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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표 

버전 수정일자 수정내용 수정페이지 

1.1 2019-07-03 

1.1 수록 언론사 수 변경 (53건 → 54건) p.1~2 

1.2.1 오늘의 키워드 표출 건수 수정(100건 → 50건) p.6 

1.2 2019-08-01 

1.2.2 오늘의 키워드 분석 주기 수정 p.5 

4.1쉼표를 활용한 검색 설명 추가 p25 

4.1 형태소/바이그램 설명 수정 p.28 

4.2 인용문 분석에 대한 설명 수정 p.33 

1.3 2019-09-02 

5 빅카인즈 분석하기 설명 수정 p.43~45 

5.1.3키워드 트렌드 분석 설명 추가 p.50 

3.2 주간이슈 보기 설명 수정 p.21 

6.3.2 의정 활동 분석 설명 수정 p.99 

5.1.5 분석 정보 추출하기 제공 패턴 수정 p.60 

1.4 2019-11-22 

5.2 개체명 속성 태그 표 추가 p.75 

5.2 형태소 분류 태그 표 추가 p.78 

7.3 나의 뉴스 분석 자료 관리하기 설명 추가 p.117 

8. 커뮤니티 서비스 이용하기 수정 p.120 

1~8. 매뉴얼 목차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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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카인즈 서비스 소개 

1.1 빅카인즈 서비스란 

빅카인즈 서비스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과 같은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수집한 뉴스로 구성된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입니다. 

 빅카인즈 서비스의 역사 

빅카인즈 서비스는 뉴스 검색 서비스인 KINDS (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에서 진화한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입니다. 1990년부터 시작한 KINDS 

서비스를 통하여 주요 일간지, 방송 등 다양한 뉴스를 축적하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축적한 방대한 양의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 ‘빅카인즈’를 구축, 2016년 4월 19일 첫 선을 보였습니다. 빅카인즈 

서비스를 통하여 기존의 단순한 기사 검색에서 벗어나 한층 발전된 심층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빅카인즈 서비스 구성도 

빅카인즈 서비스는 뉴스수집시스템, 뉴스분석시스템, 저장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스수집시스템을 통해 매일 54개(2019.06.30 기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가 자동으로 수집되고 분류됩니다. 분류된 콘텐츠는 뉴스분석시스템에서 

분석된 후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빅카인즈 서비스를 이용하면 뉴스 속 인물, 기관의 관계망, 각 정보원의 인용문 

등을 간단하게 분석하고 뉴스 이슈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카인즈를 통하여 수집되고 분석된 뉴스는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언론사, 

학계, 스타트업 등은 물론 뉴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빅카인즈 서비스 특징 

빅카인즈 서비스는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뉴스 콘텐츠를 가치 있는 정보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분석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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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형 텍스트로 구성된 뉴스 콘텐츠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어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4개 매체(2019.6.30 기준)에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 발행한 약 6천만건의 

뉴스 콘텐츠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특정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뉴스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론사 분류: 언론매체의 종류, 지역, 명칭별로 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통합 분류: 정치, 경제, 문화 등 8개 분야로 뉴스를 분류하고, 이를 다시 총 

93개의 상세 분야로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사건/사고 분류: 범죄, 사고, 사회, 재해로 뉴스를 분류하고, 이를 다시 총 

58개의 상세 분야로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알아두기 

언론사, 통합분류, 사건/사고에 따른 분류표는 빅카인즈 서비스의 초기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빅카인즈 소개 > 수집 기사 정보 > 기사 분류 정보 항목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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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안내 

1.2.1 메인 서비스 

메인 서비스에서는 매일 수집된 뉴스의 주요 이슈, 주요 키워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매일 수집된 뉴스 중 뉴스클러스터 

상위 10개의 이슈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보여줍니다. 

 

 

오늘의 키워드 

매일 수집된 뉴스 내 주요 키워드(인물, 

기관, 장소 등)를 분석하여 보여줍니다. 

I. 오늘의 이슈 

오늘의 이슈에서는 오늘 수집된 뉴스 중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가 수집된 시간을 기준으로 유사한 이슈의 뉴스를 자동으로 

모아 건수가 많은 이슈를 순서대로 10건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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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설명 

1 분석 대상 뉴스 자동으로 분석된 뉴스의 개수가 표시됩니다. 

2 뉴스 클러스터1 뉴스 클러스터의 개수가 표시됩니다. 

3 클러스터 내 대표 이슈 

각 뉴스 클러스터의 대표 이슈가 표시됩니다. 각 이슈를 

선택한 이후 관계도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관계도 분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관계도 분석 화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1.2 관계도 분석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위 클러스터 분류 각 뉴스 클러스터에 포함된 뉴스 개수가 표시됩니다 

 

 분석 주기 

오늘의 이슈는 오전 8시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뉴스를 수집한 후 분석을 

진행합니다. (1일 2회) 

 오전 8시: 전일 오전 8시부터 금일 오전 8시까지의 뉴스를 수집한 후 분석 

 오후 5시: 금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뉴스를 수집한 후 분석 

 분석 방법 

오늘의 이슈는 토픽 랭크 알고리즘을 통하여 분석되고 코사인 유사도에 따라 뉴스 

클러스터로 재구성됩니다.  

 

 

 알아두기 - 뉴스 클러스터링 

형태소 분석과 문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 자동으로 뉴스를 모아주는 기술입니다. 

 분석 대상이 되는 뉴스를 1건씩 형태소 분석하여 ‘명상 상당어구’를 추출 

 ‘명사 상당어구’에서 토픽랭크(TopicRank)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뉴스 내 중요 

키워드를 선정한 후 키워드를 벡터(Vector)로 구성 

 문서 벡터간 코사인 거리(Cosine Distance) 계산하여 문서 간의 

유사도(Similarity)가 임계치(0.2) 이상인 뉴스를 그룹핑 

 모든 문서가 클러스터링 될 때까지 문서 간 그룹핑 반복 수행 

작업이 완료 된 뉴스 클러스터링 품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률2: 평균 82.43% 

                                                
1 뉴스 클러스터: 뉴스를 주제별로 분류한 후, 특정 이슈(키워드)별로 묶은 뉴스 그룹을 말합니다. 

2 정확률 = (정확히 추출된 결과 정보의 수 / 전체 결과 정보의 수) * 100 

중요키워드추출

뉴스클러스터

생성

뉴스클러스터내

대표키워드추출

뉴스클러스터

제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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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오늘의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에서는 수집된 뉴스에 포함되어 있는 개체(인물, 기관, 장소)의 

이름과 발생 빈도를 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뉴스는 내용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분야별 이름 

뉴스의 내용에 따라 분류된 분야가 표시됩니다. 각 분야를 

클릭하면 하단에 선택한 분야에 포함된 개체 이름이 

표시됩니다. 

2 개체 이름 
선택한 분야에 포함된 개체 이름이 표시됩니다. 

각 개체는 뉴스 내에서 많이 언급될수록 크게 나타납니다. 

3 개체 색상 범례 

각 개체의 색상별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갈색 개체: 인물 이름 

 파란색 개체: 기관 이름 

 초록색 개체: 장소 이름 

 

 분석 주기 

오늘의 키워드는 0시부터 3시간 간격씩 당일 뉴스를 누적 집계 분석하며 마지막 

분석은 23시 30분에 수행합니다. (1일 9회) 

회차 분석 시간 분석 대상 

1 0시 0시 기준 당일 뉴스 

2 3시 0시 ~ 3시 기준 당일 뉴스 

3 6시 0시 ~ 6시 기준 당일 뉴스 

4 9시 0시 ~ 9시 기준 당일 뉴스 

5 12시 0시 ~ 12시 기준 당일 뉴스 

6 15시 0시 ~ 15시 기준 당일 뉴스 

7 18시 0시 ~ 18시 기준 당일 뉴스 

8 21시 0시 ~ 21시 기준 당일 뉴스 

9 23시 30분 0시 ~ 23시 30분 기준 당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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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방법 

오늘의 키워드는 SSVM3 알고리즘을 사용한 개체명 분석기를 통해 분석됩니다. 각 

키워드는 발생 빈도순으로 상위 50개의 키워드가 선정되어 표시됩니다. 

 

 알아두기 - 개체명 분석 

개체명 분석은 SSVM(Structural Support Vector Machin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뉴스 

텍스트 내에서 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SSVM은 기존의 SVM4 (Support 

Vector Machine)을 확장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개체명: 홍길동(인물), 국회(기관), 서울특별시(장소)와 같이 특정 의미 범주를 

가지는 단어 

 개체명은 고유명사인 경우가 많으며,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고 때로는 같은 단어라도 

사용되는 문장에 따라 상이하며, 고유명사 하나가 하나의 개체명을 이룰 수도 

있지만 2개 이상의 고유명사나 일반명사와 결합하여 복합명사 형식의 개체명을 

이룰 수 있음 

 개체명 분석기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기반으로 사용함 

 

개체명 분석의 품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률: 평균 84.2% / 재현율: 93.5%5 

  

                                                
3 SSVM(Structural Support Vector Machine): 기존의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확장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으로서 기존의 SVM이 바이너리 분류, 멀티클래스 분류 등을 지원하는 반면에 

SSVM은 더욱 일반적인 구조의 문제(예를 들어, 시퀀스 라벨링, 구문 분석 등)를 지원합니다. 

4 SVM(Support Vector Machine):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 두 카테고리 중 한 쪽에 속한 데이터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지 

판단하는 비확률적 이진 선형 분류 모델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분류 모델은 데이터가 사상된 

공간에서 경계로 표현되는데 SVM 알고리즘은 그 중 가장 큰 폭을 가진 경계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5 정확률과 재현율은 정보검색 및 분석의 평가지표로 사용됩니다. 평가 지표를 통해 분석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정확률 = (정확히 추출된 결과 정보의 수 / 전체 결과 정보의 수) * 100 

- 재현율 = (실제로 추출된 정확한 정보의 수 / 정확한 전체 정보의 수) * 100 

뉴스내개체명추출

각개체를발생빈도

순으로정렬

개체명을정렬순서에

따라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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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뉴스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 내 수집된 뉴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한 후 분석 결과를 활용 및 

시각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뉴스 분석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I. 뉴스 검색 

뉴스 검색은 검색 조건, 상세검색, 나의 사전, 나의 검색식을 통해 뉴스를 

검색하는 단계입니다. 

 

 검색조건: 기간, 언론사, 통합분류, 사건사고 분류를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상세검색: 결과 범위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나의 사전: 어휘 분류를 활용해 검색할 때 사용합니다. 

