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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본 대중의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인식: 유튜브를 중심으로*

권은영
(육군사관학교)

Kwon, Eun-Young. 2019. Public perception of ‘early English education’ through an
analysis of social media big data: Focusing on YouTube.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9-4, 858-879. The present study was intended to explore
the Korean public’s perceptions of ‘early English education’ through an analysis of
social media big data. For this purpose, texts containing the phrase ‘early English
education’ from YouTube were extracted and analyzed by employing network,
frequency, and semantic analyses. The study revealed that (1) The Korean public with
interest in early English education seems to be more keen in effective ways to execute
the learning (e.g., place and/or agent of the early English education) than useful
educational activities and programs; (2) ‘English with Mom!’ is currently leading the
trend of ‘early English education’ in Korea, substituting the place for ‘Geese fathers’;
and (3) The results of the LDA modeling show that the majority of the selected
YouTube clips on ‘early English education’ in the study concern the background
information and/or updated news on early English education, indicating that the Korean
public desires a consistent government policy on this issue as agreed upon by both
education authorities and researchers. Finally, the present study offered implications of
educational policie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early English education,’ as well
as future research direc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Keywords: early English education, chil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fter-school
program, kindergarten, social media big data analysis, text mining

1. 서론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다. 석유나 고무와 같은 천연자원의 혜택 하나 없이 세계 경제 선진
국 대열에 우리나라를 올리게 한 큰 원동력이 인적자원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없
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교육의 힘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
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과거의 단순한 기술·지식 위주의 교육은 산업 시
대에는 분명 효과적이었지만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기에는 적
*

본 논문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2019년도 논문출판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858

권은영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본 대중의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인식:
유튜브를 중심으로

합하지 않다.
현재 우리는 이미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인정하고 자유로운 사고 속에 지식의 융합을 통
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만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 있다(이인식 2017). 이토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고 이에 맞
는 인재상(像) 육성을 위한 공교육 목표설정을 수립해 매진해 나가기는커녕 지난 20여 년
간 “초등학교 영어공교육 도입”으로 시작해 “영어교육혁신방안 제시” “영어 몰입교육” “외고
자체 선발고사 폐지”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 “선행학습금지법”, 그리고 최근의 “유치원
영어특성화교육 안(案)”에 이르기까지 갈지(之)자를 그리며 방황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이병민 2018). 다른 어떤 교과목보다 영어
교육은 사교육과 연계해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아오고 있다. 타 교과목으로 풍선효과의 결
과를 초래한 ‘영어 수능시험 절대 평가제’와 선행학습 금지법을 기반으로 한 ‘초등학교 1-2
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폐지’ 및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발표는 이러한 상황을 자
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당초 학업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학습 금지’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부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와 항의에 부딪히자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학습 금지’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랬던 정부가 이젠 방향을 완전히 틀
어 유치원 영어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혼
란을 야기시키고 있다(전민희 2019).
사실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아직 하나로 모이지 않은 상태이다. 모국어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습득을 하는 데에 있어 더 용이한 시기가 분명 있으며 그 시기는 ‘빠르
면 빠를수록 좋다’는 명분 아래 조기영어교육에 찬성하는 측(예, 부경순 2003, 송미선, 박형
준, 김정준 2011, 이명조 2006)이 있는 반면, 모국어 확립 이후 외국어교육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너무 어린 나이에 영어교육을 받음으로 아동이 겪는 학
업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조기영어교육을 반대하는 측(예, 신동주 2007, 이귀옥,
우남희 2008)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서로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고 학계에서는 서로 다른 두 목소리가 팽팽히 맞
서고 있는 형국에서 과연 대중들은 ‘조기영어교육’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종래에는 설문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소셜
빅데이터(social big data) 분석방법 역시 대중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활
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다(Mayer-Schönberger and Cukier 2013). 빅데이터는 말 그
대로 ‘빅 사이즈의 데이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빅데이터를 규정짓는 특징으로 3V,
즉 크기(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가 있다. 즉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생산되
는 데이터의 크기와 특징을 생각할 때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처리속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것이다(함유근, 채승병 2012). 빅데이터는 연구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채 사회
전체의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게 되므로 사회적 인식 및 현안 문제 해결에 있어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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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구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며(정용찬 2013) 이로 인해 경제, 기업 분야를 넘어 교육 및
사회 현상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강승지, 이연선 2018). 여기
에서 우리는 소셜 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중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할 때 그 시기 대
중들이 보여주는 소셜 미디어 사용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구글이나 네이버 등 텍스트 위주의 검색엔진을 이용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젊은 층의 정보
검색 방법이 동영상 위주의 유튜브로 전환된 점(주영재 2018)을 감안할 때 유튜브는 대중
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데이터 추출을 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도구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소셜 미디어 빅데이
터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대중들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조기영어교육
2.1.1 조기영어교육의 필요성
Chomsky(1975)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습득장치(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LAD는 만 5, 6세 때 가장 왕성히 활동하며 사춘기 이후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제2언어습득에 관해서도 Chomsky의 생득이론을 지지하는 많은 학자들은
LAD가 그 기능을 상실하기 전, 특히 왕성한 작용을 하는 만 6세 이전에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언어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언어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The

