialize
d Media

Digital Times, Electronic Newspaper

Broadcast 
Media

KBS, MBC, OBS, SBS, YTN

표 3. 분석대상 언론매체 현황

Table 3. Analysis target media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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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지털 전환 관련 뉴스 보도 추이

Fig. 2. Time series changes of digital transformation news 
report

최초 수집된 디지털 전환 관련 뉴스 수는 총 9,923건으로

서, 이 중 중복보도·인물동정 등 298건의 뉴스를 필터링한 후 

최종적으로 9,625건의 뉴스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했으며, 

연도별 보도추이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빅카인즈를 

통해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형태소 추출과 키워드 정제가 

완료된 엑셀파일을 제공받아 분석을 실시했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의 동향 분석을 위해 뉴스에 

나타난 디지털 전환의 핵심 키워드와 토픽을 도출하고 시계

열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량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 잠재된 키워드와 토픽을 도출하는 데에 유용한 분

석방법인 토픽 모델링 분석방법을 적용했다. 토픽 모델링 분

석방법 중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기법은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잠재 디리클레 할당) 기법으로서, <그

림 3>과 같이 대량의 문서집합을 대상으로 키워드와 토픽을 

출현확률(Probability)에 따라 클러스터링하는 데에 유용하

며[13], 뉴스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키워드 및 토픽 도출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14-15].

토픽 분석을 위해 한국어에 대한 형태소 추출과 분석에 유

용한 국산 프로그램 NetMiner(4.5.0)를 사용했다. 최적화 토

픽 수를 결정하기 위해, 토픽 수를 4부터 13까지 설정하고 α

값을 0.01, 0.05, 0.1로 설정하여 실루엣계수(Silhouette 

coefficient)를 측정했다(Iteration: 1,000). 실루엣계수는 토

픽 내에서의 유사성과 토픽들 간의 차별성을 정량적으로 분

석할 수 있는 지수로서, -1부터 +1까지의 범위값을 가지며, 

+1에 근접할수록 토픽 분류가 최적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6]. 실루엣계수를 측정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α값이 

0.01, 토픽 수가 5개일 경우 실루엣계수가 0.958로서 +1에 

가장 가깝게 나타나, 해당 설정값을 기준으로 토픽 모델링 분

석을 실시했다.

그림 3. LDA 기법 개념도 및 분석사례(2012) [13]

Fig. 3. LDA method conceptual diagram and analysis 
examples(20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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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토픽 모델링 실루엣계수 측정 결과

Fig. 4. Topic modeling silhouette coefficient measurem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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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 관련 뉴스 빅데이터 

9,625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그림 5>와 같이 5개의 토

픽이 도출되었으며, 토픽별 시계열 변화는 <그림 6>과 같다. 

토픽별 주요 키워드와 시계열 변화는 <그림 7~16>으로 정리

했으며, 토픽별 주요 키워드와 관련 뉴스는 <표 4~8>과 같이 

나타났다.

2,257 
23.4%

2,127 
22.1%2,376 

24.7%

1,307 
13.6%

1,558 
16.2%

[Topic 1] Training human resources in digital transformation

[Topic-2] Reorganization of the financial sector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Topic-3] Activating cooperation based on digital transformation technology

[Topic-4] Digital transformation of analog broadcasting

[Topic-5]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in manufacturing/heavy industry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그림 5. 디지털 전환 토픽별 비중

Fig. 5. Proportion by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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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디지털 전환 토픽별 시계열 변화

Fig. 6. Time series changes by topic

4-1 [토픽 1] 디지털 전환 관련 인재 양성

[토픽 1]은 <그림 7>과 같이, 주요 키워드가 ‘기업’, ‘대

학’, ‘뉴딜’, ‘인재’, ‘양성’, ‘공공’, ‘민간’, ‘벤처’,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으로 도출되었으며, <표 4>와 같이 키워드별 관

련 뉴스 원문을 검토한 결과, 토픽명을 ‘디지털 전환 관련 인

재 양성’으로 정의했다. [토픽 1] 관련 뉴스 건수는 2,257건

으로서 전체 뉴스의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5개의 토픽 

중 2순위의 비중을 나타냈다. [토픽 1] 관련 뉴스는 <그림 

8>과 같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0~20건 내외로 보도

되다가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698

건, 2021년 1,025건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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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토픽 1] 주요 키워드

Fig. 7. [Topic 1]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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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토픽 1] 시계열 변화

Fig. 8. [Topic 1] Time series change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3, No. 5, pp. 929-942, May. 2022

http://dx.doi.org/10.9728/dcs.2022.23.5.929 934

Keyword Probability News

business 0.00899 

Ministry of Science and ICT selects 900 
'digital transformation support instructor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Digital Times, 2021.05.31.)

university 0.00804 

Inauguration ceremony of ‘Digital New 
Technology Innovation Sharing University’ 
aims to nurture 100,000 talented people

(Dong-A Ilbo, 2021.09.28.)

