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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본 연구는 의료 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과 건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의료 지식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대상과

그것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개인들 사이의 연결망과 상호작용하

는 중요한 구조적 변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식을 고려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건강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개인 수준의 변수와 개인 간 수준의 변수들의 한계

점을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유방암 의료 지식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그것의 형성과 영향을 분석한

다. 여러 질병 중 유방암을 선택한 까닭은, 유방암에서 의료 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

되는 양상과 그것이 지니는 광범위한 영향을 관찰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요소가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 1) 우선 암 의료 지식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다. 2) 

유방암은 그 중에서도 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국가적/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3) 

유방암의 유병 기간이 긴 편이라 의료 지식의 영향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다. 

유방암 의료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 1975년부터 2016년까지 제출된 유방암 논문

초록 48448건과 community.breastcancer.org라는 유명한 유방암 온라인 환자 포럼의

게시글 약 14만 건과 부속 정보를 자료로 삼았다. 유방암 의료 지식은 다양한 수준

에서 형성되고 작동하는데, 공식적 의료 지식의 경우 연구 논문을 통해 접근하였고, 

비공식적 의료 지식은 온라인 환자 포럼을 통해 접근하였다. 이들을 분석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단어 네트워크 분석과 라소 회귀 분석을 활용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문서 안에 존재하는 복수의 토픽을 추정하여 문서 집합 이면에 잠재하는

지식의 구성을 측정하는데 용이한 방법인데,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단어 네

트워크와 라소 회귀분석을 통해 토픽 모델링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밝혀낸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의료 지식은 일정 부분 사회적으

로 구성된다. 질환, 즉 환자의 주관적 경험 만이 아니라, 질병, 즉 신체의 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논의 역시 그러하다. 본 연구는 논문의 펀드 출처가 논문의 핵심 대상

과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설정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집단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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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탐구의 초점과 단위가 달라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유방암 논문이 정부 펀

드를 받았을 경우, 해당 논문은 유방암 환자보다 다른 단위에 더 관심을 가진다. 유

방암 세포나 유전자 등 아예 미세한 대상에 주목하거나(본 연구는 이를 ‘분자적 대상’

이라고 지칭하였다), 인종이나 특정 지역의 환자 집단 등에 주목한다. 반면 민간 펀

드를 받았을 경우, 해당 논문은 유방암 환자에 주목한다. 유방암 연구에서 가능한 여

러 주목 대상이 존재하는데(환자, 환자 집단, 유방암 세포, 세포 내 신호 전달 물질

등) 펀드 출처에 따라 주목 대상의 단위가 체계적으로 변화한다는 말이다. 

이는 국가와 민간의 상이한 관심사에서 기인한다. 국가는 전체 인구의 건강 상태

를 관리하고 의료비를 억제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그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자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다. 개별 환자가 아니라 환자 집단에 주목하

는 것은 이를 고려하면 자연스럽다. 분자적 수준의 미세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은, 1) 

그것이 개별 환자의 특수성을 넘어 전체 인구에 적용 가능한 앎을 만들어 내고, 2) 

전체 인구에서 위험 집단을 선별하고 여기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건강 관

리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를 국가의 ‘분자적 관리 기술’이 ‘탈-개

체적 프레임’을 유도한다고 정리했다. 반면 민간 영역의 지원을 받은 지식이 개별 환

자에 집중하는 것은, 개별 환자의 치료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민간 단체의 인도적

관심사에 부합하거나 제약 회사의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 지식이 질병의 생물학적 측면에 지나치게 집중할 때, 질병의 구체적 경

험에서 발생하는 불만과 요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유방 재건술

을 둘러싼 상이한 논의 구조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유방암 환자 포럼에서, 유방

재건술에 호의적인 태도를 지닌 사용자는 초점이 다양한 비공식적 유방암 의료 지식

에 노출되어 있다. 이 지식은 사용자들이 전문 정보 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다

양한 타인과 교류하고 논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유방 재건술에 거

리를 두는 사용자는 유방암의 생물학적 정보에 집중하는 비공식적 유방암 의료 지식

에 노출되어 있다. 이 사용자들은 주로 제 3자가 만들어낸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용

도로 온라인 포럼을 이용하며, 다른 사용자와 한정적인 관계만을 맺고 있다. 

왜 초점이 다양한 비공식 지식 구조는 유방 재건술에 호의적인 태도를 유도하고, 

생물학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지식 구조는 유방 재건술에 유보적인 태도를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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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방 재건술은 생존 보장을 위한 처치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회복과 심리적 이

익을 위한 처치이다. 그런데 생물학적 측면에 집중하는 지식은, 비-생물학적 영역에

존재하는 불만과 불편함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든다. 거꾸로 다양한 초점을 지닌

지식은 이런 불편함을 환기한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사회적/심리적 불편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유도한다. 유방 재건술에 대한 상이한 태도가 이를 보여준

다. 이는 유방 재건술이라는 한정된 대상에 대한 결과이지만, 대부분의 공식적 의료

지식이 질병의 생물학적 특징에 주목하고 있는 현황에 비추어볼 때, 함의가 크다. 

이 연구는 의료 지식이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객관적이라

여겼던 의료 지식의 형성 과정에 사회적 세력의 이해관계가 일정 부분 개입한다. 때

로 그들 사이의 경쟁과 각축이 일어나기도 한다. 나아가 의료 지식은 사람들의 주목

과 판단 양상 그리고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통적인 방식의 권력은 아니

지만 역시 중요한 권력 현상을(미시 권력) 만들어낸다. 

의료 지식에 주목한 본 연구의 전략과 구도는 감염병을 비롯한 다른 질병에도 적

용할 수 있다. 또한 자연어 처리를 통해 지식에 접근한 본 연구의 방법적 시도는, 폭

증하고 있는 자연어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주요한 참조점이 될 것이다.

주요어: 의료 지식, 사회적 구성, 유방암, 토픽 모델링, 건강 행동, 미시 권력

학번: 2010-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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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건강 행동과 지식 구조

1. 의료 지식과 건강 행동

본 연구는 의료 지식이 구조적 차원에서 건강 행동(health behavior)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하고, 다양한 수준의 의료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어떤 사회적 힘이 작동

하는지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지식을 통해 건강 행동을 설명하려는 까닭은, 그것이

기존에 건강 행동을 설명한 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식은 개인의 비용-편익 함수는 물론 행위자 네트워크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강 행동을 결정한다고 알려진 주요한 변수 이면에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말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수준의 의료 지식을 고려함으로써 건강 행동

설명을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이런 의료 지식이 객

관적 학문 탐구의 결과임과 동시에 상이한 사회적 힘이 각축하는 장소라고 가정한다. 

의료 지식 형성과 작동에 사회적 요인이 개입하고 있다는 말이다. 본 연구는 의료

지식에 작동하는 사회적 영향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의료 지식을 경유하여 작동하

는 사회적 권력을 드러내려 시도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암(Cancer), 그 중에서도

유방암 의료 지식을 사례로 삼는다. 

건강 행동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실천 일반을 의미한다.1 이는 질병을 예방하거

                                      
1 건강 행동은(health behavior) 학자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파커슨

(Parkerson) 등은 건강행동이 “개인/집단/조직의 행동은 물론 그 행동의 결정 요인/연관 요인/

결과”라고 정의한다. 카슬과 콥은(Kasl and Cobb) 건강 행동을 예방적 건강 행동(Preventive 

Health Behavior), 질병 행동(Illness Behavior), 병-역할 행동(Sick Role Behavior)로 다시 나눈다. 

어떤 학자의 정의에 따르건, 건강 행동은 질병을 퇴치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행동 일반을 폭

넓게 지칭한다. 보통 건강 행동은 비전문가인 환자나 위험집단의 건강 관련 행동을 지칭한다. 

본 연구는 여기에 더해 의료 지식이 의료 전문가의 처방과 행동 그리고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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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나 주기적으로 질병 선별 검사를 받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동을 포함한다. 

건강 행동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질병을 앓을지 여부는 물론, 질병 경험과 건강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떠할지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질병의 종류와는 무

관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보편적인 일이다. 건강 행동은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병의

발생과 진행에서부터 메르스 같은 급성 감염병의 전파 양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

향력 지닌다. 최근 환자 및 위험 집단(risk group)의 자기-관리(self-management)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논의가 부쩍 많이 늘어난 것은, 즉 의료 전문가의 지시를 수동적

으로 따를 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건강 행동이 갈수록 보다 중요한 지위를 얻어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Grady & Gough, 2014; Howard & Ceci, 2013). 

지식은 이런 건강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나, 이제까지 그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요소이다. 지식의 변화가 건강 행동을 극적으로 전환하는 일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유방암에서 BRCA 유전자 돌연변이 발견과 예방적 유방 적출술(prophylactic 

mastectomy)의 등장이 좋은 사례다. 1994년 BRCA 유전자 돌연변이가 유방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BRCA 유전자는 세포 분열이 정상적인

주기를 벗어나는 일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돌연변이 때문에 이 기능에 이

상이 생기면, 사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분열하는 세포, 즉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

다.2 이 결과는 BRCA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를 관찰함으로써 유방암 발병 확률을 예

                                      
2 한나한과 와인버그의 기념비적인 논문(“The Hallmarks of Cancer”)에 따르면 암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 세포가 6가지의 변화를 경험해야 가능하다. 그것은 (1) 세포가 성장 신호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자족성을 획득하는 거(self-sufficiency in growth signals), (2) 성장 억제 신호에

둔감해지는 것(insensitivities to anti-growth signals), (3) 세포 자살의 회피(evading apoptosis), 

(4) 무한한 복제 잠재력(limitless replicative potential), (5) 지속적인 혈관 형성(sustained 

angiogenesis), (6) 조직 침입과 전이(tissue invasion and metastasis) 정상 세포는 성장 신호가

있어야만 분열하며, 무분별한 분열을 제어하는 많은 장치에 의해 제어된다. 그래야만 신체 전

체의 기능과 생존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정상 세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 신호 없이

도 분열하고, 이를 억제하는 신호는 무시하며, 정상적인 세포 자살 주기를 따르지 않고, 혈관

을 자신에게 끌어들여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제자리를 벗어나 혈관이나 림프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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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 길을 열었다. 연구가 발표된 이후 과거에 없던 일이 발생했다. 현재 암 세포

가 없고 당연히 증상도 없는 여성들이, 미리 자신의 유방을 잘라 내기 시작했

다.(Hoskins & Greene, 2012) BRCA 돌연변이를 보유한 여성들이 유방암이 발생할 가

능성을 없애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새로운 의료 지식이 과거에는 존

재하지 않았던 유전자 진단 결과에 근거한 건강 행동을 이끌어 낸 것이다.

지식은 어떻게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지식은 ‘주목해야 할 대상’을 제시하

고 그 대상을 ‘인지하는 태도와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한

다.(Foucault, 1972) 질병은, 예를 들어 암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각주 2번

에서 자세히 설명했듯, 암은 우리의 정상 세포가 변형된 결과이다. 암 세포는 무분별

하게 증식하면서 신체의 여러 장소로 퍼져 정상 기능을 앗아가고 죽음에 이르게 만

드는데, 정상 세포가 이렇게 변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한다. 만성 염증으로 인

한 잦은 세포 분열 때문일 수도 있고, 세포 분열을 담당하는 유전자에 손상을 입히

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외부 발암 물질 때문일 수도 있으며, 생득적 성향 때문일

수도 있다.(Mukherjee, 2011) 하지만 사람들은 암의 원인을 떠올릴 때 이 모든 요인

을 공평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익숙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수의 요인을

우선 고려한다. 지식은 바로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한 지식은 여러 요인 중 몇

몇을 부각시켜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특정한 건강 행동

을 이끌어낸다. BRCA 연구 결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식습관이나 직업 환경을 개선하

도록 만드는 대신, 유전자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심각하게 검토하도록 만든 것처럼

말이다.

만약 의료 지식이 항상 최선의 주목 방향을 합리적으로 제안한다면, 지식에 따라

우리의 시선이 변화하는 일을 특별히 탐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의료 지식이 작동하는 모습은 이상적인 구도와 거리가 있다. 우선, 의료 지식은 절대

적 진리가 아니다. 시간이 지난 후 잘못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음이 드러나기도 한다. 

                                                                                                                 

타고 다른 신체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를 암 세포라고 부른다.(Douglas Hanahan & Weinberg, 

2000; D. Hanahan & Weinberg, 2011) BRCA 유전자는 (2) 성장 억제 신호의 생산과 관련이 있

는 유전자이며, 이것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암 발병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다.(Petrucelli, Daly, & Feldman, 2010)



4

의도적으로 신체에서 혈액을 급속히 빼내는 ‘사혈’(瀉血, phlebotomy)은 과거 여러 질

병에 대해 널리 시행되는 치료법이었지만, 20세기에 들어 치료효과가 거의 없음이 밝

혀졌다.(Duffin, 2006; Foucault, 2006) 근대 과학이 성립한 이후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까지 레티노이드(retinoid)는 폐암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흡연하는

사람이 섭취할 경우 오히려 폐암을 초래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권굉보, 2004)

STAMP(고형 종양 자가 골수 프로그램, Solid Tumor Autologous Marrow Program)라

불리는, 고용량 화학요법을 쓴 후 환자 자신의 골수를 다시 이식하여 파괴된 면역계

를 재생하는 방법은 1999년까지 유방암의 효과적 처치 방법이라 여겨졌다. 1991년부

터 1999년까지 4만명의 여성이 엄청난 합병증에도 불구하고 이 처치를 받았다. 하지

만 2000년대 초반 이 요법은 효과가 없음이 밝혀졌다.(Mukherjee, 2011)

물론 의학에 대한 신뢰가 강한 사람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오류가 사라질 것이

라 낙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식의 영향을 추적해야 하는 좀 더 핵심적인 이유는, 

그것이 거짓을 진실처럼 알리기 때문이 아니라, 수 많은 진실 중 특정한 진실을 상

대적으로 좀 더 부각시킨다는 점에 있다. 과거부터 암 연구에서 지적되어온 대표적

불균형은, 치료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다. 암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이 암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데 중요함에도, NCI 등의 연구 프로젝트는 치료에 집

중되어 있었다. 치료에 대한 지식은 분명 거짓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집중이 사람

들이 예방에 대해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 셈이다. 예방에 비

해 치료를 선택하고 자원을 집중한 결과가 좋았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예방을 고려

하지 않은 치료는 1997년까지 암 발병률의 억제라는 관점에서 그리 좋은 성과를 내

지 못했다.(Bailar & Gornik, 1997)

유전 경향에 대한 과잉 집중도 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앞서 언급한 BRCA 연

구 결과는 유방암을 두려워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유전자’와 ‘가족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다.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 같은 후천적 위험 요인(risk factor) 대신, 

생득적 경향에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것이다. 유전된 특징에 대한 강조는 유방

암 만이 아니라 암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분자 생물학 혁명이

유전자의 측정과 조작을 일정 부분이나마 가능하게 만든 이후, 유전자는 의학을 포

함한 생명과학에서 꾸준히 중요한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 질병과 같은 신체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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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물론이고, 심지어 성격이나 행복에까지 DNA에 실려오는 생득적 경향이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가 소개되었다.(Lykken & Tellegen, 1996)

이를 반영하듯, 사람들은 유전 요인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발암 요인으로 평가한

다. ‘무엇이 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암 유전자’(Cancer gene)는

2000년대 이후 항상 높은 비율의 응답을 얻었다. AICR survey report를 정리한 표에

서 확인할 수 있듯, 유전자는 담배/자외선과 함께 가장 대중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발

암 요인이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주요 암 위험요인 별 인식 수준 변화

하지만 실제로 부모로부터 계승된 유전자가 다른 요인들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발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돌(Doll)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나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국제 암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을 유발하는 요인 중 유전은 생각보다 비중이 적다. (<표 1> 참조) 오히려

식생활이나 흡연 같은 사람들의 행위나 직업 환경 같은 사회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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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 (박재갑, 방영주, & 하성환, 2012) 최근에는 아예 유전이나 외부 발암 요인 둘

모두가 핵심적 요인이 아니며, 세포 분열 속도가 암 발병에 결정적 요인임을 주장하

는 연구 결과도 제출되었다.(Tomasetti, Li, & Vogelstein, 2017) 유방암 역시 앞서 언급

한 BRCA 유전자를 통해 설명되는 발병은 5-10% 정도로 추산되며, 심지어 가족력에

따른 유방암에서도 15-20% 만을 차지한다.(American Cancer Society, 2015) 그렇기에

유전 요인을 중심으로 삼는 암 연구가 다른 연구에 비해 더 많이 수행되고 언론을

통해 각광받으며 공유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것에 비해 유전자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필연적인 근거에 기반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

약 중요성이나 필요에 의해 연구가 진행된다면, 직업 환경 요인(ex. 석면 노출 등)이

나 식습관 요인(ex. 지방 섭취가 종양 발생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유전자

에 대한 연구를 압도하고 더 많이 공유되어도 이상하지 않다.3

표 1 주요 위험요인의 암 발생 기여 추정치

전체 암 발생에서 차지하는 기여 추정치

IARC(%) Doll 등(%)

유전 5 -

흡연 15~30 30

만성 감염 10~25 10

음식 30 35

직업 5 4

생식 5 7

알코올 3 3

환경오염 3 2

                                      
3 환경 요인이나 행위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미 합의에 도달하여 연구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

의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최근 하버드 대학의 캘리포니아 교사를 대상

으로 한 역학 조사는 지방 섭취가 유방암 발병 확률을 높인다는 기존의 설명을 반박하는 결

과를 내놓았다. 해당 영역에도 여전히 논쟁적인 지점이 존재하고, 그렇기에 연구의 필요가 존

재한다. (권굉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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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3 3

지식 작동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발암 요인에 대한 여

러 진실 중 유전 요인에 대한 진실이 유달리 강조되는 이유나 예방에 비해 치료가

강조되는 이유를 의학이나 생물학의 내부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이를 규명하기 위

해서는 오히려 의학이나 생물학적 논리 외부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의 보건 정책 특징과 행동원칙은 암 지식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학 외부의

요인이다. 국가가 연구자 양성과 의료 지식 생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런 국가가 일정한 목표에 따라 의료 지식, 예를 들어 암 의료 지식의 특정한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특정한 진실을 상대적으로 더 부각시키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가 만이 아니다. 의학 외부에서 의료 지식 생산과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암을 예로 들자면, 국립 암 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이하 NCI) 같

은 국가 기구의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 파이저(Pfizer) 같은 주요 제약회사의 운영

방침이나 미국 암 학회(America Cancer Society, 이하 ACS) 같은 비영리 단체의 활동

역시 중요하다. 이들은 각자의 관심과 목표에 따라 특정한 연구에 펀드를 지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암 지식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이들의 목표가 서로 상반되

는 경우도 있다. 앞서 의료 지식이 상이한 사회적 힘이 각축하는 장소라고 표현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행위자와 조직이 의료 지식에 각각 어떤 영향

을 미치려 하는지, 여러 진실 중 어떤 진실을 부각하려 하는지, 그 과정에서 의료 지

식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산되는지 살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 의료 지식

의 여러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해당 의료 지식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압력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질병을 경험하고 치

료와 예방을 실천하는지 규명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의료 지식 구성의 사회

적 요인을 밝혀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려 한다.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왜 여러 질병과 건강 행동 중 하필 암 의료 지식

과 건강 행동인지, 그 중에서도 하필 유방암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암, 체

내 신생물은(Neoplasm)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망원인 통계 1위 혹은 2위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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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질병이다.4 (<그림 2> 참조) 많은 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 질병이며, 그렇

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건강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지식이 건강 행

동에 영향을 미치려면, 우선 그 지식에 대한 주목이 존재해야 한다. 암 지식은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그에 맞춰 예방을 실천하고 있는 질병이다. 그러므

로 암 지식의 변화는 다른 의료 지식보다 건강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두 번

째로 암은 유병 기간이 긴 만성 질병이다. 폐암 같은 일부 암을 제외하고는, 투병 기

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그렇기에 지식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방식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는 긴 투병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항

암 요법 중 무엇을 주된 방법으로 삼을지는 물론, 수술을 할지 하지 않을지, 수술 이

후 유방을 재건할지 그렇지 않을지 등 다양한 선택지 앞에 선다. 이 과정에 의료 지

식이(그것이 공식적 지식이건 비공식적 지식이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요컨대, 암은 의료 지식이 건강 행동에 질적/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질병이다. 

                                      
4 엄밀히 말해 체내 신생물(Neoplasm)이 곧 암은 아니다. 체내 신생물(Neoplasm)은 양성인

종양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망원인이 되는 체내 신생물은 대부분 암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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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3년 한국, 미국, 일본 사망원인

유방암은 이런 암 중에서도 발생률(Incidence rate)이 가장 높은 암이며, 국가적/사

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의료 지식의 형성과 효과를 둘러싸고 여러 사회적 요소

가 개입하는 질병이다. 우선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발생률, 즉 정해진 기간 동안

새로 암에 걸리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립선(prostate)

암과 더불어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전립선 암이 다른 암에 비해 선별검사가

훨씬 많이 이루어져서 발생률이 과대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유방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발생률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유방암은 유

병 기간이 길다. 5년 생존율은 90%에 이른다. 때문에 유병률(prevalence rate)이 높다. 

발생률이 높고 유병 기간은 긴 성질 탓에 환자 수가 많다는 말이다.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훨씬 많은 환자가 생겨나고 존재하는 질병이다. 

사회적 관심도 집중되어 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

해 연구 투자가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창출되는 지식이 많고, 그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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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도 크다. 게다가 환자 조직이 가장 활발한 암 중 하나이다. 핑크 리본 운동

(Pink Ribbon Movement)과 같은 유방암 환자 운동은, 유방암에 대한 공식적/비공식

적 지식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유방이 여성성이나 사회의

미적 기준과 관련하여 지니는 여러 의미는 다양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유

방암과 관련된 건강 행동을 질병의 치료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관심 덕분에 유방암은 비슷한 유병률을 가진 다른 질병에 비해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되는 질병이기도 하다.(Marino & Gerlach, 1999) 요컨대 유방암 지식은 수많은

관련 인물과 높은 관심,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때문에 암 의료 지식

중 건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두드러진다. 

그림 3 미국 암 종 별 발생률 (침윤성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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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침윤성 암 중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은 10개 암

(2009-2013년 자료, 10만명 당 환자 발생수, 2000년 인구에 따라 연령 보정, 출처: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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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 질병 별 NCI 예산 지원 금액 (2010 ~ 2014)

본 연구는 이런 유방암 지식 중 미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지식을 분석 대상으

로 삼는다. 근대적 생의학을 받아들인 사회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이 선도

하는 근대 과학의 성과와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있다. 각국의 연구자들은 미국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글을 실으려고 노력하며, 여러 국가의 보건 당국은 미국이 암을

관리하는 노하우를 배우려 노력한다. 미국에서 시행된 역학 조사에 근거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지식은 가장 주류적인 지

위를 차지하고 전-지구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 의학에서

유방암 지식의 형성과 작동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자료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

할 계획이다. 

유방암 지식은 유방암 환자와 의료진은 물론, 유방암 위험집단과 일반 대중의 행

동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력은 아직 증상이 없는 멀쩡한 가슴을

절제하도록 만드는 데까지 이른다. 이런 지식의 형성과 작동은 필연적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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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객관적인 학문 탐구의 논리에만 기반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사회적

요인이 유방암 지식의 형성과 작동에 개입한다. 예를 들어 국가와 민간은 유방암 지

식에서 서로 다른 대상과 요인을 부각하려 시도한다. 본 연구는 유방암 지식이 사회

적으로 구성되는 과정과 그 배경을 분석하고, 그것이 건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

히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나아가 이를 통해 지식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고려

한 새로운 인간 행동 이론을 제안할 것이다.

2. 합리적 의사 결정 이론과 건강 행동

기존에도 유방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건강 행동을 설명하려는 논의가 존재했다.

기존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1) 하나는 ‘합리적 선택 이론’

의 영향 하에서 구체적 변수를 세분화하고 체계화한 이론들이고, (2) 다른 하나는 개

별 행위자 사이의 연결망의 효과를 강조하는 ‘네트워크 이론’의 영향을 받은 이론들

이다. 기존 건강 행동 이론들은 건강 행동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밝히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몇 가지 핵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 한계들을 ‘지식’, 

정확히 말해 ‘지식 구조’를 고려함으로써 보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선 수 많은 건강 행동 이론은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이라는

경제학/사회학/심리학을 아우르는 관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어떤 사람이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그 행동의 결과 발생하는 비용(cost)과 편

익(benefit)을 계산한다는 관점이다.(Scott, 2000; 김정유, 2015) 물론 합리적 선택 이론

전체가 하나의 정리된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내부에 적잖은 분화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론의 서술적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은 이런 관점을 만사에 적용 하여 해

석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규범적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은 이런 행동과 판단의 원칙이

지금보다 늘어나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입장은 인간 행동에 비용/편익 계산이 존재한다는(혹은 존재해야 한다는) 이론

적 전제를 공유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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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마다 인식과 신념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욕망

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한 인식과 신념,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하는 욕

망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비용은 줄이고 이익(욕망 충족)은 극대화하는 행동을 선택

한다. (Elster, 1986)

개인이 지닌 여러 속성에 주목해서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 건강 행동 이론은 대부

분 합리적 선택 이론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가장 고전적인 건강 신념 모형

(Health Belief Model, HBM)에서부터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ational Action, 

TRA), 계획적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통합 행동 모형(Integrated 

behavior model, IBM), 범이론 모형(Transtheoretical Model, TTM), 예방 채택 과정 모

형(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 PAPM)에 이르기까지 합리적 선택 이론의 영

향은 광범위하다. 나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람

들이 건강 행동을 결정할 때 건강 행동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지불해야 할 비용을 고

려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담배를 필 때 예상되는 위험과 기쁨을 고려함으로써 흡연

을 계속할지 결정한다는 식이다. 이런 방식의 논리구조를 갖춘 여러 이론 사이에 입

장 차이가 존재하는 까닭은, 비용/편익 판단을 부정하는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

니라, 비용/편익 판단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고려하는 변수를 새로 발견하여 도입하거

나 비용/편익 판단 메커니즘을 세분화하는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강 신념 모형, HBM이다. HBM은 1960년대 호크바움

(Hochbaum)과 로젠스탁(Rosenstock)이 고안한 이론이다. 이들은 결핵을 진단하기 위

한 엑스레이 차량이 집 근처에 와있음에도 왜 사람들은 검사를 받지 않는지를 설명

하고자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고안된 것이 HBM이다. 합리적 선택 이론의 심리학 버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기대 모형(Value-expectancy model)의 영향을 받아, HBM

은 건강 행동이 개인의 가치 부여와 예상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어떤 위협이 나

에게 닥칠 것에 대한 예상(expectation)과,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이 나에게 가져올 이

익에 대한 평가(value)에 기반하여 건강 행동을 설명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HBM

은 어떤 사람이 특정 질병에 대해 가지는 취약성 인식(perceived susceptibility), 심각

성 인식(perceived severity), 이익 인식(perceived benefit), 장애 인식(barriers to 

engaging in a behavior), 행동의 계기(cues to action),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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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해 그 사람의 건강 행동을 설명하려 한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클수록(취약성), 

질병의 피해가 심각할수록(심각성), 예방 행동의 이익이 클수록(이익), 그것을 하는 과

정에서 예상되는 장애가 적을수록(장애),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할수록

(자기 효능감), 그리고 행동을 자극하는 계기가 존재할수록(행동의 계기) 특정한 건강

행동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여기서 다루는 요인들은 모두 개인이 어떤 위협과 건강

행동에 대해 내리는 평가와 예상이다. 그 평가와 예상은 이익과 손실로 변환되며, 이

익이 손실보다 클 때 행동이 이루어진다. 전형적인 합리적 선택 이론이다. 유일하게

“행동의 계기”(cue to action)가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관점의 바깥에 존재하는 요

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행동의 계기는 다른 요인만큼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Glanz, Rimer, & Viswanath, 2008)

개인 수준의 속성에 주목하는 여러 이론들은, HBM이 기반하고 있는 이러한 관점

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한 것이다. 첫 번째 방식의 확장은 개인이 건강 행동의 효

과에 대해 기대를 품고 위협 요인에 대해 평가를 내릴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세분하고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TRA(합리적

행동 이론), TPB(계획적 행동 이론), IBM(통합 행동 모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건강 행동에 대한 위협 인식이나 이익 인식 자체가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

은 아니다. 위협 인식과 이익 인식이 종합되어 ‘의도’(intention)를 형성하고, 이 의도

가 행위로 이어진다. 여러 요인들 사이의 체계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게다가 HBM이

지적하지 못했지만, 이런 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도 존재한다. ‘규

범’(norm) 같은 것이 그것이다. 사회에 건강 행동에 대한 특정한 규범이 존재한다면, 

이는 당연히 개인이 내리는 행동이나 위협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조그만 상처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암묵적 규범이 존재

하는 공간에서는 남성이 병원에 방문하는 행동에 대해 가지는 장애 인식(barriers to 

engaging in a behavior)이 증폭된다. 당연히 이 같은 상황에서 남성의 건강 행동은

억제된다.(Dolan, 2011) 그 외에도 또래 집단의 규범이나 분위기가 특정 행동과 연계

된 비용-편익에 영향을 미쳐 행동 결정을 좌우하는 사례는 다수 보고되고 있

다.(Delormier, Frohlich, & Potvin, 2009) 이에 TRA/TPB 등은 규범을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요소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태도 / 규범 / 효능감이 의도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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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도식이 완성된다.5

이런 변수 확장과 변수 간 관계의 체계화는 분명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합리적 선

택 이론의 핵심적 가정을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앞서 언급한 이론들의 구성요소에

비용 편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IBM은 의도 외에도 개인이 지닌 지식 수준이나 환경적 제약을 고려한다. 하지만 이

들은 어떤 의도가 존재할 때, 그 의도의 실현을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요인들이기에, 

행동 결정에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가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변화를 만들어

내는 변수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 이론의 전통적 변수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좀 더

현저하게 만들거나 드러나지 못하게 억제하는 조건이라는 말이다.

