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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배경

신냉전적 국제 질서의 대두
지역내 정치〮경제〮문화적

긴장 고조
지역주의와

보호무역의 증대

국제 여론의 발화 및 전개 양
상의 예측 불확실성 증대

국제 공조 및
통제 기구와 시스템의 한계

정보통신의 고도화와
글로벌 공중의 양극화

THE NEW
AN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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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데이터 기반 글로벌 여론 동향 ‘모니터링 – 분석 – 대응 전략’

글로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기획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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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무역분쟁

동북지역갈등이슈등장 글로벌공중

역사/ 정치/ 경제

안보/ 경제

역사/ 이념/ 경제

교류/ 무역

토픽성격

불매운동, 극일, 배척

대화, 갈등, 협의

갈등, 좌익, 정치

해결, 중지, 지지

토픽동향

배척

우려

적극

관망

채널별 이슈 이슈내 토픽 이슈 관여자/ 전파자 이슈대응

국가별/ 국면별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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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한 국가별 상이한 반응이 드러남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국가별 맞춤형 공공외교 전략 수립이 요구됨

워드 클라우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일자별 단어 출현 빈도 분석(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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葛藤 政治 悪化 解決 国民

분석결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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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 시각화 및 성과공유

모니터링프로세스

4개언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수집범위

-뉴스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등)
-커뮤니티 (까페, 블로그등)

수집대상채널

-공공외교관련텍사노미구성체계를
기반으로한수집키워드구성

수집키워드

시각화및시계열분석

-공공외교텍사노미체계공유
-DB 공개
-학습된분류기 (classifier)공개

성과공유

교육및학술성과

-키워드추출
복합명사, 명사구, 주요키워드

-개체명추출
-감성추출
-기계학습

(통계기반, 룰기반, 딥러닝등
머신러닝을통한지식학습)

키워드기반분석

-분류체계에따른범주별문서발생
트랜드분석 (Guided LDA 적용)

-분류문서세부분석
①주요이슈
②감성분류
③반응분석 (댓글, 공유정보등)

키워드기반분석

불용데이터처리및형태소분석

수집데이터

1차 불용문서 제거

분석데이터 구성

형태소 분석

문서주제에따른스팸키워드와
문서를통한필터링

-해외(영문)자료: NLTK 활용
-국내(국문)자료: Konlpy활용
-N-gram(bi, tri)을활용한합성어처리
-기구축된불용키워드와 형태소
분석결과를적용한불용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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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글로벌 비전 실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공공외교 연구와 교육을 통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을 추구하는
대학, 연구소(적절성/전문성,지속가능성)

[융복합 연구와 교육]
융복합 연구와 문제해결형 사업 추진을 위한

글로벌컴·빅데이터·공학 영역의 전문 연구자들의
이상적 결합 (적절성, 전문성)

[데이터 기술 산학 협력]
데이터 집적/처리의 효율화로 시의성 높은 연구와
성과 확산 극대화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개발 협력
(효율성,지속가능성)

[공공문제 해결]
지식 및 정보 완전 공개

정부/관과의 협력으로 정책제안 및 실행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효과성, 영향력,지속가능성,교육연계)

글로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중점연구소

연구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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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Digital Technology
(데이터 기술 역량)

Nation Branding& 
Public Diplomacy
(국가브랜딩과 공공외교)

Media Development 
& Human Resources

(미디어 개발 및 교육)

Media Data Lab / Opinion Live구성조직

• DB 구축(언어별/채널별Crawler보유) 
•이슈분류(classifier) 모델보유
• Ontology for Taxonomy 자동화시스템
보유

• Deep learning 학습모델링인력보유
• 여론분석컨설팅전문기관

기능및역할

Media & Development  Comm. Lab  
/

Paulus
구성조직

• 미디어교육수요조사
•미디어교육프로그램개발
• 전문가/지역사회대상프로그램운영
• ODA 협력및미디어개발

기능및
역할

공공브랜드연구센터
/ 한국외대국제지역연구센터

구성조직

•국가브랜드정책방향수립을위한연구
및자문

• 국가와도시의브랜드가치평가
• 국가이미지조사컨설팅전문기관
• 해외특정국가에대한정부및
관련기업체에대한자문및용역제공

기능및
역할

글로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

10



02 연구소 실적 및 운영계획



1984년에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소>로 출범(35년 역사)

1985년 9월 <동서(東西)언로>를 창간
(2019년까지 연 2회 발행)

2018년 10월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개칭 후 새로운
도약 모색

최근 2년간 혁신적 도약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 도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소운영실적 : 연구소의특성화 · 전문화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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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기관에서
데이터 추동 글로벌 여론 및 공공외교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 기반 마련



