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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대략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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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Recently, webtoon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a variety of fields’ advertisement platforms as well as non-smoking campaign. However, 
the only way to evaluate the effect of brand webtoons is limited to ratings, comments, and page views so far. Our research analyzed smoking cessation 
advertising brand webtoon’s comments by using text mining method. Methods: We chose the “Tale of Cigarette” webtoon which was well known as a 
cartoon for non-smoking campaign. Its rating was 9.91 rated by 107,264 readers. We analyzed the association between frequent morpheme and mor-
pheme, and also analyzed sentiments embedded in user comments. A total of 20,560 comments were manually exported from Naver webtoon site and 
18,117 comments were used for morpheme analysis and sentiment analysis. Results: Frequent morphem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cigarette’ 
was most frequent, and was followed by other words such as ‘smoking cessation’, ‘human’, ‘smoker’, ‘dad’, ‘please’, ‘smoking’ in ranking. Comments were 
converted through transaction for association analysis. Support, confidence and lift were applied to the transaction data to check for association pat-
terns, and results showed high lifts between the word ‘cigarette’ and words ‘smoking’, ‘tax’, ‘street’, ‘smell’, and ‘smoke’. Sentiment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negative sentiment in the early episodes changed into positive sentiment as the episodes progressed. Conclusions: Our results showed that the 
webtoon was an effective media as a non-smoking campaign. In order to successfully advertise smoking cessation through brand webtoon, it was 
important to convince the users and make them understand the harmful effects of smoking. In addition, it was equally important to ultimately make 
them quit through repeated publishing, and to attract them to smoking cessation related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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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한다[1]. 국제 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

cy for Research on Cancer)는 현재 담배 연기를 1급 발암 물질로 분류

하고 있다[2].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

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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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중 남자 흡연율은 2순위로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3].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경우 청소년 경험률이 14.5%, 여학생

은 3.3%로 남학생에서 약 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4,5].

흡연 예방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매체를 사

용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Chun and Kim [6]은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과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였고, 표준화된 모델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과 보다 정교한 

이론적 틀을 가진 연구 설계를 가지고 효과성을 검증하며 이를 바탕

으로 임상 현장에 증거기반 실천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해

외에서는 SNS,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streaming service) 등을 

이용한 담배에 대한 규제와 온라인 금연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7]. 국내에서도 온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금연 홍보가 진행되고 있

으며, 그 중 2014년 보건복지부의 금연 홍보의 일환으로 제작된 웹툰

(webtoon) <씌가렛뎐>은 많은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며 네이

버 웹툰에서 총 12화를 연재하였다.

웹툰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었으며 웹툰이 새로운 홍보 수

단으로 대두되었으나 그 효과의 분석을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 이는 

전통적인 설문방식으로 웹툰의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씌가렛뎐>은 <자유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베스트도전에 137화를 연재를 하였던 데니코 작가(강무선)가 제작하

였으며, 개화기 한양의 담배에 중독된 자유부인과 그녀의 몸종이 흡연

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 금연 결심을 하게 되었

고,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 성공을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딱딱

한 내용의 금연 홍보가 재미있는 내용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

는 2015년에 5,0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본격금연권장만화>라

는 작품이 제작된 계기가 되었다. 웹툰의 댓글은 작가와 독자 간의 의

사소통을 하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작가는 댓글을 통하

여 독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고, 독자들은 소감을 표출하며, 해당 웹

툰에 대한 홍보 역할을 하게 되므로 댓글은 중요한 electronic word of 

mouth (eWOM)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모바일 스마트 기기

의 증가로 댓글의 가시성은 더욱 증가하여 다른 WOM 매체보다 더욱 

영향력이 크다[8]. 

기존의 댓글 분석에 대한 연구는 댓글의 비정형성으로 인해서 연구

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보건 건강 관련 매체가 지속적으로 출

시되고 있으나 댓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금연 홍보

를 위한 브랜드 웹툰의 댓글을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이

용하여 다빈도 형태소와 형태소 간의 연관관계를 통하여 독자들이 댓

글에 쓰는 의견에 대하여 분석하고, 댓글의 감성을 긍정·부정·중립으

로 나누어 분석을 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웹툰이 연재되면서 댓글의 

감성 변화나 다빈도 형태소가 변하는 것을 관찰하며, 금연 브랜드 웹

툰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웹툰을 주로 구독하는 사용

자들의 금연에 대한 반응 정도를 댓글을 통하여 알아보고, 웹툰 플랫

폼을 통한 금연 홍보에 대한 반응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금연 홍보 

플랫폼으로서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브랜드 웹툰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는 최근 청

소년들의 흡연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학교 흡연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는 인기 아이돌 멤버를 주연으로 하여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홍보영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재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6]. 그 외에도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청소년 금연짱’, 청소년 금연금주 상담센터, 한국 금연 교육원 등 다양

한 기관에서 청소년 금연 교육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

연 교육에 대한 효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청소년 흡연은 내

적인 심리적 특성과, 사회 환경적 특성에 따른 요인으로 구분되어진다. 