earlier,

the

better)”라는

유명한

표현과

함께

조기외국어교육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나라의 조기영어교육을 지지하는 주장은 이에 기반을
둔다(이완기 2004).
조기언어교육을 지지하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신체적으로 볼
때 아동은 뇌의 유연성으로 인해 언어습득에 유리하다. 인간의 대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

영역별로

전문화된

기능을

갖추게

되며

이를

뇌의

반구

편중

현상(lateralization)이라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직 발달과정에 있는 시기의 뇌는
유연하지만 만 6세 이후부터 실상 그 유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
틀이 완성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직 뇌의 반구 편중 현상이 완성되기 이전, 즉 뇌가
유연하고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사춘기 이전에는 언어습득이
용이하다는 것이며 이는 언어습득에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Lenneburg의 결정적 시기
가설과 연계된다(Scovel 1984). 전(全)뇌를 사용하는 아동에 비해 성인 학습자들은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좌뇌 중심으로 추리력과 이해력, 분석력을 활용하여 언어를 학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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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게 되는데 이러한 언어학습방식은 훨씬 더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언어습득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Brown 2007). 뇌의 유연성 이외에도 아동들은 청각이 예민하고
조음 기관이 유연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의 언어교육으로 인해 그 언어에 대한 청각이
발달되어 있을 경우 해당 언어의 정확한 발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Singleton
and Ryan 2004).
둘째, 심리적인 면에서도 아동은 성인에 비해 제2언어습득에 유리하다. 즉, 언어를 배우는
자세에 있어 아동들은 자신들이 언어를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언어에 부여된
사회적 가치 및 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Lightbown and Spada 2013).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 있어 실수와 시행착오는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 대다수의 성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데에 반해 새로운 경험에 대해 편견이 없는 아동들은 언어를
배우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즐기는 경향이 있으며, 바로 이러한 면이 오히려 아동
학습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듦으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체면을 중시하고 사고가 경직돼 있는 성인 학습자들에 비해 아동 학습자가 오히려
언어습득에 용이하다고 하는 것이다(Brown 2007).
이처럼 신경생리학적, 사회·심리학적인 면에 있어 언어 학습자로서 아동들이 가지는 수
많은 장점들을 생각해 볼 때 조기영어교육을 지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조기영어교육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조기영어교육에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들이 가진 고유의 발달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결정적 시기에는 언어 뿐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들의 기초를 다지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동체계 역시 습득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언어발달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다(이윤진, 이규림, 이정아 2014). 또한,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조기교육은 학업적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우남희, 서유헌, 강영은 2002,
김형재 2011).
둘째, 조기영어교육은 그 학습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Chomsky와 그의 지지자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LAD가 활발하게 작동하며 사춘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작동이 멈추기
때문에 제2언어습득 또한 모국어 습득과 마찬가지로 사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Chomsky의 주장은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미국과 같은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환경에서 행해진 많은 연구의 지지를
받았던

반면(예.