New Deal 0.00750 

President Moon said, “Through the Human 
New Deal, we will significantly expand 

human investment in response to 
low-carbon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Times, 2021.07.14.)

talent 0.00743 

Ministry of Education, Digital Innovation 
Sharing University Cultivating 100,000 key 

talents, providing 83.2 billion won
(Money Today, 2021.02.24.)

train 0.00731 
Lotte to train 2,000 experts for 'digital 

transformation'
(Asian Economy, 2020.11.17.)

public 0.00710 

National Civil Servi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discusses public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for 
digital innovation

(Electronic Newspaper, 2019.08.26.)

private 0.00558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Efforts 
to nurture private digital innovation talent"

(YTN, 2021.07.05.)

venture 0.00500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Corporation, "Support for digital 

transformation of SMEs by increasing the 
number of smart factory experts"

(Digital Times, 2020.08.26.)

small 
businesses

0.00475 

Naver helps small businesses digitally 
transform through non-face-to-face online 

education
(Segye Ilbo, 2020.01.01.)

startup 0.00408 

Korea Productivity Center, “Through digital 
innovation, we need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SMEs and discover and 
nurture startups”

(Jungang Ilbo, 2019.12.17.)

표 4. [토픽 1] 키워드별 출현확률 및 관련 뉴스

Table 4. [Topic 1] Probability and related news by 
keyword

4-2 [토픽 2]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금융 분야 개편

[토픽 2]는 <그림 9>와 같이, 주요 키워드가 ‘은행’, ‘보

험’, ‘핀테크’, ‘증권’, ‘자산’, ‘개편’, ‘수익’, ‘수익’, ‘뱅킹’, ‘인

사’ 등으로 도출되었으며, <표 5>와 같이 키워드별 관련 뉴스 

원문을 검토한 결과, 토픽명을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금융 분야 

개편’으로 정의했다. [토픽 2] 관련 뉴스 건수는 2,127건으

로서 전체 뉴스의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5개의 토픽 중 

3순위의 비중을 나타냈다. [토픽 2] 관련 뉴스는 <그림 10>

과 같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21건 이하로 보도되다가 

2017년 147건, 2018년 228건, 2019년 365건으로 단계적

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642건, 2021년 632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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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토픽 2] 주요 키워드

Fig. 9. [Topic 2]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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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토픽 2] 시계열 변화

Fig. 10. [Topic 2] Time series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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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Probability News

bank 0.03014 

Woori Bank accelerates digital 
transformation Recruitment of human 

resources
(Seoul Economic Daily, 2021.05.04.)

Insurance 0.01170 

Insurance companies find 'survival 
solutions' and reorganize "Digital 

transformation is essential"
(Korea Economy, 2020.01.25.)

fintech 0.00780 

In the 'fintech era' accelerated by 
Corona, banks compete for survival 

with digital innovation
(Herald Economics, 2020.11.16.)

stock 0.00676 

"Digital Innovation IB Reinforcement" 
Kyobo stock conducts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in 2021
(Ajou Economic Daily, 2020.12.17.)

asset 0.00531 

NH reorganization, global strengthening 
of asset management + digital 

innovation
(Money Today, 2017.12.11.)

restructuring 0.00463 

KB Financial Group carried out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including 
establishment of a digital innovation 

division
(Segye Ilbo, 2018.12.28.)

profitability 0.00450 

“Banks need to strengthen their digital 
transformation efforts to improve 

profitability”
(Asian Economy, 2020.12.10.)

banking 0.00393 

Open banking competition just started 
Domestic financial companies rush to 

digital transformation
(Korea Economy, 2019.11.19.)

HR 0.00318 

‘Digital innovation-organizational 
slimming’ is the keyword for HR 

management at the end of the year of 
the 5 major financial groups
(Dong-A Ilbo, 2020.12.31.)

digital 
innovation

0.00300 

IBK spurs digital innovation through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Establishment of 'Digital Innovation 
Headquarters'

(Electronic Newspaper, 2018.07.17.)