브랜드 웹툰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서비스, 상품, 정책 또는 브랜

드의 이미지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화를 일종의 광고 수단으로 활

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브랜드 웹툰은 홍보와 

창작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의 독립된 콘텐츠로 거듭하고 있다. 현

재 네이버 웹툰에는 연재중이거나 연재를 완료한 브랜드 웹툰이 100

개 이상이며 작가의 인기도에 따라서 브랜드 웹툰도 함께 인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웹툰은 Web 2.0을 기반으로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인터넷을 통해 의

사소통이 가능하다. 대중들은 댓글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댓글은 온라인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9]. 브랜트 웹툰의 증가에 비하여 댓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텍스트 마이닝과 같은 빅데

이터(big data)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웹툰 댓글을 분석한 국내 논문은 

전무하였다.

데이터 마이닝과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의 여러 방법 중 비정

형 분석 방법이다. 데이터 마이닝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에서 체계

적이고 자동적으로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데이터 마이닝

은 패턴 인식에 이르는 다양한 계량 기법을 사용한다. 탐색적 자료분

석, 가설 검정, 다변량 분석, 시계열 분석, 일반선형모형 등의 방법론과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발전한 on-line analytic processing (OLAP),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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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에서 발전한 self organizing map (SOM), 신경망, 전문가 시스템, 의

사결정나무 등의 기술적인 방법론이 쓰인다.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환시켜 분석하여 의미 있는 패턴과 관

계를 찾고 이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들을 

구분하여 이들 간의 연관성을 찾아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구조적 데이

터와 결합을 통해 모델 구축 등을 수행한다. 

텍스트 마이닝 과정은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10]. 첫 번째로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으로 웹사이트, 이메일, 문서 같은 비정형 데이터

에서 문장의 단어, 규칙 등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연관성 분석에 의해 

관심 단어 후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두 번째로 전처리 과정은 앞

서 추출된 텍스트의 내용에 따라 문서들을 범주화시켜주는 과정으로

써 문서 유사도에 의한 방법과 정보 검색에 기반을 두는 방법 등이 있

다. 비정형 데이터를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경을 하는 과정이다. 세 번

째로 설명 및 예측 기법을 적용하여 문서 내에 추출된 형태소들을 유

사도에 따라 여러 개의 그룹으로 군집화를 하는 과정이다. 군집화 된 

그룹의 정보를 공유하여 문서들의 유사도를 파악하고 도표화 및 분류

화를 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Lee et al. [11]은 영화 흥행 예측 분석을 연구하였다. 영화 흥행 여부

를 종속변수로 하고, 댓글, 리뷰 등을 정제하여 영향 있는 형태소를 추

출하여 분석 연구한 결과 평점 평균보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분석

이 더 유의하다고 하였다. Kam and Song [12]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

한 신문사에 따른 내용 및 논조 차이점을 분석하여 신문 기사들의 전

반적인 내용과 논조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감성 분석은 텍스트에 나타난 사람들의 태도, 의견, 성향과 같은 주

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로써 2012년 미국 대선에

서 이 기법이 이용되면서 그 인기가 상승하였다. 소셜미디어에서 감성 

분석은 여론 분석을 위해 수집된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각의 문서가 긍정, 부정, 중립 중에서 어떤 감성 분류에 속하는지 감성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13,14]. Kang and 

Song [15]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감성 분석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고객만족도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5개 대형병원의 

평판과 감성 분석을 적용하여 각 병원마다 특성이 있고 개선해야 하

는 항목이 다르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 네이버 웹툰에

서 연재된 강무선 작가의 ‘씌가렛뎐’의 댓글을 대상으로 하였다. 댓글

은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웹툰에 등록된 20,560건 

중에 데이터 전처리 작업 후 18,117건에 대한 댓글을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Figure 1과 같이 먼저 의성어(ㅋㅋ, ㅎㅎ 등), 의미 

없는 단순 숫자(댓글 순위 놀이 1, 1등), 이모티콘(̂ ,̂ ㅇ.ㅇ; 등), 욕설, 같

은 아이디로 쓴 중복된 댓글인 총 2,443건의 댓글을 삭제한 후 18,117

건의 댓글을 통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

비정형 빅데이터의 자료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16-18].