두 번째 방식의 확장은 건강 행동에 이르는 여러 인식의 과정을 세분하여 단계를

나누는 것이다. TTM과 PAPM이 좋은 예다. 보통 행동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친다. 금연을 예로 들면, 폐암 발병 가능성 같은 담배의 위협을 인지

하는 일과, 금연했을 때 이익을 떠올리는 일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일

어난다. 그렇기에 만약 아직 위협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익을 상기시키는 방

식으로 접근하면, 금연을 이끌어내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우선 위협을 인지시

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TTM과 PAPM은 단계별로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배치한다. 이 역시 의미 있는 시도지만, 합리적 선택 이론의 가정 위에 있다

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비용 편익 분석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

                                      
5 이는 규범이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완전히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규범 역

시 비용과 편익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합리적 선택 이론 만

으로는 규범의 탄생 등을 충분히 설명하기 힘들다. 그런 시도가 없지 않으나, (예를 들어 게임

이론 관점에서 이타적 규범의 등장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다 (Axelrod, 2006)) 그것 만으로

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호혜성에 기반한 이타적 규

범의 등장을 설명하는 이론은, 상호 작용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도 이타적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을 해명할 수 없다. (Gintis, Henrich, Bowles, Boyd, & Fehr, 2008)) 여기서 언급한 건강 행동

이론들이 규범을 이론 체계 내로 가져올 때는, 규범의 탄생이나 성립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

니라, 개인이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시도한 사항들이기도 하다.(Elste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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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친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다.

요컨대, HBM 이후에 제출된, 개인 수준의 변수를 다루는 수 많은 건강 행동 이론

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 이론을 건강 인식과 행동에 적용한 결과물이라는 공통점

을 가진다. 다만 건강 행동의 특성에 따라 비용-편익 계산에 고려할 조건을 확장 및

세분화하고, 그것의 메커니즘을 조정했을 뿐이다. 이는 건강 행동의 설명과 현실의

보건 정책에서 적잖은 성과를 낳았다. 하지만 동시에 합리적 선택 이론이 보유한 몇

가지 한계를 공통적으로 노출할 수 밖에 없었다. 그 한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정

리할 수 있다. 

우선 건강 행동이라는 영역 특성에서 기인하는 비용-편익 판단 저해 요소가 존재

한다. 건강 행동과 관련된 이익과 위협은 잠재적이며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미 구매해본 여러 제품을 비교하여 내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방

식의 비용-편익 계산은 쉽다. 가격이라는 비용이 밝혀져 있고, 과거 경험을 참고하여

해당 상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대략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건강 행동에서

는 비용도 편익도 정확히 계산하기 쉽지 않다. 우선 비용 혹은 위협이 불확실하다. 

건강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위협이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흡

연을 한다고 바로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발병할 확률이 올라갈 뿐

이다. 인간이 컴퓨터와 같다면 미래에 위협이 발생할 확률을 정확히 포착하겠지만, 

그렇게 하기란 불가능하다. 카네만과 트버스키를 비롯한 여러 학자가 지적하듯이, 인

간은 미래의 불확실한 비용 계산에 서투르다.(B. Schwartz, 2005; Tversky & Kahneman, 

1981) 게다가 암과 같은 치명적 질병의 경우 애초에 지불해야 할 비용 자체가 불확

실하다. 치명적 질병을 두 번 경험하는 일은, 예를 들어 폐암에 두 번 걸리는 일은

많지 않다. 그렇기에 암에 걸렸을 때 지불해야 할 비용 자체를 떠올리기 어렵다. 많

은 경제학자들이 질병의 비용을 평균적으로 계산하려 노력하지만, 그것은 평균일 뿐

질병이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 느끼는 실감을 설명하지 못한다. 요컨대 시간과 확률

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애초에 비용과 위협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건강 행동의 이익은 더욱 그러하다. 이익은 잠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실

현되며 그렇기에 불확실하다. 금연을 한다 해서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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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건강 개선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실현되며 때로는 정확히 자각할 수 없다. 소비

재 구매, 예를 들어 음식의 구매가 가져올 편익이 즉각적이며 실체적이라 쉽게 지각

할 수 있음을 떠올려보면, 건강 행동의 이익 인식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

다. 개인들은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건강 행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연구 결과나 기사 같은 전문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하려 시도한다. 

하지만 이런 정보 수집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정부 수집 비용을 건강 행동이 가져올

편익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어느 정도가 최적 수준인지

결정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을 초과하는 지점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Elster, 1986)

최근 정보 접근성이 증가하면서 건강 행동에 대한 예상과 선택에서 불확실성이 사

라지리라 예상하는 논의가 존재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여러 설문 조사의 결과

는 대중들에게 주어지는 의료 정보가 과잉 되어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한다. 

HINTS(Health Information National Trends Survey) 결과에 따르면, 일관되게 대중들은

건강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암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고 조언이 넘친다고 지적한

다.(<그림 5> 참조) 이는 너무 많은 정보와 조언이 제대로 된 비용과 편익 판단을

가로막고 있으며 확실하게 따라야 할 핵심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뜻이다. 정보의 과

잉은 비용과 편익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주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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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너무 많은 의료 정보가 존재한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출처: 2015년 HINTS)

건강 행동 영역에서 비용과 편익은 잠재적이며 불확실하다. 사람마다 위협이나 이

익을 다른 방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 편익이 즉각적이지 않

고 잠재적이며, 비용이 실체적이지 않고 확률적일 때, 개인의 주목(attention)과 상상

(imagination)은 비용과 편익의 인지에 깊이 개입한다. 언론 보도나 캠페인에 따라

특정한 위협이나 이익이 과장되기도 하고 거꾸로 간과되기도 하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현상이다.(Dyer, 2006) 이런 특성은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파생한 논의들이 건

강 행동에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정과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증명

한다. 개인이 가지는 위협과 이익에 대한 인식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한계는 비용-편익 계산을 만들어내는 개개인의 함수가 어떻게 혹은 왜 그

렇게 구성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건강

행동에서 합리적 선택이 작동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합리적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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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 불확실성이나 잠재성에 따라 위협이나

이익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정도로 할인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정이 필요하다) 여러 이론들이 실제 위협보다 ‘인지된’ 위

협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변형을 염두에 둔 이론 구성이다. 하지만 합리적 선택 이

론은 개인들의 인지가, 즉 행동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왜 하필 그런 방식으로 일어

나는지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한다. 불확실성을 왜 그 정도의 할인율을 가지고 판단

에서 고려하는지, 나아가 왜 어떤 것을 ‘이익’이라 여기고 ‘위협’이라 여기는지에 대해

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다만 그것이 ‘주어졌다’고 판단할 뿐이다.

이는 실제 연구 경향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부분의 연구는 좀 더 ‘정확하게’ 개인의

위협 인식과 이익 인식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서베이

기법과 세련된 처리 방법이 제안된다. 하지만 왜 그런 측정 결과가 나왔는지, 왜 개

인들은 그런 함수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탐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처럼 인식의 원인

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통찰이 빈곤하다는 점은 합리적 선택 이론의 설명을 동어 반

복적인 서술에 그치게 만들 위험이 있다. 결국 많은 이론이 주목하는, 건강 행동에서

원인의 지위를 차지하는 핵심적 요소는, 정밀하게 측정된 ‘의도’이다. 여러 요소들은

이런 의도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요인들이다. (ex. 이익 인식, 장애 인식 등) 그런데

어떤 행동이 일어난 것이 그에 대한 의도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A

가 선별 검사를 받은 것은 A가 선별 검사를 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동어반복적 설명이 될 위험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런 의도와 선

호가 생겨났는지, 그 판단과 의도를 구성하는 비용-편익 분석이 왜 하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합리적 선택 이론에 영향을 받은 많은 이론들

은 비용/편익 판단이 주관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해당 판단 함수를 미리 주어진

것으로 여긴다. 비용 편익 함수 자체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며, 그것의 발생에 대한

규명을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Elster, 1986; Krackhardt, 1998) 이는 합리적

선택 이론에 근거한 설명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실제로 비용-편익 계산 방식이 개인 주관에 달린 일이라 외부 요소로는 예측이나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정밀한 측정’만이 건강 행동에 대한 유일한 설명일 수도 있다.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이 최선의 작업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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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여러 연구들은 개인의 비용-편익 계산 논리가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형성

됨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 유방암 예방을 위한 주요 옵션을 보도하는 태도

는, 여성들이 각각의 건강 행동이 가져올 위협과 이익을 평가하는데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L. M. Schwartz & Woloshin, 2002)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사회적 요인에 따라

어떤 위협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지가 달라진다.(Sally, 2009) 이처럼 분명 개인의 위

협 인식과 이익 인식이 외부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고려하면서 건강

행동의 모델을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요컨대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파생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건강 행동에는 위협과 이익의 불확실성이 일반적이라, 합리적 선택이 작동하기 쉽지

않다. 둘째,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파생한 이론들은 개인이 위협과 이익을 평가하는

인식의 함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합리적 선택 이론에

근거한 여러 이론은 대중들의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데 적잖은 성과를 거뒀지만 간과

하기 힘든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3. 네트워크와 건강 행동

네트워크 이론에 영향을 받아 건강 행동을 설명하려 시도하는 이론들은 행위자 네

트워크를 통해 각 개인이 지닌 비용-편익 함수의 등장을 설명한다. 이들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파생한 건강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효과

를 지닌다.6 네트워크란 노드(Node)라 불리는 개체와 링크(Link)라 불리는 노드 사이

                                      

6 의도하지 않았다고 굳이 지적한 까닭은 네트워크 이론을 제안한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합리

적 선택 이론에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라노베터는 한 사람의

경제적 선택에 네트워크를 통해 포착된 사회 구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합리적 선택 이론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한다.(Granovetter, 1985) 이

런 설명은 타당한 면이 있지만, 비용-편익 함수의 등장이나 선호의 기원이라는 관점에서 보



21

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이론은 개체의 특징을 개체에게 귀

속된 속성이라고 여기는 대신, 개체가 처한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를 통해 설명하

려는 시도이다. 네트워크 이론이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데 한정된 이론은 아니지만, 

건강 행동 이론에 폭넓게 응용되었으며 이는 개인 간 속성이나 집단 특징에 주목하

는 논의를 풍부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보건학의 사회 지지 이론(Social Support theory)은 인간 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적용된 실제 분석은 주로

이자 관계(dyadic relation)의 영향을 포착하는데 한정되어 있었다. 자신을 지지하는

친구의 숫자가 많을수록 질병 경험이 덜 고통스러워진다 거나 부부 관계의 속성에

따라 질병 경험의 질적 특징이 달라진다는 식이다. 네트워크 이론은 관계가 지닌 영

향력을 이자 관계를 넘어 다자 관계에서, 나아가 개인이 속한 거대한 네트워크(Large 

Network)에서 찾아낼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한다. 

네트워크 이론의 영향은 단순히 유용한 테크닉을 제공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네

트워크 이론의 기본적 관점은 개인의 속성을 벗어나 건강 행동을 설명하려는 여러

논의에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네트워크 이론은 개인의 속성처럼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 개인의 이익 인식과 위협 인식을, 해당 개인이 처한 행위자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앞서 언급한 합리적 선택

이론의 한계를 네트워크라는 핵심적 변수로 돌파하려 했다는 말이다.7 예를 들어 비

만과 흡연이 네트워크를 타고 전염되는 것을 증명한 크리스타키스와 파울러의 논의

나(Christakis & Fowler, 2007, 2008) 고혈압 관리에 해당 환자가 보유한 사회적 네트

워크의 질과 양이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콘월과 웨이트의 연구가 좋은 예다

                                                                                                                 

자면, 네트워크 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극복하거나 보충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네트워크 이론의 영향을 받은 논의들이 합리적 선택 이론의 한계를 극복 혹은 보완했

다고 평가한다. 

7 원칙적으로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관계 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지

만,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주로 노드를 행위자로, 링크를 행위자 간의 여러 종류의

관계(친구, 부부, 직장 동료 등)로 설정함으로써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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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well & Waite, 2012) 크리스타키스와 파울러에 따르면 비만을 경험하고 있는 친

구를 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비만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흡연자들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에서 서로 뭉쳐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결과는 개인이

맺는 관계가 해당 개인의 위협 인식과 이익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비만한 친구가 존재할 경우 비만이 가져오는 위협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수 있고, 

가까운 친구가 금연을 결심하면 금연이 가져올 이익이 환기되어 좀 더 생생해 질 수

있다. 콘월과 웨이트의 연구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스포츠 클럽 같은 체육 활동에 근

거한 사회적 관계가 늘어날 경우 고혈압 관리가 잘 되지만, 음주로 이어질 수 있는

친목 모임에 참가할 경우 고혈압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런 결과 역

시 개인이 맺고 있는 네트워크가 개인의 위협 인식과 이익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

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는 (1) 개별 행위자가 지니고 있었던 비용-편익 함수

에 영향을 미치거나, (ex. 내 친구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보니, 비만이 가져오는 위

협이 더 크게 느껴진다) (2) 아예 새로운 비용이나 편익을 도입함으로써(ex. 흡연자인

내 친구와 어울리는 기쁨을 가지려면 담배를 피워야겠다), 개인이 건강 행동을 결정

하는 비용-편익 함수를 형성한다. 이는 비전문가들의 건강 행동에 한정되지 않는다. 

의료전문가들의 처방에도 이런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여러 연구가 존재한

다. 의료 혁신 전파(Medical Innovation)와 관련된 여러 연구가 대표적이다. 

1966년 콜만과 카트 그리고 멘젤은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이라는 네트워크

요인이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이라는 신종 항생제를 처방하게 만드는데 큰 영

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Coleman, Katz, & Menzel, 1966) 즉, 의료적 의견을 나누던

동료가 해당 항생제를 처방하면, 나 역시 처방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이는 한

의사의 비용-편익 판단이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에 의해 변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버트는 동일한 데이터를 다시 해석하여, 사회적 응집성보다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Burt, 1987) 나와 가까운 의사가

처방한 사실보다, 네트워크에서 나와 유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 관계에 있

는 의사의 처방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일련의 논의들은 네트워크가 여러 주체들의 건강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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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한다. 이 영향은 네트워크가 개인의 상황 인식 방식, 즉 위협 인식과 이익 인식

을 포함한 다양한 인지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 네트워크 이론

을 활용했다고 밝히지 않더라도, 개인을 뛰어넘은 수준의 영향력이 개인의 상황 인

지 방식에 영향을 미쳐 건강 행동을 변형하는 연구는 매우 풍부하다. 청소년의 식습

관이 또래 집단의 식성에 영향 받음을 설명한 델로미어 등의 연구나(Delormier et al., 

2009), 지역적 차이에 따라 건강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지적한 이콥과 매킨타이어의

연구(Ecob & Macintyre, 2000), 그리고 국가에 따라 건강을 떠올리는 방식 자체가 다

름을 지적한 플릭의 연구(Flick, 2000) 등이 좋은 예다. 합리적 선택 이론과 그것에 근

거한 여러 건강 행동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 사람은 여러 행위의 선택지를 놓

고 비용과 편익을 따져 건강 행동을 수행한다. 다만 개인이 어떤 것에도 영향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네트워크가 계산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 행동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

회 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을 포함한 여러 건강 행동 이론은 이런 관점을

받아들여, 개인 외부의 여러 변수에 주목했다. 이 변수들은 사회 지지 관계나 공동체

등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제시되었으나,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이론의 세계관을 공

유한다. 

하지만 네트워크 이론에 근거한 건강 행동 설명 역시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네트워크가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항상적이거나 일정하지 않고 여러 상황과

조건에 의존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으려면, 우선 행위자가 해당

건강 행동에 초점을 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이나 관련

건강 행동이 지닌 사회적 의미 때문에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제약되는 경

우가 있다. 에이즈나 성병처럼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이 강한 질병과 관련된 건강 행

동에서는, 행위자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힘들다. 애초에 누가 그런 질병을 가졌는지

알기 어렵고,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이 제약되는 탓이

다.(Sontag & Sontag, 1990) 반면 유방암처럼 환자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고 질병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권장하는 질병에서는 네트워크가 건강 행동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다.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미치는 영향과 비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다르다. 비전문가들은 보유한 정

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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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동료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행동

외에도 판단이나 행동을 결정하는데 참조할 사항이 적지 않다. 자연히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덜 작동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때로는 연결되어 결정하지만, 때로는 고

립된 상태에서 결정한다. 어떤 의료적 지식이 주목을 얻는지가 의학과 생물학 내부

적인 논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듯, 네트워크의 작동 여부는 네트워크 내부적인 논리로

만 결정되지 않는다. 

네트워크 작동의 조건이 되는 변수는 물론, 네트워크 작동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변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그 때문이다. 그것들을 고려해야만 네트워크의 작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오류를 피할 수도 있다. 앞서 말한 의료적 혁신(Medical 

Innovation)의 전파를 둘러싼 논쟁과 후속 연구들은 그런 점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앞서 콜만과 버트가 의사들 사이에서 테트라사이클린이 도입되는 데에 의사들의 네

트워크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2001년 벌트와 릴리엔은

동일한 데이터에 기반해 콜만과 버트가 지적한 네트워크 효과가 마케팅 변수를 고려

하면 사라진다는 점을 제시한다. 처방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약 회사들의 마

케팅을 측정하여 모델에 삽입하자, 응집성이건 등위성이건 상관없이 네트워크 요인

이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해진 것이다.(Bulte & Lilien, 2001) 이 연구 결과

는, 네트워크의 작동이 명확해 보일 때 조차,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영향을 압도하

거나 적어도 그것과 경쟁하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반대로 인터넷의 보급은 건강 행동에서 네트워크 작동을 촉진한다. 인터넷에 존재

하는 건강 정보는 예상과 달리 상당히 정확하고 빠르게 개선되는 편이며, 이는 비전

문가 사이의 네트워크를 촉진한다.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환자와 의사 사이

가 아니라 환자 사이의 관계가 활성화 된 것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

달이 결정적이었다. 그것이 여러 물리적 제약과(ex. 희귀 질병 환자들은 주위에 유사

환자를 만나기 어렵다) 사회적 낙인을 뛰어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전

체적인 질병 지형은 물론 비전문가들의 건강 행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런데 처음 인터넷을 통한 질병 정보의 교류가 시작되었을 때 그 정보의 정확성에 대

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익명의 작성자가 잘못된 정보를 무책임하게 게

시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연구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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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지식이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정확하다는 점을 지적한다.(Esquivel, Meric-

Bernstam, & Bernstam, 2006)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의 유용성은 인터넷에서 비전

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데 일조한다. 동시에 이렇게 강화된 네트워크는

잘못된 정보를 빨리 포착하여 제거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

보의 유용성과 인터넷을 통한 비전문가들의 네트워크가 상호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

동하고 있는 셈이다.

네트워크는 건강 행동에서 각 행위자의 결정과 판단을 개인의 속성에 전적으로 기

대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분명 건강 행동은 일차적으로 행위자의 의

도와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합리적 선택 이론 계열의 건강 행동 이론이 집중한

것은 바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심리적 절차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개별 인

간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네트워크 이론과 그것에 기반한 실증 연구는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관계망이 건강 행

동과 관련된 판단 방식에, 즉 위협 인식과 이익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구성

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네트워크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적지 않다. 네트워크의 영향은 늘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 따라 발휘된다. 네트워크의 영향이 발휘되기 좋은 상

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경쟁하는 방식

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요인도 존재한다. 거꾸로 네트워크의 작동을 촉진하거나 보조

하는 변수 역시 존재한다. 이는 건강 행동을 설명할 때, 네트워크를 개인의 위협 인

식과 이익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네트워크가 독립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 작동의 조건이 되고 그

것과 상호작용하는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모든 요인을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건강 행동 영역에서 네트워크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한 요인을 검토하고, 

그것과 연계하에 네트워크를 다뤄야 한다. 그래야만 건강 행동의 근간이 되는 인지

와 판단의 메커니즘을 좀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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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 구조와 건강 행동

1) 지식 구조를 통한 기존 이론 한계 보충

본 연구는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식에 주목한다. 지식의 도입이,

앞서 설명한 두 이론을 보충하고 각각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하기 때

문이다. 지식은 개인의 이익 인식과 위협 인식의 형성을 설명하는 구조적 요인이며

건강 행동 영역에서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하는 대표적인 변수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

해서 우선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식의 기본적 기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식이

구조적 요인으로서 지닌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식은 주목해야 할 유의미한 대상을 설정한다. 대상이 존재하고 그것에 대

한 지식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지식이 존재해야만 대상이 부각된다. 지식

이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수 많은

대상 중 무엇에 주목하면 좋을지 알려준다. 예를 들어 지금은 당연한 의료적 개입

대상인 환자의 행위(behavior)는 20세기 초 까지만 해도 의료적 처치의 대상이 아니

었다. 그때까지 행위라는 단어는 무생물의 상태 변화, 예를 들어 혈액의 운동(The 

behavior of blood) 같은 맥락에서 쓰였을 뿐이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아동 통제를

목적으로 한 공중 보건학이 도입되면서 환자의 행위가 의료적 처치의 주요한 대상으

로 등장했다.(Armstrong, 2009a) 그 전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고 처치나 관리의 대상

이 아니었던 어떤 실체가 특정한 지식의 부상과 작동에 힘입어 중요한 대상으로 등

장한 것이다.

둘째, 지식은 해당 대상을 둘러싼 타당하고 합리적인 개념 연결 규칙을 제시한다. 

그렇기에 유사한 대상을 다룬다 해도 상이한 개념의 연결 구조를 설정한다면 둘은

다른 지식이다. 예를 들어 한의학과 서구 임상의학은 유사해 보이는 대상을, 이를테

면 감기 같은 질병을 다룬다. 하지만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개념 연결 구조는 매우

다르다. 서구 임상 의학은 감기라는 질병을 일으키는 병소와 외부 병원인에 주목한

다. 이들과 연결한 설명이,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인두부에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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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일으켜 호흡 곤란과 발열을 일으킨다.” 와 같은 설명을 타당한 명제라 여긴다. 

반면 한의학은 질병을 기의 균형이나 비장 같은 추상적 장기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본다.(조원광, 2012)

지식의 이런 기능은 인간의 판단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식은 특정한 문제

를 마주했을 때 어디에 주목할지, 그것을 무엇과 연계하여 다룰지 결정한다. BRCA 

연구로 상징되는, 유전 경향에 초점을 둔 유방암 지식은 어떤 사람이 유방암에 대한

공포와 마주할 때 다른 여러 발암 요인 대신 가족력과 부모로부터 계승한 유전자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예방적 유방 절제술과 같은 수술 요법을 그 대

책으로 떠오르게 만든다. 집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19세기 미아즈마 설은 국가의 보

건 정책이 악취 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미아즈마, 즉 독

기에 주목하고 그것과 감염을 연계하는 지식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지식의 이러한 측면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 지식 대신 ‘지식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식의 이러한 영향력은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발휘되는 경우

가 많다. 상반되는 논의나 주장도 동일한 대상과 그것들 둘러싼 합리적인 규칙을 공

유할 수 있다. 마치 아담 스미스와 칼 맑스가 상이한 주장을 제시하지만, ‘가치’를 대

상으로 삼고 이를 ‘노동’과의 연계 속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두 주장은 모두 ‘정치경

제학’의 영향 하에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Foucault, 2002) 추상적 부라

는 대상을 부각시킨 일에 집중한다면, 맑스와 스미스의 글은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

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이라는 단어의 일상적 용법은 특정한 논의나 주

장의 내용을 가리킬 때가 많다. 본 연구는 지식의 일상적 용법으로부터 위에 제시한

지식의 기능을 구분하고 후자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 ‘지식 구조’라는 용어를 활용할

것이다. 그 효과는(대상 형성, 개념 연결망 형성) 구체적 내용보다 개념이나 대상이

조직되는 구조와 프레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지식 구조의 존재를 고려하면, 앞서 검토한 두 가지 건강 행동 이론이 노출

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우선 합리적 선택 이론과 관련된 한계를 떠올려보자.

지적된 한계의 핵심은 행위자의 상황 인지 방식,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행위자의

위협 인식과 이익 인식이 왜 하필 그런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지식 구조는 유의미한 대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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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루어야 할지 규정함으로써, 행위자의 주목과 관심이 특정한 대상을 향하고

그것을 독특한 개념 연결망을 활용하여 인식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 많은 대상 중 왜 하필 특정한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어떤 태도로 다루는

지 규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암 건강 행동에서 예방이 가져오는 이

익에 대한 자각이 치료법에 대한 이익 인식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앞서 말했듯

예방보다 치료법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암 연구 경향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치료법과 그것의 효과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

고 암 극복이라는 개념을 첨단 치료법과 관련하여 사고하게 만듦으로써, 특정한 형

태의 이익 인식과 위협 인식을 형성한 것이다. 

나아가 지식 구조는 건강 행동 영역에서 네트워크 작동의 핵심적 조건으로 기능하

며, 거꾸로 특정한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건강 행동에서 네트워크와 상

호작용하는 주요한 구조적 변수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지식 구조가 제시하는 개념

연결 규칙은 어떤 대상이 드러내 놓고 공유하거나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인지, 거꾸로

감추고 은폐해야 할 대상인지 결정한다. 유사한 치명성을 가졌음에도 폐암은 드러내

놓고 논의하지만 에이즈는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1980년대부터 에이즈를 동성

애와 비도덕성과 연계하여 재현한 대중 담론과 그 이면의 지식 구조를 고려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현재 작동하고 있는 지식 구조를 측정하여 그 특성을 파

악할 수 있다면, 특정한 건강 행동에 네트워크가 영향력을 발휘할지 그렇지 않을지

를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지식 구조는 네트워크가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주요한 매개

요소로 기능한다. 앞서 네트워크가 행위자의 상황 인지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

적했다. 이처럼 네트워크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

만, 특정 네트워크가 독특한 지식 구조를 형성하고 그것이 개별 행위자의 이익 인식

이나 위협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지식 구조가 일종의

매개 변수가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돌란은 블루 칼라 노동자 집단 혹은 네트워크

가 병원에 가는 것과 여성성을 연계하는 독특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지

적한다.(Dolan, 2011) 이런 논의 구조는 당연히 병원을 방문하는 것에 동반되는 비용

을 증가 시킨다.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자신의 남성성과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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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병원에 방문하는 건강 행동은 억제될

것이다. 이는 직장 내 네트워크가 병원 방문을 둘러싼 특정한 지식 구조를 형성함으

로써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지식, 정확히 말해 지식 구조는 주목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함

으로써 행위자의 건강 행동과 판단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지식 구조를 검토

함으로써, 한 행위자가 지닌 판단 함수의 형성을 규명할 수 있다. 또한 지식 구조는

행위자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하며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조적 변수로

작동한다. 그것은 네트워크 작동의 조건이자 결과이며, 네트워크가 건강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체다. 

기존 건강 행동 이론에서 지식이라는 변수를 아예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식, 

태도 및 실천 모형(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KAP)이 대표적이다. 고전적인

모형이라 이제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지식이 모델을 아주 명확하게 삽입되어

있다. 이 모델은 어떤 건강행동에 대한 지식이 해당 건강 행동에 대한 특정한 태도

를 이끌어내고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을 담고 있다.(예방의학과 공중보건

학, 2015) 언뜻 이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구도와 유사해 보이나, 사실 아주 다른 의

미를 내포한다. KAP가 가정하는 지식(Knowledge)은 개인이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Capacity)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식은 개인이 가지는 하나의 속

성을 의미하며, 개인에 따라 수준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이다. “지식이란 정보를 획득

하고 보유하고 사용하는 능력”(Knowledge is the capacity to acquire, retain and use 

information)이라는 이브라힘 바드란(Ibrahim G. Badran)의 정의가 이를 잘 표현한

다.(Badran, 1995; Bano, AlShammari, Fatima, & Al-Shammari, 2013) 이렇게 정보를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면, 그 정보에 따라 태도가 변화하며 실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금연이 가져다 주는 이익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이 있으면, 그에 따라 금연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결국 금연을 실

천하게 된다는 말이다. KAP 뿐만 아니라 HBM이나 IBM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지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지식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올바른 의료 지식을

개인이 얼마나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변수이다. 즉, 기존 건강 행동

이론에서도 지식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나,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자 ‘도구로서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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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했다. 

이와 달리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식은 구조로서의 지식이다. 앞서 설명했듯, 지식

은 개인에게 여러 대상 중 무엇을 핵심적인 위협으로 삼고 그 위협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참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전에, 여러 참된

정보 중 특정한 참된 정보에 시선을 머무르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말이다. 이때

지식은 ‘구조로서의 지식’이다. 구조로서의 지식은 개인 별로 차이나는 능력이나 개

인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객관적 앎이라는 위상을 지니

고 존재하면서 거꾸로 개인들의 시선과 합리적 추론 방식을 근저에서 규정한다. 즉, 

KAP 등 기존 이론이 지적하는 지식이 담배를 끊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이를 위

해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개인별 능력이자 개인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라면, 본 연구가 지적하는 지식은 애초에 폐암을 유발하는 여러 위협

요인 중(흡연 행위, 석면 노출 환경, 가족력 등) 어느 하나에 (예컨대 담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파악하는 개념 연결망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을 근저에서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요소이다. 이 경우 지식은 개인이 인지하고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며 개인별로 차이나는 속성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집합적 수준에서 여

러 개인의 시선을 제약하고 활성화하는 특정한 종류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가 주목하는 지식은 바로 이런 구조로서의 지식이며, 다소 어색한 ‘지식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런 구분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8

2) 프레이밍 이론을 통한 지식 구조의 구성과 효과 포착

                                      
8 요컨대, 본 연구에서 ‘지식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1)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지

식에 존재하는 대상 설정과 대상들 사이의 연결 구조를 지칭하고, (2) 지식이 지니는 구조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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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식 구조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앞서

사례로 제시한 ‘근대 생의학(Biomedicine)’이나 ‘정치경제학’은 내부에 수 많은 주제를

포함한다. 암에 대한 생의학 지식으로만 한정해도, 그 안에는 수술에 대한 논의, 화학

요법에 대한 논의, 암 세포 수용체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언어가 있다. 