표 5. [토픽 2] 키워드별 출현확률 및 관련 뉴스

Table 5. [Topic 2] Probability and related news by 
keyword

4-3 [토픽 3] 디지털 전환 기술 기반의 협력 활성화

[토픽 3]은 <그림 11>과 같이, 주요 키워드가 ‘클라우드’, 

‘보안’, ‘의료’,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전자’, ‘파트너’, ‘지

능’, ‘시스템’, ‘컨설팅’ 등으로 도출되었으며, <표 6>과 같이 키

워드별 관련 뉴스 원문을 검토한 결과, 토픽명을 ‘디지털 전환 

기술 기반의 협력 활성화’로 정의했다. [토픽 3] 관련 뉴스 건

수는 2,376건으로서 전체 뉴스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5

개의 토픽 중 1순위의 비중을 나타냈다. [토픽 3] 관련 뉴스는 

<그림 12>와 같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50건 미만으로 

보도되다가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629건, 2021년 650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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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토픽 3] 주요 키워드

Fig. 11. [Topic 3]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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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토픽 3] 시계열 변화

Fig. 12. [Topic 3] Time series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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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Probability News

cloud 0.02356 

NHN-Samsung SDS to target domestic 
and overseas cloud market together... 
Create digital transformation synergy
(Ajou Economic Daily, 2020.05.28.)

security 0.00574 
“From security to digital innovation” SK 

holdings C&C-Naver
(Maeil Economic Daily, 2021.04.15.)

medical 0.00543 

SK Planet cooperates with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to build a digital 

innovation hospital
(Electronic Newspaper, 2020.08.05.)

software 0.00384 
Hankook Tire Collaborates with Tableau 
Software to Accelerate Digital Innovation

(Seoul Economic Daily, 2021.01.19.)

network 0.00316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with 
New Wired Communication Network 

Technology”
(Electronic Newspaper, 2020.10.28.)

electronics 0.00278 

LG Electronics introduces cloud call 
centers in 11 countries this year, speed of 

digital transformation
(Electronic Newspaper, 2021.07.06.)

partner 0.00240 

Kakao-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igns Strategic 

Partner for Health and Medical Digital 
Innovation

(Digital Times, 2021.06.22.)

intelligent 0.00224 
SAP-KCERN, MOU to realize ‘intelligent 

nation’ based on digital innovation
(Ajou Economic Daily, 2019.04.02.)

system 0.001873
IBM-Doosan Group built a security 

system for 'digital innovation'
(Maeil Economic Daily, 2021.09.01.)

consulting 0.001709

Bespin Global and Luxent, a consulting 
company, signed an MOU for joint 
promo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business
(Electronic Newspaper, 2021.09.13.)

표 6. [토픽 3] 키워드별 출현확률 및 관련 뉴스

Table 6. [Topic 3] Probability and related news by 
keyword

4-4 [토픽 4]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토픽 4]는 <그림 13>과 같이, 주요 키워드가 ‘방송’, ‘케

이블’,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통신위원회’, ‘가구’, ‘종료’, 

‘사업자’, ‘시청자’, ‘디지털 전환’ 등으로 도출되었으며, <표 

7>과 같이 키워드별 관련 뉴스 원문을 검토한 결과, 토픽명을 

‘디지털 전환 관련 인재 양성’으로 정의했다. [토픽 4] 관련 

뉴스 건수는 1,307건으로서 전체 뉴스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5개의 토픽 중 5순위의 비중을 나타냈다. [토픽 4] 

관련 뉴스는 <그림 14>와 같이, 2007년 54건, 2008년 87건

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00건 내외로 보

도되었으며, 2013년 이후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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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토픽 4] 주요 키워드

Fig. 13. [Topic 4]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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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토픽 4] 시계열 변화

Fig. 14. [Topic 4] Time series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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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Probability News

broadcasting 0.10030 
Digital conver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requires 1.7 trillion won
(Daegu Ilbo, 2009.04.14.)

cable 0.03155 

Review of financial support for digital 
conversion for cable TV and satellite 

broadcasting
(Financial News, 2009.04.14.)

analog 0.03128 

Digital conversion pilot area, analog 
broadcasting 'virtual termination' from 

August
(Seoul Economic Daily, 2010.04.19.)

terrestrial 0.02301 

Expand digital conversion support to all 
households receiving direct terrestrial 

waves
(Maeil Newspaper, 2012.01.09.)