자료 수집

분석을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R 프로그램이나 크롤링을 이용한 자

동 수집을 하지만 본 연구 대상인 네이버 웹툰은 검색 로봇에 의한 문

서 수집이 불가능하여 전체 댓글을 수작업으로 수집하였으며 댓글 하

나를 한 문단으로 처리하였다.

Figure 1. Preprocessing of comments.

Initial comments 20,560

Onomatopoeia cleaning -806

Simple numbers cleaning (ranking games) -200

Emoticon cleaning -310

Swear word, Slang cleaning -540

Overlapping comments for same ID -587

Final study object comments 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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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분석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감성 분석을 적용할 부분만을 추출하는 극성 

탐지 작업을 하였다. Semantria에서는 긍정(Positive), 부정(Negative), 중

립(Neutral)이라는 3가지 분야로 긍정의 최고 점수는 1점, 부정의 최고 

점수 -1점, 중립은 0.02점~-0.02점 사이에서 구분한다. 극성 탐지는 컴

퓨터가 텍스트 안에 있는 긍정적, 부정적인 형태소를 탐지하여 정량화 

한 뒤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다[19]. 본 연구에서는 문장 내에서 형태소

의 감성 점수의 총합과 평균을 구해 문장 전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지 확인을 하였다.

각 화의 평균 감성 점수를 사용하여 웹툰의 연재가 진행됨에 따라 

댓글의 오피니언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하여 감정

분포도를 확인하고 시각화를 하였다.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R의 KoNLP 패키지와 Wordcloud 패키지를 

이용하여 형태소 추출 및 워드 클라우드기법(word cloud)분석을 하였

다. 문장 간 연관성 분석은 arules와 igraph 패키지를 사용하여 Co-

Word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감성 분석은 LexalyticsⓇ사의 Se-

mantriaⓇ for Excel을 사용하였다. 추출한 감성점수는 SAS 9.4 프로그

램(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댓글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최초 수집한 댓글 수는 20,560건이었고,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통하여 18,117건의 댓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매 화마다 독

자가 웹툰을 본 후 입력할 수 있는 별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10점 만점

에 9점대 후반이었다. 그리고, 1화에서 9.83이었던 것이 마지막 화인 12

화에서 9.93으로 증가하였다. 별점 참여자는 107,264명으로 최초 17,439

명에서 12화에서는 6,325명으로 감소하였다.

다빈도 형태소 분석

매화 별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형태소를 분석한 결과 1인

칭 2인칭 단어와 조사, 접속사 등을 제외하고 그 외 가장 많이 언급된 

상위 20위 형태소는 Table 1과 같다. 1화부터 12화까지 매 화마다 ‘담

배’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 외 ‘금연’, ‘사람’, ‘흡연자’, ‘아빠’, ‘제발’, 

‘피는’, ‘작가님’ 등의 형태소가 많이 관찰되었다. 그 외 ‘전자담배’, ‘간접

흡연’, ‘흡연구역’, ‘담뱃값’, ‘세금’ 등 담배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서 언급이 되었다. ‘금연’의 경우에는 1화에는 11위이었다가 4화부터는 

2-3위에 올라갔으며, ‘아빠’는 연재 초기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5화에서

부터 10위에 언급되어 11화에서는 2위까지 올라갔다.

연재 초기에는 담배와 관련된 단어가 많았다면, 연재가 될수록 스

형태소 분해

‘말의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를 분해하였다. 다양한 형태소 분해 

알고리즘이 있으나, 여러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Semantria와 R의 

Sejong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분해를 하였다.

형태소 출현 빈도 계산

형태소가 얼마나 자주 출현했는지 출현 빈도를 계산하였다. 모든 형

태소를 분석을 하는 것은 일반 PC의 성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

반적으로 상위 60-100위 출현 형태소로 분석대상을 줄인다. 본 연구에

서는 최초 상위 100위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형태소 간 연관 관계 분석

연관성 규칙은 형태소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용한 규칙을 찾아내

고자 할 때 이용되는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관 정도를 정량화하

기 위해서 지지도(Support), 신뢰도(Confidence), 향상도(Lift)를 계산하

였다. 지지도는 항목 사이에서 동시에 포함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를 나타낸다. 신뢰도는 연관성 규칙의 강도를 조건부 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

Support =  n(X∩Y)          Confidence =  P(Y│X)
                                          N

향상도는 형태소 X가 있는 경우 형태소 Y가 있는 경우와 Y가 X와 

상관없이 나타난 비율을 나타낸다. 향상도가 1이면 상호 독립적이며 1

보다 크면 양의 상관관계 1보다 작으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Lift =
 P(Y│X) 

=
  P(X∩Y) 

                     P(Y)        P(X).P(Y)

또한 동시 단어 출현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형태소 간 관계를 시각

화 하였다. 컴퓨터로 한 문장에서 동시에 출현한 단어 간 관계를 상관

계수 행렬 등으로 변화하고, 이때 각 형태소는 수치형 자료에서 변수

의 형태로 변환되어 형태소의 개수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게 하

였다.

