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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4 년경 등장한 신조어인 “헬조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용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오프라인
매체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등 완연한 신조어로 자리잡았다. 본 연구에서는 헬조선이라는 키워드를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실제 트위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키워드의 사회적 맥락에 대해
알아본다.
1. 서론
헬조선이란 지옥을 뜻하는 헬(hell)과 한국을
뜻하는 조선의 합성어로 "지옥 같은 한국"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처음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14 년경으로 2 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 및 경제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이 표현에
공감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2016 년에는 이미
하나의 신조어로 자리잡아 여러 오프라인 매체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단어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중심으로
헬조선이라는 단어의 사회적 맥락을 짚어본다.
나아가 이러한 맥락들이 기존의 연구와 얼마나
일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기존에도
이러한
연구들이
제안되었는데,
사회학적으로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를
분석하고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1,2]. 그러나
정말로 헬조선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실제 텍스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사회적으로만 분석되던
헬조선이라는 키워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였고, 2)
분석
결과와
기존의
연구
결과가
얼마나
합치되는지를 확인하여 분석 방법을 검증하였으며,
3)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맥락을
제안하였다는 세 가지 의의를 갖는다.
2. 실험 방법

그림 1. "헬조선" 에 대한 구글 트렌드 (2013. 10. 2 ~
2016. 10. 2)
그림 1 에 따르면 2014 년에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2015 년에 이 단어의
사용빈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6 년까지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신조어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트위터(twitter)의
트윗(tweet)을 기반으로 헬조선이라는 단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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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험 방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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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rawling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API 를 사용하여 정해진
“헬조선”에 대한 트윗들을 받아온다. 헬조선과
동의어로 “헬조센”이라는 단어도 사용되므로 두
단어에 대해 모두 크롤링하여 중복되는 트윗은
제거하였다. 트위터의 트윗 크롤링 API 는 최대
일주일간의 트윗만 제공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반복적으로 크롤링을
수행하였다.
2.2. Preprocessing
먼저, 트윗 중 광고나 리트윗(retweet) 등 의미
없는 트윗들을 걸러낸다. 이후, 각 트윗을 문장
단위로
구분하고
트위터
한국어
처리기[3]를
사용하여
문장을
분석한다.
유의미한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소 중 명사만을
추출한다. 형태소 분석기는 트위터 한국어 처리기
위에도 은전한닢[4] 이나 꼬꼬마[5] 형태소 분석기
등 다양한 형태소 분석기가 있으나 트위터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개발한 트위터
한국어
처리기를
채택하였다.
트위터
한국어
처리기는 다른 형태소 분석기에 비해 인터넷 용어가
많은 트윗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에 강점이 있으며,
한국어
정규화(normalization)
및
어근화(stemming)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무의미한
불용어(stop word)를 제거하여 유의미한 단어만을
남긴다.

3. 실험 결과
크롤링 및 전처리, 데이터 분석에는 python 을
사용하였으며 클러스터링에는 Gephi[7]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NLTK[8],
koNLPy[9],
NetworkX[10], matplotlib, numpy 패키지를,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기 위해 pytagcloud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은 python 3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나 pytagcloud 패키지의 경우
python 2 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워드 클라우드는
python 2 에서 생성하였다.
3.1. 사용한 데이터
표 1. 데이터 정보
크롤링 기간
2016/4/30 ~ 2016/5/11
사용한 키워드
헬조선, 헬조센
트윗 수
2,124
토큰 수
24,452
표 1 은 사용한 데이터 정보를 보여준다. 광고
트윗이나 무의미한 리트윗, 중복된 내용의 트윗 등을
제거하고 유의미한 트윗만 2,124 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트윗들은 서로 다른 24,452 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3.2. Frequency Analysis

2.3. Frequency Analysis
이렇게 정제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단어 빈도
플롯(word frequency plot)을 그린다. 단어 빈도
플롯은 상위 N 개의 빈발 단어를 보여주며, 각
단어의 등장 빈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그려 각 단어의 등장 빈도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2.4. Correlation Analysis
단어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단어 간
공기 빈도(co-occurrence frequency)를 계산하여
그래프를 생성한다. 단어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기 그래프에서 Markov Clustering
(MCL) 알고리즘[6]을 통해 군집화(clustering)를
수행한다. 이 때, 모든 데이터는 “헬조선” 또는
“헬조센” 이라는 키워드와 같이 등장하므로 이 두
단어는 그래프에서 제외하여 같이 등장하는 단어
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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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그림 2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총 4 단계로 구성된다. 트윗들을
크롤링(crawling)하여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전처리(preprocessing)를 통해 정제한 뒤,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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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어 등장 빈도 (상위 3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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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은 트윗에서 언급된 상위 빈발 단어 30 개를
나타낸다. 실제 실험에서는 최대 상위 100 개까지의
단어를 분석하였다.