In-House Media Lab System

• Media Data Lab 미디어 개입 발생 관
계, 지식, 정보, 의식, 행위, 감성의 경
향과 특성 및 의미를 분석, 발견하고
해석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역할에 특화된 전문연구자
집단

• Media & Development 
Communication Lab 글로벌 개발 협
력을 미디어와 개발커뮤니케이션 차원
에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 Media Data Lab:빅데이터 전문 리서
치 연구소 Opinion Live와 MOU 체결, 
협력사업을 추진

• Media & Development 
Communication Lab: 글로벌 미디어
개발 기업 PAULUS와 MOU를 체결,  
KOICA 개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

융합/협력형 운영

• 한국외대 교내 지역학·컴퓨터공학·
언어학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

• 한국외대 12개 국제지역연구센터와 협
력

산하 공공브랜드 연구센터
(舊 국가브랜드연구센터)

• 한국의 대외 이미지 관리하는 국가브
랜드위원회, 해외홍보문화원 등과의
협력 관계에서 국가 대외 홍보 전략 수
립에 기여.

• 국내 최초 중앙정부 및 공기업, 지자체
의 브랜드, 마케팅, 홍보, 광고업무 담
당자 대상 공공브랜드전문가 과정을
개설·운영

• ‘한국 지방브랜드 경쟁력 지수’ 개발, 
전국단위 조사 진행

주제/방법론/성과확산 전반에서 창의적이고 현실 개입적인 융복합 연구에 최적화된 연구기관으로 발전

융복합 글로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 연구기관

연구소운영실적 : 연구소의특성화 · 전문화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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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글로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개칭 이후 성장 토대 마련

학술대회 개최 실적
• 총18회(평균 연 3.6회) 국내 세미나
• 2019년 국제 세미나 개최 예정

연구비 수주 실적
• 연구비 수주 계 21건(553,830천원)
• 평균 2.3건(61,536천원)

논문 및 저역서 실적
• SCI 논문 총 43건(평균 4.8건)
• KCI 논문 총 38건(평균4.2건)
• 단독 저·역서 총 2건(평균 0.2건)
• 공통 저·역서 총 15건(평균 1.6건) 

정기간행물/단행본 발간 실적

• <동서언로> 연 2회, 총 10회 발행 지속
• Media Data Lab 이슈 보고서> 2018. 8
• <개도국 정보통신방송전문가 초청연수사업 자체 평가 보고서>
• <커뮤니케이션 모노그라프> 2019. 4.
• M&DC Lab <글로벌 미디어리터러시> 2019. 2.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연구 2016.9

특허 실적/기타실적

• 최재영 교수 “컬러 얼굴인식을 위한 컬러 보상장치(2015.6)”: 
정확한 컬러 얼굴인식을 위해 컬러 보상을 수행하는 컬러 보상장
치 제공

• SCI급 국제학술저널창간 준비위원: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 국제학술지 편집위원:‘Place Branding and Public Diplomacy’ 
Regional Editor for Asia 

• 국가브랜드 추진위 추진단 위원
•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Chinese Journal of Communication
• 국제학회 운영위원:2018년 6월에 서울에서 열린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ociety의 조직위원(local organizing 
committee)으로 학회 준비 및 진행 담당

연구소운영실적 : 연구소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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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글로벌 여론·공공외교 융복합 다학제적 연구진 구성

연구책임
채영길

[행정능력및경력]
• 2018년 한국방송학회 수석총무이사
• 대학본부와학과, 대학원보직: 취업센터장(2년), 대학원주임(3

년), 대학언론사주간(2년) 등
• 한국외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소장(2017년9월~현재)

[연구능력및경력]
• 연구재단프로젝트수행경력: 신진연구자지원사업2차례, 

일반공동연구사업2차례
• SBS서울방송해외연구지원사업수행
• 언론학회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회, 환경커뮤니케이션연구회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 Technology 창간준비위

원

미디어데이터개량분석
모니터링및분석시스템
머신러닝/ 영상처리신호

데이터

인터넷커뮤니케이션
글로벌네트워크문화
국제여론및저널리즘

글로벌
여론

공공브랜드관리
국제커뮤니케이션

공공
외교

일반연구원3명

일반연구원 3명
전임연구원1명

일반연구원 2명
전임연구원1명

연구소인력구성

각분야 개별적 역량이 월등한 전문 연구자들의 융합과
성공적으로 연구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연대 노하우/행정/협력/공동체 운영) 역량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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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데이터 추동 글로벌 여론 및 공공외교 연구
Media Data Driven Global Public Opinion & Diplomacy Research