DeKeyser

2012,

Johnson

and

Newport

1989,

Vanhove

2013),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선
그 해석을 달리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예. 노경희 2013, 우남희, 김현신 2004, 이병민
2003, Huang 2016, Munoz 2006).
일례로

신동주(2007)는

초등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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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험자 9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영어교육 경험이 있는 학습자와 없는 학습자를
골고루 배치해 7명으로 구성된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관찰했다. 실험 결과, 취학 전
영어 경험이 있는 학습자는 영어 시간에 자신감을 보이는 긍정적인 면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어 능력 면에 있어 취학 전 영어교육이 전무한 학습자와 경험자 간에
별반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신동주는 취학 전 조기영어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치원 만 5세 대상의 4개 반 아동 학습자 113명과 그들의 부모 87명을 대상으로
이귀옥과 우남희(2008)가 시행한 검사에서는 학습자들의 모국어 수준과 영어 수준과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연구에 참여한 아동 학습자의 모국어 수준이
높은 경우 영어 수준 또한 높았으며, 모국어 단어의 이해도가 높은 학습자는 영어 단어의
이해도 또한 높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귀옥과 우남희는 모국어를 제대로 교육한
후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영어교육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여 신동주(2007)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다.
이윤진, 이규림, 이정아(2014)는 조기영어교육에 관련한 국내 선행 연구에 대한 비교를
표

1과

같이

제시했다.

조기영어교육을

둘러싼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조기영어교육을 찬성하는 측은 신경생리학적, 사회·심리학적인 면에 있어 아동 학습자가
가지는 장점들을 근거로 결정적 시기 가설과 연계해 이를 지지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모국어 발달상황 정도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한 조기영어교육의 비(非)효과성 등을
이유로 그 시행 시기를 더욱 늦추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계의 목소리가
아직 하나로 모이지 않고 정부의 영어교육 관련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의미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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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선행연구 정리(이윤진, 이규림, 이정아 2014, pp. 3-4)
분석 논문수
(2000년대
수행)
연구진 특성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결과

향후 연구과제

유아기 영어교육 찬성론

유아기 영어교육 반대론

- 10편

- 9편

- 10편 중 3편 연구자 중복
- 9편 중 6편 연구자 중복
- 연구자 풀(pool)이 적음
- 주로 검사 도구로 측정(유아용)
-주로 검사 도구로 측정(유아용)
설문 조사 및 면담(부모용)
설문 조사 및 면담(부모용)
- 유아 대상 검사는 주로 지능, 창의
- 유아 대상 검사는 주로 모국어, 영
력, 사회 언어적 발달 등 정의적 영역
어 유창성 등 언어영역 측정
측정
- 검사 도구 대상 유아 수가 반대 입 - 검사 도구 대상 유아 수가 찬성 입
장 연구에 비해 많음.
장 연구에 비해 적음.
(최대 225명, 최소 46명)
(최대 142명, 최소 10명)
- 대개 조사대상 지역이나 기관이 한정
- 유아기에 영어교육을 시작할 필요가
없음. 인지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
- 영어교육에 일찍, 오랫동안 노출될 6세 또는 만 7세 이후가 시작 시기로
수록 영어 수준(영어유창성)과 모국어 적절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행 초등
수준 모두 높게 나옴.
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 과정으로 편
- 제한된 영어학습이나 학원에서와 같 성되어 있는 국가 교육과정과 상충될
은 사교육 지양 연구와 유아 대상 영 수 있음.
어학원의 긍정적 연구가 공존
- 유아 영어교육이 유아의 정서적, 심
리적, 뇌 발달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는 없음.
- 고소득, 고학력 가구에서 유아기 영어교육을 많이 함
- 유아들의 가변성(연령이 증가하면 영어 격차 또는 한국어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음)
- 유아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강제적인’ 영어교육이라 할 수 있는 영어교육의
학습량, 교수 방법 등의 구체적인 규명 필요
-유아 영어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에 대한 논의와 연구 필요

2.2 소셜 빅데이터 분석
2.2.1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이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툴과 플랫폼’을 일컬으며(FKII 조사연구팀 2006) 가장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로는
소셜

네트워크(Social

보드(Message

Boards),

Networks),
위키스(Wikis)

블로그(Blogs),
등이

있다.