이들은 제각기 조금씩 다른 대상과 개념 연결 구조를 지니고 있다. 물론 이들을 관

통하는 일관된 논리와 스타일이 존재하기에 하나의 지식 구조로 지칭하지만, 세부적

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식 구조가 미치는 영향은 지식 구조 전체의

거대한 경향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세부 주제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병의

원인을 특정한 ‘병소’에서 찾는 거대한 경향도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구

체적인 특정 장기, 예를 들어 ‘유방’을 대상으로 삼아 보존술 같은 특정 기법이나 유

방의 미학적 의미와 연계하는 세부적 논의 구조 역시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후자와 같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방암 지식 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세부 주

제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프레이밍 이론(Framing Theory)은 지식 구조의 세부 구성 사항과 그것의 동학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이론 자원이다. 프레이밍 이론은 구체적 언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언어의 특정한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조직되는 방식인 ‘프레임’을 분석 대

상으로 삼는다. 프레임이란 어떤 사태 혹은 현실에서 특정한 것을 선택하여(selection)

현저하고 뚜렷하게(salience) 만드는 언어구조를 의미한다.(Entman, 1993; 김준한, 

2015) 동일한 사태라 해도, 다양한 주목 지점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방암이

라는 질병에서 주목할 만한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유전자, 환자의 계층, 혼인 연령,

지역 사회 의료 시설, 호르몬 레벨, 식습관 등이 그것이다. 하나의 프레임은 가능한

모든 대상을 다루는 대신, 특정한 대상을 선택하여 부각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진단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동기를 부여하는(Diagnostic/Prognostic/Motivational framing)

언어 구조를 구축한다.(Benford & Snow, 2000) 특정한 프레임의 영향 하에 있는 사람

들은 그것이 제시한 인식의 방향에 따라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예를 들

어 유방암에 대한 선별검사 프레임은 유방암에 대처하는 방안 중 조기 검진과 이를

위한 여러 도구(X-Lay, 초음파)를 부각한다. 이 프레임이 부각되고 노출될 때 사람들

이 받는 영향은 쉽게 짐작 가능하다. 프레임의 이러한 기능은 우리가 앞서 제시한

지식 구조의 특성을 잘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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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프레이밍 이론은 지식 구조의 구성과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든다. 본 연구는 하나의 지식 구조가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복수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다고 설정한다. 앞서 말했듯 유방암에 대한 생의학

지식 안에서도, 선별 검사에 관련된 언어와 수술에 관련된 언어 그리고 완화 의료에

관련된 언어는 각각 따로 존재한다. 프레임은 구체적이고 직접 사용되는 언어를 대

상으로 하기에, 이런 다양한 언어 구조를 구분해서 포착할 수 있다. 지식 구조가 변

화하는 것은, 지식 구조의 구성물인 프레임이 새로 추가되거나 제거되거나 변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지식에서 유전과 관련된 프레임이 도입되거나

내부적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1970년대에 사람들의 행동이나 외부 발암 요인에 집

중했던 지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나아가 프레이밍 이론은 거시적인 지식 구조가 만들어내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

떤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지 알려준다. 프레이밍 이론가들에 따르면, 프레임이 사

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까닭은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활용 가

능하고 접근할 수 있는 관념에 근거하여 입장과 의견을 구축하기 때문이다.(Chong 

& Druckman, 2007) 즉 사람들은 상황의 모든 정보를 입체적으로 고려하고 공평무사

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고 용이하게 접근 가능한 요소에 근거하여 판단

한다. 이런 인지의 한계는 사회과학의 여러 이론(ex. Herbert Simon의 제한된 합리성

이론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렇기에 만약 프레임과 같은 특정 언어 구조가 어떤

사태의 특정 측면을 부각하여 설명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근거하여 해

당 사태에 대해 판단하고 가치 평가를 내린다. 예를 들어 어떤 신문이 예술가들의

시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언어로 서술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

겠지만, ‘공공 안전 침해’라는 언어로 서술하면 부정적인 태도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

다.

의료 지식 구조가 건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한 성격이 바로 이런 프레이밍

의 메커니즘을 따른다. 크로포드가 지적하다시피, 의료 정보의 양은 이미 대중들의

인지 능력을 한참이나 넘어서 있다. (Crawford, 2004) 유전자에 관심을 가졌다 해도, 

종양 유전자의 구체적 역학을 다룬 논문을 모두 검토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를 검

토한다 해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주제에 대한 지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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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논쟁과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식 구조가 건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 내용보다는 프레임을 통해 작동한다. 예를 들어 유전학의 경우에는

암과 유전적 경향을 연계하여 다루는 사고 방식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 그 안에서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하더라도, 다양한 대상 중 무엇을 선택하여 다룰지에 대해서만

은 합의를 이루고 있다. 동일한 프레임을 통해 현상에 접근한다는 말이다. 이런 프레

임은 구체적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지각되며,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용이하다. 예를 들어 종양 유전자에 관한 논문이 늘어나고 그것이 매스컴에

전문 지식으로 소개되면, 사람들이 그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다른

것보다 유전자와 관련된 위험 요인에(ex. 가족력) 주목하려 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행

동을 보이는 식이다. 지식 구조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복수의 프레임이 사람들의 한정된 주의집중 자원을 특정한 대상 집합

과 개념 연결 구조로 한정했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임 효과의 총

합이 지식 구조의 효과라는 말이다. 

요컨대 지식 구조는 사람들의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은 질병과 관련

하여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강구할지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

써 작동한다.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식 구조의 구성을 살피고 그것이 건강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프레임이, 지식 구조의 핵심적 기

능인 (1) 대상 설정과 (2) 대상을 다루는 ‘타당한’ 개념 연결망 구축의 핵심을 잘 표

현하고 있고, 동시에 이를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포착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지

식 구조를 구성하는 개별 프레임은 특정한 대상을 현저하게 만듦으로써 개인들의 주

목 방향을 형성하고, 이는 사람들이 위협과 이익을 인지하는 방식을 포함한 전반적

판단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특정 프레임은 특정한 네트워크의 형성이나 소

멸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방암에 대한 수술법의 도입과 그것에 대한 논의

구조의 발생은 그에 관심을 지닌 환자 조직 형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유방 보존술

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긴다는 말이다. 또한 특정 네트워크가 특정한 프레

임을 형성하여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블루 칼라 노동자들이 병원 방

문을 포착하는 독특한 논의 구조의 형성과 그것이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은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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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적 프레임과 구조적 프레이밍 이론

그런데 프레이밍 이론과 프레임에 대한 개념 역시 하나의 잘 정리된 입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논쟁을 벌이고 있는 여러 이론들의 집합에 가깝다. 대표적인

것이 심리학적 측면에서 출발한 논의와 사회학적 측면에서 출발한 논의의 대비이

다.(Borah, 2011) 심리학적 관점에서 출발한 논의의 대표적인 사례는 카네만과 트버

스키의 연구이다. 이들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옵션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

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했다. 성공률 70%의 처치를 “70%

의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표현할 때와 “30%의 사람은 확실히 죽는다”라고 표현할 때

반응의 차이를 보는 식이다.(Tversky & Kahneman, 1981, 1986) 이런 실험은 의료 영

역에서도 적잖이 반복되었다.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예방주사(HPV 백신)에 대한 태

도가 설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여러 연구나(Bigman, Cappella, & 

Hornik, 2010; Leader, Weiner, Kelly, Hornik, & Cappella, 2009) 의사들의 특정 치료법

에 대한 태도가 임상시험 결과의 설명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연구들이 그것이

다.(McGettigan, Sly, O'Connell, Hill, & Henry, 1999)

반면 사회학적 측면에서 출발한 논의들은 주로 언론과 같은 대중 매체의 논의 구

조나 특정한 주제에 대한 담론에서 오는 효과를 포착하려 했다. 이들은 실험으로 조

작된 언어가 아니라 실제하는 언어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는 언어를 포착하려 시도한다. 고프만이 한 사회에 존재하여 모든 성

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대한 낙인과 그에 대한 논의 구조를 분석한 것이 대표

적인 예다. 사회학적 차원에서 접근한 프레임은 심리학적 접근에서 출발한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효과가 현실화되는 양상을 포착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카네만 등

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의사가 질병이나 처치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은 환

자 및 비환자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 설명 방식이 실험처럼 임의

로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의사가 가장 옳고 합리적이라고 믿는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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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지식 구조는 바로 이 기준을 결정한다. 즉 ‘자명하게 따라야 한다고 사회

적으로 합의된 진리’인 지식에 근거하여 언어가 선택된다는 말이다. 사회학적 측면에

서 출발한 프레이밍 이론들은 이처럼 실제 작동하고 있는 지식과 담론에 어떤 종류

의 프레임이 존재하는지 탐구한다. 

전략적 프레이밍 이론(strategic framing theory)과 구조적 프레이밍 이론(structural 

framing theory)의 대비 또한 주목해야 할 이론적 갈래이다. 분과를 떠나 프레이밍

이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사회 운동이나 정치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예를

들어 원전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와 정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지

역 사회 주민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 원전이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태를 서술할 것이다. 반면 정부는 전력 수급과 지

역 이기주의라는 관점을 동원해 사태를 서술할 공산이 크다. 그래야만 지역 주민들

의 반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전국적 지지를 얻어 원전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 운동이나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특정한 목적을 지닌 일부 능동적 주체

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지지를 모을 수 있을 만한 프레임을 전략적으로 채택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강민아 & 장지호, 2007; 이준웅, 2005) 나는 이런 식의 프레이밍

이론을 ‘전략적 프레이밍 이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런데 의료 지식 구조를 구성하는 프레임과 그것의 효과는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이기에, 관련자들은 최선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라 여겨지는 의료 지식의 구도와 대상, 그리고 개

념 연결 구조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여기서 작동하는 프레임은 개인이 선

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개인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여겨지는 규범에 가까우며, 

개인이 임의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특정한 기준(예를 들어 논문 심사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다. 이 경우 행위자들은 프레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기보다 거

꾸로 이런 프레임을 받아들여야만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유의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여겨진다. 마치 구조가 행위자를 제약하는 것처럼 말이다. 기존의 프레이

밍 이론에서 이런 프레임을 다룬 사례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일부 유사한 논의

를 꼽자면 여러 프레임 이면에서 이들의 논리 구조를 만들어주는 마스터 프레임

(Master Frame)에 대한 주장이나.(Benford & Snow, 2000; Borah, 2011), 푸코 같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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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를 빌어 프레임 이면에 존재하는 담론을(discourse) 지적하는 연구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Sandberg, 2006) 본 연구는 개인이 선택하는 대신 진리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제약하는, 그래서 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작동하는 프레이밍을

다루기 위해 ‘구조적 프레이밍 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가 지식 구조의 구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프레이밍

이론은 심리학적 전통에서 출발한 논의보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출발한 논의에 기반

한다. 사람들이 실제 접하는 언어와 지식이 만들어내는 효과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전략적 프레이밍 이론보다 구조적 프레이밍 이론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 의료와 건강 행동이라는 영역의 특성 상, 여기서 작동하는 프레임은 구조적

프레이밍 이론이 지적하는 현상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앞서 언급

한 ‘지식 구조’라는 대상을 ‘구조적 프레임’(structural frame)이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

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 연구가 제안하는 지식 구조 혹은 구조적 프레임은 구

조주의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차이의 핵심은 변화 가능성

이다. 구조적 프레임이 건강 행동에 영향력을 지니더라도, 마치 구조주의자들이 지적

한 구조처럼 초-역사적 보편성을 지니고 변화하지 않는다면(Dosse, 1998) 이를 탐구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구조적 프레임과 그것의 집합인 지식 구조는, 그들이 만들어

내는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위협 인지 방식과 대책 인지 방식은 시간과 공간에 따

라 변화한다. 과거에 작동했던 지식 구조가 부정되고 새로운 지식 구조가 등장하는

일이나 전혀 다른 사회에서 전혀 다른 구조적 프레임이 존재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야 전통 문명은 암의 원인과 진행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각

한다. (Berger-González, Gharzouzi, & Renner, 2016) 이처럼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문

명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근대 의학 내에서 ‘건강’이나 ‘생활 습관’ 같은 핵심적 개념

들을 둘러싼 이해와 개념 연결 구조가 적잖이 달라져왔다.(Flick, 2000; Korp, 2010) 의

료적 처치를 둘러싼 합리성도 마찬가지다. 1970년대까지 유방암 수술의 기본적 원칙

은 근치적(radical) 적출이었다. 암 발생 부위는 물론 그 주위의 근육까지 말끔히 도

려내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8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런 치료적 원칙은 포기되었

다. 그것이 특별한 효과를 만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확산된 탓이다. 의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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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은 항상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유의미한 대상과 추론

원칙을 가지고 의료적 결정을 내리고 건강 행동을 실천하려고 했지만, 무엇이 ‘타당

하고 합리적인 기준’인지가 변화해왔다. 이런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낸 여러 사회적 요인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처방

및 치료 행동을 포함한 건강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현재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프레임의 특성을 포

착하는 것을 넘어, 이런 프레임의 탄생과 형성 과정에 주목한다. 프레임이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왜 지금과 같은 형태와 특성을 지니게 되었는지 탐구하는

것은 당연한 탐구의 수순이다. 앞서 기존 이론의 한계가 위협 인식이나 이익 인식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왜 하필 그런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는 이런 한계를 구조적 프레임과 지식 구조를 도

입함으로써 극복하려 한다. 그런데 이런 프레임과 지식의 형성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인식 함수를 프레임으로 대체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지식 구조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프레이밍 이론을 도입한다. 

지식 구조의 구체적 구성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구조적 프레이밍 이론으로 포

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이 위협을 인지하는 방식과 대

책을 떠올리는 방식이 왜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합리

적 선택 이론의 연장에 있는 여러 건강 행동 이론의 난점을 보충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지식 구조와 구조적 프레임은 왜 네트워크의 영향이 때로는 작동하고 때로는

작동하지 않는지, 그리고 특정 집단이나 네트워크는 개인의 행동이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네트워크 이론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건강 행동 이론의 한계를 보충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현재 건강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구조와 구조적 프레임의 현황을 탐구함은 물론, 그 프레임

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아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

지를 탐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방암 의료 지식의 형성 과정에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여러 조직과 집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에 주목하고 그 영향을 추적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식을 경유해 작동하는 건강 행동에 대한 여러 차원의 권력

과 영향력을 다차원적으로 설명하려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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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가지 이론 도식과 건강 행동

이제까지의 논의를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합리적 선택 이론의 건강 행동 설명 도식

<그림 6>은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파생한 건강 행동 이론의 개념 구도를 간단히

도식화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 이론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행동과 결

정을 강조한다. 건강 행동에서 비용은 위협에 대한 인식이고 편익은 이익에 대한 인

식이다. HBM을 위시한 수 많은 건강 행동 이론은 바로 이런 위협 인식과 이익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세부적으로 발굴한 것이다. 그것은 자기 효능감, 규범, 태도, 

현재 건강 행동 단계 등 다양하다. 이런 이론 도식은 여러 방면에서 적잖은 성과를

낳았지만, (1) 불확실성과 잠재성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 자원을 둘러싼 판단과 행동

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 (2) 적용이 가능할 때 조차, 개인들이 왜 그런 위협 인

식과 이익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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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네트워크 이론의 건강 행동 설명 도식

<그림 7>은 네트워크 이론의 영향을 받은 건강 행동 이론의 개념 구도를 간단히

도식화한 것이다. 네트워크 이론은,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합리적 선택 이론 계

열의 논의들이 노출한 한계를 극복한다. 그것은 위협 인식과 이익 인식이 행위자 네

트워크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흡연자 친구를 두면 흡연에 대한 위협 인식이

영향을 받는 식이다. 아예 새로운 위협이나 이익이 도입되기도 한다. 네트워크에 따

라 전에 없던 이익, 예를 들어 집단의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소속감을 확인함으

로써 얻는 기쁨 같은 편익이 새로 발생한다. 이 역시 위협 인식과 이익 인식에 영향

을 미친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작동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때로는 다른 변수나 요인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거친다. 건강 행동 영역에서는 지식

이나 담론이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하는 대표적인 변수이다. 그렇기에 네트워크 이론

만으로는 건강 행동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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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본 연구의 건강 행동 설명 도식

<그림 8>은 구조적 프레임을 도입하여 지식 구조의 영향력을 고려한 본 연구의

개념 구조이다. 앞서 말했듯, 지식 구조는 논리적으로 일관된 여러 구조적 프레임의

집합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구조적 프레임이라는 개념으로 측정된 지식 구조가

개인들의 상황 인지 패턴, 즉 위협 인식과 이익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사실

특정한 프레임과 그것의 집합인 지식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어떤 대상을 지각할 수

없다. 앞서 말했듯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여러 대상들, 예를 들어 ‘행위’(behavior)

나 “삶의 질(quality of life)” 등은 원래부터 자각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주목하도록

유도한 지식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Armstrong, 2009a, 2009b) 지식과 프레임은

이런 대상을 둘러싼 개념 연결망을 제시하는데, 이는 해당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취

급해야 할지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위협으로 여길지 이익으로 여길지 나아가 어느 정

도로 위협이나 이익을 인지할지 결정한다. 사람들이 늘 합리적으로 행동하려 노력하

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합리성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구조적

프레임이다.

또한 구조적 프레임은 네트워크의 작동과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특정한 지식

에 따라 해당 건강 행동에 대해 동료들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함께 의논하고 논의

할지가 결정된다. 나아가 구조적 프레임은 해당 프레임에 노출된 이들 사이의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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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형성하기도 한다.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라면 ‘학파’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다. 때문에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는 엄밀히 말해 행위자-지식

네트워크라고 해야 한다. 이것은 네트워크 이론의 용어를 빌자면, 투 모드 네트워크

(2-Mode Network) 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수준의 개체들이 연결된 형상이기 때

문이다. 이런 행위자-지식 네트워크는 특정한 구조적 프레임을 구성하여 영향을 미치

기도 하고, 직접 위협 인식과 이익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이런 도

식은, 만약 구조적 프레임의 등장과 형성을 설명하는 것이 보충된다면, 건강 행동의

양상을 설명하는데 기존 이론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본 연구의 이론 도식이 앞선 두 개의 이론 도식을 폐

기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본 연구의 이론 도식은 앞서 제

시된 도식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분명 기존의 이론은 한계를 지닌

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지식 구조라는, 기존 이론의 외부에

있는 요소를 고려해야 기존 이론들이 지적한 요소들의 효과를 좀 더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는 말에 가깝다. 예를 들어 합리적 선택 이론 계열의 논의들이 제시하는 여

러 변수(의도, 태도, 효능감 등)의 효과는, 그와 연계되어 있는 지식 구조를 고려해야

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방암 건강 행동에 자기 효능감이 미치는 영

향력의 정도는, 유방암의 발생을 서술하는 프레임이 생득적 경향 같은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원인에 초점을 두는지 아니면 생활 습관 같은 개인이 바꿀 수 있는 원인에

초점을 두는지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이다. 네트워크의 형성과

작동 여부 및 방향이 지식 구조에 의해 영향 받는다면, 이를 고려해야 언제 건강 행

동을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요컨대 구조적 프레임을 활용

한 본 연구의 이론 도식은 기존 이론들이 지적한 변수들이 작동하는 조건과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이론이 제시한 변수들의 작동을 좀 더 잘 포착하는 데에 기여한

다. 

5. 두 가지 지식 구조: 공식적 지식 구조와 비공식적 지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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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기본적인 이론적 전략은, 프레이밍 이론으로 지식 구조의 세부적 구성과

영향을 포착하여 기존 이론이 건강 행동 설명에서 노출한 난점을 보충하는 것이다. 

지식의 프레임 효과를 포착함으로써, 합리적 선택 이론의 연장에 있는 이론들이 간

과하고 있는 행위자의 인식 방식과 환경을 보완할 수 있고, 연결망을 따라 발휘되는

정보 효과를 포착할 수 있다. 한 시대를 관통하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프레임은, 

의료 전문가들이 근거하는 ‘객관적 판단’의 외부를 구성하며, 비전문가들이 위협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무의식적 습속을 결정한다.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합리적

으로 내린 판단이, 사실 구조적 프레임에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본 연구는 이를 포착하고 그 영향을 규명하며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

으로 한다. 

하지만 이처럼 지식 구조를 도입하고 그것을 통해 포착하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건강 행동을 둘러싼 지식 구조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크게 두 가지 지식 구조를 떠올릴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지식 구조는 행위자들의 인지 양상, 즉 인지의 함수에 영향을 미치고

네트워크의 작동 양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BRCA 유전자 돌연 변이 연구결과와 그

것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사람들이 유전자에 주목하게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환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좋은 예다. 그런데 이런 지식 구조가 꼭 공식적 연구 결

과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루머(Rumor)가 행위자들의 위협 인식과 이익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루머의 영향은 에볼라나 메르스 같은 감염성 질병에서 가

장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영향은 전체적인 질병의 발생 양상을 바꿀 정도이

다.(Auter, Douai, Makady, & West, 2016; Jin et al., 2014) 암과 같은 만성 질병도 이보

다는 덜 극적이지만, 적지 않은 루머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꽉 끼는 속옷을 입

으면 유방암 확률이 증가한다거나, 유산 경험이 있으면 유방암 확률이 증가한다는

식의 정보가 그것이다. 이들은 명확한 증거가 없지만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

으며, 사람들의 행동에 적잖이 영향을 미친다. 

루머처럼 아예 진실이 아닌 지식이나 정보를 차치하고서라도, 대중적 차원에서 존

재하는 지식 구조는 공식적 지식 구조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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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만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혼합되어 구성된다. 예를 들

어 비전통적 삶의 궤적을 따르는 여성이 유방암에 많이 걸린다는 식의 명제는, 완전

히 틀렸다고 하기는 힘들지만9 , 기존 규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대중적 지식이다. 

이런 논의는 때로 비전문가 대중에게 공식적 지식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공식적 지식은 보통 논문의 형태로 출간되며, 전문적 연구 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의료 전문가 중에서도 일부가 공식적 지식을 접하며, 다시

그 중 일부가 이를 진료나 정책 반영의 형태로 실천한다. 비전문가 대중이 공식적

지식의 영향에 노출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기에, 비전문가 대중은 오히

려 근거가 확고하다고 보기는 힘들지는 않지만 설득력 있는 서사(ex. 요즘 여자들은

순리를 따라 살지 않기에 암에 걸린다)를 타고 구성되는 프레임에 적잖은 영향을 받

게 된다. 

질병에 대한 은유는 이런 비공식적 지식 구조의 좋은 사례이다. 수잔 손택은 질병

에 대한 은유가 환자의 질병 경험은 물론 비환자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사회 정책

에 큰 영향을 미침을 주장한다. 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암 세포를 적 혹은 적군으로

보고 항암치료를 그것을 공격하는 첨단 무기로 표상하는 ‘전쟁 은유’를 떠올려보자. 

신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항암제를 ‘융단 폭격’으로, 신체 전체가 아니라 종양 세

포에만 영향을 미치는 표적 약물을 ‘유도 미사일’로 비유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서사

방식이다.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미디어에서 전쟁 은유를 포함한 다양한 은유가 존

                                      

9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힘든 것은, 유방암은 호르몬 레벨과 깊이 연관된 질병이기 때문이다. 

에스트로겐은 유방 세포의 증식과 변형을 촉진한다. 세포 증식 및 변형이 늘 정상적 경로를

따르면 좋지만, 때로는 그것에서 실수가 발생하고, 이것이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되는 경로

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모유 수유 과정을 거치면 이 에스트로

겐 수치가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대 여성들은 과거의 여성들에 비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모유 수유를 훨씬 덜 경험한다. 그렇기에 현대 30대 여성의 유방이 에스트로겐

에 노출된 총량은, 과거 60대 여성의 유방과 비견할 만하다. 유방 세포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증식과 변형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이다. 만약 증식과 변형 과정에서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될 확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률이 늘어나는 원

인 중 일부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전통적 가치와 결합하여 비전통

적 삶의 방식에 대한 비난으로 나타나기도 한다.(Lantz & Booth,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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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고 지적했다. (Camus, 2009) 이들은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분명, 암

을 적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공식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지식은

아니다. 그것은 한 시공간에 존재하는 여러 논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비공식적

지식 구조이다. 

질병에 대한 은유를 포함한 여러 비공식 지식은 비전문가는 물론 전문가들에게 많

은 영향을 미친다. 환자와 같은 비전문가는 은유를 사용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심상

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며(Harrow, Wells, Humphris, Taylor, & Williams, 2008), 이는

질병과 관련된 여러 실천에 대한 특정한 태도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전쟁 은유는

의료 전문가나 환자가 완화 치료를 수용하기 힘들도록 만든다.(Penson, Schapira, 

Daniels, Chabner, & Jr., 2004) 전쟁 은유에서 암 치료는 암 세포를 격멸하는 전쟁인

데, 완화 치료로 돌아서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를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쟁 은유 대신 여행 은유 등으로 암을 설명한다면, 완화 치료에 대

한 태도가 사뭇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다. 단지 암 환자 대신 암 생존자(Survivor)

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인데, 환자의 자긍심이 늘어나고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긍

정적으로 변화하는 영향이 보고되기도 한다.(Kaiser, 2008; Mosher & Danoff-Burg, 

2009) 이것은 주로 언론이나 환자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며 비전문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나, 전문가들 역시 이것에 영향을 받는다. 오히려 일선 의료진들이 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은유를 포함한 비공식적 논의가 의사와 환자 사이

의 소통을 증진시킨다는 지적이 존재하는 탓이다.(Casarett et al., 2010).

정리하자면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구조에는 공식적 지식 구조 외에도, 비공식

적 지식 구조라고 부를 만한 것이 존재한다. 주로 그것은 비전문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의료 전문가라 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질병 은유를 둘러싼

연구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렇기에,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프레임을 규명하

기 위해서는 공식적 지식 구조와 비공식적 지식 구조를 구분해서 포착하고 살펴야

한다. 이 둘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생성되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대상과 행위자가

다르다. 공식적 지식은 의료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연구 지원 정

책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주로 의료 전문가들의 처방 행동이나 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비공식적 지식 구조는 언론을 포함한 비전문가 대중의 주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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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드러진다. 의학과 상관없는 지식이나 담론도 이것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들은 주로 비전문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물론이

고, 질병에 대해 걱정하는 위험집단 역시 비공식 지식 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처럼 서로 구분되는 지식 구조가 역시 서로 구분되는 대상을 향해 프레임 효과를

발생시키기에, 이들은 따로 고려되어야 합당하다.10

6. 분석 자료와 논문의 구성

요컨대 본 연구는 지식 구조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지식 구조는 행위

자들의 인지 패턴을 형성하고 행위자 네트워크 구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특정한 건

강 행동을 유도한다. 지식 구조를 검토하는 것은 기존의 건강 행동 이론(합리적 선택

이론이나 네트워크 이론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논의들)이 노출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식 구조가 어떤 사회적 과정을 통해 형

성되는지에 주목한다. 상이한 사회적 세력이 지식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그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난다. 이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현재 건강 행동을 제대로 설명

할 수 있다. 이런 탐구를 위해 본 연구는 프레이밍 이론을, 그 중에서도 사회학적 시

각에 근거하여 구성된 ‘구조적 프레이밍 이론’을 도입하여 활용한다. 프레임이라는

개념은 지식 구조의 구체적 구성과 효과를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

                                      
10 질병의 사회적 해석과 의미 부여 같은 비공식적인 논의 구조를 ‘지식’이라 부를 수 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 연구가 정의하는 지식은 사람들에게 주목

대상을 제공하고 그것을 다루는 개념 연결망을 제시하는 언어 구조이다. 이것이 꼭 공식적인

과학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질병에 대한 은유 역시 이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가 묘사한 대상 역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

산 단계의 특징을 고려할 때 비공식 지식 구조라고 지칭할 수 있다. 푸코 같은 학자 역시 지

식을 이처럼 폭넓게 정의한다.(Foucault, 197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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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이런 지식 구조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 여러

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보며, 본 연구는 유방암을 둘러싼 공식 지식 구조와 비공식

지식 구조를 분리하여 탐구한다. 이는 다양한 수준의 유방암 건강 행동을 제대로 이

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유방암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지식 구조와 비공식적 지식 구조를 포

착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자료를 다룬다. 첫 번째는 유방암 전문

가들의 연구 논문 초록이다. 공식적 지식 구조의 핵심은 연구 논문이다. 근거 기반

의료(Evidence Based Medicine)라는, 넓은 의미의 건강 행동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 근거는 연구 논문을 통해 제시된다. 본

연구는 미국 국립 보건원 산하의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학 분

야 전자 도서관인 펍메드(Pubmed)를 통해 유방암을 다룬 논문의 초록을 모두 수집

했다. 펍메드(Pubmed)는 생명 및 의료 분야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

논문 검색 엔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료 및 생명 분야에 한해, 영향력 있는 모든 저

널의 논문이 펍메드를 통해 검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펍메드를 통

해 수집된 논문은 검색된 분야의 전문가 지식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논문의 본문이 아니라 초록을 분석 대상으로 택한 까닭은, 본문에는

유방암이나 암에 대한 일반적인 단어나 주제가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초록

의 경우 해당 연구의 특징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단어와 주제로 구성되기에, 해당

논문에 존재하는 구조적 프레임의 특징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

문이다. 

구체적인 논문 수집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초록이 존재하는 논문 (2) 해당 논문

이 실린 학술지의 발행장소가 미국인 논문 (3) 발행 기간이 1975년에서 2016년 사이

에 있는 논문 (4) 논문의 펀딩 출처가 미국 정부이거나 표기되어 있지 않은 논문(즉, 

미국 이외의 정부 기관 펀드 받은 논문 제외) (5) 제목에 유방암(breast cancer)가 포

함된 논문 (6) 펍메드에서 제공하는 메쉬(Mesh)라는 인덱스에서 논문의 주요 주제가

(Major Term) 유방암(breast neoplasm)으로 분류된 논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조

건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다섯 번째 혹은 여섯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논문을 분석대

상으로 삼고(즉, (1) and (2) and (3) and (4) and [(5) or (6)]이 검색 조건이다), 해당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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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초록을 수집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초록이 존재하는 논문으로 한정한 것은

초록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전략 때문이고, 발행 장소가 미국인 논문으로 한

정한 까닭은 기본적으로 본 논문이 미국의 유방암 지식을 분석하기 때문이다. 발행

기간은 1975년 이전까지는 논문 개수가 100개를 넘지 못해, 유의미한 분석이 이루어

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목에 유방암을 포함하거나 논문의 주요 주제를

의미하는 메쉬 메이저 텀(Mesh Major Term)이 유방암으로 분류된 논문이 유방암에

대한 논문이라고 판단했다. 펀딩 출처가 미국 정부이거나 아예 표기되어 있지 않은

논문을 선택한 것은, 3장에서 펀드가 공식적 지식의 프레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인데, 기타 국가의 정부를 배제한 채 미국 정부의 정책과 목표에 집중하여 분석하

기 위함이다. 이렇게 수집된 논문은 총 48448개 이며, 해당 논문의 초록을 기본적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 논문에 존재하는 정보(저자, 펀딩 출처, 발행 시점 등)를 분

석에 활용하였다.