데이터 분석 및 도식화

연관관계의 행렬을 얻은 후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과, 사회 네트

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면 단어 간 네트워크 구조를 볼 수 있다. 또한 

동시에 단어 집합의 중요성을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18,117건의 댓글에서 183,708개의 형태소 간의 연관 관계성

을 파악하여 금연 브랜드 웹툰 댓글이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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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와 관련된 내용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독자들이 작품의 내용을 

유심히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마지막 화에서는 작가에게 감

사하다는 것과 ‘화이팅’이라는 긍정적인 형태소 ‘알코올뎐’으로 추후 

연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Table 1).

댓글 형태소 연관성 분석

댓글 형태소의 연관관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관계도 분석을 하

였다. Figure 2는 지지도와 신뢰도 0.01로 했을 때의 연관관계도이다. 

‘담배’와 관련된 형태소로서는 ‘흡연’, ‘사람’, ‘냄새’, ‘연기’, ‘금연’, ‘생각’, 

‘세금’이었으며 ‘흡연자’와 ‘흡연’ 간의 ‘길거리’라는 형태소로 분석되어 

Table 1. Frequency morpheme of each episode comments (Top 20)

Rank    Ep.1 Freq.      Ep.2 Freq.     Ep.3 Freq.    Ep.4 Freq.     Ep.5 Freq.      Ep.6 Freq. 

1 담배 1,301 담배 253 담배 255 담배 366 담배 338 담배 347
2 흡연자 331 니코니코 210 사람 114 사람 48 사람 88 사람 60
3 사람 300 카피카피룸룸 108 피는 65 금연 46 금연 74 금연 57
4 피는 249 바람돌이 89 흡연자 53 마약 39 제발 65 세금 54
5 작가님 228 모래요정 81 점년이 44 피는 35 흡연자 63 흡연자 47
6 제발 217 흡연자 59 노팬티 42 흡연자 28 전자담배 62 담뱃값 46
7 진짜 130 사람 42 팬티 40 우리 24 우리 45 피는 35
8 연기 129 작가님 33 금연 37 만화 21 간접흡연 44 제발 32
9 흡연구역 128 지금 31 냄새 37 중독성 21 피는 43 손 26

10 냄새 120 캐릭캐릭체인지 30 제발 37 진짜 20 아빠 36 웹툰 26
11 금연 86 피는 28 흡연구역 37 흡연 19 진짜 28 냄새 25
12 담배냄새 85 제발 26 진짜 29 베댓 18 손 24 진짜 23
13 세금 79 금연 23 아무도 27 제발 18 웹툰 24 담배냄새 17
14 간접흡연 75 진짜 21 지금 27 씌가렛 17 담뱃값 23 연기 16
15 웹툰 75 세일러문 16 흡연실 26 웹툰 17 냄새 18 건강 14
16 비흡연자 63 웹툰 15 길빵 25 지금 17 흡연구역 18 정부 14
17 흡연부스 52 러브라이브 14 담배냄새 23 세금 16 담배냄새 17 진심 14
18 진심 49 만화 13 만화 21 작가님 14 담배연기 15 마세요 13
19 씌가렛 48 베댓 13 아저씨 21 이유 13 마세요 14 국회의사당 12
20 흡연 44 씌가렛 12 작가님 18 손 11 지금 13 길거리 12

Rank Ep.7 Freq. Ep.8 Freq. Ep.9 Freq. Ep.10 Freq. Ep.11 Freq. Ep.12 Freq. 