 나의 검색식: 직접 구성하여 저장된 검색식을 활용해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는 다양한 검색 필터를 통해 검색 결과의 범위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검색 필터: 검색 필터 조건을 이용해 범위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결과 내 재검색: 기본검색의 결과 범위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선택 삭제: 목록에서 뉴스를 선택하여 범위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식 저장: 뉴스검색 조건과 필터링 조건을 저장하여 나의 검색식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I. 분석 결과 및 시각화 

검색 및 검색 필터링을 통한 뉴스를 토대로 분석 및 시각화하는 단계입니다. 

분석이 완료된 자료는 다운로드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분석 결과 데이터 미리 보기 및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서비스입니다. 

 관계도 분석: 검색한 뉴스에서 추출된 개체(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키워드 트렌드: 검색어와 관련된 기사의 수를 시계열 그래프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연관어 분석: 뉴스 분석 건수에 따라 검색어의 연관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보 추출: 구문 패턴 문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분석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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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시각화 서비스 

시각화 서비스는 검색된 키워드와 관련된 뉴스를 분석해 다양한 시각화 

차트제작 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 분석 

검색어와 관계된 개체(인물, 기관, 장소 

등)을 네트워크 형태로 보여줍니다. 

 

분석절차 

1. 오늘의 이슈, 키워드 검색결과를 

분석대상으로 선택 

2. 뉴스 내 개체명 (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 

정보를 추출 

3. 개체명간의 연결관계 구성 

4. 시각화 화면에 분석결과를 표시 

* 키워드 검색의 경우 실시간 분석을 위해 

정확도 순 상위 100건의 뉴스를 분석 

 

연관어 분석 

검색어와 연관된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 및 

막대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분석절차 

1.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함 

2. 일, 월, 연 단위로 기사 발생건수 집계 

3. 통계결과를 선형, 영역형, 세로막대형, 

가로막대형 그래프로 표시 

 

키워드트렌드 

검색어와 관련된 기사의 수를 시기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분석절차 

1.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함 

2. 정확도 순 상위 N개의 뉴스 내 키워드 추출 

3. 토픽랭크(TopicRank) 알고리즘을 활용해 

키워드 간 연관관계 분석 

4.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 

세로막대 형태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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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기타 서비스 

남북관계 뉴스, 정치인으로 보는 뉴스, 주간이슈 등의 뉴스를 심층적이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한 뉴스의 메타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R, SPSS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미세먼지 

지역별 미세먼지 정보 및 관련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뉴스 

1990년 이후 남북관계에 관련된 추천 

키워드, 각국 정상 발언, 북한 전문가 발언, 

히스토리 등의 뉴스 분석을 제공합니다. 

 

기업으로 보는 뉴스 

300대기업, 30그룹사의 뉴스 이슈키워드, 

뉴스 관계도, 키워드 트렌드, 최신뉴스, 

관련뉴스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보는 뉴스 

국회의원 발의안, 회의록 발언, 뉴스 속 

발언내역, 국회의원 뉴스키워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간이슈 

뉴스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를 일별로 

보여줍니다. 

 

다운로드 

뉴스의 메타 정보, 뉴스 분석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데이터는 R, SPSS 등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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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활용분석 사례 

 활용사례 

활용사례에서는 빅카인즈를 활용한 사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 메뉴에서 빅카인즈 소개 > 활용분석 사례 > 활용사례 탭을 클릭하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여 원하는 사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활용사례의 목적과 맞지 않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사례 선택 영역 ‘활용사례’ 또는 ‘분석사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검색 영역 키워드를 입력하여 활용사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활용사례 목록 활용사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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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사례 

분석사례에서는 다른 사용자가 분석한 결과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메뉴에서 빅카인즈 소개 > 활용분석 사례 > 분석사례 탭을 클릭하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분석 사례는 각 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어를 입력하여 원하는 

사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분야 선택 영역 
분석사례를 분야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분석 분야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분야의 분석사례 목록이 표시됩니다. 

2 검색 영역 키워드를 입력하여 분석사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분석사례 목록 분석사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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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집기사 정보 

수집기사 정보에서는 빅카인즈 뉴스검색에 이용할 수 있는 기사 분류와 제공하는 

수록 기사 현황을 연도별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1 기사 분류 정보 

기사 분류 정보에서는 언론사의 분류, 매체범주, 지역, 언론사, 유형분류 등의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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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기 – 유형분류 

빅키인즈에서 제공하는 유형분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정치 행정_자치 / 북한 / 국회_정당 / 외교/ 정치일반 / 선거 / 청와대 

경제 
자원 / 부동산 / 금융_제테크 / 경제일반 / 자동차 / 반도체 / 산업_기업 /  

무역 / 서비스_쇼핑 / 증권_중시 / 외한 /취업_창업 / 유통 / 국제경제 

사회 
의료_건강 / 환경 / 사건_사고 / 여성 / 장애인 / 날씨 / 노동_복지 /  

사회일반 / 미디어 / 교육_시험 

문화 
영화 / 문화일반 / 미술_건축 / 음악 / 방송_연예 / 학술_문화재 /  

종교 / 요리_여행 / 생활 / 전시_공연 / 출판 

국제 
러시아 / 일본 / 국제일반 / 충동_아프리카 / 유럽_EU / 미국 / 중남미 /  

중국 / 아시아 

지역 
충남 / 대전 /경남 / 제주 / 대구 / 경기 / 지역일반 /울산 / 광주 / 강원 / 

 전북 / 충북 / 부산 / 경북 / 전남 

스포츠 

야구(한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 / 스포츠일반 / 

축구(해외축구,국가대표팀,한국프로축구) / 올림픽_아시안게임 / 농구_배구 / 

골프 / 월드컵 

IT_과학 인터넷_SNS / 과학 / 콘텐츠 / 모바일 / IT_과학일반 / 보안 

 

번호 구분 설명 

1 언론사 분류 
서울, 경기 등 7개 지역별 54개 언론사의 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매체범주 
빅카인즈에서는 5개(중앙지,경제지,지역종합지,방송사,전문지)의 

매체범주로 기사 검색이 가능합니다. 

3 지역 
빅카인즈에서는 7곳(서울,경기,강원,경상,전라,충청,제주)의 지역으로 

기사 검색이 가능합니다. 

4 언론사 빅카인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유형분류 

빅카인즈의 ‘유형 분류’와 ‘사건/사고 분류’의 카테고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분류: 총 93개 상세 분류 정보를 3단계(depth)로 제공합니다. 

 사건/사고분류: 총 58개 분류 정보를 3단계(depth)로 제공합니다. 



  

14 

 알아두기 – 사건/사고분류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사건/사고 분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범죄 

성범죄 성폭행 / 성추행 / 성희롱 / 성매매 / 음란물 

기업범죄 내부자거래 / 거래제한 / 반득점범죄 / 계약위반 / 횡령 

정치 뇌물수수 

범죄일반 방화 / 폭행 / 절도 / 유괴(납치) / 살인 / 사기 / 마약 

사고 
산업사고 붕괴 / 폭발 / 화재 / 원자력사고 

교통사고 항공사고 / 우주사고 / 해상사고 / 철도사고 / 노상사고 

재해 자연재해 눈사태_산사태 / 태풍 / 폭염 / 해일 / 화산폭발 / 가뭄 / 지진 / 홍수 

사회 
사회문제 학대 / 중독 / 미성년범죄 / 노예 / 자살 

사회갈등 전쟁 / 테러행위 / 시위 / 반란_혁명_폭동 / 대량학살 

 

1.4.2 수록 기사 

수록 기사에서는 언론사의 수집기간, 수집누락 기간 등 연도별 기사가 표출되어 

있으며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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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원 정책 

빅카인즈는 회원 등급별로 서비스가 다르게 제공됩니다. 회원 등급별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비회원 회원 

검색 

뉴스검색필터 가능 가능 

상세검색 가능 가능 

사전 검색 제한(‘나의 사전’ 이용 불가) 가능 

나의 검색식 검색 불가 가능 

검색 

결과 

결과 내 재 검색 가능 가능 

뉴스 

제한 

(분석제외 기사 선택 불가, 

검색식 저장 불가)  

가능 

인용문 최근 1개월 제한 가능 

데이터 다운로드 불가 가능 

관계도분석 
제한 

(‘오늘의 이슈’ 분석만 가능) 
가능 

키워드트렌드 
제한 

(‘일간’ 기간선택 불가) 
가능 

연관어분석 

 기간 3개월 제한 

 상위 500건 기사 제한 

 분석 결과 저장 불가 

 기간 제한 없음 

 상위 1,000건 기사 제한  

 분석 결과 저장 가능 

정보추출 불가 가능 

특별기획 가능 가능 

주간이슈 최근 1개월 제한 기간 제한 없음 

활용분석사례 제한(의견 작성 불가) 가능 

古신문 가능 가능 

커뮤니티 
제한 

(Q&A 등록, 의견 작성 불가) 
가능 

마이 페이지 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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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카인즈 초기 화면 알아보기 

빅카인즈 초기 화면에서는 서비스 메뉴와 매일 수집되는 뉴스를 자동으로 분석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주 메뉴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입니다. 각각의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검색 메뉴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수집 정보량 빅카인즈에서 수집한 정보의 양이 표시됩니다. 

4 오늘의 이슈 오늘 수집된 뉴스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10개의 이슈가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5 분석 기준 일시 오늘의 이슈, 오늘의 키워드 등의 뉴스를 수집하고 분석한 시간이 표시됩니다. 

6 빅카인즈 소개 
뉴스 분석 방법 안내,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연도별 수록 뉴스 현황 바로가기를 

제공합니다. 

7 오늘의 키워드 
오늘 수집된 뉴스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를 인물, 장소, 기관으로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각 키워드는 분류에 따라 다른 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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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 메뉴 

주 메뉴에서는 빅카인즈의 주요 서비스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전 로그인 후 

    

번호 구분 설명 

1 검색·분석 검색·분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뉴스보기 최신 뉴스, 주간이슈, 고신문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별기획 
지역별 미세먼지, 남북관계 뉴스, 정치인으로 보는 뉴스, 

기업으로 보는 뉴스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커뮤니티 
공지사항이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FAQ)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빅카인즈 소개 빅카인즈 서비스 소개 및 활용분석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로그인/회원가입 빅카인즈 로그인/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7 사이트맵 빅카인즈의 전체 사이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마이페이지 

∙ 로그인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심뉴스, 최근 본 뉴스나 

스크랩한 뉴스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뉴스를 분석한 후 저장한 결과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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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검색 메뉴 

검색 메뉴에서는 원하는 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검색창 
검색어를 입력하는 영역입니다. 검색창을 클릭하면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2 검색 
입력한 검색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검색 조건 

검색 조건이 표시됩니다. 검색 필터, 사전, 검색식 등을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검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빅카인즈 검색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하여 원하는 키워드를 쉽게 찾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검색어 자동완성 영역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 목록이 표시됩니다. 