두 번째 자료는 온라인 유방암 환자 포럼의 게시글과 댓글이다. 유방암에 대한 비

공식 지식 구조는 여러 형태로 만들어지고 관찰되는데, 본 연구는 환자들 사이의 소

통이 생산한 지식 구조를 분석한다. 유방암 환자에게 많은 자율성이 주어지는 몇 가

지 선택에(ex. 유방 재건술 결정), 환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비공식 지식 구조가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여러 개의 온라인 유방암 환자

포럼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는 breastcancer.org라는 비영리 유방암 단체에 부속되어

있는 community.breastcancer.org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온라인 환자 포럼 사이에

순위가 매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게시글 수나 활동 강도로 볼 때, 해당 온라인 환

자 포럼이 가장 활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이 사이트는 총

80개의 세부 포럼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방암에 대한 이슈가 다양하므로, 특정 이슈

에 대해 관심을 지닌 유저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게시판을 나눠 놓은 것

이다. 이 80개의 포럼 중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Not Diagnosed but Worried>, 

<Surgery - Before, During, and After>, <Stage III Breast Cancer> 등이 있다. 이런 80

개 포럼에서 유저들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을, 통계 프

로그래밍 언어인 R을 활용해서 작성한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

한 정보는 유저 아이디, 게시글,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단 유저들의 아이디, 게시글이

작성된 포럼의 이름, 게시글이 작성된 시점이며, 수집 프로그램을 구동한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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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이다. 이렇게 수집된 게시글은 약 14만개 이며, 몇 가지 전처리를 거쳐11

120471개의 게시글이 기본적인 분석 자료가 되었다.12

크게 이 두 카테고리의 자료를 활용하여(A. 공식 논문, B. 유방암 포럼 게시글과 댓

글) 본 연구는 향후 네 개의 장을 통해 유방암 지식 구조의 형성과 영향 그리고 그

것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규명할 것이다. 우선 바로 이어지는 2장에서는 구조적

프레임 혹은 지식 구조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과

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들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지적된 한계

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방법인 토픽 모델링과 라소 회귀 분석을 제안할 것이

다. 연구에서 2장에서 새로 제시한 두 가지 방법 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방법은 네트워크 분석 같은 기존의 방법을 이제껏 알려진 여러 약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본 연구는 새로 제안하는 두 가

지 방법과 더불어, 기존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다. 

3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유방암 공식 논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식적 지식 구조의

                                      
11 가장 기본적인 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인코딩 문제로 독해 불가능한 글을 제외(이들은

미국인이 아닌 유저들이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한 게시글로 추정되는데, 제외해도 분석 목

적에 문제가 없다), 2) 게시글의 글자수가 10개 이하인 사례를 제거, 3) 중복된 글을 제거

12 게시글 수집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첨언이 필요하다. 최초 수집 작업은 게시글을 수집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 그런데 연구 진행 과정에서 게시글에 달린 댓글 네트워크를 분석할 필

요가 생겼다. 기본적으로 게시글을 수집할 때 댓글도 수집되긴 하나, 게시된 글에 달리는 댓

글은 종종 한 페이지를 넘어가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작성된다. 최초 작업에서는 이 부분이

수집되지 않았다. 때문에 2017년 7월에 하나의 글에 달린 여러 페이지에 걸친 댓글을 추가로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약 14만건의 게시글을 다시 수집하였으며 (구체적인 게시글의 숫자는

약간 다르다. 다시 수집한 결과가 약 1600건 정도 더 많다. 기본적으로 4개월 동안 게시글이

조금 늘어났다. 게다가 수집된 게시글의 숫자는 수집 프로그램이 구동될 시점의 네트워크 상

황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서 페이지를 넘겨 댓글이 달림으로써 생성된 약

85000개의 인터넷 페이지를 추가 수집하였다. 다시 수집한 자료는 댓글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데 활용하였다. 해당 페이지들에서 게시글이 아닌 아이디들을 추출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였

다는 뜻이다. 그 이외의 분석은 2017년 3월에 수집한 초기 자료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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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그것의 사회적 구성을 탐구한다. 공식적 의료 지식이 의료 전문가와 비전문

가의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 사례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근

거 중심 의료(Evidence Based Medicine)라는 원칙이 확립될수록, 의료 전문가들은 공

식적 지식에 근거한 처방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연히 공식적 지식은 의료전

문가는 물론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하다. 의료 지식은 객관적 진리 탐구의

결과라고 여기는 시선이 많은 탓이다. 본 연구는 유방암 공식적 지식의 현황을 파악

하는 한편, 그것의 구성과 변화를 연구 지원 기금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유방암

연구를 포함하여 의학 연구는 대부분 상당한 펀드를 가지고 수행되는데, 이 펀드가

국가 기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민간 영역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차이가

지식 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함으로써, 유방암 지식 구조의 형성에

개입하는 사회적 요인과 그것이 생산하는 정치적 사회적 효과를 규명하려 시도한다.

4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유방암 온라인 환자 포럼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공식적 지

식 구조가 유방암 건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유방암 건강 행동 중 예방

과 치료에 대한 판단과 결정에는 공식적 지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건강 행

동에는 예방과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유방암으로 인해 변화한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회복하려는 사후적 노력 역시 건강 행동에 포함된다. 그것이 ‘건

강 증진 행동’(health enhancement behavior)이라는 건강 행동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

기 때문이다. 유방암 세포를 전신에서 제거한 것으로 건강 행동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는 유방 재건술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

고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 시도하는데, 이 역시 중요한 건강 행동이다. 그런데 이런

영역의 건강 증진 행동은 질병의 생물학적 영역 외에 다양한 초점을 지닌 비공식적

지식 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본 연구는 유방암 건강 행동의 핵심적 요소로

서 유방암 환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질 회복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의료 지식의 특징을 확인하려 시도한다. 이를 위해 유방 재건

술 결정에 온라인 환자 포럼에서 관찰되는 지식의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 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적 주장과 함의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공식

적, 비공식적 지식 구조의 형성과 그것이 건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 지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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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통해 작동하는 사회적 권력의 성격을 보여준다. 미리 말하자면, (1) 의료 지식은

질병의 생물학적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환자의 구체적인 질병 경험에서 파생하는 불

만이나 요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2) 나아가 질병에 대한 탐구 역시 객관

적이고 필연적인 논리로 진행되기보다는, 특정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주요한 탐구

단위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핵심적 대처 방식이 제안된다. 때로는 상이한 사회적 세

력 사이의 충돌이 관찰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런 현상을 지식을 통해 작동하는

미시 권력(Micro Power)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 더불어 본 연구가 보건학 이론에

서 가지는 함의와 인간 행동 설명 이론에서 가지는 함의를 제시할 것이며, 본 연구

가 사용한 방법이 빅데이터 시대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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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구조적 프레임의 측정과 연구

1. 기존의 세 가지 접근 방법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유방암 지식 구조를 수준별로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지식 구조가 다양한 유방암 건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어

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 지식 구조와 그것의 구성물인 구

조적 프레임은 특정한 대상을 현저하게 만들어 부각시키는 한편, 그것을 둘러싼 ‘타

당한’ 개념 연결 구조를 제시하는 언어 구조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지식 구조는 특정한 문헌에서 서술하는 ‘내용’이 아니다. 

유사해 보이는 내용도, 주목 대상이나 개념 연결 규칙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린

네와 퀴비에는 둘 다 생물에 관심을 가졌고 근대 생물학의 시조처럼 여겨진다. 하지

만 둘은 주목 대상과 연결 규칙에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퀴비에는 생명체들을 추상

적 생명이라는 개념과 연결하여 사고했다. 각 생명이 ‘생명’이라는 추상적 실체를 나

름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린네에게 생물체들은 광물과 큰 차이가

없는 것들이었다. 단지 이들 모두를 백과사전처럼 분류하고 정리하려 했을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퀴비에 식의 생명 포착 프레임의 영향력 하에 있다.) 둘 다 생명체를

다루려고 했지만, 그와 연계된 주목 대상이 달랐고 다른 개념과 연계하는 방식도 달

랐다. 거꾸로 대립되는 내용도, 동일한 주목 대상과 연결 규칙 위에서 만들어졌다면

동일한 지식 구조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아담 스미스와 칼 맑스는

여러 면에서 입장이 다르지만, 가치와 노동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핵심적

대상과 그들 사이의 연결 방식이 유사하다. 때문에 이들의 논의는 동일한 지식 구조

위에, 즉 ‘근대 정치경제학’이라는 지식 구조 위에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Foucault, 2002)

구체적 입장이나 주장 이면의 프레임에 주목하는 것은 지식의 효과를 규명하는데

장점을 지닌다. 사실 어떤 주제에 대한 말과 글이 서로 정확히 동일한 내용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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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큰 분야일수록 구체적 말과 글은 서로

를 반박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지식의 핵심적인 영향은 한 주장의 구체적 내용

이 아니라 여러 주장과 입장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전제와 구조에서 오는 경우가 많

다. 예를 들어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작과 암 세포 발생 확률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지식의 영향은 한 연구자의 주장보다는 암과 유

전자를 연결해서 사고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온다. 이런 연결 때문에 사람들은 가족

력을 확인하려 할 것이고 다른 질병에서까지 유전적 요인을 찾으려 할지도 모른다.

본 연구가 ‘구조적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빌어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지식의 구조를

측정하려는 것은, 이를 통해 지식의 구조적 효과를 파악하려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표면적인 주장이나 내용을 넘어 그 이면의 프레임이라는 구조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구조는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바깥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

문이다. 구조적 프레임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된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역사적 접근법], [연구자 직접 판단 후 신뢰성 검정법], [단어 네트워

크 구축법]이 그것이다. 이들은 이제까지 연구에서 적잖은 성과를 거뒀지만, 저마다

적잖은 한계를 노출했다. 

1) 역사적 접근법

과거부터 지식 구조와 담론에 주목했던 푸코와 푸코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방

식은 [역사적 접근]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푸코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자

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료를 선정하고, 장기간에 걸친 사료를 직접 검토한다. 

그리고 한 시대의 다양한 입장과 주장을 관통하는 지식 구조를 찾아내어 제시하며

이것이 변화함을 보여준다. 푸코의 [광기의 역사]나 [말과 사물] 같은 저작이 대표적

이다. 르네상스 시대 -> 고전주의 시대 -> 근대라는 3단계 도식을 갖춘 이 저작들은, 

다양한 대상에 대한 말과 글을 관통하는 각 시대의 지식 구조를 찾아낸다. 푸코가

제시하는 세 개의 구조는 주목하는 대상과 주체가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근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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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제학이 추상적 부에 집중한다면, 고전주의 시대에는 부의 재현물인 화폐에 집중

하는 식이다. 푸코에 영향을 받은 다른 학자들 역시 유사한 접근 방법을 취한다. 의

학사에서 대표적인 푸코주의자로 통하는 암스트롱(David Armstrong)은 자신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주요 논문(ex. Lancet)과 자료를 검토하며 의료에서 새로운 대상과

논리의 등장을 규명하려 한다. 그에 따르면 주요한 해부학적 실체는 물론, 환자의 행

위(Armstrong, 2009a), 삶의 질(Armstrong, 2009b), 환자 중심성(Armstrong, 2011), 만

성질병(Armstrong, 2014) 등 지금은 우리가 자명하게 여기는 여러 의료적 대상이 원

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영향력 하에서 구성된 것이다. 이런 지

식이 새로운 의료적 처치와 영향을 낳았음은 물론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큰 성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현성과 객관성이라는 면에서

문제를 노출한다. 우선 자료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푸코의 연구는 왜 해당 자료

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추출했는지에 대해 특별한 언급

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동일한 주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가 푸코의 주장이 타당한

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가 결론에 이르기 위해 적용한 방

법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적 연구의 핵심을 반증 및 검증 가능성에서

찾는다면, 푸코나 푸코주의자들의 연구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잦다. 분명 이

들의 작업은 적잖은 성과를 낳았지만, 연구의 결론에 연구자 본인의 특별한 관심이

나 시선이 미쳤을 영향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접근은 연구자의 특별한 아우라를

빌지 않으면 결론이 가지는 영향력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2) 연구자 직접 판단 후 신뢰성 검정법

두 번째 방법은 특정한 기준으로 자료와 탐구 초점을 설정하고, 복수의 연구자가

이를 직접 분류/판단한 이후 그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슬래터 등은 암이 어떤 방식으로 신문과 TV 그리고 잡지에서 보도되는지 분석한다.

이들은 몇 가지 기준, 예를 들어 보도의 설명이 치료 중심이냐 예방 중심이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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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세우고 복수의 연구자가 각 보도를 분류한 후 이 응답이 얼마나 비슷한지 확

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Slater, Long, Bettinghaus, & Reineke, 2008) 복수의 연구자가

동일한 자료에 대해 작업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운 후 작업하고, 각자의 결과가 유사

하게 나온다면, 여러 명이 봤을 때에도 분명히 해당 속성이 있다는 뜻이므로 그 결

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카파(Kappa) 검정법 등이 이런 목적을 위해 제

시된 통계적 접근법이다.

이런 방법은 특히 미디어 자료 등에 암이 표현되는 양상을 추적하는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된다. 사실 구조적 프레임이나 지식 구조를 측정하겠다고 공언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구조로서 작동하는 지식 혹은 내용 이면의 구조로서의 지식이라는 아이

디어 자체가 그리 일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의 사회적 인식 패턴과

그것의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넓게 보아 지식 구조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암이라는 질병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인식틀이 존재하며 그것이 행위자들의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넘

어 암을 인지하거나 이해하는 방식을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많은 경우 연구자

가 인간의 통찰력을 빌어 내용 이면의 구조를 파악하는 전략을 취한다. 주관적 판단

의 위험은 복수 연구자의 응답 일치성 검정법을 통해 극복하면서 말이다.(Andsager 

& Powers, 2001; Cho, 2006; Donelle, Hoffman-Goetz, & Clarke, 2005; Stryker, Moriarty, 

& Jensen, 2008)

표면적 주장 이면의 구조를 추적해야 하는 연구 목적 상, 인간의 통찰력을 빌어오

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다. 만약 확실히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

면, 과학적 연구로서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이런 연구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대단위 자료를 다룰 수 없다. 인간이 실제로 읽고 처리할 수 있는 양에는 한

계가 있다. 그렇기에 이런 방식의 접근으로는 보도나 연구에 존재하는 전체적인 경

향이나 긴 역사에서의 변화 과정을 읽어내기 쉽지 않다. 통상 연구들은 이를 보충하

기 위해 샘플링을 시도한다. 예를 들어 할린의 연구는 196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지만, 두 매체(시카고 트리뷴, 뉴욕 타임즈)에서 400개의 기사

만을 추출한다. 이는 각 매체 별로 10년마다 40개의 기사를 추출한 결과이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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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매체에서 생의료화의 경향이 강해졌음을 검증하려 시도한다. (Hallin, 

Brandt, & Briggs, 2013) 하지만 과연 이 정도 규모의 자료로 전체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문서 자료의 경우 표본 추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연 <대표적인 문서

>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왜곡을 일정 부분 이상으로 줄이기 위해 표본의 크

기(이 경우 문서의 개수)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요컨

대 다룰 수 있는 자료의 규모가 한정적이고 자연히 전체적인 경향을 추론하기 힘들

다. 

둘째, 복수 연구자를 활용한 신뢰성 검정법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

런 방식의 접근이 늘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서를 읽고 도출할 결과가 단순한

분류라면 이 방법은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연구질문이 독특하거나 복잡할수록

연구자들의 판단이 갈리고 신뢰도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 특정한 암 보도 기사가 예

방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같은 두 가지 단순한 구분은

일관되게 도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어떤 처치에 대한 설명이 환자의 생존과 삶을 우

선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암 세포의 병리학적 변화를 중심에 두고 있는지 그것도 아

니면 아예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하는 것은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당연히 신뢰성 테스트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산출할 것이

다. 즉, 연구 질문이 복잡하고 세밀한 구분이나 판단을 요할수록 적용하기가 힘들다.

카파 통계량의 경우 분류 범주 중에 빈도가 아주 적은 범주가 존재할 경우 결과가

왜곡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Viera & Garrett, 2005)

셋째, 이런 접근은 연구자가 미리 세운 기준에 따라 연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자료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귀납적 연구가 힘들다는 말이다. 애초에

세운 기준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고 판단함으로써 재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점

은 있지만, 이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벗어난 새로운 발견을 창출하기 어려

운 한계가 있다.(DiMaggio, Nag, & Blei, 2013) 때문에 이런 방법에 기댄 연구들은 애

초에 관심사였던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에 그치는 한계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연구자 직접 판단 후 신뢰성 검정법은 구조를 파악하는 인간 이성의 힘을

활용하면서 재현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검토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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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방대하거나 자료를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할 경우 적용되기 어렵다. 때문에

분석 전략과 결과가 한정적이다.

3) 단어 네트워크(Word Network) 구축법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단어 네트워크 구축법은 앞서 두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이 방법은 자료가 되는 문서에서 단어들의 연결 구조를

측정함으로써 그 이면의 구조적 프레임을 추론한다. 앞서 지식 구조와 구조적 프레

임이 특정 대상을 부각하고, 이를 둘러싼 개념 연결구조를 규정한다고 했다. 이런 작

동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문서에서 어떤 단어가 주로 사용되고 단어 간 연결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그 중 핵심적인 지표이다. 앞서 사례로 사용한 서구 임상의학

과 한의학의 대비를 다시 떠올려보면, 서구 임상의학의 영향 하에서 생산된 글에는

병소를 가리키는 단어와 질병을 가리키는 단어가 각각 자주 등장할 뿐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 문장이나 문단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다. 반면 한의학의 영향력 하에 생산된 문서에는 “균형”이나 “비장” 같은 한의학 고

유의 개념어들이 질병과 연결되어 자주 등장할 것이다. 단어 네트워크 구축법은 문

서에 등장하는 이런 독특한 연결 구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특정한 기준을 도입하여 연결을 정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문

장에 동시에 등장한 단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하게는

전체 문서에서 사용된 단어를 수집하여,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와 몇 번 연결되었는

지, 즉 한 문장 안에서 몇 번 같이 등장하였는지 세어볼 수 있다. 만약 어떤 문서의

집합이 모두 동일한 지식의 영향 하에서 작성되었다면, 여러 문서에서 가장 자주 등

장하는 단어의 연결은 해당 지식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어

떤 지식이 작동하고 있는지 역추적하는 일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예방(prevention)이

라는 단어와 생검(biopsy)라는 단어가 자주 같이 등장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문서군에는 생검을 통한 종양 판정과 2차 예방을 강조하는 프레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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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역추적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순히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연결 쌍을 찾을 뿐 아니라, 단어들의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해볼 수도 있다. A는 B와 자주 등장하고, B는 C와 자주 등장하기에, 

A-B-C의 네트워크를 그리는 식이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해석의 폭이 넓어

지는 한편, 다양한 네트워크 지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중심성 지표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나 매개성 지표를 활

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전체 문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어를 포착하여 해당

지식 구조나 프레임이 어떤 대상이나 주체에 주목하는지 알게 해주는 동시에, 이들

을 둘러싼 개념의 구조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방법은 대단위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기준만 명확히 하

면,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된 절차를 통해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재현성이나 객관성의 문제도 해결된다. 기본적으로 빈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근거하

기 때문에 기준만 공유되면 동일한 결과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서를 단어들

의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소개된 이후, 이런 접근은 언어 자료를 실증적

으로 포착하려 시도했던 연구자들에 의해 폭넓게 활용되었다. 이는 의료 영역에 한

정되지 않으며, 정치 담론 분석이나 여론 분석 등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Gu, Li, Li, 

& Liang, 2017; Rule, Cointet, & Bearman, 2015)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어 네트워크 구축법은 프레임 측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

을 지닌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문서 군에 존재하는 다수의 프레임을 측정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앞서 밝혔듯이, 하나의 지식 구조에 영향 받은 문서 집합에도 다수

의 구조적 프레임이 공존할 수 있다.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지만 세부적인 목적과

주제가 다른 논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각각 조금씩 다른 단어와 개

념 간 연결 구조를 지닌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근대 생의학의 영향력 하에서 작성

된 암에 대한 문서라 해도, 어떤 문서는 암의 선별 검사와 관련된 주제를 나타내지

만, 어떤 문서는 선별 검사 결과 드러난 종양을 화학요법으로 치료하는 주제를 나타

낼 수 있다.

그런데 단어 네트워크 구축법은 기본적으로 문서들에 등장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

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미리 문서가 분할되어 있지 않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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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 존재하는 다수의 연결구조를 얻기가 어렵다. 만약 이 개별 프레임들이 모두

서로 전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한다면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 구분해

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서로 다른 주제와 프레임이라 해도 핵심어를 공유하곤 한

다. 핵심어는 공유하지만 몇 개의 단어와 개념들이 투입되거나 빠지면서 주제별 차

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예로 든 선별 검사 주제와 화학요법 주제는 tumor, cell, 

receptor 등의 단어를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문서에 존재하는 개념 연결 구

조를 한꺼번에 측정하면, 즉 모든 문서를 하나의 네트워크를 그려서 탐구하면, 이러

구분되는 연결들이 모두 합쳐져 각각 특색을 잃어버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cancer와

연관된 단어가 한꺼번에 측정되면, 예방법과 치료법 사이에 존재하는 고유한 특색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 문제는 자료로 삼은 문서군에 여러 개의 프레임이 공

존하고 있거나 나아가 아예 다른 종류의 지식 구조가 존재할 때, 그리고 이들 사이

의 비중이 균등하지 않을 때 더욱 증폭된다. 이런 한계는 문서 안에 존재하는 다양

한 지식과 담론을 포착하고 그 비중을 비교할 뿐 아니라, 유사해 보이는 지식과 프

레임이 수준별로 어떻게 미세하게 변형되는지 포착해야 하는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

하는데 적잖은 문제를 안겨준다.13

뿐만 아니다. 단어 네트워크의 구성 과정에서 연구자가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적

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결’의 정의이다. 단어의 연결을 동일 문장 동시 출현

으로 정의할 때와 동일 단락이나 동일 문서 동시 출현으로 정의할 때 결과가 적잖이

달라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자

료 길이에 따른 결과의 왜곡 가능성도 존재한다. 모든 자료가 유사한 길이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서의 길이가 들쑥날쑥하다면 길이가 긴 문서가 전체 결

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단어 연결을 동일 문서 출현으로 정의한다면, 

길이가 긴 문서에서는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강한 연결이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 측정은, 단어간 연결이 지식과 프레임이 표현되는

                                      
13 링크(link)의 웨이트(weight) 기준을 올려가며, 사소한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기준을 올려가면 종국에는 모든 주제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연결만

남게 되고, 역설적으로 결과의 정보적 가치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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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특징이라는 점과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 중요한 장점

을 가지지만, 복수의 주제와 프레임을 따로 추출하기 어렵다는 난점과 몇 가지 기술

적인 한계를 지닌다. 단어 네트워크 구축은 분명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

것 만으로는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제시될 여러

방법을 통해 이런 단점을 보완할 것이며, 단점을 보완한 상태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2.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1) 토픽 모델링의 한계 극복 전략

본 연구에서 기존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과학적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주로 사

용할 방법은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STM(structural topic model) 등 다양한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이다. 토픽 모델링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언어로 된

자료의 축소 및 요약을 위해 개발된 기법이다. 토픽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발상은

문서 집합에 복수의 토픽(topic)이 존재하며, 이 토픽은 단어의 확률 분포로 정의될

수 있다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유방암 논문 문서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의 종류가 모두 합쳐 1000개라고 하자. 토픽 모델링의 가정에 따르면, 이 논문

문서 집합에는 복수의 토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선별 검사와 유방 적출술이라는

두 개의 토픽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토픽은 1000개의 단어에 서로 다른 출

현 확률을 부여된 것이다. 선별 검사라는 토픽은 screen이나 mammography 같은 단

어가 출현할 확률이 매우 높은 1000개 단어의 확률 분포이다. 반면 유방적출술이라

는 토픽은 lumpectomy, mastectomy 같은 단어가 출현할 확률이 매우 높은 1000개

단어의 확률 분포이다. 토픽의 개수만큼, 서로 구분되는 1000개 단어의 확률 분포가

존재한다. 토픽 모델링의 기본적인 목표는 문서군에 존재하는 복수의 토픽, 즉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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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어 확률 분포를 찾아내는 것이다.

토픽은 프레임을 측정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토픽이라는 결과로부터 거기에 존

재하는 프레임을 추론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번 반복했듯이 프레임은 핵심 대

상을 설정하고 개념들의 연결 규칙을 규정하는 언어 구조이다. 프레임은 단어의 동

시 등장으로도 표현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단어의 종류와 출현 빈도로 표현된다. 

그렇기에 만약 문서에서 등장하는 단어의 종류와 빈도를 결정하는 확률 분포를 추론

해 낸다면, 이는 프레임을 추론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된다. 예를 들어 암 전이 치료

프레임에 영향을 받아 생산된 논문에는 tumor, lymph node, chemotherapy 와 같은

단어가 함께 자주 등장할 것이고14, 토픽 모델링이라는 방법은 문서로부터 이 단어들

이 높은 확률을 가지는 확률 분포를 찾아낸다. 그렇기에 거꾸로 분석자는 토픽이라

는 확률 분포로부터 프레임을 추론할 수 있다. 높은 확률을 부여 받은 단어가 무엇

인지를 통해 주요한 대상을 추론해 내고, 이들이 어떻게 집합을 이루는지를 통해 개

념들의 연결 규칙을 추론할 수 있다.

토픽 모델링의 중요한 장점은 하나의 문서 집합에서 구조적 프레임을 여러 개 추

론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 지식 구조는 하나의 대상과 규칙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암에 대한 생의학적 지식이라 해도 수술, 선별검사, 방사선, 완화요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대상과 연결을 규정한다. 다만 이들이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뭉쳐 있을 뿐이다. 이는 자료가 되는 문서 집합에서 전체적인 경향을 요약해

내는 네트워크 기법으로는 도출하기 어렵지만(기본적으로 문서 전체가 대상이기에)

도픽 모델링은 애초에 복수의 토픽을 가정하고 이를 추출하기에 하나의 문서 집합에

존재하는 복수의 프레임을 따로따로 측정하는 일이 가능하다 만약 분석자가 토픽 모

델링의 결과 해당 문서군에 존재하는 20개의 단어 확률 분포를 얻는다면, 그것에 근

거해 거꾸로 그 문서군에 존재하는 중요한 대상 집합과 그것들 사이의 핵심 개념 연

결 규칙 20개를 추론해낼 수 있다. 20개의 프레임을 추출해 낼 단서를 얻는 셈이다. 

애초에 토픽 모델링은 언어로 된 자료를 몇 개의 핵심 주제로 축소하고 요약하기 위

                                      

14 전이 판명 여부는 통상 림프절(lymph node)을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암이 다른 기관으

로 전이할 경우 항암 화학 요법(chemotherapy)이 표준적인 처치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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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발된 기법인데, 복수의 토픽은 다름 아닌 해당 문서 내의 핵심적 대상과 규칙

을 드러내고, 이는 지식 구조를 구성하는 프레임을 측정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앞서 <연구자 직접 판단 후 신뢰성 검정법>과 <단어 네트워크

구축법>이 노출했던 한계를 보충할 수 있다. 우선 토픽 모델링은 과학적 방법으로

대단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을 빌지 않은 자동화 된 방법이기에 대

단위 자료 전체에 적용하기 용이하며, 통계적 가정을 공유하면 결과를 재현할 수 있

다.15 또한 분석자가 세운 기준에 따라 추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귀납적 추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한 문서 집합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것의 전체적 경향을 뽑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집합을 복수의 토픽으로 압축하는 기법이기에, 복수의 대상과

규칙을 읽어내는데 효과적이다. 토픽 모델링의 이런 속성은 유방암을 둘러싼 지식

구조의 내부적 특징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검토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나아가 토픽 모델링은 문서군에서 복수의 문서 군집을 구성함으로써, 단어 네트워

크 구축법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토픽 모델링은 토픽을

추출할 뿐 아니라 각 문서마다 어떤 토픽이 우세한지를 알려준다. 개별 문서에 복수

의 토픽이 각각 어느 정도 비중으로 표현되는지 도출해준다는 말이다. (ex. 1번 토픽

30%, 2번 토픽 20% 등등) 이 결과에 근거하여, 대상 문서 집합 내에 군집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별 검사 토픽과 관련된 문서끼리, 암 세포 호르몬 수용체와

관련된 문서끼리 나누어 묶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추출된 군집을 대상으로 단

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단일한 토픽을 표현하는 문서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여러 경향이 합쳐져 왜곡되는 일 없이 개념 연결 구조를 측정할 수 있다. 토픽 모델

이 성공적이라 개별 토픽을 프레임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면, 동일한 혹은 유사한

프레임을 보유한 문서 집합만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 정확히 말하자면, 도입되는 추론 기법에 따라 정확히 동일한 결과를 재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지만, 토픽 모델링은 파라미터 추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근

사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엄밀한 수학적 가정을 따르기에 인간

이성에 근거한 판단 보다는 결과 간의 유사성이 매우 크다. 본 연구는 결과의 재현성을 최대

한 보장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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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모델링을 네트워크 분석의 전처리 기법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 전략은 한 자료에 존재하는 지식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을 가장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삼고자 한다. 그것이 지

식 구조와 프레임을 측정하는데 많은 장점을 지니며, 동시에 기존 방법이 노출한 한

계를 보충함으로써 기존 방법을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픽 모델링은 여러 가지 버전을 지닌다. LDA는 가장 기본적이며

대중화된 방법이다. 여기에 분석자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정이 추가되어 방법이 변

형되는데, 토픽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한 후 토픽을 추출하는

CTM(Correlated Topic Model)이나, 토픽의 구성이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정을 삽

입하여 토픽을 추출하는 DTM(Dynamic Topic Model)이 좋은 예다.(David M. Blei, 

2012; David M Blei & Lafferty, 2006, 2009)

본 연구는 여러 버전의 토픽 모델링 중 문서에 존재하는 각종 정보를 활용하고자, 

STM(Structural Topic Model)이라는 방법을 주요 방법으로 삼는다. 문서에는 단어의

종류와 각각의 빈도 외에도 여러 정보가 존재한다. 문서가 생산된 시점이나, 문서를

생산한 사람이나 조직이 대표적이다. 만약 이런 일종의 메타 정보에 따라 토픽의 구

성이나 비중이 특정하게 변화한다면,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 토픽의 비중이 체계적

으로 변화한다 거나 문서를 생산한 조직에 따라 토픽의 구성이 달라진다면, 이런 문

서에 존재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토픽의 구성과 비중을 추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정확하다. STM은 문서에 존재하는 각종 정보가 토픽의 비중과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삽입하여 토픽과 토픽 비중을 추출하는 기법이다.(Roberts, Stewart, 

& Tingley, 2014)16

                                      

16 정확히 말하자면, 문서에 존재하는 정보를 활용한 토픽 모델링이 STM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DTM은 문서 생산 시점을 활용하여 토픽 구성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DTM이 시간이라는 변수의 영향을 추정하는 작업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STM은 다양한 형태

의 여러 가지 정보를 토픽 구성과 비중 두 가지 모두에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게다가 아무

런 정보를 삽입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토픽 간 상관관계를 추출한다. STM이 DTM과

CTM에 비해 가지는 이런 장점 때문에, 본 연구는 STM을 적극 활용한다.(Roberts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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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M은 단순히 더 정확한 토픽 모델링 기법에 그치지 않는다. 문서에 존재하는 정

보에 따라 토픽의 구성과 비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지식 구조와 프레임의 배경을 추정하는 일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

어 정부 펀드를 받은 논문 초록에서 민간의 펀드를 받은 논문 초록에 비해 특정한

토픽의 비중이 더 크거나, 같은 토픽에서도 특정 단어가 더 강조된다면, 해당 프레임

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즉, STM은 토픽

으로 측정된 프레임과 지식 구조의 사회적 형성과 변화를 추적하는데 적합한 기법이

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 그 중에서도 STM을 주요 방법으로 삼는다. 이

를 통해 문서 집합에 존재하는 토픽을 더 정확한 방법으로 추출하는 한편, 문서에

존재하는 각종 정보와 토픽의 상관관계를 살핌으로써, 토픽으로 측정된 프레임과 지

식 구조가 어떤 사회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는지 추론한다. 더불어 필요에 따라, 토

픽 모델링 기법을 문서 군집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여, 후속 분석을 진행할 것

이다.