1 담배 235 담배 107 담배 321 담배 947 담배 342 담배 216
2 아빠 62 얼음 37 금연 173 금연 319 아빠 114 작가님 169
3 흡연자 58 커피 37 아빠 166 사지말자 153 금연 111 금연 162
4 금연 53 금연 36 우리 60 아빠 143 우리 71 웹툰 80
5 사람 49 베댓 28 저승사자 36 사람 94 피지말자 60 아청 72
6 제발 47 아메리카노 27 사람 34 반대 74 사람 49 아빠 39
7 우리 26 담뱃값 22 제발 33 담뱃값 61 염라대왕 36 수고하셨어요 36
8 피는 26 아이스 22 지금 29 강아지 53 제발 33 염라대왕 31
9 진짜 23 돈 21 담뱃값 26 개 51 담뱃값 29 홍석천 28

10 세금 20 사람 21 아버지 21 우리 51 격세지감 27 알코올뎐 27
11 흡연실 20 카페 21 웹툰 21 니코틴 44 지금 26 사람 26
12 연기 18 커피값 21 진짜 20 끊자 42 청소년 25 만화 24
13 웹툰 17 아빠 19 베댓 19 담배사지말자 38 손 22 우리 23
14 흡연 16 인건비 16 흡연자 19 국회의원 34 피시방 22 화이팅 17
15 담뱃값 13 브랜드 15 화이팅 18 똥 28 피는 21 담뱃값 16
16 담배냄새 13 제발 15 손 17 진짜 25 베댓 20 지금 16
17 담배연기 13 우리 14 피는 15 AB형 21 흡연자 18 여러분 13
18 말 11 자리세 13 여러분 13 세금 20 싫어요 15 자유부인 12
19 지금 11 퇴학 12 싫어요 12 웹툰 20 여러분 15 제발 11
20 오늘 10 모두들 11 건강 11 지금 20 진짜 14 피부 11

Ep, episode; Freq,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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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에 관한 댓글이 많았다. 관계도의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자

유’, ‘부인’은 작가의 이전 작품으로 작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2를 보면 ‘우리’, ‘아빠’, ‘냄새’, ‘진짜’, ‘담배’, ‘금연’이라는 형태

소가 가까이 관찰되는데 댓글을 쓴 독자가 <우리 아빠도 담배 때문에 

냄새가 나서 진짜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 >는 비슷한 댓글이 여러 번 

관찰되며 이와 같이 근접한 형태소가 실제 댓글에서도 함께 나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표와 같이 R의 arules 패키지를 통해 분석

한 ‘아빠’ → ‘금연’의 연관관계는 지지도 0.011, 신뢰도 0.249로 향상도는 

1.859이었다. Table 2 지지도는 전체 댓글에서 아빠, 금연이라는 형태소

가 함께 발생하는 댓글의 비율이며, 신뢰도는 아빠라는 형태소가 있

는 댓글 중에서 금연이라는 형태소가 있는 댓글의 비율이고 향상도는 

아빠라는 형태소가 있는 댓글을 쓸 때, 연관 규칙에 의해 금연이라는 

형태소가 함께 나오는 비율로 1.859로 1 이상이므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댓글 그래프 기반 소셜 마이닝 기법을 통해 유사 사용자를 클러스

터링하고 연관관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관계도 분석을 하였다. 형태

소 간의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통하여 전체 댓글들이 간접흡연과 

관련된 장소에 관한 군집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군집, 가족 또

는 친구에 대한 군집, 작품과 작가에 대한 군집으로 크게 4개의 군집

으로 나눠졌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댓글 내용과 독자들의 오피니언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Association figure between morphemes (0.01)

No.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1 [성공] → [금연]  0.01184012 0.95151515 7.088253
2 [금연] → [성공]  0.01184012 0.08820225 7.088253
3 [전자] → [담배]  0.01621418 0.98623853 2.691956
4 [담배] → [전자]  0.01621418 0.04425690 2.691956
5 [부인] → [자유]  0.03363499 0.99553571 27.444498
6 [자유] → [부인]  0.03363499 0.92723493 27.444498
7 [부인] → [작가]  0.01101056 0.32589286 7.437761
8 [작가] → [부인]  0.01101056 0.25129088 7.437761
9 [때문] → [담배]  0.01063348 0.77900552 2.126310