클릭하면 해당 키워드가 자동으로 검색창에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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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보기 

3.1 최신뉴스 보기 

최신뉴스 보기에서는 오늘 수집된 뉴스를 분야별, 언론사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뉴스 목록 
수집된 뉴스가 표시됩니다. 보고 싶은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뉴스가 팝업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2 언론사 선택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를 선택하면 해당 

언론사의 뉴스가 표시됩니다. 

3 뉴스 보기 설정( ) 

수집된 뉴스가 표시되는 형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형 보기( ): 수집된 뉴스가 카드 형태로 

나열됩니다. 

 목록형 보기( ): 수집된 뉴스가 목록 형태로 

나열됩니다. 

4 뉴스 분석하기 
원하는 뉴스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뉴스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5 오늘의 이슈 오늘의 이슈가 표시됩니다. 

6 오늘 뉴스 현황 

오늘 수집된 뉴스의 전체 수와 각 분야별 뉴스의 비율이 

표시됩니다. 분야별 그래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면 

해당하는 분야의 뉴스 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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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팝업 화면 

 

번호 구분 설명 

1 원문보기 현재 보고 있는 뉴스의 출처로 이동합니다. 

2  현재 보고 있는 뉴스의 글자 크기를 작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보고 있는 뉴스의 글자 크기를 크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보고 있는 뉴스를 스크랩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한 

뉴스는 ‘마이페이지’ → ‘나의 뉴스’ → ‘스크랩 뉴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현재 보고 있는 뉴스의 본문을 읽어주는 서비스입니다. 

6  
현재 보고 있는 뉴스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현재 보고 있는 뉴스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공유하려면 해당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빅카인즈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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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간이슈 보기 

주간이슈에서는 일자별로 추출된 ‘오늘의 이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메뉴 뉴스보기 > 주간이슈를 클릭하면 주간이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검색 영역 
검색을 원하는 일자를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일자를 포함한 일주일치 ‘오늘의 이슈’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2 검색 결과 영역 

일자별 이슈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슈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이슈에 대한 뉴스 검색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좌/우측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지난 이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데이터 다운로드 
검색된 일자로부터 지난 일주일치 이슈의 제목과 건수가 

다운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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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古)신문 보기 

고신문에서는 1880~1955년대에 발행된 한성순보, 독립신문과 같은 고신문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언론사, 유형 등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 메뉴 뉴스보기 > 고신문 항목을 클릭하면 고신문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화면 선택 영역 

‘키워드 검색’과 ‘디텍토리’ 각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키워드 검색: 원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를 검색합니다. 

 디렉토리: 언론사별, 날짜별 뉴스를 검색합니다. 

2 검색 영역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신문의 발행일, 언론사,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검색 결과 영역 
검색된 신문 목록이 표시됩니다. 목록을 클릭하면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로 이동하며, 해당하는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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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기 

고신문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www.nl.go.kr/newspaper)로 이관되었습니다. 빅카인즈에서 고신문을 검색하시면, 

검색 결과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빅카인즈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고신문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koreanhistor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l.go.kr/newspaper/
http://www.koreanhisto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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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카인즈 검색하기 

4.1 검색하기 

메인화면 검색창 혹은 검색∙분석 > 뉴스 검색∙분석을 클릭하면 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검색창 

기본 검색어에 검색 연산자를 사용하여 더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색 연산자] 

 단어 중 1개이상 포함: 각 검색어 사이에 'OR' 또는   

‘,(쉼표)’를 입력합니다. 

예) "인공지능", "빅데이터" 중 1개 이상 포함된 뉴스 

검색 시: 인공지능 OR 빅데이터 /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검색 

 다음단어 모두 포함: 각 검색어 사이에 띄어쓰기(1칸), 

'AND' 또는 '+'를 입력합니다. 

예)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두 포함된 뉴스 검색 시: 

인공지능 빅데이터 / 인공지능 AND 빅데이터 / 

인공지능 + 빅데이터로 검색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 단어/문구를 큰따옴표("") 안에 

넣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문구가 정확히 포함된 뉴스를 검색 

시: “4차 산업혁명”으로 검색 

 다음단어 제외: 제외하고자 하는 단어 앞에 'NOT' 또는 '-

'를 입력합니다. ('-' 기호는 단어 바로 앞(띄어쓰기 

없음)에 기입해야 합니다.) 

예) "인공지능"이 포함된 뉴스 중 "빅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뉴스만 검색 시: 인공지능 NOT 빅데이터 /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검색 

2 기간 
검색할 뉴스의 발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본값은 최근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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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설명 

3 검색 입력한 상세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합니다. 

4 초기화( ) 상세 검색 화면에 입력한 모든 값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검색 연산자를 활용해 다음과 같이 복합 검색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AND (인공지능 OR 빅데이터) NOT 사물인터넷 

띄어쓰기를 포함해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완전하게 포함된 뉴스 중 인공지능 혹은 

빅데이터를 포함하면서 사물인터넷을 포함하지 않는 뉴스를 검색합니다. 

 

 알아두기 

두자 이상의 검색어로 검색할 때 쉼표(,)를 활용해서 복합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검색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검색결과창에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두 가지의 

옵션을 전부 선택하면 ‘인공지능 OR 빅데이터’로 검색되며 각각의 검색어를 선택 시 

선택한 검색어의 검색 결과만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때 시각화분석의 키워드 트렌드에도 각각의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시각화 

분석 시 활용법은 “5.빅카인즈 분석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 화면 –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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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설명 

1 언론사 

검색할 뉴스의 지역이나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선택: 검색할 뉴스의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지역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언론사 선택: 그룹 단위(중앙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방송사, 전문지)로 언론사를 선택하거나 개별 언론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 화면 – 통합분류 / 사건사고 분류 

 

 

 

 

번호 구분 설명 

1 통합분류 

검색할 뉴스가 포함되어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분야는 중복 선택할 수 있으며,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합분류는 정치, 경제 등 총 8개 분야로 분류되며 각각의 

뉴스는 최대 세 가지 분류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사건/사고 분류 

검색할 뉴스가 포함되어 있는 사건/사고 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분류는 범죄, 사고, 재해, 사회로 분류되며 

각각의 뉴스는 여러 개의 분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통합분류와 사건/사고 분류에 대한 상세한 분류는 “1.4 수집 기사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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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조건 화면 – 상세검색 

 

 

번호 구분 설명 

1 검색유형 

검색하고자 하는 정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용문을 

선택한 경우, 상세검색 항목이 인용문 검색 항목으로 

변경됩니다. 인용문 검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2 인용문 

검색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검색어 처리 

키워드의 검색어 처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형태소 분석: 키워드를 문장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 

단위로 검색합니다. 

예) ‘여론조사’ 검색 시: ‘여론조사 AND 여론 AND 

조사’로 검색 

 바이그램: 키워드를 두 글자 단위로 잘라 검색합니다. 

예) ‘여론조사’ 검색 시: ‘여론 AND 론조 AND 조사’로 

검색 

 바이그램/형태소 분석: 형태소 분석결과와 바이그램 

검색결과를 함께 보여주는 검색 방식입니다. 

예) ‘여론조사’ 검색 시: ‘여론조사 AND 여론 AND 조사’ 

OR ‘여론 AND 론조 AND 조사’로 검색 

3 검색어 범위 

키워드의 검색어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목+본문: 키워드를 뉴스의 제목과 본문에서 

검색합니다. 

 제목: 키워드를 뉴스의 제목에서 검색합니다. 

 본문: 키워드를 뉴스의 본문에서 검색합니다. 

4 기고자명 입력한 기고자의 뉴스만 검색합니다. 

5 단어 중 1개 이상 포함 

 기본검색어를 포함하면서, 입력한 단어 중 하나라도 

포함된 뉴스를 검색하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예) 기본검색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중 1개 이상 

포함된 뉴스 검색 시: 인공지능, 빅데이터 입력 

6 다음단어 모두 포함 
 기본검색어와 입력한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뉴스를 

검색하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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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설명 

예) 기본검색어, "인공지능"이 모두 포함된 뉴스 검색 시: 

인공지능 입력 

7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 

 기본검색어를 포함하면서, 입력한 단어/문장이 변형 없이 

입력된 순서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문장을 검색하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예) "4차 산업혁명" 문구가 정확히 포함된 뉴스를 검색 

시: 4차 산업혁명 입력 

8 다음단어 제외 

 입력한 단어가 포함된 뉴스는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예) 기본검색어가 포함된 뉴스 중 "사물인터넷"이 

포함되지 않은 뉴스만 검색 시: 사물인터넷 입력 

9 초기화 상세 검색 화면에 입력한 모든 값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대부분의 키워드는 형태소 분석 방식을 활용할 때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신조어의 경우에는 형태소 분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므로 바이그램 방식이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스펙’과 같은 신조어를 형태소 분석 방식으로 검색하면 ‘탈스펙’을 ‘스펙’으로 

인식하여 검색하게 되므로 바이그램 방식이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형태소 분석: 키워드를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지만 누락되는 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그램: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뉴스를 검색할 수 있지만 두 글자 이상 키워드의 

경우, 잘못된 뉴스가 검색될 수 있습니다. 

 형태소/바이그램 분석: 형태소 분석결과와 바이그램 검색결과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 

상세 정보를 이용한 검색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검색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뉴스 검색 필터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를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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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설명 

1 검색 필터 

검색 필터를 활용하여 검색 결과 중에서 원하는 뉴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선택된 항목에 해당하는 

뉴스만 검색 결과에 표출됩니다. 

 기간: 검색 결과에 포함된 뉴스의 발행 연도가 표시됩니다. 

 언론사: 검색 결과에 포함된 뉴스의 언론사 목록이 표시됩니다. 

 통합 분류: 검색 결과에 포함된 뉴스의 주제(분야) 목록이 

표시됩니다. 

 사건/사고 분류: 검색 결과에 포함된 뉴스의 사건/사고 분류 

목록이 표시됩니다. 

 분석: 분석에 포함된 기사(‘분석 기사’) 개수와 분석에서 

제외되는 기사(‘분석 제외’) 개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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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설명 

2 검색 결과 

검색된 뉴스가 표시됩니다. 

 뉴스: 검색 결과 추출된 뉴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인용문: 검색 결과 추출된 뉴스 내 인용문 목록이 

표시됩니다. 