2) 토픽 모델링의 파라미터 추정 방법

앞서 이루어진 토픽 모델링에 대한 설명에서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었다. 토픽 모델

링은 대체 어떻게 문서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토픽, 즉 단어들의 구분되는 확률

분포를 찾아내는가? 우선 토픽 모델링 기법은 각 문서가 단어의 집합(a bag of words)

이라고 본다. 단어의 출현 순서와 맥락은 무시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단어의 집합

이 특정 확률 분포로부터 발생(generating)했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선별 검사에

대한 문서는 선별 검사 토픽, 즉 선별 검사 확률 분포로부터 발생한다. 마치 각 면이

나올 확률이 1/6로 주어진 주어진 주사위를 10번 던져 나온 숫자를 기록하는 것처럼, 

단어들의 특정한 확률 분포로부터 해당 문서에 존재하는 단어 숫자만큼 단어가 랜덤

하게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선별 검사 토픽으로부터 단어가 추출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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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이나 mammography 혹은 mri 같은 단어가 많이 추출될 것이다. 해당 단어들

의 확률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해당 문서, 즉 단어의 집합

(a bag of words)의 핵심적 특징이 된다. 이것이 실제 인간이 문서를 작성할 때 따르

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대략적인 특성을 많이 공유하고 있

고(특정 프레임과 주제를 염두에 두면, 그 프레임이 제시하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쓰

게 된다.) 수학적 추론에 적합한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가정 한 후, 현재 자료로 주

어진 문서군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복수의 단어 확률 분포가 무엇인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통계적 추론에서 매우 일반적인 절차이다. 예를 들어 동전을 10번 던져

서 앞 혹은 뒷면이 나온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자. 앞면이 7번, 뒷면이 3번

나왔다고 하자. 이 결과를 보고 우리는 해당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70%라고 추정한다. 그런 확률을 갖고 있어야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이 출현

할 가능도(likelihood, 우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최대 가능도 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바로 이것이다. 토픽 모델링도 큰 틀에서는 유사

한 동기와 접근을 지닌다. 단어들의 확률 분포 여러 개를 어떤 방식으로 가정해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서군이 생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 추정하는 것이

다.

더불어 토픽 모델링은 단어의 확률 분포 만이 아니라, 토픽들의 확률 분포도 추출

한다. 문서 별로 토픽의 분포를 추론한다는 말이다. 이는 각 문서에 복수의 토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는 자명한 가정이다. 예를 들어 대중들에게 유

방암의 인식과 예방을 촉구하는 기사가 있다고 하자. 여기에는 선별 검사 주제만 존

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기사에는 선별 검사 후 양성인 결과가 나왔을 때 대처 방안

도 등장할 수 있고, 그것이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즉, 하나의 글 안에 다양한 주제와 프레임이 공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다. 이에 토픽 모델링은 토픽의 확률 분포가 존재하며, 이것이 문서별로 실현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떤 문서에 1번 토픽은 40%, 2번 토픽은 30%, 3번 토픽은 30%가

실현된다고 본다는 말이다. 이는 문서 생성(generating)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가 더

끼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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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의 확률 분포까지 고려하여 토픽 모델링이 가정한 문서 생성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문서가 200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하자. 구체적 단어

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각 단어가 토픽으로부터 랜덤 추출된다고 본

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토픽에서 단어가 추출될지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개별 문서 마다 토픽 확률 분포에 근거해 복수의 토픽이 할당된다. 앞서 말한 것

처럼 해당 문서의 40%는 1번 토픽이, 30%는 2번 토픽이 설명한다고 할당된다는 말

이다. 그리고 이런 확률에 근거해, 개별 단어들에 하나의 토픽이 할당된다. 여기서 토

픽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단어 확률 분포이다. 이번에는 그 토픽으로부터 구체적 단어

가 랜덤 추출된다. 당연히 해당 토픽에서 높은 확률을 부여 받은 단어가 출현할 가

능성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추출된 단어들이 합쳐져 문서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들이 합쳐져 문서 집합이 된다.

모든 토픽 모델링 기법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토픽>(단어 확률 분포)과

<문서 별 토픽 분포>를 가정해야, 위에서 서술한 단어 및 문서 발생(generating) 과

정을 거쳤을 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에 가까운 결과가 출현할 가능성이 가

장 높은 가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런 추론 과정을 거쳐 도출된 문서 별 토픽 분포와

단어 확률 분포는, 문서를 요약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구조적 프레임을 보여주는 자

료가 된다. 지금 존재하는 데이터를 잘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 여러 확률 분포는, 

거꾸로 지금 데이터를 관통하고 있는 주요 주목 대상과 개념 연결 규칙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 관찰된 데이터의 요약이 아니라, 그 데이

터를 출현시키는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 프레임의 정의와

잘 맞아 떨어진다. 



66

그림 9 LDA가 가정하는 문서 생성 과정(David M. Blei, 2012)

이제까지의 설명한, 토픽 모델링이 가정한 문서 생성 절차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

그림 9>와 같다. 이는 토픽 모델링의 기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LDA의 도식인

데, CTM, DTM, STM 등은 이런 LDA의 기본적 구도를 공유한 상태에서 몇 가지 가정

이 추가되고 그에 따라 사용 확률 분포 등이 조금씩 달라지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LDA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토픽 모

델링의 파라미터 추정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있지 않으므로, 이 장에

서는 기본적인 LDA의 파라미터 추정법을 간략히 알아보고, STM 등의 응용 기법들의

경우 기본적인 LDA 구도에서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지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겠다. 

우선 맨 바깥의 에타(η)와 알파(α)부터 살펴보자. LDA는 Latent Dirichlet Allocation

의 줄임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디리클레(Dirichlet)라는 단어다. 이는 디리

클레(Dirichlet) 분포를 의미하는데, 토픽 모델링 중 많은 수가 디리클레 분포를 단어

의 확률 분포와 토픽의 확률 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사전 분포(prior distribution)로

사용한다. 사전 분포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토픽 모델링이 기본적으로 베이즈

추론을 쓰기 때문이다. 주어진 자료의 정보에 근거해 기존 가정을 업데이트하는 베

이즈 통계는 연구자가 가정한 사전 확률 분포(prior probability distribution)와 데이터

에서 얻은 우도 함수(likelihood function)를 곱하여 사후 확률 분포를 구성한다. 기존

의 믿음을 관찰된 데이터를 참조하여 업데이트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후 분포가 사전 분포와 동일한 형태의 분포를 가지면 계산의 편의성이 올라간다.

우도 함수와 사전 분포 함수를 실제로 곱하는 대신, 해당 분포의 특성을 사용하여

쉽게 사후 분포의 특징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우도 함수에 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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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을 때 사후 분포 함수가 사전 분포 함수와 동일한 분포를 가지는 사전 분포 함수

를 그 우도 함수의 ‘공액 사전 분포’(conjugate prior distribution)라고 한다.(오만숙, 

2015) 그런데 디리클레 분포는 다항분포(multinomial distribution)의 공액 사전 분포

이다. 디리클레 분포의 함수와 다항 분포의 함수를 곱하면 다시 디리클레 분포 꼴의

함수가 나온다는 말이다. 문서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문서 별 단어 확률 분포가 다항

분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ex. 1번 단어는 0.003, 2번 단어는 0.005, 3번 단어

는 0.0004…….), 단어의 사전 확률 분포로 디리클레 분포를 가정하면, 적절한 사후 분

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유리하다. 토픽의 분포도 동일하다. 그래서 LDA는 단어 확률

분포와 토픽 확률 분포의 사전 분포를 디리클레 분포 꼴로 잡는다. 에타(η)와 알파(α)

는 바로 이런 디리클레 분포의 파라미터이다. 마치 정규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정해

주듯, 미리 디리클레 분포의 형상을 정해주는 것이다. 그 형상에 따라 우리의 관심

파라미터인 단어 별 확률의 배치가 일어난다. 에타(η)와 알파(α)는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수치이다. 이에 대해서는 통계학자들이 마련해 놓은 몇 가지 원칙이 존재

한다.(Griffiths & Steyvers, 2004)

요컨대 에타(η)와 알파(α)를 정함으로써, k개의 토픽(단어 확률 분포)과 문서별 토픽

분포의 형상이 정해진다. Βk와 Θd가 각각 이를 가리킨다. Θd에서 Zd,n로 이어지는

화살표는 d번째 문서에서 n번째 단어에 토픽이 할당되는 과정을 묘사한다. 이런 방

식으로 모든 문서 모든 단어에 토픽이 할당된다. 그러면, 미리 형성되어 있는 각 토

픽(단어 확률 분포)에서 단어가 생성(generating)된다. 그것이 Wd,n이다. 우리가 실제

로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Wd,n이다. LDA의 목표는 <그림 9>와 같은 과정을 거쳐

Wd,n이 발생했다고 가정한 후, 데이터로부터 거꾸로 가장 그럴 듯한 Βk(k개의 단어

확률 분포, 즉 토픽)와 Θd(문서 별 토픽 분포)를 추정하는 것이다. 문서 집합이 주어

졌을 때, 문서의 개수와 각 문서별 단어의 개수만을 가져와서 단어 별 빈칸을 구성

하고,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랜덤하게 생성한다고 가정한 후, 어떻게 랜덤하게 생

성해야 실제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지 본다는 말이다. 앞서도 말했듯, 여기서 실제 데

이터와 생성된 데이터는 둘 다 단어의 집합(a bag of word)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문서를 고려하여 가장 그럴듯한 단어 확률 분포와 토픽 확률 분포

를 구해낼 수 있는 사후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구해내는

수식은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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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LDA 파라미터 사후 확률 공식(David M Blei & Lafferty, 2009)

<그림 10>의 좌변은, D개의 문서의 단어들이(W) 주어지고, 알파(α)와 에타(η)가 설

정되었을 때, 특정한 D개 문서의 토픽 분포와(Θ), k개의 토픽(β)이 출현할 조건부 확

률을 의미한다. 이를 모든 파라미터의 조합에 대해 계산해보고, 가장 높은 확률을 가

지는 토픽 분포와 토픽을 결과로 삼는 것이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변에 나타나

있다. 분모는 자료와 알파, 에타가 주어졌을 때, 모든 조합이 보이는 확률을 합한 것

이고, 분자는 그 중 하나의 조합이 보여주는 확률이다. 이는 어떤 사건(여기서는 주

어진 자료)이 발생했을 때, 사전의 가정을 개선하여 결론을 내리는 베이즈 추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도식이다. 이런 수식이 간단할 때에는 미분과 같은 방법을 통

해 구할 수 있다. 미지수가 제한적이고 수식이 간단하면, 미지수의 변화에 따라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지점과 경계값을 살피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분모에 적분들이 위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David M Blei & Lafferty, 2009)

그렇다면 어떻게 각 토픽과 토픽 분포가 출현할 확률을 계산하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LDA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근사(approximation) 기

법을 도입한다. 근사 기법은 다양하지만, 토픽 모델에서 많이 사용되는 근사 기법은

Mean Field Variational Inference와 MCMC(Markov chain Monte Carlo) 기법의 일종인

Gibbs Sampler이다. 이런 추정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

어난다. 때문에 본 연구는 추정 방법 중 직관적으로 가장 이해가 용이한 깁스 샘플

러(Gibbs Sampler)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는 것으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이런 통계 추정의 궁극적 목표를 떠올려 보자. 그것은 현 자료를 만들어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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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가장 큰 모델과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얻어내는 것이다. 베이즈 통계는 이를

‘파라미터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고전적 통계가 가능도가 가장 높

은 파라미터를 하나만 구해내는 것과 달리, ‘파라미터의 분포’를 추정하는 것이 베이

즈 통계의 핵심적 특징이다. 이는 추정에서 큰 장점을 지니는데, 그 분포로부터 다양

한 정보를 더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파라미터의 평균, 직관적 의미의 신뢰 구간

등) 그런데 주어진 자료를 고려하여 목표로 삼은 파라미터의 사후 분포 함수를 얻어

내는 것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진행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그 파라미터 분포 함

수로부터 파라미터의 평균이나 분산을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분포

함수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여러 개일 때, 즉 파라미터 분포 함수가 다

항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상황이다.(Lynch, 2007)

수학적으로 얻어낸 파라미터의 분포 함수로부터 우리에게 유용한 파라미터의 통계

치를 얻어내기가 어려울 때, 많은 경우 시뮬레이션 기법이 사용된다. 즉, 파라미터 분

포 함수로부터 가상으로 여러 파라미터의 값을 생성한 후, 이를 요약해서 평균이나

분산을 얻는 것이다. 수식에서 바로 유용한 통계치를 얻기가 힘드니, 수식에 따른 데

이터를 가상 생성 후, 이를 요약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깁스 샘플러는 이 시뮬레

이션 기법 중 하나다. 이 방법의 핵심은, 파라미터 집합에 초기값을 부여한 후, 파라

미터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고정한 채 그 한 개 값을 랜덤 생성한다.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를 선택하여 나머지 파라미터를 고정한 채 또 랜덤 생성한다. 이를 반

복하여 파라미터들의 가상 값 집합을 얻는다. 그리고 이를 요약하면, 목표로 했던 파

라미터들의 분포에 대한 통계치를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이 시뮬레이션이기에 몬테

카를로 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바로 전에 랜덤 생성한 파라미터들의 값에 의존하여

다음 랜덤 생성될 값들이 형성되므로 마르코프 체인이라 할 수 있다. 즉, 깁스 샘플

러는 MCMC(Markov Chain Monte Carlo)의 일종이다.(Lynch, 2007) 그리고 토픽 모델

링은 이런 기법들을 활용하여, 복잡하게 주어진 파라미터 사후 분포 함수의 속성을

끌어내려 하는 것이다. 

요컨대 LDA는 단어 확률 분포와 문서 별 토픽 분포로부터 문서가 생성된다고 가

정하고, 주어진 문서로부터 단어 확률 분포와 문서 별 토픽 분포를 결정하는 파라미

터를 추정해 낸다. 이를 위해 디리클레 분포를 가정하며, 디리클레 분포의 구체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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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규정하기 위해 하이퍼 파라미터인 알파와 에타를 가정한다. 이 모델은 위계적

으로 파라미터가 부여된 형태이다. 하이퍼 파라미터로부터 다른 파라미터가 산출되

고, 그것에서 문서가 생성된다고 가정한다. 자료로부터 이런 형태의 모델을 적합하는

베이즈 추론을 위계적 베이지안 모델(hierarchical bayesian model)이라고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STM은 이 기본 LDA 모형에 조금씩 변형을 주어서 만든다. STM

은 토픽과 토픽 비중에 특정한 메타 정보의 영향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Roberts et 

al., 2014) 문서가 지닌 속성에 따라 토픽 비중이나 단어 확률 분포가 달라진다고 본

다는 말이다. 이런 형태의 모델링은 토픽을 종속변수로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ex. 국가 펀딩을 받은 문서들은 이런 토픽

의 비중이 크다.) 

3. 라소 회귀 분석(Lasso Regression)

토픽 모델링은 지식 구조를 측정하는데 여러모로 유용한 방법이다. 첫 번째로 토픽

모델링은 단어 확률 분포를 추정해주기에, 프레임의 두 가지 기능인 주목 대상 설정

과 개념 연결망 설정을 모두 추론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특정 토픽에서 높은

확률을 부여 받은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해당 지식이 주목하는 대상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높은 확률이 할당된 단어의 집합에 주목하면 해당 프레임이 제시하는 타당

한 개념 연결망도 포착 가능하다. 두 번째로 여러 개의 토픽을 추출하기에 문서 집

합에서 복수의 프레임을 도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사이의 비중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조금 더 응용하면, 토픽, 즉 프레임 사이의 비중 차이가 시간이나 다

른 변수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과정이

귀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장점이다. 토픽 모델을 구동하는데 특별한 가설이

나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17 그렇기에 이는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탐색

                                      

17 정확히 말해, 아무것도 가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선 디리클레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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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석’을 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분석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토픽 모델링에도 단점이 존재한다. (1) 결국 토

픽 모델링의 결과를 가지고 연구자가 질적이며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과

(2) 뚜렷한 가설이 존재할 경우에는 분석의 방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첫 번째 단점부터 살펴보자. 토픽 모델링의 결과값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 확률

분포이다. 분석자가 20개의 확률 분포를 도출하라고 명령할 경우 20개의 단어 확률

분포가 등장한다. 만약 자료가 되는 문서들에 존재하는 단어가 1000가지라면, 1000

개의 단어에 제각각 확률을 부여한 20개의 분포가 출현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자체

로는 활용이 어렵다. 단어 확률 분포는 수치 집합에 불과하다. 여기서 한 번 더 해석

을 거쳐야 한다. 앞서 살폈듯, 추출된 어떤 토픽에서 mammogram, screen, 

population 이라는 단어에 높은 확률이 부여되었다면, 해당 지식 구조는 유방암 선별

검사와 관련된 것이며 ‘인구’(population)을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높은

확률이 부여된 단어가 주요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어디서부터가 ‘높

은 확률’인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몫이다. 그리고 높은 확률을 부여 받

은 단어로부터 개념 연결 구조를 떠올리는 것도 연구자의 판단에 맡겨진다. 

하지만 이런 단점은 생각보다 쉽게 극복 가능하다. 우선 토픽 해석을 연구자 단독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연구자가 토론 하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토픽 해석에서 오류나 과도한 주관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나아가 토픽 모델

링 외에 다른 몇 가지 방법을 도입하여 핵심 주장에 대한 근거를 복수로 제시할 수

있다. 토픽 모델링만을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통계 모델링의 결과를 동

시에 제시한다면, 연구자의 토픽 해석을 더욱 정당화할 수 있다. 

문제는 두 번째 단점이다. 토픽 모델링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점은 장점인 동

시에 단점이 다. 토픽모델링은 지식 구조를 ‘추출’하는 기법인데, 무엇이 추출될지 연

                                                                                                                 

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가정된다. 하지만 하이퍼 파라미터는 몇 가지 통계적 논리로 부여되며, 

데이터가 많을 경우 최초 사전 분포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든다.(오만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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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가 제어할 수 없다. 이는 편견 없는 탐색에는 적합한 성질이지만, 연구자가 확인

하고자 하는 뚜렷한 가설이 존재할 때에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기존 연구를 통해 유방암 문헌에 <에스트로겐 레벨과 유방 종양 발

생>이라는 프레임이 분명 존재한다고 확신하며, 이 프레임의 구성과 시간에 따른 비

중 변화를 보고 싶다고 하자. 하지만 해당 프레임을 지정하여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 외에도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

구의 주장과 결론을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역시 자료로부

터 지식 구조를 귀납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넘어, 확인하고자 하는 적극적 가설을 가

지고 있다. 이를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라소 회귀 분석(Lasso 

Regression)이다. 라소 회귀 분석은 통상적인 회귀 분석이 도출한 모델이 특정한 상

황에서 모델 간 분산(Model Variance)이 증폭되어 모델의 효용을 잃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방법이다. 회귀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델에서

고려되는 변수의 숫자보다 사례의 숫자가 훨씬 많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변수의 숫

자가 사례의 숫자에 육박하거나 심지어 넘어설 경우, 해당 모델은 적합성을 잃어버

리게 된다. 주어진 사례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와 고려 조건이 주어져서, 모델이 해

당 데이터를 과다하게 반영해 버리기 때문이다. 과적합(overfitting)이 일어난다는 말

이다.(James, Witten, Hastie, & Tibshirani, 2013)

왜 모델이 해당 데이터의 특징을 과다하게 반영하면 안되는가? 그 결과를 다른 데

이터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계 모델의 목적은, 주어진 데이터를 잘 표현하

는 것을 넘어, 동일한 종류라 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에 적용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통계 모델링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추론(inference)과 예측(prediction)이

그것이다. 추론은 현재 내가 가진 표본 데이터로부터 모집단 데이터의 특징을 정확

히 알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선 여론 조

사를 통해 전체 인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도를 추론하는 식이다. 예측은 현재

의 자료에서 특정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어, 미지의 자료가 주어졌을 때 특

정한 성질을 짐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간 1000명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 이들 중 어떤 특성을 지닌 이들이 성공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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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판단하는 모델을 도출했다고 하자. 이 모델은 미지의 고객이 왔을 때, 측정 가능

한 특성에 근거해 해당 고객이 성공적으로 상환을 할지 그렇지 않을지 미리 알아챌

수 있어야 한다. 추론과 예측은 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지닌다. 그것

은 현재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모델을 다른 데이터(모집단 데이터 혹은 미지의 데이

터)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를 너무 과다하게 반영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주어진 데이터는 그 데이터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을 대표하는 1000명의 표본 집단을 구성했다고

하자. 이 1000명에는 전체 한국의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정보도 있지만, 그 특정

1000명에만 존재하는, 무작위 추출에서 파생한 무작위적인 성질도 있다. 그런데 모델

에 이것까지 반영되면, 오히려 전체 집단이나 그 1000명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통계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를 ‘적당히’ 

반영해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차원의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도 이 때문이다. 

Bias-variance trade-off는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용어이다. 모델 적합성을, 그 모

델을 동종의 다른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생기는 오류의 정도로 측정하면18 , 이 오류

는 모델의 분산(variance)과 편향(Bias), 그리고 오차로 구성된다. 모델의 편향(bias)은

말 그대로 모델이 데이터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모델의 분산은 쉽게 말

해, 동종의 다른 데이터로 모델을 구성했을 때 모델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의미

한다. 즉, 통계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를 잘 반영하면서도, 다른 데이터(정확히 말해, 

다른 훈련 데이터)로 모델을 만든 것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론 조사

결과가 샘플을 뽑을 때마다 크게 달라진다면, 결과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편향을 감소시키려고 주어진 데이터를 극단적으로 반영하면, 분

산이 커지게 된다. 지금의 데이터를 극한으로 반영했기에, 조금만 데이터가 달라져도

                                      
18 Test data mean square error가 이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실제 test data가 없는

경우에도 데이터의 일부를 분리해 test error를 추정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를 cross 

validation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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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편향이 감소하는 것보다 분산이 급격

하게 늘어나 모델의 적합도가 떨어진다. 이것이 주어진 데이터를 과다하게 반영해서

는 안되는 이유이고, 과적합이 문제가 되는 배경이며, 변수 숫자가 사례 숫자를 넘어

서면 곤란한 까닭이다.(Friedman, Hastie, & Tibshirani, 2001; James et al., 2013)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제안되었다. 변수 숫자가 많아서 생긴

문제일 경우,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변수를 일부만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

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우선 연구자가 직접 골라낼 경우, 여기에는 막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애초에 변수 선택 자체가 목표일 경우에는 이런 배경

지식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어진 변수

의 모든 조합을 고려하고 모델 적합성을 비교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수가 p개 있을

때, 2p개의 모델을 조합하여 적합성을 비교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변수 숫자가 많아

질수록 계산량이 늘어나고, 아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변수가 1000개만 되

어도 21000번(≒10300) 연산이 들어가야 한다. 다른 방법들도 계산량의 측면에서 효율적

이지 못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릿지 회귀 분석(Ridge Regression)이나 라소 회귀

분석(Lasso Regression) 같이, 회귀 계수를 체계적으로 축소(shrink)하는 기법이다. 과

적합되어 모델의 분산이 커진다는 것은, 회귀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회귀 계수가 0

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회귀 계수를 전체적으로 0을 향해 축소시킨다

면, 모델 분산을 줄일 수 있다. 물론 편향은 늘어나겠지만, 분산이 줄어들어서 얻는

이익이 편향이 늘어나 생기는 손해보다 크다면 해볼 만한 작업이다. 이에 Ridge 

Regression은 회귀 분석의 추정 원리를 조금 변형하여, <그림 11>과 같은 값을 최소

로 만드는 회귀 계수를 계산해 낸다. 

그림 11 Ridge Regression 계수 추정 시 최소화 값(James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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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회귀분석은, 실제 값과 모델 값의 차이의 제곱합, 즉 <그림 11>에서

RSS(Residual Sum of Square)를 최소로 만들도록 회귀 계수를 조절한다. 그런데

Ridge Regression은, 계수 자체들의 제곱을 모두 더해 람다를 곱한 값을 RSS에 더한

다. 그리고 이것을 최소로 만드는 계수를 만들어낸다. 이 경우, 회귀계수들이 0에서

멀어질수록 이 값은 커진다. 즉, 계수 절대값 크기에 패널티가 부여된 것이다. 람다

값이 커질수록 패널티는 더욱 커진다. 람다가 커짐에 따라 패널티가 커지면 회귀계

수들은 0으로 수렴할 것이며, 거꾸로 람다가 0이 되면 그 결과는 통상의 회귀분석과

동일할 것이다. 회귀계수들이 0으로 갈수록 모델 분산은 줄어든다. 반면 편향은 늘어

날 것이다. Ridge Regression은 Cross Validation을 통해, 어느 지점에서 분산이 줄어

드는 이익이 편향이 늘어나는 손해를 압도하고 모델 적합성을 향상시키는지 알아내

는 방법을 쓴다. 이를 통해 ‘적당히’ 회귀 계수를 축소하고,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낸

다.

라소 회귀 분석(Lasso Regression)은 위의 계수 추정 알고리즘을 약간 변형하여, 회

귀계수가 전체적으로 0을 향해 줄어드는 과정에서 몇몇 변수의 회귀계수가 다른 것

보다 우선적으로 0이 되도록 만든다. 이런 특징은 0이 아닌 변수를 고르는 방식으로

변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림 12>는 Lasso Regression이 최소로

만드는 값을 보여준다. Ridge Regression과 다른 것은, 계수의 제곱합에 람다를 곱한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계수의 절대값의 합에 람다를 곱한 것으로 최소화한

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식을 구성할 경우, 역시 람다가 커질수록 회귀 계수들이 0을

향해 줄어든다. 그런데, 이 경우 먼저 0이 되어버리는 변수들이 출현한다. 가장 가능

성이 없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0이 된다는 말이

다. 이 경우 라소 회귀 분석은 모델의 과적합을 피하면서 변수를 선택하는 성질까지

지니게 된다. 릿지 회귀 분석(Ridge Regression)의 경우, 모든 회귀 계수가 서서히 0

으로 가기에, 먼저 0이 되는 계수가 출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모델 분산은 줄일 수

있지만, 변수 선택의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라소 회귀 분석은 단순히 모델의

적합성을 향상시켜 모델의 예측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넘어, 유용한 변수를 선택

하도록 도와준다. 만약 모델 적합성을 재고할 뿐 아니라 모델을 좀 더 용이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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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것이 분석 목표에 존재한라면, 라소 회귀 분석이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12 Lasso Regression 계수 추정 시 최소화 값(James et al., 2013)

다시 본 연구의 목적으로 돌아오자.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유방암의 지식 구조를

측정하고 그것의 형성에 미치는 사회적 요소를 밝히는 한편 지식 구조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토픽 모델링 등을 통해 지식

구조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이런 지식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진 몇 가지 요

소들의 영향을 탐구할 것이다. 3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본 연구는 지식 구조에

‘펀드’(fund)가 미치는 영향을 주목한다. 펀딩 소스가 국가냐 민간이냐에 따라 유방암

의 지식 구조가,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 대상’이 바뀔 것이라 가정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STM이라는 토픽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펀드의 차이가 단

어 확률 분포와 토픽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앞

서 언급한 토픽 모델링 기법의 한계를 보충하고자, 단어를 독립변수로 삼고 펀딩 카

테고리를 종속 변수로 삼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모델의 결과

를 활용하면 단어마다 특정 펀딩 카테고리가 등장하는데 기여하는 정도를 추출할 수

있다. 만약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가 국가 펀드로 분류될 가능성을 높인다면, 그리고

해당 단어가 중요한 대상을 지칭한다면, 국가 펀드를 통해 구성된 지식 구조는 해당

대상을 주요한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회귀 모델은 변수 수가 사례 수와 비슷한 상황에서 만들어진다. 언어 자

료의 특성 상, 단어의 숫자가 문서의 숫자에 육박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가 사용한

유방암 연구 논문 초록의 숫자는 4만 8천개 안팎이다. 그런데, 해당 연구 논문 초록

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쉽게 5만개를 넘어선다. 여러모로 정리해도 4만 개 안팎의 단

어가 존재한다. 즉, 4만개의 변수로 4만개의 사례에 대한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전형



77

적인 과적합 상황이다. 이 경우 모델이 다른 데이터에 적용될 때 생기는 오류가 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라소 회귀 분석을 활용하면, 4만개의 단어 중 펀

드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단어를 추려낼 수 있다. 이는 특정한 펀드가 구

성하는 지식 구조가 어떤 대상과 개념 연결망을 가지는지 추론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Women”이라는 단어가 출현할 경우 해당 문서가 국가 펀드를 받은

문서일 확률이 올라가고, “Woman”이라는 단어가 출현할 경우 해당 문서가 민간 펀

드를 받은 문서일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자.19 이는 국가 펀드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

지식 구조는 ‘환자 집단’을 주 대상으로 하고, 민간 펀드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 지식

구조는 ‘환자 개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요컨대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유방암 지식에 대해 구성한 몇 가

지 핵심적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라소 회귀 분석을 활용할 것이다. 그것이 본 연구

가 탐구하려는 가설을 검토하기 위한 통계 모델링에 여러모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라소 회귀 분석의 도입은, 갈수록 변해가는 사회과학의 데이터 상황을 고려

할 때,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센서 및 측정 기술의 발달로, 하나의 대상에 대해 측정

되는 특성(feature)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람만 해도, 과거에는 한

정된 설문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쳤지만, 지금은 DNA부터 디지털 활동 사항까지 다

양한 변수가 수집되고 있다. 빅 데이터가 처리하기 힘들다는 의미를 지닌 용어라면, 

이 같이 케이스에 비해 변수의 숫자가 폭증하는 현상 역시 빅 데이터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때 데이터 처리의 핵심은 과적합의 극복과 변수의

선택이다. 본 연구가 도입하는 여러 방법과 노하우는, 사회과학에서 향후 계속해서

반복될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전략을 제시해 줄 것이다. 