팟캐스트(Podcasts),
처음에는

단지

개인들의

메시지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로 시작했던 소셜 미디어는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각 개개인의 목소리가 모여서 커다란 목소리를 내는 발언대’로 그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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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는데(이충희 외 5인 2013),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에서 추출하는 빅데이터는 ‘현재의
트랜드를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서(정근하 2010) 그 활용가치가 높아져 교육,
관광, 건설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서정아
2015, 정근하 2010, 최현주, 최연철 2016).
2.2.2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 기법과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모델링
빅데이터는 이름 그대로 매우 큰 크기의 용량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형태의 다양성
및

생성-유통-소비의

속도가

빠른

특성을

가진다(함유근,

채승병

2012).

따라서

빅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보다는 이를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중요한데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마이닝(mining) 기법이 있으며 그 종류에는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소셜 마이닝, 그리고 현실 마이닝이 있다. 이 중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처리기술에 기반해 비(非)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관계를 도출함으로써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인데, 텍스트 마이닝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이다(Popping

2000).

잠재

디리클래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은 이러한 토픽 모델링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서 확률 분포된 단어들에
기반해

토픽들이

생성되며

토픽들의

혼합으로

문서들이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LDA

모델링은 일관성 있는 토픽을 만들기 쉬우므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김지은, 백순근 2016).
2.2.3 워드 네트워크(Word Network) 분석과 중심성(Centrality)
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 내의 단어들 사이의 연결 및 개념들의 연결망 추출을 가능
하게 만든 방법론으로서(Diesner and Carley, 2005), 텍스트를 네트워크 형태로 표시함으
로써 주요 개념과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가 시각적으로 파악되어 이들 간의 관계 해석을 용
이하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장점을 가진다(Paranyunshkin, 2010). 본 연구에서 활용
한 Kamada와 Kawai(1989)의 알고리즘 역시 네트워크 시각화의 한 방법으로써, 그래프상
에서 각 노드 쌍의 거리와 경로 거리를 반영하도록 최적화하는데, 이를 위해 선의 교차를
최소화하고 도면 내 거리와 이론적인 거리에 비례하게 노드를 배치하여 시각화하며 이렇게
도식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각 노드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Cheong and Si 2016).
네트워크에

있어

노드의

중심성

분석은

중요하며

중심성

분석방법은

통상

연결정도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으로 나눈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한 노드에 이웃한 모든 노드들과의 링크 수를 측정하여
하나의 노드에 얼마나 많은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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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하 2010, p. 33)

이처럼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방법은 행위자 각각을 표현하는 노드와의 상호연관 관계를
의미하는 링크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어떤 노드가 허브 역할을 하고 중계자 역할을
하는지 등 중심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전체 네트워크 상 노드 각자의 역할, 위치, 영향력
등을 파악하는 등 노드 간의 상호관계 규명이 매우 중요하다(정근하 2010).

3.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생각 및 의도를 연구하고자
유튜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조사대상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조사대상 및 기간
SNS

자료의 종류

유튜브

게시 영상,
댓글(comments)

검색 단어
‘조기영어교육’

수집 기간

수집량

'18. 11. 05 ~
'19. 11. 05

영상 100개
댓글 1,883개

위 표 2에서와 같이 유튜브에서 ‘조기영어교육’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유튜브 영상과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을 수집하였으며, 데이터는 Netminer 4.4.1C 버전의 프로그램(2019a) 및
Netminer 제공의 SNS Collector 2.5.0 버전(2019b)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소셜 미디어
수집에 대한 세부정책은 각각의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정책에 따라 그 수집
기간과 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유튜브의 경우 수집하고자 하는 기간을 입력하면 영상 설명
글을 바탕으로 가장 연관성이 높은 영상 및 해당 영상의 댓글을 수집하게 되는데(그림 1
참조) 트위터의 경우,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수집 시작일로부터 최대 7일
동안의 트윗에 대해 Twitter에서 자체 샘플링 방법을 거쳐 제공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튜브 데이터의 수집 기간은 2018년 11월 5일부터
2019년 11월 5일까지로 총 100개의 영상과 그에 달린 댓글 총 1,883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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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튜브 데이터의 수집 화면
3.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통해 ‘조기영어교육’에 관련된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생각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튜브의 관련 동영상과 댓글들을 우선 수집한 후, 3가지 형태의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연구와 관계없이 습관처럼 사용되는 일부 단어들의 경우, 이들을 삭제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외된 단어들 및 삭제의 이유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제외 단어와 이유
단어
영어
때