3 결과 내 재검색 

기본검색의 결과 내 재검색을 하여 범위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키워드 포함: 검색 결과 내 포함하여 재검색할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키워드 제외: 검색 결과 내 제외하여 재검색할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4 결과 보기 설정 

뉴스가 표시되는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렬 기준: 뉴스의 정렬 순서를 설정합니다. (기본값: 최신순) 

 보기 설정: 한 화면에 표시되는 뉴스 개수를 설정합니다. 

(기본값: 10건씩 보기) 

5 검색식 저장 현재 진행한 검색에 대한 검색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6 뉴스분석 

클릭하면 검색 결과에 대한 데이터 다운로드를 비롯해 관계도,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각 분석 메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빅카인즈 분석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정렬 기준 

정렬 기준에는 크게 ‘최신순’, ’과거순’, ’정확도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최신순’: 뉴스의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최신순서부터 나열한 방법 

‘과거순’: 뉴스의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과거순서부터 나열한 방법 

‘정확도순’: 입력된 검색어의 빈도가 높고 문서의 길이가 짧은 기사를 우선으로 나열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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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기 – 분석 제외 기사 

 

 

검색 필터에서 ‘분석 제외’를 선택하여 분석에서 제외되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 유사도가 높은 기사가 반복적으로 수집되면 분석 기사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인사, 부고, 동정, 포토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은 

기사는 분석에서 예외로 처리합니다. 

검색 필터에서 ‘분석 제외’ 선택 시 ‘관계도 분석’,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분석’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알아두기  

검색식을 저장하려면 빅카인즈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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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용문 검색하기 

상세검색을 이용하여 뉴스에 포함되어 있는 인용문과 정보원(인물, 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검색 화면에서 검색유형을 인용문으로 설정하면 상세검색 항목이 인용문 검색을 

위한 항목으로 변경됩니다. 

 

 알아두기 

인용문 검색어 처리는 키워드를 두 글자 단위로 잘라 검색하는 ‘바이그램’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인용문 검색 결과, ‘분석 기사만 보기’, ‘분석 제외 기사만 보기’ 필터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인용문 분석에서는 ‘데이터 다운로드’ 이외의 분석 및 시각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 검색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뉴스 내 인용문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의 인용문을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인용문 입력한 키워드를 포함한 인용문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원 
입력한 키워드를 포함한 정보원(인물, 기관 등)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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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전을 이용하여 검색하기 

사전 검색에서는 사전을 이용하여 원하는 뉴스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은 텍사노미6, 공유사전, 시소러스7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의 사전 

기능을 이용하면 나만의 사전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메뉴에서 사전검색을 클릭하면 텍사노미 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텍사노미 

화면에서 공유사전, 시소러스, 나의사전 탭을 클릭하여 해당하는 사전 검색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3.1 텍사노미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사전을 이용하여 뉴스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사전의 키워드는 나무 구조(트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상위 목록에 있는 

키워드를 선택할 경우, 해당 키워드의 하위 목록에 있는 키워드가 자동으로 

검색창에 검색식으로 입력됩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사전 유형 선택 영역 

사전검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전 유형이 표시됩니다.  

각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사전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텍사노미: 단어 간 계층관계를 나타낸 분류체계 사전 

7 시소러스: 키워드의 유의어, 관련어를 나타낸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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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설명 

2 사전 목록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텍사노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전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사전의 내용이 하단에 

표시됩니다. 

3 사전 정보 영역 

사전 목록에서 선택한 사전의 내용이 나무 구조(트리 구조) 

형태로 표시됩니다. 사전 또는 사전에 포함된 키워드를 선택한 

후 선택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창에 선택한 키워드가 

입력됩니다. 두 개 이상의 키워드를 검색할 때에는 다음의 

연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 OR로 연결된 키워드의 합집합을 검색합니다. 

 AND: AND로 연결된 키워드의 교집합을 검색합니다. 

 NOT: NOT으로 연결된 키워드를 제외하고 검색합니다. 

4 나의 사전에 추가 선택된 사전을 나의 사전 목록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검색 결과 화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 검색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2 공유사전 

공유사전에서는 빅카인즈의 사용자가 공유한 사전을 이용하여 뉴스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사전의 키워드는 나무 구조(트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상위 목록에 있는 키워드를 선택할 경우, 해당 키워드의 하위 목록에 있는 

키워드가 자동으로 검색식에 입력됩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사전 유형 선택 영역 사전검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전 유형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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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설명 

각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사전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사전 목록 

빅카인즈의 사용자가 공유한 사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전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사전의 내용이 하단에 

표시됩니다. 

3 사전 정보 영역 

사전 목록에서 선택한 사전의 내용이 나무 구조(트리 구조) 

형태로 표시됩니다. 사전 또는 사전에 포함된 키워드를 

선택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창에 선택한 키워드가 

입력됩니다. 두 개 이상의 키워드를 검색할 때에는 다음의 

연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 OR로 연결된 키워드의 합집합을 검색합니다. 

 AND: AND로 연결된 키워드의 교집합을 검색합니다. 

 NOT: NOT으로 연결된 키워드를 제외하고 검색합니다. 

 알아두기 

나의 사전으로 가져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사전을 나의 사전 목록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 검색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3 시소러스 

시소러스에서는 원하는 키워드에 대한 뉴스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소러스 검색을 통해 원하는 표제어의 유의어 및 관련어 목록을 

선택, 키워드 간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검색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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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설명 

1 사전 유형 선택 영역 

사전검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전 유형이 표시됩니다.  

각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사전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검색범위 

키워드의 검색범위를 시소러스의 표제어8 또는 유의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제어: 시소러스의 표제어로 등록된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유의어: 시소러스의 표제어와 뜻이 비슷한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3 시소러스 찾기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한 후 시소러스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포함한 시소러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4 시소러스 목록 보기 설정 

시소러스 목록 정렬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글: 한글을 선택하면 해당 자음을 포함하는 표제어가 

자모순으로 표시됩니다. 

 영문: 영문을 선택하면 표제어가 영문순으로 표시됩니다. 

 숫자: 숫자를 선택하면 숫자로 시작되는 표제어가 숫자 

및 자모순으로 표시됩니다.  

5 시소러스 목록 빅카인즈에 등록된 시소러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6 
시소러스 유의어 및 

관련어 목록 

시소러스 목록에서 선택한 표제어의 유의어 및 관련어가 

표시됩니다. 유의어 및 관련어 중 검색에 포함할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어: 시소러스의 표제어와 유의관계가 있는 키워드가 

표시됩니다. 

 관련어: 시소러스의 표제어와 연관관계가 있는 키워드가 

표시됩니다. 

7 검색조건 설정 

시소러스 표제어와 유의어 및 관련어 간 검색조건, 유의어 및 

관련어 내 검색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OR: OR로 연결된 키워드의 합집합을 검색합니다. 

 AND: AND로 연결된 키워드의 교집합을 검색합니다. 

8 적용 

검색한 표제어의 유의어 및 관련어 선택 및 검색조건 설정 후 

적용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구성된 검색식이 검색창에 

표시됩니다. 

 

 알아두기 

시소러스 및 텍사노미 사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 검색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표제어: 그룹을 대표하며 유의어 없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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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기 

시소러스 검색범위를 유의어로 선택한 후 키워드를 검색하면 해당 키워드를 유의어로 

갖는 표제어가 시소러스 목록에 표시됩니다. 

 

표제어를 선택하면 하단에서 시소러스 유의어 및 관련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소러스 표제어와 유의어 및 관련어 간 검색조건, 유의어 및 관련어 내 검색조건 설정 

후 적용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구성된 검색식이 검색창에 표시됩니다.  

복수의 유의어(관련어)를 적용시키는 경우 다음의 결과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표제어’에 복수의 ‘유의어’를 OR 체크할 경우 

> ‘표제어’ OR (‘유의어’ OR ‘유의어’) 

예) (경단련) OR (경제단체연합회 OR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 ‘표제어’에 복수의 ‘유의어’를 AND 체크할 경우 

> ‘표제어’ AND (‘유의어’ OR ‘유의어’) 

    예) (경단련) AND (경제단체연합회 OR 일본경제단체연합회) 

  

 

 

4.3.4 나의 사전 

나의 사전에서는 직접 구성한 나만의 사전을 이용하여 뉴스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전은 텍사노미 또는 공유사전에서 나의 사전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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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설명 

1 사전 유형 선택 영역 

사전검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전 유형이 표시됩니다. 각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사전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사전 목록 

나의 사전에 등록된 사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전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사전의 내용이 하단에 

표시됩니다. 

3 사전 정보 영역 

사전 목록에서 선택한 사전의 내용이 나무 구조(트리 구조) 

형태로 표시됩니다. 사전에 포함된 키워드를 선택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창에 선택한 키워드가 입력됩니다. 두 개 

이상의 키워드를 검색할 때에는 다음의 연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 OR로 연결된 키워드의 합집합을 검색합니다. 

 AND: AND로 연결된 키워드의 교집합을 검색합니다. 

 NOT: NOT으로 연결된 키워드를 제외하고 검색합니다. 

 알아두기 

나의 사전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빅카인즈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 검색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9 

4.4 검색식을 이용하여 검색하기 

검색식 검색에서는 기존에 저장한 검색식을 이용하여 뉴스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메뉴에서 나의 검색식 검색을 클릭하면 검색식 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나의 검색식 검색 나의 검색식 검색 탭을 클릭하면 검색식 화면이 나타납니다. 

2 검색식 목록 
기존에 저장한 검색식 목록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검색식을 

선택하면 검색식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검색식 상세 보기 
선택한 검색식에 대한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검색식으로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검색식을 이용하여 뉴스를 검색합니다. 

 알아두기 

검색식 검색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빅카인즈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검색식은 검색 결과 화면에서 검색식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 검색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 

4.5 공공데이터 정보 검색하기 

메인 화면에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내 뉴스빅데이터 분석 정보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뉴스빅데이터 분석 정보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뉴스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빅데이터 분석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하고 그 결과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 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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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빅카인즈 분석하기 

빅카인즈는 뉴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빅카인즈 서비스를 이용한 분석은 뉴스 검색 > 검색 결과 > 분석 결과 및 시각화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뉴스 검색: 분석하려고 하는 키워드에 대한 뉴스를 검색합니다.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법은 “4.빅카인즈 검색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검색 결과: 검색 결과 화면의 검색 필터를 이용하여 검색한 뉴스 중 일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검색 필터 목록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선택한 필터에 해당하는 검색 

결과만 표출됩니다. 

 

 

ii. 검색 결과 목록에서 뉴스를 확인합니다. 분석에서 제외하고 싶은 뉴스를 

체크박스에서 선택하면 뉴스가 비활성화 되어 뉴스 분석에서 제외됩니다. 