4. 구조를 탐구하는 방법

                                      

19 3장에서 서술하겠지만, 이는 실제로 도출된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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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지식 구조 측정 전략을 종합해보면 이러하다. 우선 토픽 모델링을 가장

기본적인 분석 전략으로 삼는다. 여기에 더해 상황에 따라 네트워크 분석이나 라소

회귀 분석을 활용한다.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앞서 언급한 약점을 피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분석의 참조점을 마련한 후에 적용할 것이다. 그것은 앞서 제시한 것처럼

토픽 모델링 결과로 제시된 문서 군집일 수도 있고, 정서 분석을 위해 고안된 정서

사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포’와 관련된 단어의 목록이 존재한다면, 그것과 연

결된 단어들을 꼽아볼 수 있는 식이다. 이런 다방면의 접근을 통해, 토픽 모델링으로

측정한 프레임과 지식 구조의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할 것이다. 

토픽 모델링을 주 방법으로 한 분석은 사회과학에서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토픽 모델링에서 재미있는 점은 분석을 통해 추출한 토

픽이 ‘관찰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이다. 토픽은 문서에서 나타나는 단어 빈도에 근거

하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추론된 구성물이다. 토픽의 분포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이

런 종류의 확률 분포가 기저에 있다면 현재 데이터의 특성(즉, 단어의 빈도)가 출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잠재 변수’(latent variable) 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네트워크 분석과의 또다른 차이이기도 하다. 단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관찰되

고 있는 단어들의 연결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연결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 차이

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그것은 표면에 드러나 있어 관찰 가능한 정보이다. 반면 토

픽 모델링은 드러난 문서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구조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발굴해내

는 기법이다. 

이는 ‘구조’라는 대상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사회학은 전통

적으로 구조를 세 가지 용법으로 사용해왔다. <파라미터의 분포>, <네트워크>, <심

층구조>가 그것이다.(장덕진, 2004)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는 접근은 두 번째

용법인 네트워크로서의 구조이다. 파라미터의 분포는 쉽게 측정될 수 있고 거기서

오는 압력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왜 그런 지표가 형성되었는지

알려주지 못한다. 심층구조는 우리 행동과 태도를 장악하는 심층의 규칙을 의미하는

데, 측정 자체가 연구자마다 제각각이라 토론과 논쟁이 어렵다. 반면 네트워크로 구

조에 접근하는 방법은 파라미터의 분포가 가져오는 사회적 압력의 구체적 원인을 설

명하기에 유리하고(구조적 등위성 등을 통해) 심층 구조의 효과를 현실화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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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네트워크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기준에 근거해 측정할 수 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

면(예를 들어 단어 간의 관계일 경우 문장 동시 출현 VS 단락 동시 출현) 그 다음에

는 누가 측정하든 동일한 결과를 내놓는다. 또한 몇 가지 원칙을 가정하면(Ex.

Preferential attachment) 네트워크의 진화와 발전도 파악할 수 있어, 미시적 행동과

거시적 구조를 연결하기에도 적합하다.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최근의 시도들이

문서에 드러난 단어의 네트워크에 집중하는 것도, 네트워크로 구조를 포착하는 것이

이런 장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구조의 개념이 무용한 것은 아니다. 단점이 보완된다면, 오히려 연결

망보다 더 강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심층 구조>가 대표적이다. 많은 대가들이

심층 구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 중 몇몇은 근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이정표

를 세웠다. 칼 맑스의 자본주의가 대표적인 예다. 자본주의는 근대 사회의 정치와 경

제를 좌우하는 심층 구조이며 사람들은 이런 구조의 담지자(agent)일 뿐이다.(Marx, 

1867) 문제는 맑스가 어떻게 이런 심층 구조의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밝히지 않는다

는 점이다. 공유 가능한 측정과 추론의 원리가 부재한다는 말이다. 때문에 심층 구조

에 대한 주장은 일단 그것이 있다고 가정하고 (맑스가 그렇게 말했으므로) 현상을 거

기에 끼워 맞춰 해석하는 환원론적 논증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많은 맑스주의자들

이 이런 오류를 경험하였다. 이후 루카치 같은 맑스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이런 ‘깨

달음’을 얻는 과정을 설명하려 시도했지만, 실천을 통해 대자적 인식을 얻는다는, 다

소 모호한 결론을 벗어나지 못했다.(Lukács, 1999)

말과 글을 둘러싸고도 심층 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학

자가 미셸 푸코이다. 푸코는 사회와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신념 체계와 합

리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광기를 둘러싼 인식이 역사적으로 달라져 왔음을 주장한

[광기의 역사]부터 이런 입장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Foucault, 2003) 나아가 [말과

사물]이나 [지식의 고고학] 같은 저서에서는, 심지어 한 사회의 수많은 지식을 관통하

는 발상의 구조와 규칙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에피스테메(Episteme)라 불렀다. 하

지만 푸코 역시 이 에피스테메를 측정해내는 구체적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

다. 자료로 삼아야 하는 대상과 기본적 탐구 태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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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cault, 1971), 지식과 에피스테메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다만 그의 저작에서 연구와 서술의 방식을 살펴보면, 많은 저작이 푸코가 굉

장히 많은 자료를 읽고 직관을 동원해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맑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방식의 탐구가 부당하는 뜻은 아니다. 푸코와 맑스의 주장은 근대 사회를 읽

어내는 주요한 참조점을 제공하였으며, 그 성과에 비견할 만한 다른 연구를 찾는 것

이 쉽지 않을 정도이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연구자들이 이와 유사한 추론을 하거나

다른 대상에 대해 비슷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어지간한 설

득력을 가진 대가가 아닌 이상, 심층 구조를 포착하려는 시도는 토론을 통한 개선으

로 이어지기 어렵다. 지식의 구조를 보려는 학자들이 심층 구조에 대한 주장을 자제

하고, 네트워크 이론 등에 기대어 작업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이런 어려움 탓도

있다.

그런데 토픽 모델링의 여러 방법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심층 구조를 추적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앞서 말했듯 토픽 모델링은 네트워크 분석처

럼 이미 드러난 사실을 요약하는 기법이 아니다. 대신 그것은 문서들에서 관찰된 단

어의 출현 빈도로부터, 이것들을 발생시키는 잠재 구조를 확률 이론에 근거해 추론

해낸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는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구조이다. 이 추상

적 구조는 현존하는 문서들을 생산하는 ‘원리’ 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이나 에피스테

메가 말과 글을 만들어내는, 하지만 말과 글 이면에 존재하는 발생 원리라고 이해한

다면, 토픽 모델링이 제시하는 결과는 이런 발생 원리의 일부를 측정해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토픽 모델링을 심층적 구조에 객관적이고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접

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학적 기법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토픽 모델링의 결과물이 지식이라는 심층 구조의 진정하고 유일한 측정법이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토픽 모델링은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토픽 모델링은 네트워크 분석이 포착하는 단어 네트워크의 발생을 설명할 수 없다. 

단어의 생산은 설명하지만, 단어 ‘연결’의 생산은 설명하지 못한다. 애초에 문서를 단

순한 단어의 집합으로 가정함으로써 단어 순서나 연결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기 때문

이다. 나아가 단어의 종류와 빈도에만 주목한다고 해도, 실제 말과 글이 작성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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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특정한 확률 분포에 근거한 무작위 추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인간이 어떤 주

제를 떠올릴 때 주로 주목하는 대상과 사용하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픽 모델이 가정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기에 단어 확률

분포나 토픽 확률 분포를 실제 인간을 제약하는 구조의 진정한 모습이라 주장하는

것은 섣부르다. 토픽 모델링이 측정하는 잠재 변수를 최대한 과감하게 해석하더라도, 

그것은 문서 집합으로 표현된 심층 구조를 추적하는 하나의 단편일 뿐이다. 즉 토픽

모델링은 지식이라는 구조의 특정한 측면을 관찰하는 검증되지 않은 시도에 가깝다. 

본 연구가 토픽 모델링을 활용함은 물론, 단어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단어들의

현실화 된 연결구조를 파악하고, 라소 회귀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구조적 프레임이

라는 심층 구조를 해석할 만한 단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한계

때문이다. 하나의 방법이 지식이라는 심층 구조의 진정한 모습을 곧바로 보여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와 분석을 활용하여 지식이라는 구조적 변수를

추적하려고 시도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토픽 모델

링을 포함한 여러 방법은, 지식처럼 인지와 관찰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변수를 탐

구하는 새로운 시도이며, 소통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방법이다. 비록 그들이 지식 구

조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 해도, 이런 시도가 여러 논의 속에서 반복되고

개선된다면, 언젠가 심층 구조에 접근하는 혁신적 방법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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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유방암 공식적 지식 구조와 분자적 관리 기술

1. 유방암 공식적 지식의 분자화와 그 영향

1) 생의료화와 분자화

유방암의 공식적 지식 구조부터 살펴보자. 그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

해왔고,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이런 지식 구조의 특성은 어떤 방식으로 건

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나아가 그런 지식 구조의 특성을 낳은 핵심적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유방암 지식 구조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분자

화’(molecularization)라고 명명할 수 있는 변화 과정을 보여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

재 유방암에 대한 공식적인 지식에는 분자적 단위에서 포착되는 대상에 집중하는, 

이른바 ‘분자적 프레임’에 근거하여 유방암의 원인을 판단하고 대처 방안을 생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여러 경로를 거쳐 생존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았지만 동

시에 대중들이 ‘유전자’와 같은 분자 수준의 요인이 지닌 영향력을 비합리적으로 과

대평가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질병에서 분자 단위의 대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형성된

배경에는 민간차원의 행위자들의 기여 보다 국가의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장려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국가의 ‘분자적 관리 기

술’(Molecular Management Technique)의 도입과 확립이 이런 경향을 만들어낸 것으

로 추정된다. 본 장의 기본적인 목표는 공식적 지식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을 토

픽 모델링을 포함한 여러 방법을 통해 입증하고, 그것이 형성된 사회적 배경과 의미

를 탐구하는 것이다. 

의학 지식과 의료 실천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제도는 과거부터 큰 관심을 끌어왔다. 

의료 지식과 실천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과학이라는 이름의 정

당성을 공고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코 같은 학자는 의료에서 합리성에 바

탕을 둔 미시적인 권력의 작동을 확인한다.(Foucault, 2006; Zoeller & Sonnenr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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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의료적 지식과 실천은 사람들의 삶에 폭넓게 개입한다. 술과 담배를 끊게 만

들고, 지나친 자위를 금지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만든다. 전염성이 큰 감염병이

창궐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심지어 자명하게 여겨진 시민권을, 예를 들어 이동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런 개입은 과학과 합리성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그래

서 누구도 반발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경찰이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

면 사람들은 반발하지만, 질병 관리 본부가 집 안에 머물러야 안전하다고 발표하면

스스로 집 안에 머문다. 권위적 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시민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조

정과 개입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암 발병 위험을 우려해 가족 구성원의 금주와

흡연을 적극 권장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감염병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않은 동료 시민을 질타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런 영향력을

보유한 의료 지식과 그것을 둘러싼 체계의 변화와 작동이, 과거부터 많은 학문적 관

심을 받아온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생의료화(Biomedicalization)’는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의료 지

식과 실천의 변화를 포착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생의료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우선 ‘의료화(medicalization)’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의료화란 가장 일차적

으로는 의학이 과거에는 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영역까지 확대되는 현상

을 지칭하는 단어이다.(Conrad, 2005; Conrad, Mackie, & Mehrotra, 2010) 예를 들어

과거에는 출산이나 성인의 탈모는 물론, 불안 증세 혹은 아동이 주의가 산만한 일을

의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점차 이들이 ‘질병’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출산과 탈모가 의료 전문인력의 처치 대상이 되었다. 불안과 주의 산만은 PTSD나

ADHD 같은 신종 질병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의료적 대상이 아닌 것이 의료적 대

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콘라드를 비롯하여 의료화에 집중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감시

의학(surveillance medicine)이라고 불리는 대중 감시 체계가 확립되는데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한다.(Conrad, 1992) 일상 생활의 여러 영역에 ‘치료’라는 명목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화는 졸라(Zola) 같은 연구자를 통해 60년대부터 지적된 현상이다. 클락을 비

롯한 일군의 학자들은 이런 의료화 과정이 1985년 즈음부터 변화했다고 본다. 단순

히 의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 자체의 성격 변화가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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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의료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체제의 성격 변화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의료화라는 개념에 ‘생’(bio)이라는 단어를 붙여

‘생의료화’(biomedicalization)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들이 생의료화라는 개념을 사

용하여 설명하는 변화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이다.(A. E. Clarke, Shim, Mamo, Fosket, 

& Fishman, 2003)

첫 번째는 의학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재편이다. 이는 과거에는 공유물이라고 여겨

졌던 의료적 대상들, 예를 들어 유전자나 특정 세포 같은 대상이 사유화되고 상품화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건강(Health)과 위험(Risk), 그리고 감시(Surveillance)

에 대한 강조이다. 건강에 대한 강조는, 의료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에 포함하게 됨을 의미한다. ‘질병이 없는 상태’에

서 나아가 ‘더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말이다. 위험이라는 개념의 도입

은, 환자의 상태를 볼 때 질병 상태와 건강 상태를 불연속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

니라, 질병에 걸릴 위험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흡연자는

폐암 환자는 아니지만,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크다. 더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건강에 대한 강조와 위험에 대한 강조는 자연스럽게 감시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강을

증진해야 한다는 목표가 도입되고, 질병 상태만이 아니라 위험한 상태까지 문제가

되면, 당연히 인간 신체에 개입하고 이를 감시하려는 시도가 더 폭넓게 정당화된다. 

예를 들어 음주를 즐기지만 아직 특별한 병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는 의료적 개입의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은 위험과 건강이라는 개념에 의해 개입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 

세 번째는 생의학의 기술과학적 발달이다. 치료 데이터의 집적과 디지털화 그리고

분자 생물학 혁명을 통해 의료가 다루는 대상이 분자 단위의 매우 미세한 수준까지

내려간 일(세포 소기관, 유전자, 신경 전달 물질 등), 그리고 각막 임플란트 등 신체

대체 기술 발달이 그 구체적 내용들이다. 네 번째는 지식 생산처가 다양해지고 이것

의 유통 경로 역시 다양해진 것이다. 다섯 번째는 이런 제반 변화를 통해 신체의 개

념과 정체성이 변화한 것이다.(A. Clarke, 2010)

그런데 이런 설명은 20세기 후반부터 의료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난 눈에 띄는 모



85

든 변화를 나열한 것에 가깝다.20 이처럼 다양한 현상을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거대한 변화가 존재함을 포착하는 효과는 있지만 구체성은 떨어진다.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 하나하나는 나머지와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예를 들

어 새로운 항암 물질이 발견되어 특허가 출원되고 상품화되는 일은, 신체 정체성이

변화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개별 변화들은 모두 의미 있

는 변화이고 비슷한 시기를 공유하지만, 의료 변화의 원인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생의료화 개념이 제안한 여러 변화 중, ‘의료 지식의 분자화’에 주목하고

자 한다.21 의료 지식의 분자화란, 분자 수준의 측정 단위와 기술을 사용해야만 지각

가능한 물질이 지식의 주요 대상으로 부상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유전자, 세포 소기

관, 호르몬이나 세포 신호 전달 물질을 포함한 각종 단백질, 혈액 구성 요소 등이 그

것이다. 1960년대 분자 생물학의 혁명이 시작된 이후, 보다 많은 의료적 현상이 이런

분자 수준의 대상과 그들 사이의 메커니즘을 빌어 설명되기 시작했다. 우울증이 대

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트라우마의 맥락에서 고찰되기 보다 세로토닌 결핍이라는 신

경 전달 물질의 관점에서 포착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그래서 약물 처방이 일차적

인 해결책으로 부상한 것은 이런 변화의 좋은 예다. 이런 변화는 질병의 메커니즘을

좀 더 정밀하게 설명하는 것을 넘어, 어떤 사람이 특정 질병에 대해 가지는 감수성

(susceptibility)을 유전자를 통해 예측하려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다. 

생의료화가 지적한 여러 변화 중 왜 하필 지식의 분자화에 주목하는가? 우선 이것

                                      

20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일 뿐 아니라 아주 정확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예를 들어 위험 개념

의 도입과 건강과 질병 사이의 연속적 국면의 포착은, 70년대부터 제시되어 온 이슈이다.(G. 

Rose, Khaw, & Marmot, 2010) 이것이 의료화 이후에 나타나는 탈-근대적인(post-modern) 현

상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21 이는 클락의 설명 중 세 번째인 “생의학의 기술과학화(The Technoscientization of 

Biomedicine)” 중 하나의 요소이다. 클락은 분자화와 유전화를 병렬해서 제시하나, 유전화는

분자화의 일종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DNA가 고분자 구조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분자화라는

용어만 사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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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의료화 개념 중 지식에 대한 것이기에 본 연구 대상과 관련된 변화이기 때문이

다. 본 연구의 핵심 대상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추상적으로나마 언급한 변화라는 말

이다. 좀 더 본질적인 이유는 의료 지식의 분자화가 개념상 나머지 변화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 있다. 지식의 분자화는 나머지 네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변화를 가능하

게 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상품화의 핵심 대상은 특정 유전자 서열 같은 분자

적 수준의 물질이다. 위험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신체 상태가 세분화되고 건강 증

진이 공허한 목표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목표가 된 것은, 과거와 달리 신체 내의 다

양한 물질의 상태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지식의 분자화가 큰 기여

를 했다. 예를 들어 혈액에 존재하는 여러 분자적 지표를 측정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면(각종 콜레스테롤 수치, 단백질 지표 등), 건강 진단에서 각종 질병에

대해 해당 개체가 보유한 위험 수준 결과를 산출할 수 없으며 당연히 그것을 관리하

는 행동 역시 불가능하다. 지식 생산처와 유통 방식이 다양해진 것은, 지식의 분자화

에 통합적인 접근과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분자적 수준의 대상을 포착

하면서 그것의 효과를 측정하고 시각화 하려면, 의학을 넘어 생명과학, 데이터 과학, 

영상 기술 과학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체 정체성의 변화 역시 분자화와 연계

되어 있다. 과거에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한 장기 등이 대체되고 있는 것은 줄기 세

포 연구를 포함한 여러 분자적 수준의 기술과 앎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의료 지식의 분자화(molecularization)는 22 전문가는 물론 비전문가 대중이 질병이

                                      
22 사실 의료화나 거기서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생의료화 외에도, 의료적 실천과 세계

관의 변화를 지적한 개념은 더 존재한다. 약물화(pharmaceuticalization)가 대표적이다. 약물화

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적 실천의 방식이 약물 섭취에 초점이 맞춰지고, 제약 회사 및

전문가 집단은 과거 약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을 내

놓고, 심지어 혁신이 없어도 혁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제도적 변화로 사람들이 약물

을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된 변화를 의미한다.(Abraham, 

2010; Bell & Figert, 2012; Fox & Ward, 2008; Williams, Martin, & Gabe, 2011) 이는 특히 미국

에서 체감되는 변화인데, 80년대 중반 약물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제도 변화와 맞물려 있

다(OTC 확대, 의사 처방 약품 광고 허용 등). 하지만 이런 변화는 미국을 포함한, 제약 회사

의 영향력이 강하고 광고가 허용되어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한 몇몇 국가에 좀 더 두드

러진 현상이다. 나아가 이런 약물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의료화가 존재해야 한다.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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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을 바라볼 때, 그것을 만들어내는 분자적 수준의 요인과 메커니즘에 주목하

게 만든다. 이런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는 적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어 미다닉은 음

주 연구에서 생의료화 경향의 도입을 분석하는데, 그가 포착하는 변화의 핵심은 유

전자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Midanik, 2004) 분

자화 혹은 생의료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러한 경향을 지적하는 연구 역시 적지

않다. 의료화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콘라드는 의료화를 추동하는 동력이 변화함을 지

적하면서, 유전자에 대한 강조점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생의료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Conrad, 2005). 이는 의료

지식의 분자화가 여러 변화 중 인상적이면서도 폭넓은 현상임을 반증한다. 

이것이 연구자들의 머리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임

이 다수의 실증 연구를 통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클락과 에버레스트는 대중 매체

에 나타나는 암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했다. 이들은 암을 바라보는 세 가지 프레임을

제시하는데, 의료 모델, 정치경제 모델, 라이프 스타일 모델이 그것이다. 이 중 의료

모델이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인데, 의료 모델이라는 것이 유

전자나 세포 혹은 기관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는 대중 매

체에서 시선의 분자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J. N. 

Clarke & Everest, 2006)  브라운 등의 연구자들은 유방암에 대한 대중 매체 보도를

1961년부터 1999년까지 분석한다. 이들은 보도에 환경 요인에 대한 강조가 거의 없

고, 개인적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유전자에 대한 강조 등이 두드러

졌다고 본다. 이런 연구 역시, 그것이 연구의 핵심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선의 분자화를 핵심으로 한 생의료화가 존재함을 증명한다. (Brown, Zavestoski, 

McCormick, Mandelbaum, & Luebke, 2001) 이외에도 유방암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

족력 등 유전 요인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짐을 분석하는 클락의 연구 등, 지식의 분

자화에 대한 실증 연구는 풍부한 편이다. (Juanne N Clarke, 1999) 23

                                                                                                                 

분자적 수준에서 파악하는, 그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선 없이는 약물화가 존

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요컨대 약물화보다는 생의료화가 좀 더 폭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지적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3 생의료화에 대한 실증 연구는 이처럼 지식의 분자화에 주목한 연구 외에도 여럿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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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 연구만으로 지식의 분자화라는 현상이 의료 지식 전반에 이르는 현상

이라고, 나아가 유방암 지식에도 그런 경향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우선

이런 양상은 질병 별로 측정되어야 한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 분자화라는 변화가 용

이하게 일어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연구

들은 주로 대중 매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아직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보기

힘들다. 대중 매체의 보도 프레임이나 초점은 의료 지식의 변화 외에도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비전문가들 사이의 유행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사 생산자 집단이

(ex. 해당 뉴스 편집진) 유전자와 같은 분자 수준의 물질이 매력적인 서사 구성에 유

용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Seale, 2003)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유방암의 공식적 지식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 논문 초록을

대상으로, ‘지식의 분자화’라는 현상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 지

식의 분자화는 다른 변화의 근간이 되는 현상이며, 사람들의 건강 행동에 폭넓은 영

향을 미친다. 만약 유방암 공식적 지식 구조에 이런 경향이 존재함이 분명하다면, 이

런 지식의 특징이 만들어내는 결과와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무엇이 이런 변화

를 만들었는지 살펴야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지식의 분자화’라는 관점을 중심에

놓고 유방암 지식 구조의 변화를 살피는 한편, 그것이 미치는 영향과 그것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힘에 주목한다.

2) 유방암 지식의 분자화: 세 가지 측면

유방암 지식 구조에 분자화라는 현상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 구체적 양상을 포

착하기 위해, 우선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토픽 모델링을 유방암 논문 초록 집합에

적용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토픽 모델링은 주어진 문서 집합을 생성할 가능성이

                                                                                                                 

예를 들어 할린은 의료 및 건강에 대한 기사에서 정보 출처가 개별 전문가의 영향력이 줄어

들고 연구 기관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지적한다. (Halli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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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단어 확률 분포(토픽)와 문서 별 토픽 확률 분포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

한다. 토픽은 지식 구조를 구성하는 프레임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성질을 지닌다. 산

출된 토픽을 통해 우리는 유방암 논문 초록 이면에 있는 복수의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방암 지식 구조의 전반적인 성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분자화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픽을 살피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된

다. 나아가 이런 토픽들이 문서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

는지 살펴야 한다. 지식의 분자화라는 주장의 핵심은 의료적 대상의 분자적 측면을

탐구하는 시선이 갈수록 비중을 확대해왔다는 ‘변화’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추출된 토픽 중 분자적 프레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토픽이 시간이 갈수록 비중을 확

대했음을 확인한다면, 이는 분자화의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 기법 중 가장 기본적인 LDA가 아니라, STM(Structural 

Topic Model)을 사용한다. STM은 문서에 존재하는 각종 정보(생산 시점, 문서 분류

등)를 토픽(단어 확률 분포)과 토픽 비중의 분포를 추정하는데 고려한다. 예를 들어

시간을 토픽 비중에 대한 모델을 추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시간에 따라 토픽 비

중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을 넣어 가장 그럴 듯한 문서 별 토픽 비중을 추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유방암 지식에서 ‘선별검사’와 관련된 주제가 시간이 갈수록 증

가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해당 주제를 반영하는 토픽의 비중이 과거의 문서 집합에

서는 낮은 수준이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토픽 비중 분포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면, 그 편이 해당 토픽의 비중이 늘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다. 그

래야만 해당 토픽을 포함한 토픽 집합이 유방암 지식을 반영하고 있는 문서 집합을

생산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STM은 이런 모델 구축을 가능케 한다. 문서를 단

순히 단어들의 집합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지닌 속성을 고려하여 토픽

과 토픽 비중을 추정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STM을 통해 토픽의 비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토픽과 토픽 비중의 확률 분포를 추정하였다. 

이때 시간에 따른 토픽 비중 변화가 비선형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토픽 비중에 미

치는 영향 모델을 비-스플라인(b-spline)을 활용해 적합했다.24

                                      

24 스플라인(spline) 적합은, 회귀 분석 등에서 비선형 적합을 위해 모델이 지나치게 고차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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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5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1975년부터 2016년 사이에 간행된 유방암 관련

48448개의 논문 초록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우선 결과로 총 20개의 토픽을 추출하

였다. 연구 대상인 유방암 논문 초록 집합을 가장 생산할 법한 단어 확률 분포 20개

를 추출하였다는 말이다. 이들은 유방암 지식 구조를 구성하는 구조적 프레임의 측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토픽을 추정하기 위한 결과는 해당 문서군에서

사용된 전체 단어의 확률 분포로 표현된다. 여기서 사용된 STM 분석의 경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단어를 정리한 후(불용어 stopword 제거, 어근 추출 stemming, 사용

빈도가 적은 단어 제거) 33849개의 단어를 분석에 사용했다. 그렇기에 STM은 33849

개의 단어에 특정한 확률을 부여한 확률 분포 20가지를 기본적으로 추출한다. 

필자는 각 확률 분포에서 Frex 점수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20개의 단어와25 , 해당

토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5개의 초록의 제목과 내용을 직접 읽고, 해당 토

픽(단어 확률 분포)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문장을 작성하여 토픽의 해석으로

삼았다. Frex 상위 단어와 상위 비중 문서를 통해 토픽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거쳤

다는 말이다. 실제 해석은 단어 20개와 제목, 초록 본문에 근거하였으나, 지면 상

Frex 상위 단어 7개와 해석만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렇게 해석된 토픽의 핵심적 대상

이 어떤 수준의 단위로 포착되었는지 판단하여 범주화 하였다. 범주는 <분자>, <종

합>, <개체>, <집단> 네 개로 나누었다. <분자>는 해당 토픽의 초점이 환자와 무관

한 채로 유방암 세포나 조직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토픽 4번은 유방

암 발병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서열 연구인데, 주로 유방암 세포의 유전자를

                                                                                                                 

는 것을 막기 위해, 데이터의 구간을 나누고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차수가 낮은 모델을 만들

어 이들을 연결시키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모델의 차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지

않고도 비선형 데이터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James et al., 2013) 등

을 참조하라. 

25 본 연구는 단순히 상위 확률 단어 대신 단어별로 만들어진 Frex 점수를 활용하였다. Frex

점수는 단순 확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인데, 해당 단어가 해당 토픽에서 높

은 확률을 보유할 뿐 아니라 다른 토픽에 잘 나타나지 않는 단어일 때 상승한다. 즉, 빈도와

배타성(frequency and exclusivity) 둘 모두에 근거한다. 이는 해당 토픽이 다른 토픽과 구분되

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보다 잘 보여주기에, 토픽 해석에 적절한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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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그 특징을 확인하는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프레임에서 환자나 개체

는 관심 대상이 아니다. 대신 그것은 분자적 수준의 미세한 대상만을 다룬다. <종합

>은 기본적으로 분자적 대상을 다루지만, 그것이 환자 같은 개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프레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항암 복합 화학 요법에 대한 연구들은 항암

물질의 작동 메커니즘을 다루면서도, 그것이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 경우에는 <종합>이라는 범주를 부여했다. 약간이라도 환자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면 <종합>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최대한 <분자>라는 범주를 보수적

으로 분류하여 오류를 막기 위함이다. <개체>는 다른 토픽과 달리, 환자라는 개체를

가정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대상들, 예를 들어 환자 삶의 질이나 인간 관계 같은 대

상을 다루는 토픽을 의미한다. 유방암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루는 19번 토픽이 대표

적이다. <종합> 범주의 토픽은 개체가 가정되지 않아도 존립할 수 있는 대상을 다루

지만, <개체> 범주의 토픽은 개체를 가정하지 않으면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대상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집단>은 인종이나 국가 혹은 지역 등, 개체의 집합을 주 대상

으로 삼는 토픽을 포함한다. 