이유
영어 관련 문장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등장
해석 제한; 연구와 직접 관계없음

3.2.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워드 클라우드는 소셜 미디어 대상자가 언급한 답변이나 댓글들을 수집하고 이들을 단어
단위로 분해한 후 빈도수 기준으로 단어 크기를 결정함으로써 해당 조사의 대상자 중
다수가 자주 언급한 단어들의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워드 클라우드는
단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이 언급되지는 않아도 영향력이 있는
단어들을 구분하는 데에 있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Xie and Sun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드 클라우드는 매우 쉽고 빠르게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생각을 분석하고자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유튜브에서 ‘조기영어교육’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후 영상 100개와 이에 대한 댓글 1,883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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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워드 네트워크(Word Network)와 단어 중심성(Word Centrality)
워드 클라우드는 많이 언급된 단어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들이 어떠한 단어들과 밀접하거나 덜 밀접하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amada와 Kawai(1989)의 제안에 기반한 네트워크 시각화 방식
을 적용하여 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 단어들 간의 밀접한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유튜브 댓글의 단어들을 빈도수에 따라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정리한 것을 바
탕으로 유튜브 댓글 내의 단어들 중 유의미한 것들을 사용해 네트워크로 구성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또한 ‘연결정도 중심성’을 사용하여 중심이 되는 단어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3.2.3 LDA 기법(LDA Modeling)
본 연구에서는 ‘조기영어교육’이라는 단어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100개의 유튜브
동영상과 각각의 동영상 댓글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텍
스트 마이닝 기법의 하나인 LDA 모델링 방법을 사용해 유튜브 동영상 100개의 주제를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나오는 주제는 총 5개로 분류하여 각각의 주제 구성 단어와 이를 포함
하는 동영상의 개수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동영상 100개의 특징을 구분 짓고자 한다.
3.3 분석 도구
3.3.1 Netminer 4.4.1C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기법 적용을 위해 Netminer 4.4.1C 버전을 사용했다.
Netminer는 국내 개발 소프트웨어이며 다양한 노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집단의 사회관계
망 분석과 함께 Semantic 분석을 지원한다. 또한, Netminer는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지원
하고, 각 자료에 대한 변환 및 프로세스 적용이 용이할 뿐 아니라 융복합적 분석과 같은 독
창적 기능을 제공한다(Netiminer 2019a).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다양한 Netminer의
기능 중 워드 클라우드, 워드 네트워크, 연결중앙성 분석기능과 함께 Semantic 분석기능 가
운데 텍스트마이닝 기법인 LDA 기능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3.3.2 SNS Data Collector
SNS Data Collector는 Netminer의 확장된 기능으로서 별도의 모듈형식을 제공한다. SNS
Data Collector를 사용해 수집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
튜브가 있고 각각의 댓글 및 영상의 제목, 사용자 아이디 등에 대해 자료수집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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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API 정책에 따라 ‘조기영어교육’이라는 키워드로 수집된 유튜브
관련 자료를 SNS Data Collector를 사용해 연구에 활용하였다.

* 출처: Netminet 홈페이지(http://www.netminer.com/product/extensions.do)
그림 2. Netminer 4.4.1C의 구동 화면