취소를 원하실 경우 삭제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 제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뉴스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뉴스 분석 및 시각화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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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및 시각화: 원하는 분석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각 분석 서비스 탭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검색한 뉴스의 메타데이터(언론사, 기고자, 제목 등)와 

개체명(인물, 기관, 장소 등) 분석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에 최대 20,000건까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최대 20건까지 표출됩니다.) 

 관계도 분석: 검색한 뉴스 중 정확도 상위 100건의 뉴스를 추출하여 

개체(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 사이의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한 

서비스입니다.  

키워드 트렌드: 검색한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 건수를 기간별(일간, 주간, 월간, 

연간) 그래프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종류별 차트 선택이 가능하며, 2개의 

키워드를 쉼표로 연결하여 검색하면 키워드 간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관어 분석: 검색한 뉴스와 연관성(가중치, 키워드 빈도수)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보추출: 검색된 뉴스 내에서 특정 키워드(인물, 숫자 등)가 포함된 문장만을 

추출합니다. 정보추출은 검색결과 중 최대 1,000건의 뉴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검색결과가 1000건이 넘을 경우 검색 시 선택한 정렬 방식(최신순, 정확도순, 

과거순)을 기준으로 상위 1,000건을 선정합니다. 

 알아두기 

관계도 분석에서 개체명을 추출 방식은 Structural SVM(Support Vector Machine) 

이용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검색 결과 화면과 정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 검색하기 > 알아두기 -

정렬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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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분석결과 및 시각화 

5.1.1 데이터 다운로드 

데이터 다운로드에서는 검색된 뉴스의 메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리된 

엑셀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메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인화면>

 

<다운로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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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식별자: 해당 뉴스의 고유 ID값 

[언론사 고유 ID][발행일자][수집시간][동일 수집시간 내 순번] 

예) 02100601.20180801181502001 

① 02100601 → 언론사 고유 ID: ‘한국경제’ 

② 20180801 → 발행일자: 2018년 08월 01일 

③ 181502 → 수집시간: 오후 6시 15분 02초  

④ 001 → 동일 수집시간 내 수집 순번: 첫 번째 

일자: 발행 일자 

언론사: 발행 언론사 

기고자: 기사, 칼럼 등 작성자 정보 

제목: 뉴스 제목 

통합분류: 정치, 경제, 문화 등 통합분류 정보 

사건/사고 분류: 범죄, 사고 등 사건사고 분류 정보 

인물/위치/기관: 해당 뉴스에서 언급된 인물, 위치, 기관 등 개체명 추출 정보 

키워드: 해당 뉴스에서 추출된 모든 명사 키워드 

특성추출: 검색 키워드와 한 문장 내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를 계산해 뽑아낸 중요 

키워드로 텍스트랭크 알고리즘을 사용함 

본문: 뉴스 내 본문 일부 

URL: 해당 뉴스의 원본 기사 주소 

분석제외 여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복, 예외 기사 정보 

 

 알아두기 

'키워드' 항목은 본문 내에서 추출된 키워드 중 단순 숫자(1, 2, 2018, 2019 등), 이메일 

주소, 시간을 뜻하는 단어(밤, 낮, 새벽 등)를 제외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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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관계도 분석 

관계도 분석에서는 검색 결과 중 정확도순 상위 100건의 뉴스에서 추출한 

개체명(인물, 장소, 기관, 키워드)과 검색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체명은 검색어 및 동일한 뉴스에서 추출된 다른 개체명과 연결됩니다.  

오늘의 이슈에서 관계도 분석 버튼을 클릭하거나 분석 결과 및 시각화에서 

관계도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관계도 분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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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설명 

1 분석 키워드 관계도 분석을 진행한 키워드가 표시됩니다. 

2 개체 종류 및 필터 

관계도 차트를 구성하는 개체의 종류가 표시됩니다. 각 개체 

아이콘 클릭하여 해당하는 개체의 아이콘을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구조 타입 중 ‘매체별’를 클릭 시 매체별로 관계도 분석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가중치(관련기사 건수) 필터를 사용하여 관련기사 건수에 따른 

노드를 확인 가능합니다. 

3 관계도 차트 

관계도 분석 결과에서 추출된 개체(인물, 장소, 기관, 

키워드)와 뉴스 사이의 관계가 차트 형태로 표시됩니다. 

차트에 표시된 개체나 뉴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아이콘과 

연결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언급된 개체일수록 아이콘이 크게 표시됩니다. 

4 상세정보 버튼 상세정보 버튼 클릭 시 좌측에 상세정보 화면이 노출됩니다.  

5 상세정보 

관계도 차트에서 선택한 개체(인물, 장소, 기관)에 대한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6 워드클라우드9 

관계도 분석 결과에서 추출된 개체(인물, 장소, 기관, 

키워드)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각 개체는 뉴스 내에서 많이 

언급될수록 크게 나타나며 개체 이름을 클릭하면 관계도 

차트에서 해당하는 개체가 선택됩니다. 

7 관련뉴스 버튼 관련뉴스 버튼 클릭 시 우측에 관련뉴스 목록이 노출됩니다.  

8 관련뉴스 

관계도 분석 결과 차트에 표시된 개체(인물, 장소, 기관, 

키워드)와 관련된 뉴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관계도 분석 그래프의 노드를 클릭하면 관련된 뉴스별로 

뉴스의 왼쪽 상단의 삼각형( )으로 표시됩니다.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의 일부 내용과 포함된 개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인물 개체에 대한 상세 정보는 뉴스 내 인물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확인한 경우, 고객센터 Q&A게시판에 등록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9 워드클라우드: 문서 내에서 핵심 단어를 추출하여 문서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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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키워드 트렌드 

키워드 트렌드에서는 검색한 키워드와 관련된 뉴스 건수를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분석 종류 
분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탭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분석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2 기간 선택 
뉴스 트렌드 분석 기간(일간/주간/월간/연간)을 선택합니다. 

분석 기간을 클릭하면 차트가 표시됩니다. 

3 차트 선택 
키워드 트렌드를 표현할 차트 형태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면 하단의 차트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4 그래프 색상 

검색한 키워드 옆 박스를 클릭 후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쉼표(,)가 포함된 키워드는 쉼표(,)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각각 표출됩니다. 

5 다운로드 
화면에 표시된 차트 이미지나 분석 결과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6 분석결과저장 분석 결과를 나의 뉴스분석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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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기 

차트의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차트를 인쇄하거나 이미지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Download as PNG: 차트를 PNG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Download as JPEG: 차트를 JPEG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Download as SVG: 차트를 SVG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Download as PDF: 차트를 PDF 문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ave as CSV: 차트를 CSV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ave as XLSX: 차트를 XLSX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ave as JSON: 차트를 JSON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nnotate (Add Shape): 차트에 그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nnotate (Add Text): 차트에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Print: 차트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차트로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 선택에서 뉴스 트렌드를 분석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2. 차트 선택에서 트렌드 결과를 표현할 차트 형태를 선택합니다. 

3. 그래프 색상을 선택합니다. 

  



 

49 

 키워드 상관계수 분석 

쉼표(,)로 구분한 두 키워드를 검색하면 키워드 트렌드에서 상관계수를 보여줍니다. 

상관계수란 두 키워드 사이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빅카인즈에서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합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키워드 검색 쉼표(,)로 구분한 두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2 키워드 범례 
검색에서 입력한 두 키워드가 순서대로 표출되며, 두 키워드를 

동시에 포함하는 기사 건수가 마지막에 보여집니다.  

3 상관계수 
표출되는 상관계수 값을 통해 두 키워드 간의 상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 

번호 구분 설명 

 

 양적 선형관계: 두 키워드의 그래프 값이 동시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비례관계를 의미합니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 수록 강한 비례 관계) 

 음적 선형관계: 한 키워드의 그래프 값이 증가할 때 다른 

키워드 그래프 값이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를 의미합니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 수록 강한 반비례 관계) 

 거의 무시될 수 있는 선형관계: 두 키워드의 그래프 값이 거의 

관계없음을 의미합니다.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거의 관계 없음) 

 

예) 상단의 화면은 '유가', '환율' 키워드 트렌드 분석 화면입니다.  

(검색 기간: 2018.04.01~2019.04.31) 

 

유가, 환율의 상관계수는 0.7478으로 강한 양적 선형관계입니다. 

즉, 유가와 환율의 그래프 값이 동시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비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피어슨 상관계수(r) : r = X와 Y가 함께 변하는 정도 / X와 Y가 각각 변하는 정도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또는 Pearson's r)는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3%81%EA%B4%80_%EB%B6%84%EC%84%9D#%ED%94%BC%EC%96%B4%EC%8A%A8_%EC%83%81%EA%B4%80_%EA%B3%84%EC%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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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저장 

분석 결과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키워드 트렌드 분석결과 저장 화면이 나타납니다. 

키워드 트렌드 분석결과 저장 화면에서는 차트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제목 차트의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설명 차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분석사례 공유 
분석 결과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한 자료는 다른 사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차트 데이터 다운로드 화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1.3 키워드 트렌드 > 

알아두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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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연관어 분석 

연관어 분석에서는 검색어와 관련된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 막대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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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설명 

1 분석 종류 
분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탭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분석 결과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분석 조건 

분석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석 뉴스 건수: 분석할 뉴스의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석할 뉴스의 수를 클릭하면 차트가 표시됩니다.  

회원: 100,300,500,800,1000건 중 하나를 선택 

비회원: 30,50,100,300,500건 중 하나를 선택 

 차트 선택: 연관어 분석의 차트 형태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면 하단의 차트 형태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워드클라우드 버튼 클릭 시 키워드 배열이 변경됩니다.) 

3 데이터 유형 

 가중치: 분석 뉴스 내에서 토픽 랭크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의미적 유사도가 높은 키워드 순으로 표출됩니다. 

 키워드 빈도수: 가중치 순으로 선정된 키워드를 해당 

키워드가 등장한 뉴스 건수 기준으로 재정렬한 정보가 

표출됩니다. 

4 연관어 분석 그래프 선택한 조건에 맞는 시각화 그래프가 표출됩니다. 

5 워드클라우드 다운로드 화면에 표시된 차트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6 분석 결과 데이터 

분석 결과 데이터(키워드별 가중치, 빈도수)가 테이블 

형식으로 표출됩니다. 

분석 제외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선택한 키워드는 상단 시각화 

그래프에서 삭제됩니다. 

7 분석 결과 저장 분석 결과를 마이페이지 나의 뉴스분석에 저장합니다. 

8 다운로드 화면에 표시된 분석 결과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연관어 분석 결과를 차트로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석 뉴스 건수에서 연관어 분석을 진행할 뉴스의 수를 선택합니다. 

2. 차트 선택에서 연관어 분석 결과를 표현할 차트 형태를 선택합니다. 