토픽의 해석과 분류는 기본적으로 필자가 수행하였으나, 단독으로 작업하지 않았

다. 2장에서 설명했듯이, 토픽 모델링에는 결국 인간의 해석이 일정 부분 개입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향이나 오류에 기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토픽 해석과 분류를 시도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필자의 해석을 의료 영역의 전문가에게 검토 받는 과정을 거쳤다. 구

체적으로, 임상 영역의 가정의학 전문의 1인과 연구 영역의 예방의학 전공자 1인에

게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Frex 상위 단어 20개와 해당 토픽의 비중이 가장 높은 5개

문서) 토픽 해석과 범주 구분의 원칙을 설명한 후, 필자의 해석에 오류나 무리한 해

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 받았다. 의료 전문가 2인의 검토 결과 몇 가지 수정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표 2>는 필자를 포함한 세 명의 해석자가 모두 동의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표 2 유방암 논문 초록 48448개 대상 STM 분석 기초 결과

토픽 1 상위 단어 lmic(저중소득국), lmcs, nccn(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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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gi(Breast Health Global Initiative), high-incom, peer-

review, recount

토픽 1 해석 결과 유방암 관리 및 치료 가이드라인 혹은 치료법에 대한 리뷰

토픽 2 상위 단어

bcrp(유방암 내성 단백질), mrp(다중 약물 내성 관련 단백

질), p-gp, epitope(항원 결정 부위), mab, mdr(약제 다재 내

성), igg
분자

토픽 2 해석 결과 암세포의 병리적 특성

토픽 3 상위 단어
ses, census, racial, socioeconom, black, non-hispan, person-

year
집단

토픽 3 해석 결과
인종, 지역 등 유방암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요인 집단 규모 연구 중심

토픽 4 상위 단어 inherit, germlin, brca, xrcc, brca-associ, genotyp, haplotyp
분자

토픽 4 해석 결과 유방암 발병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서열 연구

토픽 5 상위 단어
her-target, lapatinib, anti-h, herceptin, vaccin, pikca, 

rapamycin 종합

토픽 5 해석 결과 허셉틴 계열 표적 약물 관련(트라스트주맙 등)

토픽 6 상위 단어 phantom, geometri, ctv, nois, ptv, microwav, detector
종합

토픽 6 해석 결과 방사선 치료 관련

토픽 7 상위 단어
Snail(암 전이 유도 단백질), epithelial-mesenchym(상피-배

엽), emt(상피-배엽간 이행), csc, nf-kappab, smad, erk 분자

토픽 7 해석 결과 유방암 세포 전이와 관련된 전사 인자 및 억제자 연구

토픽 8 상위 단어
g-csf(항암제 부작용 억제 주사), eject, fluorouracil, 

cyclophosphamid, cmf, leukopenia, myelosuppress 종합

토픽 8 해석 결과 각종 항암제(파클리탁셀 등) 보조 요법 임상 실험 결과

토픽 9 상위 단어 hrher, til, p-cmet, cmet, cyt-, her-enrich, pgrnegat

종합
토픽 9 해석 결과

호르몬 수용체와 관련된 연구 Triple Negative 유방암 등 다

양한 영역(예후 예측 등)

토픽 10 상위 단어
screen-film, lexicon, ppv(양성 예측도), cad, dbt, ffdm(full-

field digital mammography), radiologist 종합

토픽 10 해석 결과 복수의 유방촬영영상을 종합한 컴퓨터 진단분류 시스템

토픽 11 상위 단어 paraneoplast(방종양증후군), submucosa(점막 하의), anti-yo,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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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mpd, alcl, vascul, hamartomat

토픽 11 해석 결과 이례적 전이와 합병증 연구

토픽 12 상위 단어

raloxifene(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 약물), serm(선택적 에스

트로겐 수용체 모듈레이터), letrozole(아로마타제 억제제), 

exemestan, tamoxifen, thromboembol, anastrozol 종합

토픽 12 해석 결과
타목 시펜 이후 다른 호르몬 요법 관련. aromatase inhibitor 

등, 호르몬 요법 관련 연구

토픽 13 상위 단어
cpm(예방적 반대편 유방 절제술), pvb(복합 항암 요법 일종), 

lidocain, tpn, lipofil, paravertebr, non-pvb 종합

토픽 13 해석 결과 재건술 포함한 각종 수술과 수술에 따른 처치법

토픽 14 상위 단어
loh, microdissect, mammaglobin(림프절 전이 관련 유전자), 

pericentromer, ehla, enzymolog, dciss 분자

토픽 14 해석 결과 유방암 종양 세포의 분자 생물학적 기작

토픽 15 상위 단어 suv, ctcs(혈종 종양 세포), pet, microvessel, ctc, f-fdg, perfus
분자

토픽 15 해석 결과 유방암 세포 특성 파악을 위한 이미징 기법

토픽 16 상위 단어

rar(유방암 세포 수용체 일종), alpha-difluoromethylornithin, 

tgf(혈액 내 종양 표지자), ici(면역 체크 포인트 억제제), 

dextran-tr, ici-, agonistsantagonist 분자

토픽 16 해석 결과
유방암 세포(특히, MCF-7)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분자 생물

학적 요인들

토픽 17 상위 단어 adiponectin, low-fat, dietari, luteal, consumpt, diet, intak
개체

토픽 17 해석 결과 식생활과 유방암

토픽 18 상위 단어
Slnd(감시 림프절 절제), pre-z, copiesmul, acosog, imn, lrr, 

slns 종합

토픽 18 해석 결과 림프절 관련 (예후 및 수술법)

토픽 19 상위 단어 attitud, religi, cope, spiritu, percept, belief, self-efficaci

개체
토픽 19 해석 결과

유방암 정신적 스트레스 극복 관련된

관계 요인, 정서 요인 등 다양한 것들 다루어짐

토픽 20 상위 단어 pathologist, vysi, discord, fixat, concord, bouin, biopsi
분자

토픽 20 해석 결과 각종 병리학적 정보의 종합 판단 관련 (병리학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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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왜 하필 20개의 토픽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

겠다. 추출하는 토픽의 개수는 분석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원한다면 50개, 100

개도 추출할 수 있다. 가장 적합한 토픽 개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몇 가지 고려가능한 사항이 존재하는데, 우선 모델의

통계적 적합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20개의 토픽을 추출했을 때 그 모델이 주어진

문서를 설명하는 정도와, 30개 토픽을 추출했을 때 그것이 문서를 설명하는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지표가 사용될 수 있다. Held-Out Likelihood가 대표

적인 지표이다.(Wallach, Murray, Salakhutdinov, & Mimno, 2009) 이는 기계 학습의 교

차 타당화(Cross-Validation)와 유사한 개념인데,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 문서를 분리한

후 나머지 문서로 토픽 모델을 구축한다. 그리고 해당 토픽 모델이 따로 분리해 둔

문서를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해당 지표가 토픽 개수

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동일한 자료에 기반하여 토픽의

개수를 15개부터 120개까지 변화시켜가며 Held-Out Likelihood를 확인하였다. (15개

부터 30개까지는 1개 간격으로, 30에서 60까지는 5개 간격으로, 60부터 120까지는

20개 간격으로 수행)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토픽 개수에 따른 모델 적합성(held-out likelihood)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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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델 적합성은 토픽 개수가 늘어날수록 선형으로 증

가한다. 그렇다면 최대한 많은 토픽을 추출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1) 우선 그것

은 모델링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토픽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다양

한 내용과 초점을 지닌 대량의 문서를 몇 개의 주제로 ‘요약’하는 것이다. 그런데 토

픽을 너무 많이 추출하면, 경제적인 설명 방식을 찾으려는 애초의 목적에 위배된다. 

(2) 나아가 held-out likelihood 같은 지표의 상승이 꼭 인간이 이해하기 좋은 토픽의

추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데이비드 블레이를 포함한 토픽 모델의 대표적 연구자들

은 지나치게 많은 토픽을 활용할 경우 모델 적합성 지표는 상승하겠지만, 오히려 인

간 해석 가능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Chang, Gerrish, Wang, Boyd-

Graber, & Blei, 2009)

때문에 통상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는 대다수의 연구는 연구자가 여러 개의 모델을

비교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토픽 개수를 설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본 연구 역

시, 이런 과정을 거쳐 20개의 토픽을 확정하였다. 우선 토픽이 30개를 넘어서면 지나

치게 프레임 추출이 세부적이 되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본 연구가 수술 기법 하나하나를 따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30개 이내의 토픽에서 20개, 25개, 29개의 토픽 모델을 구성한 후(30개

가 아니라 29개를 선택한 것은, 29개의 토픽을 가정한 모델이 held-out likelihood에

서 30개의 토픽을 가정한 모델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의료 지식 구조의 설

명에서 어떠 효율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개의 토픽이 25개와 29개 모델

이 제시하는 정보를 누락하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인 지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

여 20개 토픽으로 이루어진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편이 경제적이며 ‘요

약’이라는 분석 본질에 적합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 토픽 구성을 살펴보자. 20개의 토픽은 유방암의 각종 치료법

과 예방법은 물론 유방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원인에 대한 탐구를 포괄하고 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지만, 우선 본 장의 주요 초점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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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와 관련된 정보에 집중하겠다.26 토픽 중 뚜렷하게 분자적 시선에 근거한 토픽이

눈에 띈다. <분자>로 범주화 된 토픽이 그것이다. 이들은 질병을 보유한 환자 대신, 

세포/조직/유전자 같은 분자적 수준에서 포착 가능한 물질이 핵심적 주목 대상인 토

픽이 다수 존재한다는 말이다. 2번 토픽(암 세포의 병리적 특성), 4번 토픽(유방암 발

병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서열 연구) 등이 그것이다. 이들 토픽의 상위 단어

를 살펴보면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2번 토픽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부여받

은 단어는 bcrp, 즉 유방암 저항 단백질(Breast cancer resistance protein)이다. 4번 토

픽의 경우 inherit이 가장 높은 확률을 부여 받았는데, 이는 ‘유전’을 의미한다. 

분자적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환자나 개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혼합

되어 있기에 여러 수준의 대상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 토픽도 존재한다. <종합>

으로 범주화 된 토픽들이 그것이다. 13번 토픽(각종 수술법 관련)과 18번 토픽(림프

절 관련)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상위 단어를 살펴보면, 13번의 경우 cpm, 즉 반대측

유방 예방적 절제술(Contralateral Prophylactic Mastectomy)이 가장 높은 확률을 차지

하고 있고, 18번의 경우 slnd, 즉 감시 림프절 절제술(Sentinel Lymph Node 

Dissection)이 가장 높은 확률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치료에 대한 주제를 다

루는데, 이 과정에서 분자적 대상들도 다루어 지지만 결국 그것의 변화가 환자 예후

와 생존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분자적 시선이 뚜렷한

토픽에 비해 그보다 더 규모가 큰 대상들(환자 개체 등)이 함께 등장한다. 

아예 분자적 대상을 다루지 않고 개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토픽도 존재한다. 3번

토픽(인종, 지역 등 유방암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요인 집단 규모 연구)과 19

번 토픽(유방암 정신적 스트레스 극복과 관련된 관계 요인, 정서 요인 등)이 그것이

다. 3번 토픽의 최상위 단어는 ses, 즉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이다.

이는 개체들의 집단을 고려해야만 산출될 수 있는 수치이며, 바로 그 다음 단어인

센서스(census)도 이를 보여준다. 19번 토픽도 마찬가지이다. 최상위 단어들이 태도

                                      
26 해당 결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유방암 지식이 질병

(illness)이 아닌 질환(disease)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주의집중이 낳는 효과와

그에 대한 해석은 4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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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종교(religion) 등인데, 이들은 개인이 가지는 속성값들이다. 실제 초록들은

이것이 유방암 스트레스 관리 및 극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있다. 

범주 별 개수는, <종합>이 10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분자>는 7개, <개체

>가 2개, <집단>이 1개 순으로 나타난다. 범주 별 토픽 개수를 통해 짐작해보면, 분

자적 시선에 특화된 프레임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분자적 대상을 다루더라도 그것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프레임이, 즉 <종합> 범주에 속하는 토픽의 개수가 더 많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토픽의 비중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 변화 양상을 추적하면, 비로소 분자화를 둘러싼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 표현된 분석 결과는 1975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한 것

이다. 이 분석 결과를 산출할 때, 논문이 생산된 연도가 해당 논문의 토픽 비중 분포

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토픽 비중 분포를 추정했다. 이렇게 추정된 토픽 비중

변화 모델을 살펴보면, 분자적 대상에 집중하는 프레임의 눈에 띄는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1) 유전자나 세포 역학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레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2) 분자적 수준의 대상을

찍고 확인하려는 시각화와 관련된 프레임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3) 반

면 암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 식습관 등 라이프스타일 관련 프레임은 감소한다.

우선 개체 차원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분자적 대상만을 다루는 프레임 들이 계

속적으로 비중을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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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4번 토픽(유방암 유전자 연구) 시간에 따른 토픽 비중 추정 모델 (Y축: 토픽 비중)

4번 토픽은 유방암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서열에 대한 프레임을 포착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토픽이 문서 집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추정 모델과 실제 관찰치 둘 모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14>는 이런 식으로 토픽 비중의 시간적 변화를 가정하면 문서가 가장 잘 설명

된다고 볼 수 있는 추정 결과, 즉 모델이다. 가운데가 모델 추정치이고, 그 아래 위의

선은 신뢰구간을 가리킨다. (시점이 앞일수록 신뢰구간이 넓은 것은, 앞 쪽에 논문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추정을 확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토픽 비중의 변화 추정

은 전반적으로 유방암 공식적 연구에서 유전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4번 토픽이 다루는 암 유전자 만이 아니다. 7번 토픽은 유방암 세포 전이와 관련된

세포 역학을 다룬다. 암이 무서운 것은, 증상을 발현할 만큼 암 세포가 커지는 동안

혈관과 림프절을 따라 신체 다른 부위로 암의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국소 부위

의 절제가 암을 완벽히 치료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유방암 세포는 여러 세포

메커니즘을 통해 전이 능력을 획득하는데, 7번 토픽은 이를 다룬다. 그리고 이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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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은 4번 토픽보다도 더 두드러진 급증세를 보여준다. <그림 15>을 보라.

그림 15 7번 토픽(유방암 세포 전이 연구) 시간에 따른 토픽 비중 추정 모델(Y축: 토픽 비중)

물론 <분자>로 범주 구분 된 토픽 중에서 비중이 하락한 토픽도 존재한다. 암 세

포의 병리적 특징을 다루는 2번 토픽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포괄하

여 살펴보면, 환자에 대한 고려 없이 분자적 대상에만 집중하는 프레임이 전체 연구

경향에서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비중을 확대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을

보라. 이는 문서별 토픽 비중 데이터를 활용해, 각 범주로 분류된 토픽이 연도별로

문서에서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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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토픽 범주의 시간에 따른 비중 변화

<표 2>에 표기된 분류를 활용하되, <개체>와 <집단>은 하나로 합쳤다. 이에 따르

면, 분자적 대상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프레임의 비중이 조금씩 꾸준히 상승해 온 반

면,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변화에 집중하는 <종합>은 꾸준히 하락했다. ‘환자’가 아

니라 ‘환자가 보유한 세포’에 집중하는 프레임이 꾸준히 그 영향력을 확대해 온 셈이

다.27

                                      

27 <개체>와 <집단>을 하나로 합친 범주도 아주 소폭이지만 증가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19

번 토픽으로 표현되는 유방암 환자의 비-생물학적 주제에 대한 프레임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증가한 결과이다. 유방암 연구 경향에서 환자의 심리나 사회적 관계 등은 과거에는 거의 다

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조금씩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조금

씩 완화되고는 있지만, 이처럼 전체적 연구 경향이 질병이 아닌 질환에 대해 배타적으로 주

목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효과에 대해서는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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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분자 수준에서 포착 가능한 대상을 시각화 하려는 시도를 설명하는 토

픽이 비중을 늘려온 것도 매우 중요한 결과이다. 근대 의학이 여러 감각 중 시각을

특권화 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Foucault, 2006) 시각화를 위한 기술은 점

차 정밀화 되어 MRI, FMRI, PET, SPECT 등 다양한 새로운 이미지 기술로 이어졌다. 

유방암 지식에서도 분자적 대상을 촬영하고 시각화 하려는 시도와 그것을 둘러싼 프

레임이 포착된다. 10번 토픽(복수의 유방촬영영상을 종합한 컴퓨터 진단분류 시스템)

과 15번 토픽(유방암 세포 특성 파악을 위한 이미징 기법)이 그것이다. STM 추정 결

과에 따르면, 이 둘 모두 시간에 따라 비중이 상승함을 가정했을 때 현 자료를 잘

설명한다. 

그림 17 10번 토픽(유방 촬영 영상에 근거한 진단) 시간에 따른 토픽 비중 추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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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15번 토픽(유방암 세포 이미징 기법) 시간에 따른 토픽 비중 추정 모델

두 토픽의 비중 증가는, 분자적 대상을 시각화 하려는 프레임이 시간이 갈수록 유

방암 지식에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은유가 아니라 실제 시각적인 의미에서

‘분자적 시선’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시각적 대상으로 분자 단위의 대상들(유전자, 

암 세포 소 기관들)이 점차 부상했음을 뜻한다. 이는 유방암 지식 구조가 분자화 되

었다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이다.

세 번째로, 유방암 위험과 연결된 라이프스타일과 환경 요인 관련 토픽이 점차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잘 드러났듯, 생활 습관이나 환경 요인에

서 눈을 돌리는 것은 합리적인 연구 주제 설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 습관 요소들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많

은 전문가들이 변화한 식습관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더불어 앞서도 설

명했듯, 생활 습관과 유방암 위험의 관계에 대한 여러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간에 따른 토픽의 비중 변화, 즉 프레임의 비중 변화를 보면, 이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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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9>는 유방암과 식생활의 관계에 주목하는 17번 토픽의 비중 변화를 추정

한 결과이다. 결과는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20>은 유방암에 인종 및 지역이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는 토픽의 비중 변화 그래프

다. 이런 사회경제적 요인에 주목하는 프레임은 환경 요인에 대한 탐구를 표현하는

데, 이 역시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9 17번 토픽(유방암과 식생활) 시간에 따른 토픽 비중 추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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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3번 토픽(인종 및 지역의 영향) 시간에 따른 토픽 비중 추정 모델

이처럼 생활 습관 혹은 환경 요인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프레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유방암 지식의 분자화를 반증하는 현상이다. 비중이란 상대적인데, 유방암에 기

여하는 여러 요인 중 신체 바깥의 요인들이 모두 점차 관심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클락이 지적하는 생의료화의 전체적인 경향과도 조응하는

변화이다. 클락 등은 위험 요인 포착이라는 측면에서 생의료화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신체 내의 분자적 위험 요인에 대한 관심과 통제 시도가 신체 외부의 위험 요인(환

경 요인, 라이프 스타일 등)에 대한 주목을 대체하는 변화라고 지적한다. (A. Clarke, 

2010)

종합하자면, 유방암 지식 구조는 지난 30년 동안 일정 부분 분자화 되었다. 신체

내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분자적 수준의 단위와 측정 기술로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상들이(유전자, 세포 소기관, 각종 조직들, 세포 신호로 작동하는 물질들 등)

지식의 주요한 대상으로 부상했다. 많은 질병과 건강 현상이 이 대상들의 메커니즘

을 빌어 설명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이들을 시각화 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 은유적



105

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분자적 시선을 갖추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반면 신체 외부

의 위험 요인들, 생활 습관이나 환경 요인에 대한 관심과 강조는 줄어들었다. 물론

이런 변화를 지나치게 과장할 수는 없다. 분자적 대상을 다루더라도 그것이 환자 치

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환자 치료 맥락의 프레임(<종합>으로 분류된 토픽들)

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몇몇 이론가들이 주장하듯 완전히 환

자를 신경쓰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종합> 범주의

프레임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결과는(<그림 16>참조) 주목할 만하다. 앞서 말

했듯 이런 변화가 학문적 필요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일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필

요에 의해 비중이 변화한다면, 신체 외부의 유방암 발암 원인에 대한 연구 비중이

이처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전반적인 결

과는, 어떤 사회적 원인에 의해 유방암 지식 구조가 느리지만 꾸준히 분자화되고 있

음을 가리킨다. 

3) 유방암 지식 구조의 분자화가 가져온 효과

왜 이런 분자화라는 경향이 나타났는지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전에, 분자화가 만들

어낸 결과를 간단히 검토하겠다. 공식적인 유방암 지식 구조의 분자화는 어떤 효과

를 만들어내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의료 전문가들이 내리는 처방과 정부 의료 정책

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말했듯 근거 중심 의료(Evidence Based Medicine)가

90년대 이후 의료 처치와 정책의 표준적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지식의 변화에

따라 처방과 정책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유방암 지식 구조의 분자화

는 일차적으로 의료 전문가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의료 전문가들이 신체 내에

분자적 수준으로 존재하는 유방암 위험 요인에 좀 더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말이다. 

그 결과는 일차적으로 각종 생존율 지표와 사망률 지표의 개선에서 확인할 수 있

다. 2번 각주에서 설명했듯이, 암은 최종적으로는 정상 세포가 복수의 변형을 거치면

서 무한히 증식하는 성질을 얻어 발생한다. 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 원인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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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생활 습관에 따른 신체 상태의 조성이나 외부 발암원, 그리고 바이러스 등에 의

한 만성 감염 등이 기여한다. 요컨대 다양한 원인이 세포 수준의 변화(세포 성장 억

제 신호 무시, 세포 자살 억제, 암 세포로 향하는 혈관 생성, 조직 침입과 전이 등)를

일으키고, 그 결과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변화한다. 그렇기에 만약 암 세포가 되기

직전 단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변화를 저지할 수 있다면, 어떤 원인에 의해 이

과정이 시작되었건 암을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에서 세포가 성장 억

제 신호에 대해 반응하지 않도록 변화했다고 하자. 그 변화는 유전된 경향 때문일

수도 있고, 외부 발암 원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급격한 세포 분열에 의해 발생한

유전자 오류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상태에서 세포 성장 신호가 계속 주어지면, 무한

히 증식하는 암 세포가 등장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암 세포의 분자적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여 성장 신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차단한다면, 예를 들어 성장 인자와

길항 작용을 하는 물질을 투여한다면, 해당 세포가 억제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특징

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암 세포가 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28 요컨대 암

세포는 복수의 세포 변형을 겪어야 하는데, 이 중 몇 가지를 막아낼 수 있다면, 모든

원인을 제어하지 않아도 암 발생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유방암 세포와

같은 분자 수준의 대상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암을 발생시키는 모든 원인을 제어하

는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암 발생을 억제하거나 관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8 에스트로겐이 유방암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작동하는 타목시펜이 이런 원리

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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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유방암 환자 5년 생존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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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유방암 발생률과 사망률 변화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5년 생존율의 상승이다. 5년 생존율은 암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생존율 지표이다. 암은 전이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전이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힘든 질병이다. 원발 부위의 암이 제거되었더라도, 해당 암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

해 전이되었다면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서 재발할 수 있다. 암 세포는 일정 수준 이

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포착하기 힘들기에, 전이 여부를 완벽하게 알아차리기는 매

우 어렵다. 때문에 통상 원발 부위의 암이 제거된 이후라 해도 전이 가능성이 의심

되는 상황이면, 항암 화학 요법 같은 신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치료를 계속한다.29 혹

                                      

29 모든 항암 화학 요법이 신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표적 약물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암제는 신체 전체에서 작동하는 전역적 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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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도 있을지 모를 암 전이를 막기 위함이다. 이 상태에서 통상 5년 동안 전이 및

재발 여부를 관찰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5년 동안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완치로 해

석한다. 5년 생존율이 주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방암의 경우, 애초

에 생명중추기관에 발생한 암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은 편이다. (생명

중추 기관에 암이 발생하면 생존율이 매우 낮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 5년 생존율

이 20% 안팎이다.) <그림 21>은 1975년 75%선에서 시작한 유방암 5년 생존율이

2009년에는 91%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망률 역시 꾸준히 감소해왔다. 10만명

단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75년 31.4명에서 2014년 20.5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유방암 발생률(Incidence Rate)은 증가하다가 2003년 이후 정체된 경향을 보

인다. 유방암 발생률의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기여했다고 추정되는데, 식습관을 포함

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지금은 중지된 폐경기 여성에 대한 호르몬 치료가 주요

하게 거론되는 원인이다. 먼저 임신 및 출산 그리고 모유수유는 유방 조직이 에스트

로겐에 노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유방암 확률을 낮춘다.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면 세

포 분열이 활성화되고, 그 분열 과정에서 DNA 복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정

상 세포의 암 세포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임신/출산/모유수유는 유방 조직이

에스트로겐에 노출 되는 일을 가로막아 이런 경로로 암이 발생하는 것을 방해한 것

이다. 그런데 낮아지는 출산율과 여성 사회적 활동의 증가는, 과거보다 이런 방해가

작동하는 빈도를 감소시켰고, 이것이 유방암 발생률 증가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존재

한다. 다음으로 고지방 중심의 식사가 비만을 일으키고, 체내에 늘어난 지방 세포가

에스트로겐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유방암 발생률을 늘였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마지

막으로 폐경기 여성에 대한 호르몬 치료의 영향이다. 폐경기 여성의 신체 변화에서

오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유방암 발

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 점이 2002~2003년에 밝혀져 호르몬 치료가 재검토

되고 많은 경우 중단되었는데, 유방암 발생률이 2003년 이후 증가하지 않고 정체된

것으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종양학을 포함한 의학은 유방암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

키지는 못했지만, 일단 발생했을 때 이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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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켜왔다. 이는 유방암 세포의 분자적 기작이 지속적으로 밝혀진 결과이다. 발생률

이 증가하다고 정체하게 된 것 역시, 여성 호르몬과 유방암 세포 사이의 관계를 파

악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거시적 성과일 뿐 본 연구 논문의 주 관심사인 건강 행동에 대한

것은 아니다. 유방암 지식 구조의 분자화는 건강 행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중들의 위험 인식(risk awareness)에서 유전자가 과대 평가되

고 있는 양상이다. 연구자들의 계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유방암 위험 요소들

의 상대적 기여를 비중으로 계산하면, 유전에 의한 유방암 발병은 10-15% 정도라는

것이 정설이다.(American Cancer Society, 2015; 권굉보, 2004) 그 외에 기여 요인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기존에 그 사람이 가졌던 생물학적 특징은 물론, 식습관이나 생

활습관 등이 발병에 기여한다.30 그런데 타고난 유전자는, 물론 그 영향이 분명 존재

함이 여러 모로 밝혀지긴 했지만, 대중들의 심상 속에서 다른 요인을 큰 차이로 압

도하는 위험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30 위험 요인(risk factor)은 늘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있어 정확히 한정하기는 어렵다. 몇 가지

중요하게 언급되는 유방암 위험 요인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유방 밀도, 유방에 염증성 질

병, 호르몬 수치, 월경 주기, 임신 및 모유 수유 경험, 흡연 여부, 비만, 신체 활동, 식습관 등

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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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미국 대학생의 유방암 위험 요인 인식

<그림 23>은 페이시 등의 연구자들이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이

유방암을 유발한다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은 결과이다. 각 그래프

의 높이는 해당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우리의 연구 대상인 미국에서 발달한 유방암 지식 구조는 다른 나라보다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볼 수 있

듯, 미국 대학생들이 지닌 유전된 경향에 대한 위험 경계심은 다른 요인들에 대한

경계심보다 월등히 높다. 미국 만의 일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페이시 등이

조사한 모든 국가에서 유전된 경향이 유방암 발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이

다른 것들보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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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국 대학생 유방암 위험 요인 설명 조사 요약

(Peacey, Steptoe, Davidsdottir, Baban, & Wardle, 2006)

확인할 수 있다시피 유전된 선천적 특징이 다른 위험요인 보다 훨씬 더 많은 주목

을 받고 있다. 위험 요인 별 발병 기여에 대한 연구에 비추어보면, 유전 요인에 대한

경계는 실제 위험을 넘어선 과대 경계이다. 그런데 이는 유방암 만의 현상이 아니다. 

1장에서 지적했듯이 전체 암에 대해서도 상황은 비슷한다. 미국 암 연구소(American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는 2001년부터 암 위험 인식 조사를 2년마다 반복하였

는데, 이 조사에서 유전 요인은(cancer genes) 조사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담배, 자외선

과 함께 기타 요인을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왔다. 채소와 과일 섭취, 가공육, 비만, 음

주, 운동, 붉은 고기 등은 모두 암을 발병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들은 모두 유전 요인에 비해 그 위험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림

24>는 이런 경향을 압축하여 보여준다. 대중들이 암 발병에서 유전 요인을 과대 평

가하고 생활 습관과 관련된 요인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American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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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주요 위험요인 별 위험 인식 수준 변화 (미국, 2001 ~ 2015)

요컨대 유전 요인 과대 평가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현상은 유방암은 물론 전체

암에서 뚜렷이 관찰된다. 유방암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앞서 살펴본

유방암 지식의 분자화가 존재한다. 유전 요인 과대 평가가 지식 구조의 변화가 만들

어 낸 건강 행동 변화의 징후라는 뜻이다. 물론 이런 추론이 엄밀한 인과적 논증은

아니다. 지식 구조 외에 혼동 요인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비추어 봤을 때, 유전자 위험 과대 평가 등의 특징적 암 건강 행동에 지식 구조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추정이다. 다양한 건강

행동이 지식 구조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간접적으

2001 2003 2005 2007 2009 2013 2015

Obesity 35 45 44 46 51 48 52

Cured Meats 32 30 30 38 44 36 38

Diets Low in Vegitables and Fluits 46 42 43 49 52 43 42

Alcohol 42 38 33 37 46 38 43

Insufficient Physical Activity 35 36 35 43 46 36 42

Diets High in Red Meat 39 33 30 36 38 35 35

Tobacco 92 91 95 93 94 92 94

Cancer Genes 89 87 88 88 90 86 89

Excessive Exposure to the Sun 90 88 88 90 87 8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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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별검사가 좋은 예다. 

맘모그램(Mammogram, 유방 전용 X-Ray)이나 초음파 등을 동원한 유방암 선별 검

사는 유방암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기 발견이 유방암 치료 결과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Blumen, Fitch, & Polkus, 2016) 그런데 대

중들이 유방암 선별 검사를 실천하는 양상은 언론 등을 통해 접하는 지식 구조에 적

잖은 영향을 받는다. 야노비츠키의 연구가 대표적으로 이를 보여준다. 야노비츠키는

40대 이상 여성이 선별검사를 받는 비율이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추적한다. 그

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의사의 직접 권유가 결정적이며, 저소득층의 경우에

는 미디어(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라는, 의제 설정 기능을 가진 신문을 자료로

측정) 보도 비중이 큰 영향을 미친다. (Yanovitzky & Blitz, 2000) 대중 매체에서 선별

검사에 대해 많이 다룰수록, 그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할수록,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별검사를 받는다. 선별 검사 외에도 여러 암 예방 행동이

그것에 대한 뉴스 보도 비중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스트

라이커 등은 특정 연도의 뉴스 보도 초점과 비중이 사람들의 건강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탐구한다. 이들에 따르면 뉴스에서 특정 암 예방 행동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그것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수록 사람들은 해당 건강 행동을 실천한다.(Stryker et al., 

2008)

앞서 프레이밍 이론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했듯이, 이런 현상은 인간이 모든 정보

를 공평하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대신 인간은 자신에게 익숙한 프레임

에 따라 사고하는데, 이는 최근 접했거나 인상적으로 자극을 준 정보에 좌우되는 경

우가 많다.31 만약 미디어 보도에 의해 특정한 프레임이 사람들에게 노출되었다면, 즉

특정한 대상과 그것을 둘러싼 특정 개념 구조를 강조하는 글에 사람들이 많이 노출

되었다면, 그것에 영향 받아 건강 행동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

이다. 