그림 3. SNS Data Collector 구동 화면

4. 연구결과 및 분석
4.1 워드 클라우드 분석결과
본 연구는 ‘조기영어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유튜브 영상의 제목과 그 영상의
댓글들을 통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대중들의 생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지난
1년간 ‘조기영어교육’이라는 키워드와 관련성이 높을 만한 영상 100개와 해당 영상의 댓글
1,883개를 Netminer 4.4.1C 버전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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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 클라우드 작성 기준: 단어 빈도수 상 최상위 300 단어(품사: 명사)
그림 4. 조기영어교육 키워드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조기영어교육’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결과,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기영어교육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단어(아이, 엄마, 유치원 등)가 많이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워드 클라우드는 단순히 빈도수를 크기로 반영해 시각화 하는
만큼 정확한 비교가 제한되므로 표 4의 빈도수 비교표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살펴볼 수 있다.
표 4. ‘조기영어교육’ 키워드에 대한 빈도수 기준 상위 20개 단어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단어
아이
교육
영상
감사
엄마
학교
말
생각
공부
조기
유치원
사람
한국
미국
나라
언어
애
발음
책
초등

빈도수
422
391
354
330
251
201
200
191
151
147
146
111
109
93
91
88
86
84
8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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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보듯이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유튜브 내의 단어 빈도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20개 단어 중 ‘아이’, 엄마’, ‘말’ 등으로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조기영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안에 있어 엄마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조기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유튜브에
‘말’, ‘발음’ 과 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기영어교육의
기대효과에 있어 읽기(reading)나 쓰기(writing), 듣기(listening) 보다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전달하는 능력(speaking)과 좋은 발음을 가지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중들은 조기영어교육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이 추천되는 노래, 챈트 등의 교육 활동 및 매체에 대한 모색보다는 ‘유치원’, ‘초등’,
‘미국’과 같이 조기영어교육에 효과적인 장소 및 시기에 관한 관심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2 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4.2.1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결과
워드 네트워크 확인 전에 우선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을 분석하였으며, 중심성을 보는 여
러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연결중앙성 방법을 적용하였다. ‘조기영어교육’이라는 단어를 검
색하여 얻은 100개의 관련성 높은 영상과 이 영상들의 댓글 1,883개에 사용된 단어들의 중
심성은 표 5와 같다.
표 5. ‘조기영어교육’ 키워드 검색 댓글에 포함된 단어들의 중심성 분석결과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단어
교육
엄마
아이
조기
언어
뉴스
육아
유학
유아
외국어

중심성
0.15
0.05
0.05
0.05
0.04
0.03
0.03
0.03
0.03
0.03

순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단어
영상
학교
유치원
시작
초등
원장
스타
고민
정보
자녀

중심성
0.03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1
0.01

* 작성 기준: 중심성 지수 상위 20개 단어(소수점 둘째 자리 표기)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결과, 워드 클라우드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다수의 조기영어교육
관련 단어가 상위 20개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 주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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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관련 단어들이 높은 중심성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볼 때 대중들은
조기영어교육의 시기와 장소에 대한 관심이 크며 조기영어교육에 있어 엄마의 역할을 비중
있게 둔다고 유추할 수 있겠다. 또한, 뉴스, 시작, 고민과 같은 단어들의 중심성 지수가
높다는 것은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대중들의 걱정과 우려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중심성
분석결과 역시 단어 단위의 분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용자들의 생각을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워드 네트워크로 이러한 단어들의 연결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4.2.2 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
어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 Kamada와 Kawai(1989)가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아
래의 그림 5는 ‘조기영어교육’ 키워드로 유튜브 관련 영상 100개와 그 영상의 댓글들에서
추출한 단어들을 대상으로 워드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림 5. 조기영어교육 키워드의 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의 연결을 확인해 보면 그림 5와 같다. 즉,
유튜브에서 조기영어교육이라는 단어로 검색된 영상의 댓글들은 엄마, 아이, 유치원,
영유[영어유치원], 유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2.3 LDA 모델링 분석 결과
마지막 분석은 본 연구의 핵심 콘텐츠인 ‘조기영어교육’ 키워드와 관련성이 높은 유튜브
영상 100개에 대한 LDA 분석이다. 본 연구는 Netmi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기영어
교육’ 키워드에 대한 언급과 댓글 정도 등을 토대로 가장 연관성 높은 영상 100개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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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였다. 워드 클라우드와 워드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영상의 댓글들을 구성하는 1883
개의 단어는 분석하였으나 해당 영상들의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그 콘텐츠를 분석하지 않
았다.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LDA 모델링을 통해 영상 100개를 5개
의 주제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조기영어교육’ 키워드 및 연관성 높은 100개 영상에 대한 LDA 모델링 결과
LDA 모델링 결과 100개의 영상은 총 5개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34개
영상이 속한 3번 주제로 3번 주제의 구성 단어는 교육, 조기, 유치원, 뉴스, 유아이다. 두
번째 주제는 24개 영상이 속한 5번 주제로 5번 주제의 구성 단어는 아이, 엄마, 공부, 표,
시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주제는 20개의 영상이 속한 1번 토픽이다. 구성 단어는
교육, 학교, 초등, 육아, 필요이며 네 번째 주제는 13개의 영상이 속한 2번 토픽으로 구성
단어는 교육, 방법, 맘, 코치, 샤론이다. 마지막 5번째 주제는 9개 문장이 속한 4번
토픽으로 구성 단어는 언어, 이중, 외국어, 영상, 유치원이다. 이러한 구성 단어로 토픽의
주제를 유추하여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LDA 모델링 결과: 토픽별 주제와 소속 영상의 수
주제 순위
1
2
3
4
5