3.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차트의 데이터에 분석 제외를 통해 편집합니다. 

 분석제외: 분석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확인하거나 오분석된 키워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분석 뉴스는 검색 결과를 정확도 순으로 정렬한 뒤, 설정한 뉴스 건수만큼 

선택합니다(최대 1,000건까지 가능). 

정확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 검색하기 > 검색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연관어 분석에는 토픽랭크 알고리즘이 활용됩니다. 토픽랭크란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어를 기반으로 검색한 결과에 대해 공시적 분석과 워드 클러스터링을 하여 

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시맨틱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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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랭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사용자에게 제시됩니다. 

 

1. 주어진 용어와 관련있는 N개의 문서를 가져옴 

  N개의 Top 문서를 가져오기 위해 쿼리를 검색엔진에 전송한다. 

 

2. 관련 용어 수집 

 쿼리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변의 용어들을 포함하는 snippet들을 구한다. 

  snippet의 용어들을 모두 추출하고, tf, df를 구한다. 

  co-occurrence 용어 매트릭스 생성한다. 

  [snippet은 쿼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단어들의 셋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09년 3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보고서”란 문장에서 “삼성전자”가 쿼리 키워드라고 

하고, 앞뒤 1개의 단어를 snippet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3분기 삼성전자 반도체”가 

snippet이 된다.] 

 

3. M개의 Top 용어를 선택하기 위해 다음의 weight를 사용 

  weight = sumDFSimple*tf(w)*df(w)2 

  sumDFSimple: 복합 명사에 가중치를 주는 weight 함수 

  tf: 쿼리 키워드를 중심으로 거리를 계산한 weighted term frequency 

  df: document frequency 

 

4. 용어를 벡터로 표현 

  M개의 Top 용어를 이용하여, 용어 벡터를 구성한다. 

 

5. M개의 Top 용어 클러스터링  

  M개의 Top 용어 벡터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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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제외 

분석제외를 체크하면 차트에 포함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분석 제외 

분석 제외를 원하는 키워드를 체크하면 상단 워드클라우드 

그래프에서 삭제됩니다. 

분석 제외를 취소하려면 체크를 해제합니다. 

2 워드클라우드 
선택한 분석 제외 조건이 적용된 워드클라우드 그래프가 

표출됩니다.  

 

 알아두기 

데이터 유형 가중치 버튼 우측 ( ) 버튼을 클릭하면 가중치를 적용하는 토픽 랭크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저장 

분석 결과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연관어 분석 결과 저장 화면이 나타납니다. 

분석데이터 저장하기 화면에서는 차트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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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설명 

1 제목 차트의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설명 차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분석사례 공유 
분석 결과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한 자료는 다른 사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분석 결과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에는 

각각의 키워드와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키워드가 등장한 기사 건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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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정보 추출 

정보추출에서는 현재 검색된 뉴스에서 특정 키워드(인물, 숫자 등)가 포함된 

문장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각 정보는 정보 추출 조건(구문)에 기반하여 

추출됩니다. 예를 들어, ‘서부텍사스원유는 장중 50.05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란 뉴스 문장에서 숫자 키워드를 선택하여 추출할 경우, ’50.05’만 

추출됩니다.  

검색 결과 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뉴스분석 버튼을 클릭 후 분석 결과 및 

시각화 화면에서 정보추출 탭을 클릭하면 화면이 나타납니다. 

 

 정보추출 설정 화면 

정보추출 설정 화면에서는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정보추출 탭 정보추출 탭 클릭 시 해당 화면이 보여집니다. 

2 조건(패턴) 표시 영역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건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선택’ 영역에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건식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3 추가 정보 선택 영역 
언론사, 날짜, 문장 등 정보추출 결과 화면에 표출할 추가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항목 구성 영역 추출할 키워드를 구성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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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설명 

컬럼수 항목을 선택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개수만큼 셀이 표시됩니다. 

 항목: 입력되는 키워드를 구분할 수 있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정보추출 결과화면 표의 머리글 부분에 

표시됩니다. 

 조건(패턴):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한 패턴식을 입력합니다. 

직접 입력하거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건 사이에 다른 용어를 포함하지 않음: 이 항목을 체크한 

경우 입력한 조건 사이에 다른 용어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예 1)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라는 문장에서 ‘징역’과 ‘1년’을 추출할 경우 추출되는 

정보 사이에 다른 용어가 없으므로 ‘조건 사이에 다른 

용어를 포함하지 않음’을 체크합니다.  

예 2) ‘브렌트유도 1.5% 오른 55.71달러를 나타냈다.’라는 

문장에서 ‘브렌트유’와 ’55.71달러’를 추출할 경우: 추출되는 

정보 사이에 ‘1.5% 오른’이란 단어를 허용하므로 ‘조건 

사이에 다른 용어를 포함하지 않음’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조건(패턴)추가: 선택한 항목에 새로운 패턴식을 추가합니다. 

 항목추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합니다. 

5 나의 패턴 내가 저장한 조건(패턴) 목록이 표시됩니다. 

6 패턴 저장 
설정한 조건(패턴)을 나의 구문 패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패턴 저장 화면이 나타납니다. 

7 정보추출 
설정한 조건(패턴)을 기준으로 정보를 추출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추출 결과 화면이 나타납니다. 

8 정보추출 활용 가이드 
정보추출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활용 예제 및 가이드를 

새창으로 제공합니다. 

 

 알아두기 

정보추출은 검색 결과가 많을수록 처리 시간이 길어지므로 검색 결과가 3,000건 이하일 

때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보추출은 검색결과 중 사용자가 선택한 정렬 기준에 따라 1,000건을 대상으로 하며 

정보추출 결과는 최대 3,000개까지 보여줍니다. 정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 

검색하기 > 알아두기 - 정렬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기호(' , ·)를 포함하는 단어 추출 시 이를 필터링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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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설정 

정보 추출을 위한 패턴을 설정하기 위하여 셀 설정 영역에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빅카인즈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패턴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2018년도 1년간 브렌트유가 들어간 문장을 찾고, 각 원유의 가격과 

단위를 추출할 경우 패턴을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뉴스 검색단계에서 검색창에 검색어 ‘브렌트유’와 기간(2018.01.01~ 2018.12.31)을 

입력하여 뉴스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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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추출 탭을 선택 후 항목명과 패턴을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이때 가격 키워드와 단위 키워드 사이에 다른 단어나 문장을 포함하지 않으려면 

‘조건 사이에 다른 용어를 포함하지 않음’을 체크합니다. 

패턴 설정이 끝나면 패턴 표시 영역에 완성된 패턴 구문을 확인한 후 정보 추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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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추출 결과를 확인합니다. 

 

 패턴 저장: 완성된 조건(패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정보추출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시와 같은 조건을 적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정보가 추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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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문장] 

런던 ICE거래소에서 거래된 브렌트유는 배럴당 0.32달러 내린 50.64달러로 마감했다. 

 

[추출 정보] 

유종 = 브렌트유, 가격 = 50.64, 단위 = 달러 

 

같은 방식으로 뉴스에서 회사명이 들어간 문장을 찾고, ‘연봉’과 ‘급여’ 다음에 

등장하는 수치 정보를 추출할 때 필요한 조건과 추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회사=’N’:OG’ANY’ 연봉 ‘ANY’ 급여=’NUMNOUN’ 

 

[뉴스 문장] 

에스케이에너지 평균연봉은 1억 3200만원으로 12월 결산 비상장사와 상장사를 포함해 

‘연봉킹’이었다. 

 

[추출 정보] 

회사 = 에스케이에너지, 급여 = 1억 3200만원  

 

 알아두기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턴명 패턴 코드 추출 내용 예시 

인명 ‘N’:PS 인명 개체 추출 홍길동, 김재단, 박언론 등 

지역명 ‘N’:LC 지역명 개체 추출 서울, 강남, 미국 등 

기관명 ‘N’:OG 기관명 개체 추출 청와대, 통일부, 정부 등 

한자 ‘CHI’ 한자로 구성된 개체 추출 韓國, 日, 月 등 

영문 

대문자 
‘ENG’ 영어 단어 중 대문자로만 구성된 개체 추출 OECD, NYT 등 

영문 

소문자 
‘eng’ 영어 단어 중 소문자로만 구성된 개체 추출 borrescope, korea 등 

영문 

대소문자 
‘Eng’ 

영어 단어 중 대문자로 시작하고, 소문자로 

구성된 개체 추출 
Robotic, Misson 등 

명사 ‘N’ 명사 개체 추출 자동차, 생산직, 등 

조사 ‘J' 조사 개체 추출 ~은, ~는, ~이 등 

동사 ‘V' 동사 개체 추출 일으킨, 밝혔 등 

형용사 ‘ADJ’ 형용사 개체 추출 없, 많, 괜찮 등 

부사 ‘ADV’ 부사 개체 추출 또, 이, 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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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명 패턴 코드 추출 내용 예시 

어미 ‘E’ 어미 개체 추출 ~다는, ~면, ~겠지 등 

숫자+명사 ‘NUMNOUN’ 숫자와 명사로 구성된 개체 추출 19일, 12개, 20명 등 

숫자 ‘NUM’ 숫자로만 구성된 개체 추출 19, 12 등 

한글숫자 ‘'KORNUM’ 숫자 또는 한글숫자가 포함된 개체 추출 11만, 일천, 오백 등 

날짜 ‘DATE’ 
숫자와 날짜 단위(년/월/일)로 구성된 개체 

추출 
2015년, 11월, 9일 등 

직접입력 

(포함) 
+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된 개체를 추출 +승 , +단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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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추출 결과 화면 

정보추출 결과 화면에서는 설정한 조건에 따라 추출된 항목들이 표 형태로 

표시됩니다. 다음은 정보추출 설정 화면의 예시와 동일하게 입력한 정보를 추출한 

화면입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정보추출 결과 영역 설정한 조건에 따라 추출된 항목이 표시됩니다. 

2 패턴 저장 설정한 조건(패턴)을 나의 구문 패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다운로드 추출된 항목이 포함된 문장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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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저장 

패턴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조건(패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패턴 저장 

화면에서는 제목 입력 후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조건(패턴)이 나의 

구문 패턴에 저장됩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추출된 항목을 포함한 문장이 추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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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용어·개체명 분석 및 추출하기 

용어·개체명 추출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분석하여 특성추출, 개체명 발생 

빈도 등을 제공합니다. 

주 메뉴 검색·분석 > 용어·개체명 추출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텍스트 입력 영역 

분석을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창에 입력 후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 각 탭에 해당하는 내용이 분석되어 

보여집니다. (텍스트는 최대 65,536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2 분석 결과 영역 

상단에 입력한 텍스트 분석 결과가 보여집니다. 