성할 수 있다. 위 그래프는 이 기준치가 0 일 때, 즉
모든 공기 단어 간에 간선을 생성했을 때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그림 3 과 마찬가지로 상위 30 개의 빈발 단
어들만 사용하여 그래프를 구성하였으나 실제 실험에
서는 최대 100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실험 및 분석하
였다.

그림 4. 워드 클라우드

그림 6. 공기 그래프 기반 군집화

단어의
빈도수를
기반으로
생성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림 4 에서 볼 수 있다. 이 그림은
헬조선에 대한 트윗들의 핵심 단어들을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헬조선과 헬조센은 검색 키워드로서 다른
단어와 비교하여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부만 표현하였다. 오른쪽 아래의 가장 큰 글자가
헬조선의 일부다.

그림 6 은 공기 그래프를 기반으로 MCL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군집화 한 결과를 보여준다.
Gephi 를 사용하여 군집화 및 시각화를 수행하였다.
적절한 군집화를 위해 간선 기준치를 4 로 설정하고
모든 단어와 공기가 보장되는 헬조선 및 헬조센을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3.3. Correlation Analysis

그림 5. 단어 공기 그래프
그림 5 는 단어 공기 그래프를 나타낸다. 각 정점
은 단어를 나타내고, 간선은 단어 간 공기 빈도를 나
타낸다. 정점의 크기 및 색의 짙음 정도는 단어 등장
빈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며, 간선의 두께는 공기 빈도
에 비례한다. 단어 공기 그래프는 간선을 만드는 기
준치(threshold)를 설정함에 따라 다양한 그래프를 생

4. 분석 및 토의
그림 3 과 4 를 보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부정적인 문맥을 파악할 수 있다. 등장 빈도 상위
50 개 단어를 살펴보면 새끼, 병신 등 총 7 개의
비속어와 지옥, 문제 등 15 개의 부정 혹은 문제제기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체 단어의 44%가
부정적인 맥락의 단어로, 이는 헬조선을 둘러싼
부정적인 맥락을 잘 나타낸다.
또한, 이 단어 중 중의적인 단어들이나
수식어구들을 제외하고 유의한 단어들만 남기면
트위터 사용자들의 헬조선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다.
사람, 나라, 일, 돈, 여자, 놈, 사회, 현실, 게임,
탈출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일, 돈 등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측면을 바라보는 시각을 상징하고,
나라, 사회 등은 정치사회적 측면을, 여자, 놈, 사람
등은 문화적 측면과 성별 간 대립을 그리고 탈출은
탈조선으로 대표되는 탈주의식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헬조선을 둘러싼 맥락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2].
헬조선과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신조어로 미개 와 노오-력(노오력, 노오오력 등)
등이 있어 이러한 단어들 또한 높은 빈도를 보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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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노오-력은 등장 빈도 162 위,
미개는 223 위로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는 헬조선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위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헬조선을
둘러싼 주요 키워드인 일, 돈, 왜, 생각, 사람, 나라
등이 헬조선과의 연관성이 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수식어로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못, 역시, 지금 등의 단어의 간선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색
키워드를 제외한 다른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가장 큰 1 번 군집은 돈, 일 등의 경제적 측면을
반영하는 단어와 사람, 생각, 나라, 국민 등 정치 및
문화적 측면을 반영하는 단어가 혼합되어 있다. 이는
정치와 문화, 경제를 같은 트윗에서 한 번에 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와 문제로 구성된
2 번 군집은 헬조선을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다. 진짜, 너무 등으로 구성된 위쪽의
3 번 군집은 정도의 심함을 나타내는 수식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헬조선이 갖는 부정적인
맥락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4 번 군집은 난-왜,
우리-못 등 헬조선에서 살아가는 나와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5 번 군집은 흥미롭게도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실제로
미국에 대한 트윗들을 살펴보면 헬조선이나 미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6 번 군집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인 성별 간 대립을 나타낸다.
6. 결론 및 발전방향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 데이터에 기반하여 최근
등장한 헬조선 또는 헬조센 이라는 신조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을 확인하였다. 단어 자체가
가진 뜻처럼 부정적인 맥락으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경제적 측면과 정치 및 사회적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였다. 또한, 문화적 측면과
탈국가의식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헬조선의 맥락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도 합치한다[1,2].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남녀 간의 성별 대립이 나타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기존의 헬조선에
대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발견이다.
반대로, 헬조선이 유사한 맥락의 단어인 미개 또는
노오-력과 같이 사용되는 빈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차후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단어의 의미 분포를 word2vec[11]을 통해 시각화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검색 키워드로 헬조선 및
헬조센 만을 사용하였는데 유사 맥락인 미개, 노오력 등의 단어들을 키워드로 사용한다면 더욱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영어
단어의 긍정/부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감성 강도

데이터셋인 SentiWordNet[12] 처럼, 한국어 단어들의
긍정/부정을 나타내는 데이터셋이 있다면 더욱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데이터셋을 직접 개발하여 더욱 다양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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