표

6과

주 제
조기영어교육 및 유치원 등을 다룬 유아 관련 뉴스
아이와 함께 시작하는 엄마표 영어공부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영어교육 및 조기영어교육의 필요성과 육아
샤론코치가 제시하는 맘표 영어공부방법
이중 언어 환경 및 유치원을 다룬 외국어교육 관련 영상

같이

총

5개의

주제

모두는

‘조기영어교육’에

관련되어

소속 영상(수)
34
24
20
13
9

있다.

즉,

‘조기

영어교육’이라는 키워드로 가장 연관성이 높은 100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추출한 후 이를
5개의 주제로 구분한 결과, 5개 주제 모두 조기영어교육과 관련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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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빅데이터에 나타난 대중들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YouTube에서

‘조기영어교육’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나온 영상 100개 및 이에 달린 댓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중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유튜브 영상에
대한 설명 및 댓글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대중들은 ‘유학’, ‘유치원’, ‘초등학교’, ‘엄마’와
같이 큰 틀에서의 효과적인 조기영어 교육방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영어교육이 시행될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할 때 통상 우리는
‘해외’와 ‘국내’로 크게 구분 짓고 ‘국내 교육’의 경우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누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조기영어교육을 다룬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육’의 경우
‘공교육’과 ‘사교육’이 아닌 ‘학교 교육’과 ‘엄마표 교육’으로 나뉘며, ‘학교 교육’은 또다시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나뉜다는 것이다. 이는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라디오, 프로그램, 콘텐츠와 같은 매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게 나온 강승지와
이연선(2018)의

결과와는

상이한

점이며,

이를

통해

조기영어교육(early

English

education)과 유아영어교육(child English education)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된다.
둘째, ‘조기영어교육’에 대해 유튜브에서 수집된 데이터 중 빈도수 기준 상위 20개 단어를
산출한 결과, ‘엄마’, ‘학교’, ‘말’, ‘유치원’, ‘미국’, ‘발음’, ‘초등’ 등의 조기영어교육 관련
단어가 다양하게 등장했으며, 이러한 양상은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조기영어교육에 있어 그 중심에 ‘엄마’가 있다는 점이다.
한때 우리는 조기영어교육 하면 ‘기러기 아빠’를 먼저 떠올리던 적이 있었다. ‘기러기
아빠’라는 용어는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자 영어권
국가인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홀로 남겨진
아빠들은 자녀의 밝은 미래에 절대적 역할을 할 거라 보이는 영어교육을 위하여 국내에
남아 일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를 송금하고 아내나 자녀를 1년에 1-2번
밖에 보지 못하게 되자 이들을 철새인 기러기에 빗대어 부르던 말이다(이보람 2019).
그러나 ‘기러기 아빠’는 사회의 큰 병리 현상의 대명사가 되어 조기유학의 불이 급격히
사그라드는 데에 한몫하게 된다. 이러한 ‘기러기 아빠’를 대신하여 현재 ‘조기영어교육’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엄마표 영어’이다. 하지만 이는 그 주체가 바뀌었을 뿐,
조기영어교육을 위해 각 가정에서 개인이 감내해야 할 희생이 여전히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아 영어에 있어 그 중심에 ‘엄마’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성 이데올로기
심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전홍주(2011)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고 한다. 본 연구의 ‘조기영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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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색 댓글에 포함된 단어들의 연결정도중심성 분석결과에 ‘유학’과 ‘엄마표 교육’이
공존함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급감했던 조기 유학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이보람 2019), 유학이나 학원을 대신한 엄마표 교육이 조기영어교육의 신(新)
트렌드(강승지,