10 [담배] → [때문]  0.01063348 0.02902429 2.126310
11 [하시] → [금연]  0.01025641 0.56198347 4.186461
12 [금연] → [하시]  0.01025641 0.07640449 4.186461
13 [자유] → [작가]  0.01108597 0.30561331 6.974927
14 [작가] → [자유]  0.01108597 0.25301205 6.974927
15 [부스] → [흡연]  0.01304676 0.88717949 10.753199
16 [흡연] → [부스]  0.01304676 0.15813528 10.753199
17 [건강] → [담배]  0.01236802 0.59854015 1.633726
18 [담배] → [건강]  0.01236802 0.03375875 1.633726
19 [하게] → [담배]  0.01033183 0.50553506 1.379867
20 [담배] → [하게]  0.01033183 0.02820091 1.379867
21 [아빠] → [우리]  0.01538462 0.32640000 7.854926
22 [우리] → [아빠]  0.01538462 0.37023593 7.854926
23 [아빠] → [금연]  0.01176471 0.24960000 1.859380
24 [금연] → [아빠]  0.01176471 0.08764045 1.859380
25 [아빠] → [담배]  0.01764706 0.37440000 1.021932
26 [담배] → [아빠]  0.01764706 0.04816797 1.021932
27 [간접흡연] → [흡연]  0.01078431 0.40168539 4.868691
28 [흡연] → [간접흡연] 0.01078431 0.13071298 4.868691
29 [간접흡연] → [담배]  0.01606335 0.59831461 1.633111
30 [담배] → [간접흡연] 0.01606335 0.04384520 1.633111
31 [흡연구역] → [흡연자]  0.01116139 0.39678284 4.402795
32 [흡연자] → [흡연구역] 0.01116139 0.12384937 4.402795
33 [흡연구역] → [담배]  0.01387632 0.49329759 1.346465
34 [담배] → [흡연구역] 0.01387632 0.03787567 1.346465
35 [길거리] → [담배]  0.02043741 0.60356347 1.647438
36 [담배] → [길거리]  0.02043741 0.05578427 1.647438
37 [근데] → [담배]  0.01696833 0.48491379 1.323581
38 [담배] → [근데]  0.01696833 0.04631536 1.323581
39 [사람들] → [담배]  0.01953243 0.70765027 1.931544
40 [담배] → [사람들]  0.01953243 0.05331412 1.931544
41 [우리] → [담배]  0.01938160 0.46642468 1.273115
42 [담배] → [우리]  0.01938160 0.05290243 1.273115
43 [세금] → [흡연자]  0.01070890 0.34634146 3.843086
44 [흡연자] → [세금]  0.01070890 0.11882845 3.843086
45 [세금] → [담배]  0.02141780 0.69268293 1.890691
46 [담배] → [세금]  0.02141780 0.05846027 1.890691
47 [들이] → [흡연자]  0.01417798 0.44976077 4.990651
48 [흡연자] → [들이]  0.01417798 0.15732218 4.990651
49 [들이] → [담배]  0.01787330 0.56698565 1.547598
50 [담배] → [들이]  0.01787330 0.04878551 1.547598

(Continued to the next page)

Figure 2. Association diagram between morphemes (support=0.01, confi-
denc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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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분석

전처리 작업을 마친 댓글 문장을 통하여 각 화의 댓글 감성분석을 

하였다. 댓글의 감성은 한국어의 형용사를 토대로 프로그램 내에 알고

리즘화되어 있는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완전 긍정이면 

1점, 완전 부정이면 -1점을 주었으며, 중립된 댓글은 실험 결과에 집단

이 커짐으로 인해 제거하고, 긍정과 부정인 댓글로 ANOVA 분석을 하

여 각 화별 댓글의 감성 분포를 관찰하였다. 중립 감성의 댓글을 제외

한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12개 화(episodes)에서 통계적 유의성 

및 집단 분류에 대한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F-value는 18.20이었고 p-

value가 < 0.0001로 각 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3).

각 화별 댓글 문장 감성 분포도를 보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재 초반에 부정적인 문장이 많았다면 연

재가 진행될수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댓글의 감성이 변화가 되었다

(Figure 3).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인 웹툰 댓글을 텍스트 마이닝 기

법을 적용하여 금연 웹툰 홍보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20,560개의 댓글을 수집하였고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통해 

18,117개의 댓글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요소로 구조화하였으며 

텍스트로부터 의미 추출 및 감성 분류를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공한다.

첫째, 웹툰 연재가 진행될수록 금연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본인뿐

만 아니라 흡연구역 확대와 같은 정책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다. 금연과 관련된 형태소 빈도는 평균 49.9%인 반면 웹툰

에 관련된 형태소 빈도는 18.5%로 나타났다. 특히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1월 첫째 주에 연재된 10화를 보면 ‘금연’과 ‘담배’라는 형태소

가 각각 947개와 319개로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한 일반적인 금연 관련 단어 외에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형태소는 ‘연

기’, ‘냄새’, ‘담뱃값’, ‘흡연구역’이었다. 독자들이 담배 냄새에 민감하고 

담뱃값에 영향을 받으며 흡연구역 규제를 늘리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

No.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101 [담배,흡연자] → [흡연]  0.01666667 0.36468647 4.420240
102 [금연,흡연자] → [담배]  0.01063348 0.62114537 1.695428
103 [담배,흡연자] → [금연]  0.01063348 0.23267327 1.733285
104 [금연,담배] → [흡연자]  0.01063348 0.21559633 2.392307

LHS, left hand side; RHS, right hand side.