 특성추출: 입력한 텍스트 내 키워드를 추출하여 특성 값, 

빈도수 등을 테이블과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개체명: 입력한 텍스트 내 개체명을 추출하여 개체명의 

속성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형태소(Type-1): 입력한 텍스트 내 형태소&개체명을 

추출하여 태그코드, 태그명, 빈도수를 제공합니다. 

 형태소(Type-2): 입력한 텍스트 내 형태소를 문장별로 

추출하여 형태소, 태그코드, 태그명을 제공합니다. 

 형태소+개체명(JSON): 입력한 텍스트 내 형태소&개체명을 

추출하여 JSON형태로 제공합니다. 

  



 

67 

 특성추출 

텍스트 입력 후 분석버튼 클릭 시 특성추출 탭에 표출되는 화면입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특성추출 정보 영역 

키워드를 추출하여 특성 값, 빈도수 등을 테이블(좌측)과 

그래프(우측)로 제공합니다. 

특성값, 빈도수, 빈도수 비중의 항목명이 입력된 영역을 더블 

클릭 시, 선택 항목 값이 오름차순/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특성값: 뉴스 본문에 등장하는 명사 중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을 통해 판단 되는 중요도 값  (입력한 텍스트 내 

키워드는 특성 값의 소수점 5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으로 

제공됩니다) 

 빈도수: 입력한 텍스트 내 키워드의 빈도수를 나타냅니다. 

 빈도수 비중: 추출된 모든 키워드에서 해당 키워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화살표( ) 버튼 클릭 후 Save as CSV, 

XLSX, JSON 중 원하는 확장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특성 추출 시각화 영역 

좌측에 추출된 테이블을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특성값: 노란색 꺾은선 그래프 

 빈도수: 하늘색 막대 그래프  

 이미지 다운로드: 화살표( )  버튼 클릭 후 Download as 

PNG, JPG, SVG, PDF 중 원하는 확장자를 선택할 수 

가능합니다. 

 알아두기 

데이터 다운로드의 대한 다양한 기능은 “5.1.3 키워드 트렌드 > 알아두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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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명 

텍스트 입력 후 분석버튼 클릭 시 개체명 탭에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텍스트 내 개체명(키워드)를 추출하며 각 개체명의 속성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알아두기 

개체명 속성 코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성 속성 코드 추출 내용 예시 

인명 ‘PS’ 인명 개체 추출 홍길동, 김재단, 박언론 등 

지역 ‘LC’ 지역명 개체 추출 서울, 강남, 미국 등 

기관 ‘OG’ 기관명 개체 추출 청와대, 통일부, 정부 등 

직위 ‘OC’ 직위명 개체 추출 장관, 대표, 교수 등 

사건 ‘EV’ 사건명 개체 추출 국제농업박람회 새마을운동 등 

정책 ‘PL’ 정적으로 작성된 개체 추출 4.3사건특별법, 가맹법 등 

날짜 ‘DT’ 날짜로 작성된 개체 추출 한 달 동안, 23일 등 

시간 ‘TI’ 시간으로 작성된 개체 추출 오후, 오전, 1시간 등 

상품 ‘PR' 상품명 개체 추출 다이슨, 바나나맛우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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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소(Type-1) 

 

텍스트 입력 후 분석버튼 클릭 시 형태소(Type-1) 탭에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텍스트 내 형태소&개체명을 추출하여 태그코드, 태그명, 빈도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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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소(Type-2) 

 

텍스트 입력 후 분석버튼 클릭 시 형태소(Type-2) 탭에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텍스트 내 형태소를 문장별로 추출하여 형태소, 태그코드, 태그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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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기 

형태소 태그 코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성 태그 코드 속성 태그 코드 

연결어미 ‘EC’ 고유명사 ‘NNP’ 

종결어미 ‘EF’ 대명사 ‘NP’ 

선어말어미 ‘EP’ 수사 ‘NR’ 

관형형전성어미 ‘ETM’ 용언추정범주 ‘NV’ 

명사형전성어미 ‘ETN’ 기호줄임표 ‘SE’ 

감탄사 ‘IC’ 기호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SF’ 

접속조사 ‘JC’ 한자 ‘SH’ 

부사격조사 ‘JKB’ 외국어 ‘SL’ 

보격조사 ‘JKC' 숫자 ‘SN’ 

관형격조사 ‘JKG’ 기호 붙임표 ‘SO’ 

목적격조사 ‘JKO’ 기호 쉼표 가운뎃점 콜론 빗금 ‘SP’ 

인용격조사 ‘JKQ’ 기호 따옴표 괄호표 줄표 ‘SS’ 

주격조사 ‘JKS’ 기타기호 ‘SW’ 

호격조사 ‘’JKV’ 형용사 ‘VA’ 

보조사 ‘JX’ 부정지정사 ‘VCN’ 

일반부사 ‘MAG’ 긍정지정사 ‘VCP’ 

접속부사 ‘MAJ’ 동사 ‘VV’ 

관형사 ‘MM’ 보조용언 ‘VCN’ 

분석불능범주 ‘NA’ 체언접두사 ‘VCP’ 

명사추정범위 ‘NF’ 어근 ‘XR’ 

의존명사 ‘NNB’ 형용사파생접미사 ‘XSA’ 

일반명사 ‘NNG’ 명사파생접미사 ‘XSN’ 

자음 모음 ‘NNNG’ 동사파생접미사 ‘X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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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소+개체명(JSON) 

 

텍스트 입력 후 분석버튼 클릭 시 형태소+개체명(JSON) 탭에서 표출되는 

화면입니다. 

텍스트 내 형태소&개체명을 추출하여 JSON형태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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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용어·개체명 시각화하기 

용어·개체명 시각화 도구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빈도수를 추출하여 빈도수 

데이터 및 시각화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 메뉴 검색·분석에서 용어·개체명 시각화 도구를 클릭하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a
 

번호 구분 설명 

1 데이터 입력 영역 

분석을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쉼표(,)와 엔터(↲)를 

기준으로 용어를 구분하고 용어별 빈도수를 추출합니다. 

 (Excel 파일 내 컬럼 복사 후 붙여넣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활용 데이터 예시: 빅카인즈 뉴스메타정보 파일 

2 분석 결과 영역 

상단에 입력한 데이터 분석 결과가 보여집니다. 

 빈도 추출 결과: 입력한 데이터 내 쉼표(,)와 엔터(↲)를 

기준으로 나눈 용어별 빈도수를 테이블 형태로 제공합니다. 

 시각화 타입: 좌측 빈도 추출 결과를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영역 그래프, 파이 그래프,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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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추출 결과 및 시각화 

데이터 입력 후 빈도수 추출 버튼 클릭 시 하단에 표출되는 분석 결과 화면입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빈도 추출 결과 영역 

용어별 빈도수를 추출하여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빈도수(  ) 항목명이 입력된 영역을 더블 클릭 시, 선택 

항목 값이 오름차순/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화살표( ) 버튼 클릭 후 Save as CSV, 

XLSX, JSON 중 원하는 확장자를 선택 가능합니다. 

2 시각화 영역 

좌측에 추출된 테이블을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용어: 그래프의 Y축 데이터 

 빈도수: 그래프의 X축 데이터 

 이미지 다운로드: 화살표(  )  버튼 클릭 후 Download 

as PNG, JPG, SVG, PDF 중 원하는 확장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데이터 다운로드의 대한 다양한 기능은 “5.1.3 키워드 트렌드 > 알아두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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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기 

데이터 입력은 직접 입력 혹은 엑셀(.xlsx)파일 형식 내 원하는 컬럼을 복사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빅카인즈 뉴스메타정보를 활용한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뉴스메타정보 엑셀파일 내 빈도수 추출을 원하는 컬럼을 선택 후 복사합니다. 

 

 - 해당 뉴스메타정보는 뉴스 검색·분석 화면에서 뉴스 검색 후 다운로드한 

엑셀(xlsx)파일입니다.  (검색어: "신입 연봉" / 기간: 2019.01.01~2019.03.31) 

 

2. 데이터 입력창에 복사한 데이터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 후 용어개체 빈도 추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한 데이터는 쉼표(,)와 엔터(↲)를 기준으로 나눈 용어별 빈도수를 추출합니다. 

- 입력한 데이터의 양에 따라 추출에 필요한 로딩 시간이 다릅니다 

3. 입력한 데이터 빈도 추출 결과 및 시각화 화면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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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수 컬럼명을 더블 클릭 시 내림차순/오름차순으로 정렬됩니다. 

- 그래프 우측 상단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미지/엑셀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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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기획 

6.1 지역별 미세먼지 뉴스 분석하기 

지역별 미세먼지에서는 당일 기준 지역별 미세먼지 정보 및 관련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 메뉴에서 특별기획을 클릭 후 지역별 미세먼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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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지역별 뉴스 분석 

선택한 지역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뉴스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화면 

좌측엔 관련 뉴스 목록, 우측엔 선택 지역의 시간별 미세먼지 농도 그래프 및 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가 표시됩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범례 정보 

좌측에는 기준 날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측에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상태 분류 범위의 범례를 

제공합니다. 해당 범례에 따라 하단의 미세먼지 정보를 막대 

그래프로 표출됩니다. 

2 지역별 미세먼지 정보 

지역별 미세먼지 정보는 당일(01시~24시) 정보만 제공합니다. 

그래프 상단에는 해당 지역 명, 관련 기사 건수, 해당지역 현재 

미세먼지 농도, 당일(01시~현재시각 (1시간 단위)) 미세먼지 

농도 정보가 막대 그래프로 제공됩니다. 

지역명을 클릭하면 상세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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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키워드 

뉴스 키워드에서는 선택한 지역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뉴스 내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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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남북관계 뉴스 분석하기 

남북관계 뉴스에서는 남북관계 관련 뉴스 내 추천 키워드, 각국 정상 발언, 북한 

전문가 발언, 남북관계 히스토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 메뉴에서 특별기획 > 남북관계 뉴스 탭을 클릭하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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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추천 키워드 

분석하고자 하는 키워드 및 정부기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선택(복수 선택 가능) 혹은 입력 후 원하는 정부 기간을 선택(미선택시 

전체 기간으로 검색)하면 하단에 키워드 트렌드, 관련 뉴스 목록, 연관 키워드가 

표시됩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서비스 선택 영역 

원하는 남북관계 뉴스 관련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천 키워드: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 정부기간을 선택하면 

키워드 트렌드, 관련 뉴스 목록 및 주요 키워드가 표시됩니다. 

 각국 정상 발언: 검색을 원하는 정상회담 기간을 선택하면 

주요 6개 국가 정상들의 발언 목록 및 주요 키워드가 

표시됩니다. 