이연선

2018)라는

것이

본

연구에서도

밝혀진

것이다.

이에

관해

김혜미(2017)는 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들의 영어교육 지원 방법은 경제력이나 교육적
신념에 따라 양분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즉, 영어교육에 관심은 많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거나 자신만의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홈스쿨링이나 영상매체
및 그림책 등에 집중하는 반면, 비교적 풍부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자본을 가진 엄마들은
영어유치원, 사교육, 원어민을 통한 영어교육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그동안 줄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든 ‘조기유학’ 및 IT 기술개발과 교육열
바탕의 엄청난 정보력으로 똘똘 뭉친 ‘엄마표 영어’가 조기영어교육에 있어 본 연구 내
대중들의 고려 대상이라는 것은 ‘조기유학’과 ‘엄마표 영어’가 조기영어교육의 ‘교육적
선택권의 자율성 확대’라는 점에 있어 순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여진다(이보람 2019).
마지막으로

조기영어교육

관련

동영상

100개의

LDA

모델링

분석결과,

1위인

‘조기영어교육 및 유치원 등을 다룬 유아 관련 뉴스’와 3위인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영어교육 및 조기영어교육의 필요성과 육아’, 그리고 5위인 ‘이중 언어환경 및 유치원을
다룬 외국어교육 관련 영상’ 모두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대중들의 정보검색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연결정도중심성 분석결과에서 뉴스, 시작, 고민, 정보 등과 같은 단어들의
중심성 지수가 높게 나온 부분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는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학계의
양분된 목소리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섣불리 할 수 없는
대중의 올바른 정보에 대한 목마름이 투영되는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기영어교육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이를 찬성하는 학자들은 결정적 시
기 가설을 기반으로 아동이 언어 학습자로서 가진 신체적, 심리적인 장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기영어교육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생들이 받는 학업 스트레스와
조기영어교육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조기영어교육의 시행 시기를 늦추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은 조기영어교육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논리
성을 바탕으로 한 좌뇌 중심의 ‘주입식’ 영어교육의 시행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 진
영에게서는 조기영어교육과 유아의 뇌 발달 및 스트레스 유발의 연관성을 논함에 있어 연구
대상자들이 받은 영어 수업의 질, 내용, 형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과 함께 이들의 관련성
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연구 수행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다(이윤진 외 2인
2014). 즉, 이는 조기영어교육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 아동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커리큘
럼 기반의 효율적인 교육 제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나이에 적합하게 다각도로 고려된
양질의 수업을 받는 아동 학습자들에게서 학업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할 뿐 아니라 그러한 수업을 받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조기영어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논하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함을 또한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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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정보를 식별해 찾을 수 있고 타문화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창의적인 발상을 거침없이 표현하며 협력할 수 있는
4C(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mmunication, collaboration) 역량을 갖춘 미래 지도자
육성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글로벌 언어로서의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2
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미국의 언어, 영어를 배워야 했던 20세기의 그것과
는 차원을 달리한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다. 우리나라가 많은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여 미래를 선도할 수 있
는지를 결정짓는 데에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영어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
해 졌다. 그 첫걸음으로 조기영어교육의 장·단점을 과학적이고도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
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정부가 흔들림 없는 영어 공교육 정책을 세우는 데에 기초할 수
있도록 학계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영어
소통역량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래 인재상 육성과 연계한 올바른 목표설정
제시와 일관성 있고 탄탄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한 영어 공교육 시행이 제공될 때에서야
비로소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계발
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 아래 자녀들을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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