Table 2. Continued

No.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51 [연기] → [담배]  0.03084465 0.79110251 2.159329
52 [담배] → [연기]  0.03084465 0.08419103 2.159329
53 [냄새] → [진짜]  0.01101056 0.21376281 2.768061
54 [진짜] → [냄새]  0.01101056 0.14257812 2.768061
55 [냄새] → [담배]  0.04328808 0.84040996 2.293914
56 [담배] → [냄새]  0.04328808 0.11815562 2.293914
57 [생각] → [사람]  0.01055807 0.21212121 2.771160
58 [사람] → [생각]  0.01055807 0.13793103 2.771160
59 [생각] → [흡연자]  0.01440422 0.28939394 3.211183
60 [흡연자] → [생각]  0.01440422 0.15983264 3.211183
61 [생각] → [금연]  0.01206637 0.24242424 1.805924
62 [금연] → [생각]  0.01206637 0.08988764 1.805924
63 [생각] → [담배]  0.02941176 0.59090909 1.612897
64 [담배] → [생각]  0.02941176 0.08027995 1.612897
65 [진짜] → [사람]  0.01131222 0.14648438 1.913678
66 [사람] → [진짜]  0.01131222 0.14778325 1.913678
67 [진짜] → [흡연자]  0.01093514 0.14160156 1.571244
68 [흡연자] → [진짜]  0.01093514 0.12133891 1.571244
69 [진짜] → [금연]  0.01101056 0.14257812 1.062127
70 [금연] → [진짜]  0.01101056 0.08202247 1.062127
71 [진짜] → [담배]  0.04042232 0.52343750 1.428732
72 [담배] → [진짜]  0.04042232 0.11033347 1.428732
73 [사람] → [흡연]  0.01485671 0.19408867 2.352482
74 [흡연] → [사람]  0.01485671 0.18007313 2.352482
75 [사람] → [흡연자]  0.01606335 0.20985222 2.328569
76 [흡연자] → [사람]  0.01606335 0.17824268 2.328569
77 [사람] → [금연]  0.01266968 0.16551724 1.233010
78 [금연] → [사람]  0.01266968 0.09438202 1.233010
79 [사람] → [담배]  0.04796380 0.62660099 1.710319
80 [담배] → [사람]  0.04796380 0.13091807 1.710319
81 [흡연] → [흡연자]  0.02737557 0.33180987 3.681840
82 [흡연자] → [흡연]  0.02737557 0.30376569 3.681840
83 [흡연] → [금연]  0.01455505 0.17641682 1.314206
84 [금연] → [흡연]  0.01455505 0.10842697 1.314206
85 [흡연] → [담배]  0.03763198 0.45612431 1.245000
86 [담배] → [흡연]  0.03763198 0.10271717 1.245000
87 [흡연자] → [금연]  0.01711916 0.18995816 1.415082
88 [금연] → [흡연자]  0.01711916 0.12752809 1.415082
89 [흡연자] → [담배]  0.04570136 0.50711297 1.384174
90 [담배] → [흡연자]  0.04570136 0.12474269 1.384174
91 [금연] → [담배]  0.04932127 0.36741573 1.002868
92 [담배] → [금연]  0.04932127 0.13462330 1.002868
93 [부인,자유] → [작가]  0.01093514 0.32511211 7.419942
94 [부인,작가] → [자유]  0.01093514 0.99315068 27.378749
95 [자유,작가] → [부인]  0.01093514 0.98639456 29.195517
96 [사람,흡연자] → [담배]  0.01003017 0.62441315 1.704347
97 [담배,사람] → [흡연자]  0.01003017 0.20911950 2.320439
98 [담배,흡연자] → [사람]  0.01003017 0.21947195 2.867190
99 [흡연,흡연자] → [담배]  0.01666667 0.60881543 1.661773
100 [담배,흡연] → [흡연자]  0.01666667 0.44288577 4.914364

Table 2. Continued

(Continued to th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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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을 알 수 있다. Choi [20]의 연구에서 남성 흡연자들이 담배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면서 냄새에 민감하고 간접흡연의 유해성과 관련

해 관심을 가진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둘째, 댓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금연 중이라는 댓글과 자신의 

금연 방법을 게시해놓았고, 댓글상에서 독자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모

습도 관찰되었다. 화장실, 환기구, 아파트, 베란다, 버스정류장 및 길거

리 등 장소에 관한 형태소가 관찰되며 간접흡연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들도 관찰되었다. 이는 댓글이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통

해 소통을 즐기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는 Watanuki [21]의 연

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금연 커뮤니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을 보여준다. 