 북한 전문가 발언: 북한 전문가 80인의 발언 목록 및 주요 

키워드가 표시됩니다. 원하는 전문가, 기간, 키워드, 언론사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남북관계 관련 주요 이슈(사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보여줍니다. 각 이슈를 선택하면 관련 뉴스, 발언, 

주요 키워드가 표시됩니다.  

2 검색 영역 

분석하고자 하는 키워드 및 정부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선택(복수 선택 가능) 하거나 입력 후 원하는 정부 

기간을 선택(미선택시 전체 기간으로 검색)하면 하단에 키워드 

트렌드, 관련 뉴스 목록, 연관 키워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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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트렌드 

분석하고자 하는 키워드와 정부기간을 검색하면 해당 키워드의 빈도수 시계열 

그래프가 제공됩니다. (전체기간을 선택 시 연도별 그래프, 정부 기간 선택 시 월별 

그래프가 보여집니다.) 

 

 

 뉴스 목록 및 뉴스의 주요 키워드 

분석하고자 하는 키워드 및 정부기간을 검색하면 해당 뉴스 목록과 뉴스 내 주요 

키워드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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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각국 정상 발언 

원하는 정상회담 기간을 선택하면 주요 6개 국가(대한민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 

/일본) 정상들의 발언 목록 및 주요 키워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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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북한 전문가 발언 

북한 전문가 80인의 발언 목록 및 주요 키워드가 표시됩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전문가(복수 선택 가능), 기간, 키워드, 언론사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관련 뉴스에서 취재원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전문가 80명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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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결과 

분석하고자 하는 전문가, 기간, 키워드, 언론사를 검색하면 선택한 각 매체의 

전문가별 발언 건수 비교(매체 선택 가능) 와 선택한 각 전문가의 매체별 발언 

건수 비교(전문가 선택 필요)가 분석 정보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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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목록 및 주요 키워드 

분석하고자 하는 전문가, 기간, 키워드, 언론사를 검색하면 선택한 전문가의 발언 

목록 및 주요 키워드 분석 정보가 제공합니다. 

 

 

  



 

87 

6.2.4 히스토리 

히스토리에서는 남북관계 관련 주요 이슈(사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보여줍니다. 각 이슈를 선택하면 관련 뉴스, 발언, 주요 키워드가 

표시됩니다.(1990년 이전 뉴스는 서비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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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정치인 뉴스 분석하기 

정치인으로 보는 뉴스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뉴스와 의정 활동을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 메뉴에서 특별기획 > 정치인으로 보는 뉴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알아두기 

국회 공공데이터은 국회의원 프로파일, 국회회의록, 국회발의안으로 구성된 서비스입니다. 

현재 19대, 20대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인으로 보는 뉴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검색 영역 

분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이름을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국회의원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9대, 20대: 국회의원의 활동 시기를 선택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인 목록 

정당과 국회의원 목록이 표시됩니다. 

 정당 이름이 표시됩니다. 정당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목록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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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검색 결과 화면 

국회의원을 직접 검색하거나 정치인 목록에서 국회의원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세 정보 화면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뉴스와 의정 활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의정활동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있는 국회의원 소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3.1 뉴스 분석 

국회의원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간을 설정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분석 결과가 표시됩니다. 

 

 

 뉴스 관계도 

뉴스 관계도에서는 국회의원과 관련된 키워드를 관계도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 차트 상단에 있는 키워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키워드에 

대한 관계도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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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이슈 트렌드 

뉴스 이슈 트렌드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당 이름이 포함된 뉴스의 기사량을 트렌드 

차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의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차트를 인쇄하거나 이미지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뉴스 이슈 키워드 

뉴스 이슈 키워드에서는 국회의원과 관련된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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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내 인용문 

뉴스 내 인용문에서는 뉴스에 등장한 국회의원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 

관련 뉴스에서는 국회의원과 관련된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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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의정 활동 분석 

의정 활동 분석에서는 국회의원과 관련된 회의록과, 회의록 내 인용문, 발의안과 

발의안 내 이슈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회의록에서는 국회의원과 관련된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회의록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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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인용문 

회의록 인용문에서는 회의록에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목록에서 회의록의 제목을 선택하면 해당 회의록에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이 모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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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발의안에서는 분석된 국회의원의 발의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발의안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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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이슈 키워드 

발의안 이슈 키워드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이 제안한 모든 발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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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기업 뉴스 분석하기 

기업으로 보는 뉴스에서는 300대 기업과 30대 그룹사의 기업정보와 관련 뉴스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 메뉴에서 특별기획 > 기업으로 보는 뉴스를 클릭하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알아두기 

300대 기업 및 30대 그룹사는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 스코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연 1회 업데이트 됩니다. 

 

 기업 검색 결과 화면 

기업명을 직접 검색하거나 기업 목록에서 기업명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기업의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세 정보 화면에서는 기업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뉴스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검색 영역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업명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기업 심층분석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00대 기업과 30대 그룹사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목록 

기업명 목록이 표시됩니다. 

 기업명 또는 그룹사명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기업의 

분석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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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기 

그룹정보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업정보를 보여주는 팝업 창이 활성화됩니다. 

 

6.4.1 뉴스 분석 

기업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검색할 기간을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분석 결과가 표시됩니다. 

 

 

 뉴스 이슈 키워드 

뉴스 이슈 키워드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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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관계도 

뉴스 관계도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상단 

키워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키워드에 대한 관계도가 표시됩니다.  

가중치(관련 기사 건수)를 조절하여 표출 키워드의 개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트렌드 

키워드 트렌드에서는 기업명이 포함된 뉴스의 기사량을 트렌드 차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의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차트 이미지나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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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뉴스 

최신뉴스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뉴스가 최신순으로 표시됩니다.

 

 관련뉴스 

관련뉴스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뉴스가 정확도순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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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기 

최신뉴스와 관련뉴스의 정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 검색하기 > 알아두기 - 

정렬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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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 정보 관리하기 

7.1 개인 정보 관리하기 

나의 정보에서는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메뉴 목록에서 마이페이지를 클릭 후 나의 정보에서 기본정보를 

클릭하면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 정보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정보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화면> 

 

<회원탈퇴 화면> 

 알아두기 

회원 탈퇴 시 SNS(카카오/네이버/구글)계정으로 회원가입하신 경우 "마이페이지 > 기본 

정보"에서 비밀번호 설정 후 회원 탈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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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나의 뉴스 관리하기 

나의 뉴스에서는 최근 검색하거나 스크랩한 뉴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 키워드를 등록하면 수집된 뉴스 중 관심 키워드와 관련된 뉴스 현황과 해당하는 

뉴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메뉴 목록에서 마이페이지를 클릭 후 나의 뉴스를 클릭하면 관심 

뉴스 화면이 나타납니다.  

최근 본 뉴스, 스크랩 뉴스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2.1 관심 뉴스 

관심 뉴스에서는 관심 있는 국내 뉴스에 대한 키워드를 등록하고 각 키워드에 대한 

뉴스 현황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마이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클릭하면 나의 뉴스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관심 뉴스 나의 뉴스 내 관심 뉴스를 클릭하면 화면이 표시됩니다. 

3 관심 뉴스 목록 
오늘 수집된 뉴스 중 관심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4 관심 키워드 관리 
관심 있는 뉴스에 대한 키워드를 최대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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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키워드 등록 

관심 키워드 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관심 키워드 관리 화면에서 관심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메일 알림 
관심 키워드로 포함된 뉴스가 등록될 때 알림 메일을 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키워드 등록 

원하는 키워드를 관심 키워드 목록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키워드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키워드가 관심 키워드 목록에 표시됩니다. 

3 관심 키워드 목록 관심 키워드로 등록된 키워드가 표시됩니다. 

4 삭제 

선택한 키워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각 키워드의 선택 

부분을 체크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키워드가 

삭제되고 나의 뉴스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5 저장 관심 키워드 목록을 저장합니다. 

7.2.2 최근 본 뉴스 

최근 본 뉴스에서는 최근 뉴스에 대한 정보와 뉴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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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설명 

1 최근 본 뉴스 나의 뉴스 내 최근 본 뉴스를 클릭하면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최근 본 뉴스 목록 최근 본 뉴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알아두기 

최근 본 뉴스는 빅카인즈 서비스에 로그인한 후부터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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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 뉴스 

스크랩 뉴스에서는 내가 스크랩한 뉴스에 대한 정보와 뉴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설명 

1 스크랩 뉴스 나의 뉴스 스크랩 뉴스를 클릭하면 화면이 보여집니다. 

2 스크랩 뉴스 목록 스크랩 뉴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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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나의 뉴스 분석 자료 관리하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메뉴 목록에서 마이페이지를 클릭 후 나의 뉴스분석을 

클릭하면 화면이 나타납니다.  

분석 결과를 클릭하면 분석 사례에 대한 상세 화면이 나타납니다. 

 나의 뉴스분석 

나의 뉴스분석에서는 빅카인즈 저장소에 저장한 나의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검색식 

나의 검색식에서는 빅카인즈에서 저장한 검색식을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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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전 

나의 사전에서는 빅카인즈 저장소에 저장한 사전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문패턴 

나의 구문패턴에서는 빅카인즈 저장소에 저장한 구문패턴을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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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커뮤니티 서비스 이용하기 

커뮤니티에서는 공지사항이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FAQ)과 빅카인즈 관련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없는 내용은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주 메뉴에서 커뮤니티 내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해당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매인화면> 

 

<클릭시 표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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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주 메뉴에서 커뮤니티 내 Q&A를 클릭하시면 해당화면으로 이동합니다. 

Q&A는 빅카인즈 이용 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공간으로 서비스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내용을 적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에 원하는 상세 서비스(전체, 회원정보, 서비스문의, 오류/의견, 기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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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주 메뉴에서 커뮤니티 내 FAQ를 클릭하시면 해당화면으로 이동합니다 

FAQ는 Q&A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둔 공간입니다.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이 나타납니다. 

 

 

 이벤트 

주 메뉴에서 커뮤니티 내 이벤트를 클릭하면 해당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벤트에서는 빅카인즈 관련 이벤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1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최초 발행일 

수정 발행일 

2017년 12월 

2019년 11월 

  발행처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홈페이지 http://www.bigkinds.or.kr 

  문의처  전화번호: 02-2001-7572~5 

    팩스: 02-2001-7560 

    이메일: bigkinds@kpf.or.kr 

 

이 매뉴얼의 저작권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있습니다. 이 매뉴얼의 모든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허가 없이 사용, 배포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매뉴얼의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의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나 오탈자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또는 

문의처에 기입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17 Korea Pres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