Korea 
Communication
s Commission 

0.01879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upports converters for vulnerable 

groups in digital conversion
(Electronic Newspaper, 2009.12.04.)

household 0.01420 
Government-supported households 

98.6% digital conversion
(Digital Times, 2012.10.04.)

termination 0.01325 

Analog termination D-50, digital 
conversion emergency in the 

metropolitan area
(Electronic Newspaper, 2012.11.13.)

operator 0.01163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otices administrative action 
on digital conversion implementation 

rate of cable TV operators in all regions
(Herald Economics, 2016.09.07.)

viewers 0.01014 

Broadcasting Society "Need digital 
transformation focusing on viewers' 

convenience"
(SBS, 2012.01.31.)

digital 
transformation

0.00815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0 digital transformation pilot 

project in earnest'
(Ajou Economic Daily, 2009.10.20.)

표 7. [토픽 4] 키워드별 출현확률 및 관련 뉴스

Table 7. [Topic 4] Probability and related news by 
keyword

4-5 [토픽 5] 제조/중공업 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

[토픽 5]는 <그림 14>와 같이, 주요 키워드가 ‘제조’, ‘지

능형 공장’, ‘전자’, ‘로봇’, ‘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안전’, 

‘설비’, ‘중공업’, ‘공정’ 등으로 도출되었으며, <표 8>과 같이 

키워드별 관련 뉴스 원문을 검토한 결과, 토픽명을 ‘제조/중

공업 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정의했다. [토픽 5] 관련 뉴

스 건수는 1,558건으로서 전체 뉴스의 16.2%를 차지하고 있

으며, 5개의 토픽 중 4순위의 비중을 나타냈다. [토픽 5] 관련 

뉴스는 <그림 16>과 같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8~35건 

수준으로 보도되다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30건, 223

건, 471건, 512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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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토픽 5] 주요 키워드

Fig. 15. [Topic 5]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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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토픽 5] 시계열 변화

Fig. 16. [Topic 5] Time series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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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Probability News

manufact
uring

0.01424 

Incorporating AI into traditional 
manufacturing, spurring digital 

transformation
(Jungang Ilbo, 2021.03.16.)

intelligent 
factory

0.01055 

Using AI to speed up the 'intelligent factory' 
business and become a leader in digital 

transformation
(Korea Economy, 2019.09.23.)

electronic
s

0.00833 

LG Electronics and Siemens of Germany to 
cooperate on 'digital transformation' in 

manufacturing
(Maeil Economic Daily, 2019.08.28.)

robot 0.00765 

LG, production process service 'digital 
transformation' Cloud robot introduction 

speed battle
(Korea Economy, 2020.08.03.)

energy 0.00608 

SK Energy, the world's largest Ulsan CLX 
digital transformation, green plant 

construction speed
(Electronic Newspaper, 2021.02.17.)

smart 
factory

0.00588 

"Support for digital transformation of 
manufacturing companies"...Posco ICT, 

Korea Glass Industry Smart Factory
(Seoul Economic Daily, 2020.06.23.)

safety 0.00574 

Digital innovation of SK Incheon 
Petrochemical's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SHE) management system' 
begins in earnest

(Jungbu Ilbo, 2020.07.02.)

facility 0.00529 

SK innovation petrochemical complex 
succeeds in digital conversion of all facility 

data
(Ajou Economy, 2021.02.17.)

heavy 
Industries

0.00480 

KT-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Leads 
'Digital Transformation' with Smart Robot 

Shipbuilding Logistics
(Ajou Economic Daily, 2020.11.19.)

process 0.00440 
Process management with VR GS Caltex, 

digital transformation
(Maeil Economic Daily, 2019.12.26.)