셋째, 웹툰 댓글상에서 ‘아빠’, ‘학교’ 등의 단어 빈도수가 높게 나타

난 것으로 보아 웹툰의 주요 독자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

었다. 청소년의 흡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청소년들이 관심 있

는 웹툰을 통해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카

툰 캐릭터로 금연 경고 포스터를 만들어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친근한 

Table 3. Sentence sensitivity of each episode

Episodes Positive Neutral Negative Average of sentence sensitivity Total of positive & negative
Average of sentence sensitivity 

(except neutral)

1 352 3,400 769 -0.0198121631  1,121 -0.0855834100
2 127 1,463 164 0.0101843106  291 0.0567276461
3 87 1,015 183 -0.0038512023  270 -0.0272379877
4 75 715 206 -0.0426947218  281 -0.1562772721
5 87 892 230 -0.0312277926  317 -0.1247372957
6 87 713 223 -0.0322291850  310 -0.1139322515
7 74 601 180 -0.0275976275  254 -0.0966260509
8 75 700 73 0.0211203679  148 0.1197471078
9 115 888 170 0.0069032716  285 0.0184038761

10 108 1,034 270 -0.0254364976  378 -0.1037717182
11 117 1,124 182 0.0004146636  299 -0.0037797392
12 161 1,351 106 0.0387196082  267 0.2256818585 
Total 1,465 13,896 2,756 -0.1055069680 4,221 -0.2913852368
Average 120 1,158 230 -0.0087922473 351.7 -0.0242821031

Figure 3. Sentimental distribution chart of positive and negative comment (exclude neu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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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웹툰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브랜드 웹툰의 활

성화와 금연 홍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금연에 관해서 날이 갈수록 관심이 많아지며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금연 홍보가 여러 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고 있

다. 본 연구는 그동안 보고 넘겨버렸던 웹툰의 댓글을 통하여 브랜드 

웹툰의 성과를 잘 달성하였는지 단어 빈도 분석과 감성 분석을 통하

여 분석해보았다. 이전까지 웹툰의 별점과 조회 수, 댓글 수를 통해 웹

툰의 효용성을 보았다면 본 연구는 독자들이 남긴 댓글을 분석하여 

다빈도 형태소와 형태소 간 상호 연관 관계, 댓글의 감성 분석을 하여 

독자들의 반응 분석을 통한 웹툰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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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사용이 금연홍보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22]. 아

동들에게 웹툰 감상 활동을 통해 정서 지능 향상을 시키는 연구[23]와 

중국인 대상으로 웹툰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24]처럼 웹

툰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금연에 대한 

홍보를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공공 캠페인이나 기업 홍보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웹툰이라는 매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실제 청소년들이 원하는 금연 관련 교육의 방향과 일반 금연 상

담 시에 금연에 따른 이득에서 가족의 건강을 강조하는 것이 금연 동

기 강화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전처리 작업을 마친 댓글 문장을 통해 긍정, 부정, 중립

으로 나누어 분석도구로 감성 분석을 확인한 결과 초기 댓글에는 부

정적인 댓글이 관찰되었다면 연재가 진행될수록 긍정적인 댓글이 증

가하는 추세가 관찰되었다. ANOVA test를 통해 관찰된 감성 분포도에

서도 긍정인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웹툰을 본 독자

가 연재가 될수록 본 웹툰에 대해서 긍정의 댓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금연 홍보와 같은 브랜드 웹툰의 단순한 평점뿐만이 아

니라 댓글의 텍스트 마이닝과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하여 독자들의 반

응 분석과 효과 정도를 성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인 댓글에 참여한 독자들의 연령대, 성별에 대한 정

보를 알 수가 없어서 분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1화에 비해 12화

에는 독자들의 참여 정도가 30% 정도로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향후 독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보완된다면 보다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연구에 사용되었던 소프트웨어인 R과 Semantria는 영문을 기

초로 개발된 것으로 국내 컴퓨터 전문가들이 일부 한글화를 하였지

만 한글의 다양한 변화성에 있어 완벽한 분석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감성

분석과 같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한글화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웹툰 독자들이 쓴 전체 댓글을 수집하여 텍스트 마

이닝 조사를 한 것으로, 댓글상에서 문법, 띄어쓰기, 맞춤법 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비정형적 텍스트에

서는 전처리 작업이 많이 필요하며,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반

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처리 작업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

이 소요되었고, 인터넷 용어, 욕설, 댓글 순위 놀이, 베스트 댓글이 되

기 위한 반복적인 댓글 등록 등에 대한 전처리 작업을 통하여 데이터 

질 관리가 필요했다.

위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했던 방법으로 다른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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