데이터 추동 미디어
모니터링 / 분석 시스템

개발

네트워크 미디어 기반
글로벌 여론 동향
모니터링 / 분석

미디어 데이터 및
인플루언서

DB 구축과 네트워킹

글로벌 미디어 및
공공외교 전문가 양성

비전 : 글로벌미디어융복합중점연구소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연구인프라구축

연구시스템상용화

연구확산

해외인프라구축

연구와교육안정화

발
전

로
드
맵

연구소발전계획 : 전문화및특성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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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지속가능한 현실 개입 연구 기반으로서의 연구소

•대형기획과제발굴및과제화

•외교통상공공기관중점연구
과제수주

•관련연구집단협력과제수주

바 나 나자생적
수익모델

•모니터링 / 분석시스템

•글로벌여론및공공외교이론
및모델

•교육및전문가양성커리큘럼

[1단계] 연구협력

• K 상품및서비스전략프로젝트

•민간연구및사회단체협력프로
젝트

•외교통상공공기관전략프로젝
트

[2단계] 지식확산

• K 글로벌공공외교통산자문위
원회구성

•보고서등간행물국제서비스
(중어, 일어, 영어)

•모니터링 / 분석시스템지재권

•미디어산업(Youtube 운영)

[3단계] 교육양성

•글로벌공공외교통상모니터링 / 
분석전문가양성과정

•글로벌미디어리터러시국제교
육

•미디어와공공외교미디어교육

연구소발전계획 : 연구비수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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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광역성을 구체화할 네트워킹 형성

공동연구및
협력프로그램

산학협력을통한
시스템/프로그램개발·운영

정책반영및
성과확산

[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 네트워크]

공공브랜드연구센터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기업 네트워크]

오피니언라이브
㈜파울러스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지원

[공공영역 네트워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해외홍보문화원, 국제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등

연구소발전계획 : 외부기관과의협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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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개교60주년외대비전
’2020  대한민국제1의글로벌

융복합대학’목표

인력확충 재정지원

1,500만원x 3년

4,500만원
지원

시설확충

(현) 45 ㎡

대학 미래 비전과 상응

신진교원및연구자확충

중견연구자교류확충

해외미래연구자의정주및
연구환경지원

(추) 4.5 ㎡

데이터분석, 
글로벌여론분석전문가

양성을위한
멀티미디어제작실

추가지원

한국외대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를 글로벌 융복합 연구소로 적극 육성 계획

글로벌 융복합연구를
선도하는연구소활성화

추진 상황에부합

지속적인성장동력확보

대학기관의연구소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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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과제 수행 계획



DATA

- 온라인/SNS
- 포털사이트
- 블로그
- 커뮤니티
- 신문/방송/통신

INFORMATION

- 해외 여론 동향 파악
- 지역 트렌드 분석
- 한류 등의 문화 이슈
- 마켓 동향 분석
- 혐한, 반한 동향 감지

VALUE

- 사전 위기 관리
- 공공외교 지원
- 국가이미지 관리 지원
- 한국 기업 경쟁력 강화
- 의사결정 플랫폼 구축
- 혁신적 문제 해결 제안

한국과 관련한 정보 분석 및 보고

한반도 관련 이슈에 대한 글로벌 공중과 여론 상시 모니터링 및
데이터 기반 공공외교와 국제통상 진흥을 위한 체계적 조사 및 분석 시스템

문제해결방향 : (1) 빅데이터분석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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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지역학이 결합된 학제적 , 분과통합적 연구

글로벌커뮤니케이션및
뉴미디어와의

분과-통합적연구
+

IMAGE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지역학간의

학제적-통합연구
+

IMAGE

전산프로그램및
데이터기술학과의
학제적-통합연구

+

IMAGE

문제해결방향 : (2) 학제적, 분과통합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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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글로벌-지역 미디어커
뮤니케이션 흐름 체계
(Global-Local Media 
Communications 
Flow System)” 모델
도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뉴스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
채널 DB를 구축·관리

한국과 관련된 해외의
여론을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의

구축

한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이슈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

데이터 추동 글로벌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이론, 연구, 교육 및 문제해결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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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회의새로운공적책무및사회적기여발굴과실현

글로벌공중과의네트워킹을통한공공외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언어지역학+데이터기술간문제해결형융복합연구

국가차원을넘어글로벌차원의시민과정보지식인양성교육

잠재적인한반도관련위기및위험이슈의선제적발굴과대응이라는문제해결

연구의독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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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모니터링과 역동적 대응 전략 수립 체계와 프로세스를 반영하는 이론화 및 모델 개발