표 8. [토픽 5] 키워드별 출현확률 및 관련 뉴스

Table 8. [Topic 5] Probability and related news by 
keyword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 현상을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

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해, 뉴스 빅데이터를 대

상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의 주

요 키워드와 토픽을 도출하고 토픽별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도출된 토픽은 (1) 디지털 전환 관련 인재 양성, (2)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금융 분야 개편, (3) 디지털 전환 기술 기반의 협

력 활성화, (4)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5) 제조/중공

업 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

로 도출한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재 양성에 대한 

정책과제 마련 및 교육 추진이 필요하다. [토픽1] ‘디지털 전

환 관련 인재양성’ 관련 뉴스는 전체 9,625건 중 2,257건

(23.4%)이 보도되었으며, 시계열 분석결과에서는 2019년 

179건에서 2020년 698건, 2021년 1,025건으로 보도건수가 

급증하면서, 2021년 기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주요하게 부각된 이슈는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하고 각 분야에 적용하며 실행할 인

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교수·학습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17-18]. 이에 

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주요 정책과제에는 

인재양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2년 1월 정

부가 발표한 ‘20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인

재양성 관련 사항은 4개의 정책 추진방향과 17개의 핵심 정

책과제로 나타나지 않고, 핵심 정책과제 중 ‘메타버스 산업 육

성’의 실행계획의 일부로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에만 포함

되어 있는 상황이다.[3]. 따라서, 디지털 전환 관련 인재 양성

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아,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계

획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금융 분야를 비롯한 경제생활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

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정

책 수립이 필요하다. [토픽2]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금융 분야 

개편’ 관련 뉴스는 2,127건(22.1%)이 보도되었으며, 시계열 

분석 결과에서는 2019년 365건에서 2020년 642건, 2021

년 632건 등 보도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

관들은 핀테크, AI, 빅데이터, 모바일 플랫폼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을 적극 반영하여, 비용 절감, 수익 극대화, 고객 편의성 

증진, 조직 혁신, 인력 효율화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사회·경제

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현상

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은행지점의 감소는 

대면거래를 주로 사용하는 고령층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시

각 장애인의 경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접근과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19]. 하지만 디지털 전

환 관련 뉴스 빅데이터에서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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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디바이

드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언론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

체의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며,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소외계

층의 어려움을 파악해 맞춤형 금융·경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지털 금융·경제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디지털 전환 기술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

안,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

요하다. [토픽3] ‘디지털 전환 기술 기반의 협력 활성화’ 관련 

뉴스는 2,376건(24.7%)이 보도되어 5개의 토픽 중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시계열 분석결과에서는 2019

년 294건, 2020년 629건, 2021년 650건 등 보도건수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들은 위

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IT전문 기업들과 협력

하여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의 기술 도입,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센터 신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디지

털 전환 관련 뉴스 빅데이터에서는, 디지털 전환 기술 기반의 

협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안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

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추진

되고 있는 국내·외 디지털 전환 기술 기반의 협력을 더욱 활

성화함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 기술 협력 이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이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토픽4]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관련 뉴스는 1,307건(13.6%)이 보도되었으며, 

시계열 분석결과에서는 2008년 이전에는 100건 미만으로 보

도되다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00건 내외로 보도량이 

증가한 후 2013년부터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슈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었으며, 이는 전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 관련 주요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정부는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장비 및 예산을 지원

했다. 그러나, 현재 20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에서는 국

민과의 소통 및 사회적 합의에 대한 내용이 정책과제로 다뤄

지지 않고 있다. 즉 디지털 전환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국민과

의 소통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정책 수행 후 “국민 체감

도가 높은 디지털 뉴딜 성과를 발굴하고 SNS·대중매체 등 수

혜자 맞춤형 홍보 추진”이라고 향후 계획에 명시했다[3]. 따

라서,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사례처럼 정책 입안부터 

추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사회

적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제조/중공업 분야를 비롯한 산업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이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산·학·연·정 간 긴밀한 협력체

계 구축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토픽5] ‘제조/중공업 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 관련 뉴스는 1,558건(16.2%)이 보도되

었으며, 시계열 분석 결과에서는 2017년 이전까지 40건 미

만으로 보도되다가 2018년 130건, 2019년 223건, 2020년 

471건, 2021년 512건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

털 전환 관련 뉴스 빅데이터에 주로 부각된 산업분야는 제조/

중공업 분야로서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로봇’, ‘AI 접목’, 

‘설비 데이터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이 빠르게 적

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제조/중공업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산·학·연·정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대기업뿐만 아니

라 중소·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

를 위한 교육, 인력, 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뉴스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관련 시사점을 제안하여 정책방향

을 제시했다는 정책적 의의가 있다. 기존 논문에서는 특정 분

야의 디지털 전환 기술 동향, 각국의 정책 등을 중심으로 연

구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분석했다는 학술적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뉴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댓글, 트위터, 인스타그

램, 블로그, 인터넷 게시판 등 국민의 소리가 담긴 비정형 데

이터를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적 시사

점을 더욱 풍성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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