연구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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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토대]
연구인프라 구축

[적용과 검증]
연구시스템 상용화

[실현과 확산]
연구성과의 확산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한국의 글로벌 여론의 불확실성과 갈등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연구 지속

영역별 연구팀과 파트너 기관들간의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통합적 연구 추진됨

데이터 기반
• 글로벌여론모니터링을위한범주및대상선

정
• 데이터수집프로세스개발

• DB구축, 전처리과정고도화, 분석모듈
개발

• 시각화를위한인터페이스설계

• 시스템통합과지능형검색기능결합
• 기계학습및통계분석모듈결합

글로벌 여론 기반

• 네트워크미디어시대에글로벌공중및
여론의개념과이론화

• 네트워크미디어상에서의한국관련
글로벌여론의동향연구

• 글로벌정보및뉴스유통모델링의데이터분
석을통한실증적검증

• 빅데이터분석을활용한여론조사모델의구
축및타당성검증

• 네트워크미디어시대의불안정및갈등
여론에대한해결방안도출

• 네트워크미디어상정보의글로벌흐름및
영향력확산연구

공공외교 기반

• 공공외교를위한빅데이터활용의의미와
가능성의이론구축

• 한국의대외적이미지관리를위한효율적데
이터운영방안연구

• 네트워크미디어시대의한국공공외교
현황분석

• 온라인채널별한국이미지와여론차이분
석

• 빅데이터를 활용한해외홍보의민관협력
시스템구축방안모색

• 한류에대한팬덤공동체형성과
상호작용성에대한분석

연도별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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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미디어 공중 파악과 한국의 여론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연구의성과목표 : 글로벌공중과미디어모니터링, 분석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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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미지 강화와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위한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연구의성과목표 : 사회적성과

사전위기 관리 도움

- 여론성향 분석

- 이슈 확산 경로 및 추이분석

- 주요 여론주도층 분석

- 사전위기 요인 감지 및 긴급

이슈 발생 보고

의사결정 플랫폼 제공

- 주요 국가의 여론 동향 수집

- 국가별 한국의 여론 차이 분석

-목표 시장별 전략적 방향성 도출

-DB 공개를 통한 공공데이터화잍

관계 강화 기여

- 반한, 혐한에 대한 신속한 대처

- 한국의 부정적 요인 파악

- 해외관광객 불만 요소, 만족도 파

악

공공외교 관리 활동 지원

- 해외언론의 나타나는 한국이미

지

분석

- 한류 등의 영향력 분석

- 해외홍보 활동의 효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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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성과목표 : 학술적성과

1년차
▶◀

2년차
▶◀

3년차
▶◀

논문및저역서목표 연구성과발표

논문
SCI 1건

KCI급 2건

논문
SCI 3건

KCI급 4건

저역서
단독 0건

공동 1건

논문
SCI 4건

KCI급 8건

저역서
단독 1건

공동 1건

정책보고서 또는 자료집 2건

성과발표회 또는 정책제안 포럼 4건

정책보고서 또는 자료집 2건

성과발표회 또는 정책제안 포럼 5건

정책제안(입안서) 또는

정책반영결과 법률안 제안서 등
1건

정책보고서 또는 자료집 2건

성과발표회 또는 정책제안 포럼 6건

정책제안(입안서) 또는

정책반영결과 법률안 제안서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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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의 공공외교 운영 전략 수립은 한국의 대외경쟁력 제고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과
연구와 교육, 산업과 경제적인 기여를 통해서 한국 사회 발전의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허위조작정보대응, 혐한적
뉴스에대응하는전략제안으로
한국의외교, 통상, 안보증진에
직접적으로기여

• 미래사회로의전환중나타나는
글로벌차원의사회문제해결책
제시

• 4차산업혁명시대패러다임의
공공외교및국가브랜드정책
수행에 신뢰할수있는데이터
제공

• 글로벌빅데이터여론
분석/정책전문가& 글로벌
시민성함양교육프로그램
운영

• 시계열적분석가능한기초자료
제공으로국가적커뮤니케이션
전략구성연구의한계를극복

• “글로벌-지역
미디어커뮤니케이션흐름체계”
모델도출위한광범위한학제적
연구

• 미디어산업경쟁력제고하는
커뮤니케이션전략수립근거
자료제공

• 4차산업시대글로벌소비자와
관련깊은 제조, 문화, 정보, 및
서비스산업의상품개발, 홍보
및마케팅에시의성높은정보
제공

국가/지역기여 정책 / 교육적기여 학술적 기여 산업 / 경제적 기여

연구성과의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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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