공식적 지식 구조는, 언론 매체만큼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지만, 간

                                      

31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용성 휴리스틱, availability heuristic 역시 이와 유사한 현상을 지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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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대중들의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언론의 의학 기사는 개별 전

문가나 전문 연구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출처로 삼아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에 연구자들이 생산하는 논문의 프레임이 언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특정한 지식 구조의 형성은 개별 의료 전문가들의 처방과 행동을 결정하고, 이는 순

차적으로 대중들의 행동을 바꾼다. 게다가 최근 활성화 되기 시작한 자발적 환자 조

직에 소속된 환자나 관련자의 경우, 직접 전문 연구 논문을 확인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요컨대 많은 경우 중간 단계를 거치기는 하지만, 공식적 지식 구조는 의료 전

문가의 건강 행동만이 아니라 대중들의 건강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연구 논문에서 선별 검사와 관련된 토픽의 시간별 비중 변화와, 실

제로 여성들이 맘모그램을 받는 정도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 앞서 전체 논문을 대상

으로 한 STM 분석에서 선별 검사를 주요 주제로 한 토픽은 추출되지 않았다. 토픽

모델의 특성상, 추출되는 토픽의 종류와 초점을 연구자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전

체 논문이 아니라 임상 시험(clinical trial) 논문만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하면, 선

별 검사와 관련된 토픽이 따로 추출되어 나온다.32 그런데 이 선별 검사 토픽의 시간

별 비중 변화 추정 모델은, 실제 선별검사를 받는 여성들의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 

즉 공식적 지식 구조에서 발견되는 해당 주제에 대한 프레임의 비중 변화 양상이, 

실제 사람들의 건강 행동 변화 양상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32 임상시험 논문을 따로 모았을 때 선별 검사 토픽이 추출된 까닭은, 선별 검사의 다양한 방

법을 둘러싸고 적잖은 실험 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별 검사의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

다면, 특히 국가 입장에서 의료비를 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이가 일어나기 전에

혹은 아예 전암 단계(pre-cancerous)에서 의료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장 성과가 좋고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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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임상 시험 분석 8번 토픽(선별 검사) 시간에 따른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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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40세 이상, 2년 이내 맘모그램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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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50-69세 맘모그램 사용률

<그림 25>가 보여주는 토픽 비중 변화의 핵심은 9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증가하

던 비중이 2000년 초반 이후 급락하는 패턴이다. 이는 실제 맘모그램 사용률과 거의

일치한다. 40세 이상, 즉 미국 국가의 보건 당국은 물론 WHO 등의 기관에서 맘모그

램을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연령대의 맘모그램 사용률은 1999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0년 전후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2000년 이후 감소율은 맘모그램이 핵

심적으로 필요한 연령층인 50-69세 연령 구간으로 한정하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특정 프레임의 비중 변화가 해당 프레임이 다루는 건강 행동의 변화와 조응하고 있

는 셈이다. 이는 유방암 공식적 지식이 대중적 인식과 행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한다. 

요컨대 유방암 공식적 지식 구조는 분자화 되었다. 이는 1) 분자적 대상을 배타적

으로 다루는 토픽들의 비중 증가, 2) 식습관과 환경 요인을 다루는 토픽들의 비중 감

소, 3) 분자적 대상을 시각화 하려는 관심을 지닌 토픽 들의 비중 증가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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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런 지식 변화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이것이 만들어낸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선 유방암 치료에서 성과가 향상되었다. 5년 생존율이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성과 지표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유방암 발생률을 2003년 이

후 안정화 시킨 것 역시, 암 발생과 호르몬 사이의 관계를 밝혀낸 분자적 시선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것은 대중들의 유전자 위험에 대한 과잉 경계를 유도

하기도 했다. 분자적 대상에 관심이 집중되자, 대표적인 분자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

는 유전자의 영향을 과대 평가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식의 분자화, 나아가 생의료

화가 가져온 사회적 결과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 긍정적 성과만이 존재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는 질병의 책임을 개인화하는 경향과 맞물려

있다. 앞서 말했듯 질병의 원인은 여러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넓게는 인구 전체

가 직면한 환경 요인에서, 직업 환경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과 인맥, 인체 내의 분자

적 위험 요소 등까지 질병 원인은 다양하다. 그런데 분자화 된 지식, 기존 이론가들

의 언어를 빌면 생의료화 된 의료 지식과 체계는 질병을 인체 내에 존재하는 분자

수준의 위험 요소에 집중해서 설명하고 해석한다. 이렇게 보면 질병은 개인 혹은 가

족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된다. 결국 나의 신체에서 생긴 변화 때문에 생긴 일이

기 때문이다. 암 역시 마찬가지이다. 암 발병을 세포 변형 기작에 집중해서 바라보면,

예를 들어 BRCA 유전자 돌연변이나 호르몬에 집중해서 바라보면, 유방암 극복은 개

인과 가족의 과제가 된다. 전체 사회가 만들어 내는 생활 문화, 외부 발암 요인, 계층

문제 등에서는 눈을 돌리게 만든다. 더불어 이런 경향이 소위 의료 복합체라 불리는

여러 사업체들에 이용될 수 있다. 유방암 항암 치료는 제약업에서는 물론이고, 여러

산업 영역에서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매우 크다. 유방암 지식 구조가 유방암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대신 분자적 요인을 특권화 한다면, 이것이 환자들의 실제 삶의

질 향상보다 기업의 이윤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 의료 지식의 분자화 혹은

생의료화가 가져오는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은 과거 적지 않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

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지식의 분자화와 그 영향이 유방암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이는 유방암이라는 특수한 질병에서 지식의 분자화 경향이 존재함을



120

데이터를 통해 실증했다는 점에서, 나아가 유방암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여러 부정적

경향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했다는 면에서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이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대체 왜 이런 경향이 발생했냐는 것이다. 지

식 구조가 이처럼 변화한 원인을 찾아야, 건강 행동이 변화한 과정을 좀 더 심층적

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그것에 개입할 수도 있다. 본 연구가 지식 구조와 프레

임을 통해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 것에 더해 해당 지식 구조와 프레임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도 그 때문이다. 왜,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과정

을 통해 유방암 지식 구조는 분자화 되었는가? 본 장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2. 유방암 공식 지식 구조와 펀드

1) STM(Structural Topic Model)을 통한 정부 펀드와 민간 펀드의 영향

포착

본 연구는 유방암 공식 지식 구조에 펀드(fund, 연구 지원 기금)의 출처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거기에 주목한다. 의료와 관련된 연구는 펀드 없이는

진행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임상 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의 경우, 펀드 없이

진행되는 연구는 없다고 보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실험 대상과 장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유방암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어떤

조직이나 집단으로부터 펀드를 받았는지에 따라 연구들이 만들어내면서 거꾸로

제약되기도 하는 지식 구조와 프레임이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STM 과 단어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라소 회귀 분석(Lasso Regression)을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정부 펀드

지원은 유방암 연구에서 ‘탈-개체적 프레임’을 유도하고, 민간 펀드 지원은 ‘환자

중심 프레임’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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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펀드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집단이 해당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는 과거부터 있어왔다. 기존 논의들은 주로 펀드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집단의

성격이 연구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려 노력했다. 기업의 기금을 받으면

해당 기업에 유리한 결과가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이비슨의 연구나(Davidson, 

1986) 국가의 펀드를 받은 논문들이 직업 환경이 만들어내는 위험에 대한 언급을 더

많이 한다는 롤린 등의 연구(Rollin, Griffon, Darmoni, & Gehanno, 2016) 33 , 혹은

제약회사의 펀딩을 받으면 해당 제약회사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렉스친

등의 연구가(Lexchin, Bero, Djulbegovic, & Clark, 2003) 좋은 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펀드를 제공하는 조직과 이해의 충돌(conflicts of interest)을 겪게 될

확률이 크다고 본다. 많은 경우 펀드를 제공한 조직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펀드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은 의학

연구의 경우, 펀드가 연구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한 주장이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펀드의 영향력은 이처럼 내용이나 구체적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펀드가 지식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즉 내용이 아니라

프레임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변화가 오히려 더 중요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펀드 혹은 펀딩 소스가 연구 내용에 미치는 영향은 노력에 따라 통제될 수 있다. 

펀드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감시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 등을 통해 펀더의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이를 위한 노력이 적지 않다. 펀더가 연구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객관적 연구 실천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레임 차원의

영향은 내용에 대한 영향과 달리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펀드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집단은, 내용을 통제하지 않을 때에도, 문제 설정에는 개입한다. 

예를 들어 미국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은 연구자들에게 주제를

제시한 후, 그것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받아 펀드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NIH 가

문제를 던지는 방식, 즉 핵심 관심 대상과 그것에 접근하는 태도가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 문제 의식을 수용해야만 연구 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설정 방식’은 프레임과 직결되어 있다. 요컨대 펀딩 소스인

                                      

33 기업에서 펀드를 받은 경우, 직업 환경 기여 주장은 기업의 암 발생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억제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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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나 집단은 연구 내용에 개입하지 않을 때 조차 연구의 대상을 설정하고 접근

방식을 결정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핵심적 대상인 ‘지식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주장이 아닌 지식 구조와 프레임이

사람들의 건강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앞선 장에서 여러모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펀딩 소스를 크게 국가와 민간으로 구분하고, 이 두 카테고리의 펀딩

소스가 지식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고자 한다. 기존의 여러 논자들은 이 두

집단이 의료 혹은 의학에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우선 국가는

19 세기 근대 국가 체계가 정비된 이후, 계속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세수와 징병이 사람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푸코나 로즈 같은 논자들은 이를 두고 국가가 생명 정치(Biopolitics)를 실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Foucault, Senellart, Ewald, Fontana, & Burchell, 2010; N. Rose, 2009)

이렇게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수준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암과 그에 대한

건강 행동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유는 미시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당장, 국가는 암

관련 의료비를 통제해야 한다. 암은 대부분 고령자가 걸리는 질병이다. 이는

고령자를 보조하는 국가 보험인 메디케어에서 암 치료비를 상당 부분 지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고령자들은 전이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그

부담은 일반 암 환자보다 더 크다.(Zoeller & Sonnenreich, 2011) 국가는 이런 치료비

지출을 억제해야 할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동기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레임을 생산하고 그것이 지식 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가정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며 개연적인 추론이다. 

민간 영역 역시 의료 영역에 큰 관심을 지닌다. 이윤 창출의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본 연구 대상인 미국의 의료 체계에서 더 두드러진다. 미국은

80 년대 중반부터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한 제도들을

시행하였다. 처방 약품의 광고가 허용되어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특정한 처방약을

요구하게 되었고, 여러 약품들이 처방 없이 팔릴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34 이런 환경

                                      
34 DTCA(Direct to consumer advertising)의 허가 등 자세한 중요 변화 사항은 도노휴 등의 연

구를 참조하라. (Donohu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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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라 제약 회사들의 무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덩달아 사람들이 의료에

지출하는 비용도 급격히 증가했다. 증가한 비용에 비해 건강 상태가 획기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곤 하지만,(Le Fanu, 2011) 의료가 많은 화폐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민간 영역이 이를 용이하게 하거나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한 프레임을 제시하고 특정한 관심 대상을 부각하리라는 것

역시 합리적인 가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와 민간으로 구분된 펀딩 소스 차이에 따라 유방암 지식

구조가 달라질 것이라 가정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도입하는 기법은

STM 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STM 은 토픽의 구성과 비중을 추정할 때, 문서에

존재하는 다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법이다. 앞에서는 시간이

문서별 토픽 비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모델을 추정하였다. 그런데 해당

분석을 수행할 때, 시간만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제시한 토픽 모델의 설정을

정확히 설명하자면, 해당 모델링은 문서 별 토픽의 비중에 시간과 펀드 카테고리가, 

토픽의 구성에 펀드 카테고리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채 최적 모델을 찾도록

수행되었다. 해당 문서가 어떤 펀딩 카테고리에 속하냐에 따라 토픽의 비중과

토픽의 세부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펀드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구성과

비중이 달라야 현재 문서 집합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추정했다는 말이다. 펀드

카테고리와 관련된 분석의 결과는 펀딩 소스에 따라 개별 프레임들의 비중과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기에, 펀드가 유방암 지식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는

유용한 자료이다. 

이 분석은 R 에서 구동할 수 있는, STM 을 제안한 로버트와 스튜어트 그리고

팅레이가(Margaret E. Roberts, Brandon M. Stewart and Dustin Tingley) 만들어서

제공하는 stm 패키지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version 1.2.2) 결과의 재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의 초기값은 스펙트럴 초기화(Spectral Initiation)을 통해

부여하였다. 앞서 말한 것처럼 토픽 모델의 경우 추정 파라미터가 많다.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추정을 위해서 여러 근사적 추정 기법이 동원되는데, 이 경우 파라미터의

초기값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초기값에 따라 분석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다. STM 의 제안자이기도 한 스튜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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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에서 오는 결과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스펙트럴 초기화를

제안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 추정과정이 크게

보아 EM(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35 150 번의 EM 

알고리즘 반복 안에 추정값의 결론이 나도록 설정하였다. 그 외에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간이 미치는 영향은 비 스플라인(b-spline)을 활용해 모델링 되었다. 

펀딩 소스 데이터는 펍메드(Pubmed)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였다. 

펍메드에서는 논문 별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중 지원금(Grant) 항목과 출판

유형(Publication Type) 항목이 펀딩 소스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우선 지원금

항목에서 미합중국(United States)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경우, 이는 모두 미국

정부에서 펀드를 받은 논문으로 구분했다. 어떤 경우이건 미국의 공식 기관으로부터

펀드나 나왔을 경우, 해당 문구를 포함한다. 물론 정부로부터 펀드를 받은 논문이

모두 같은 곳에서 펀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세부적으로 펀딩 소스는 다양할 수

있다. NIH, CDC 등 다양한 조직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른 시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표기가 없는 논문은

펀드가 없는 논문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의학 논문은 대부분

펀드를 받아 작성된다. 정부로부터 펀드를 받지 않았다면, 민간으로부터 펀드를

받아야 연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데 Pubmed 에서 얻을 수

있는 논문 자료에는 민간 펀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표기하고 있지 않다. 이는

Pubmed 가 정부 기관이기에 정부에서 제공한 펀드 소스 쉽게 파악이 되어 지표화

할 수 있지만, 민간 펀드는 일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35 EM 알고리즘은 어떤 데이터가 다수의 분포에서 산출되었다고 볼 때, 이 분포들의 파라미

터를 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어떤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 속하는지 유연하게 추정하고

(Expectation), 해당 분포가 어떤 파라미터를 가져야 해당 데이터가 산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

은지 추정한다(Maximization)(오일석, 2008) 이 작업을 반복하여 정확도를 높인다. 그런데 토

픽 모델 또한 이처럼 다수의 분포를 통해 데이터를 추정한다. 한 단어가 어떤 토픽에(단어 확

률 분포에) 속하는지 결정하고, 해당 토픽이 어떤 파라미터를 가져야 현 결과를 도출하기에

가장 좋은지 확인해야 한다. 전형적인 EM 알고리즘의 구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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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따로 표기되지 않은 논문, 즉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논문은, 그 중 상당수가

민간의 펀드를 받았다고 추정한다.

다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펀드 출처를 구분할 경우, 민간 펀드의

범주가 매우 넓어져 상이한 성격의 조직이 한 범주로 취급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암 연구사 및 치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지금도 독립적인

연구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 암 학회(American Cancer Society)를 떠올려보자.

이들은 정부 조직이 아니기에 민간 조직으로 분류되지만, 항암제를 만들고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노바티스(Novartis)나 파이저(Pfizer) 같은 제약 회사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암 학회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위해 치료 기법에 대한 탐구와 지원을

수행한다. 특히 메리 래스커(Mary Lasker) 같은 유명한 암 활동가이자 로비스트가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1945 년 이후, 미국 암 학회는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국가 보건 기관에 압력을 가하며 새로운 치료법을 탐구하는 활동적인 기관으로

탈바꿈했다.(Eyre, 1996; Mukherjee, 2011) 이들의 조직 목표와 운영 원리를 고려했을

때, 제약회사와 동일한 범주에 놓는 것은 무리한 구분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 암 학회(ACS) 같은 공익적인 민간 단체 역시 국가와 대비되고

제약회사와 공유하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지닌다. 실용적인 연구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미국 암 학회가 국가에 가했던 압박은, 마치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국가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암 치료를 위한

실질적인 연구에 집중적인 예산을 쏟으라는 것이었다. 1950 년대까지 국가 의학

연구를 둘러싼 입장은 국가가 치료와 예방에 대한 실용적 방법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기초 과학 연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기조가 일반적이었다.(Strickland, 

1972) 메리 레스커를 포함한 ACS 의 여러 인사는 이런 기본 방향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면서 NCI 등이 좀 더 목표 지향적인 연구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하곤

했다. 

본 연구가 펀드에 주목하는 까닭은 펀드가 유방암 연구 대상의 단위나 개념

연결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ACS 와 같은 공익 민간 단체 역시, 지향과

방식은 다르지만 환자 치료라는 극히 실용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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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와 유사한 세계관을 보유한다. 그렇기에 지향은 다르지만 제약회사와

유사한 프레임을 보유할 것이라 상상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다소 넓은 범주의 민간

개념 설정으로 서로 다른 성격의 단체를 포괄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시간에 따른 펀드 별 논문의 발간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유방암

논문은 뒤로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사실, 이는 모든 연구에서 나타나는

경향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 학술 저널의 ‘범람’이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했다.) 미

정부에서 펀드를 받는 논문과 아무런 표기가 없어 민간으로부터 펀드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논문은 전체 기간에서 정부 펀드가 약간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6

그림 28 연도별 펀드에 따른 유방암 논문 편수

                                      
36 사실 이는 미국 정부 외의 정부에서 펀드를 제공 받은 논문을 제외했기에 나오는 결과이

다. 미국 외의 정부에서 펀드를 받은 논문을 합치면, 전체 논문에서 정부 펀드를 받은 논문의

비중이 조금 더 많다. 

No Fund

U.S. Gov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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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연도별 유방암 논문에서 펀드 별 비중

펀드의 영향을 보기 위한 첫 번째 STM 분석 결과는, 펀드에 따라 STM 에서

추출된 토픽의 출현 비중이 달라지는 패턴이다. <그림 30>에서 앞에서 해석과 함께

제시한 20 개 토픽의 출현 비중이(<표 2> 참조) 펀드 카테고리 별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 이런 상이한 비중이 가정되어야 현 데이터가 좀 더 잘

설명된다. 즉 추정 모델에서 비중 차이가 이렇게 존재한다. 

No Fund

U.S. Gov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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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펀딩 소스에 따른 토픽 비중 차이 추정

<그림 30>은 토픽의 비중 추정이 펀드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양상을

표현한 것이다. 토픽별로 가운데 점이 추정치이며, 점에 걸쳐 있는 선은

신뢰구간이다. 우측에 위치할수록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논문에서 정부 펀드를

받은 논문보다 더 높은 확률로 출현하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픽임을 의미한다. 

좌측에 위치하는 토픽은 그 반대이다. 가운데 점선은 펀드에 따라 비중 차이가 없는

지점을 의미한다. 신뢰구간이 여기에 걸쳐 있는 토픽은 펀드에 따라 유의미한 비중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토픽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 기준으로 살펴보면, 토픽 1, 8, 

9, 10, 11, 13 번은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문서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토픽 2, 3, 4, 5, 

7, 14, 15, 16, 17, 18 은 정부 펀드를 받은 문서에서 강세를 나타낸다. 이를 토픽

해석과 함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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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TM 토픽 해석과 펀드에 따른 비중 변화 요약

번호 토픽 해석 우세 집단 초점

1 유방암 관리 및 치료 가이드라인 혹은 치료법에 대한 리뷰 펀드 없음 종합

2 암세포의 병리적 특성 정부 펀드 분자

3 인종, 지역 등 유방암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요인 집단

규모 연구 중심

정부 펀드 집단

4 유방암 발병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서열 연구 정부 펀드 분자

5 허셉틴 계열 표적 약물 관련(트라스트주맙 등) 중립 종합

6 방사선 치료 관련 정부 펀드 종합

7 유방암 세포 전이와 관련된 전사 인자 및 억제자 연구 정부 펀드 분자

8 각종 항암제(파클리탁셀 등) 보조 요법 임상 실험 결과 펀드 없음 종합

9 호르몬 수용체와 관련된 연구 Triple Negative 유방암 등 다양한

영역(예후 예측 등)

펀드 없음 종합

10 유방촬영영상을 종합한 컴퓨터 진단분류 시스템 펀드 없음 종합

11 이례적 전이와 합병증 연구 펀드 없음 종합

12 타목 시펜 이후 다른 호르몬 요법 관련. aromatase inhibitor 등, 

호르몬 요법 관련 연구

중립 종합

13 재건술 포함한 각종 수술과 수술에 따른 처치법 펀드 없음 종합

14 유방암 종양 세포의 분자 생물학적 기작 정부 펀드 분자

15 유방암 세포 특성 파악을 위한 이미징 기법 정부 펀드 분자

16 유방암 세포(특히, MCF-7)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분자 생물학적

요인들

정부 펀드 분자

17 식생활과 유방암 정부 펀드 개체

18 림프절 관련 (예후 및 수술법) 정부 펀드 종합

19 유방암 정신적 스트레스 극복 관계 요인, 정서 요인 등 다양한

것들 다루어짐

중립 개체

20 각종 병리학적 정보의 종합 판단 관련 (병리학적 판단) 중립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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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결과를 요약하면, 정부 펀드를 받은 문서에서 출현 확률이 올라간다고

여겨지는 토픽 10 개 중, <분자> 범주의 토픽이 6 개, <집단> 범주의 토픽이 1 개, 

<개체> 범주의 토픽이 1 개, <종합> 범주의 토픽이 2 개로 확인된다. 20 번 토픽을

제외하면, 분자 수준의 대상에만 집중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토픽이 정부 펀드를

받았을 때 더 많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류된다. 반면 정부 펀드를 받지

않았기에 민간 펀드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문서에서 출현 확률이 올라간다고

여겨지는 토픽은 총 6 개인데, 그 중 <분자> 범주에 속하는 토픽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어떤 처치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종합> 범주의 토픽이다. 

여기서 세 가지 인상적인 발견을 끌어낼 수 있다. 첫째, 정부 펀드를 받았을 때

우세해지는 토픽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조적 프레임은 분자적 시선을

지니고 그런 대상에 집중하는 토픽인 경우가 많다. 둘째, 정부 펀드를 받지 않았을

때 우세한 토픽 혹은 프레임의 경우, 환자의 실제 치료와 관련된 초점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경우 ‘개체’를 초점에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8 번(파클리탁셀 임상

시험 결과), 11 번(이례적 전이와 합병증), 13 번(재건술을 포함한 수술) 등의 토픽은

구체적인 환자 치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환자의 특수성을 파악하려는 방향이

녹아 있는 프레임이다. 환자가 프레임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말이다. 9 번(호르몬

수용체 연구)과 10 번(촬영 영상을 종합한 컴퓨터 진단 분류)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유방암 세포 수용체와 같은 분자적 대상에 집중하고 이를 시각화 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 구체적인 치료법을 고려하고 있다. 셋째, 정부 펀드를

받았을 때 우세해지는 토픽 중, 개체 이하가 아니라 아예 개체 이상, 즉 집단에

주목하는 토픽도 존재한다. 3 번 토픽(인종, 지역 등 거시 요인 규명 주제)이

그것이다. 

이런 경향을 종합해보면, 정부 펀드가 ‘탈 개체적 프레임’을 유도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정부 펀드를 받은 연구는 개체 이하의 아주 작은 단위에

주목하거나, 개체 이상의 아주 큰 단위에 주목한다. 세포를 보거나 환자 집단을

본다는 말이다. 반면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연구에서는 ‘환자 중심 프레임’이

강세를 보인다. 유방암 세포가 아니라 환자에 집중하고,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요소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이다. 유방암이라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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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대상을 대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상을 포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개념 연결망을 구성할 수 있다. 토픽 비중 모델에 근거하여 본다면, 정부 펀드를

받은 연구는 유방암을 ‘세포’ 혹은 ‘집단에서 추출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파악한다. 

그리고 무엇이 유방암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유방암과 관련된 집단적

경향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려 애쓴다. 반면 그렇지 않은 연구는 유방암을

‘유방암에 걸린 환자’를 중심으로 사고한다. 이 경우 유방암 환자의 예후와 생존율이

주 관심사다. 

이런 경향은 토픽의 비중 변화 만이 아니라 개별 토픽의 구성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STM 은 문서에 존재하는 정보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모델에 반영한다. 

토픽의 구성과 토픽의 비중이 그것이다. 이제까지 시간에 따른 변화나 펀드에 따른

변화를 알아본 것은 토픽의 비중 분포에 문서의 정보를 개입시킨 것이다. 그런데

토픽의 구성 역시 문서의 정보를 개입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떤 펀드를

받았느냐에 따라 토픽의 구성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토픽은 단어 확률 분포이다.

펀드가 토픽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 한다는 것은 펀드에 따라 동일한 토픽

안에서 세부적으로 특정 단어가 좀 더 확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모델링

한다는 말이다. 이 추정 결과는, 동일한 토픽 혹은 프레임을 다루더라도, 펀드에 따라

세부적인 강조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이런 방법을 통해 살펴봐야 할 토픽 혹은 프레임은 앞서 ‘종합’이라고 분류한

토픽 혹은 프레임들이다. 종합으로 분류한 토픽은 여러 수준의 대상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판단한 프레임이다. 그런데 이런 프레임들이 펀드에 따라 주요 대상을

달리한다면, 예를 들어 정부 펀드를 받았을 경우 분자적 대상(세포, 유전자, 조직

등)을 가리키는 단어에 부여된 확률이 상승하고,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문서의 경우

각 환자 개체나 치료를 가리키는 단어에 부여된 확률이 상승한다면, 이는 정부

펀드가 ‘탈 개체적 프레임’을 유도한다는 또다른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몇몇

토픽의 구성 변화는 이런 경향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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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8번 토픽(항암 요법 임상 실험) 펀드에 따른 구성 변화

8 번 토픽은 파클리탁셀이라는 대표적인 유방암 항암제를 비롯하여, 여러 복합

항암 요법의 결과에 대한 토픽이다.37 이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예후와 치료 성과를

다룬다는 점에서 환자에 집중하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해당 항암 요법들이

작동하는 분자적 기작을 다루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림 31>은 토픽 내부에

펀드에 따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단어를 시각화하고 있다. 좌측에 표기된

단어들은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논문에서 더 높은 확률을 가지도록 세부 조정되는

단어들이며, 우측은 반대이다. 단어의 크기는 단어의 출현 확률의 절대적 크기에

비례하여 설정되었다. 단어의 수직적 위치는 무작위이며, 수평적 위치는 펀드에 따른

확률 차이의 크기를 의미한다. 양 극단으로 갈수록 펀드에 따른 확률 차이가 크다는

말이다. 이 결과는 정부 펀드를 받지 않았을 경우, 환자(patient)나 화학

                                      

37 항암제는 한 종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어떤 조합

이 어떤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탐구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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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법(chemotherapy), 치료(treatment) 같은 단어의 확률이 늘어남을 보여준다. 즉

문서 안에서 8 번 토픽이 동일하게 등장하여도,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논문에서

좀더 개체 중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림 32 11번 토픽(이례적 전이와 합병증) 펀드에 따른 구성 변화

11 번 토픽 역시 마찬가지이다. 11 번 토픽은 유방암에서 특이한 전이 사례와 각종

합병증을 다루고 있다. 이 토픽은 합병증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관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런 합병증이 일어나는 분자 생물학적

기작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그림 32>를 보면, 정부 펀드를 받은 논문의 경우, 조직이나 세포를 가리키는

단어의 출현 확률이 상승한다. 암종(carcinoma) 38 , 유관(ductal) 39 , 병소(lesion) 등이

                                      

38 Carcinoma는 암 세포 중에서, 그 근원이 상피 세포인 암을 의미한다. 혈액을 비롯한 다른

세포들도 암이 될 수 있기에, 이들을 따로 지칭하여 carcinoma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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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반면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논문의 경우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단어, 즉

환자(patient), 사례(case) 등의 확률이 상승한다. 합병증과 관련된 토픽이 정부

펀드를 받은 논문에서는 분자적 시선을 중심으로 실현되고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논문에서는 환자 개체 중심으로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요컨대, STM 을 활용하여 추정한 모델에 따르면, 정부 펀드를 받을 경우 ‘탈

개체적 프레임’이 유도된다. 1) 분자적 시선이 뚜렷한 토픽의 비중이 늘어나고, 2) 

종합적인 토픽 안에서도 분자적 대상이 출현할 확률이 올라간다. 반면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을 경우, 즉 민간 펀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들의 경우 ‘환자 중심

프레임’이 우세해진다. 이는 동일한 대상을 놓고 전혀 다른 지식 구조가 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상을 포착하는 단위와, 그것을 사유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말이다. 

2) 단어 네트워크(Word Network) 분석을 통한 펀드 영향 확인

STM 분석 결과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결과이지만, 몇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개념 연결망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식 구조와 그것을 구성하는 프레임의 역할을 두 가지로

규정했다. 특정한 대상을 부각하는 것이 하나이고, 대상들 사이의 연결망, 즉 개념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이다. 두 가지가 왜 모두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1 장에서 설명하였다. 전자의 경우 토픽 모델링의 결과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높은 확률이 부여된 단어가 있으면, 그것이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반면 개념 연결망의 추론은 토픽 모델링의

결과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물론 하나의 토픽에서 높은 확률을 부여 받은 단어들의

집합을 서로 연결된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다. 높은 확률을 부여 받은 단어들은

                                                                                                                 

39 유방에서 모유가 이동하는 관을 의미한다. 대부분 유방암은 유관에서 암이 발생한다. 그

외에 소엽(lobule)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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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출현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불확실하며 정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동일한 프레임을 지닌 문서 절반에는

A 라는 단어가 매번 등장하고, 나머지 문서 절반에 B 라는 단어가 매번 등장한다고

하자. 이 프레임을 포착하는 토픽에서 A, B 두 단어는 모두 높은 확률을 부여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둘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서로를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심지어 A 와 B 가 같은 문서에 출현했다 해도, 체계적으로 서로 다른

문장에서 출현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A 와 B 가 연결되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요컨대, 단어 확률 분포(토픽)의 추출 만으로는 개념 연결망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단어 네트워크 분석은 개념 연결망을 확인하는데 특화된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토픽 모델링의 분석 결과를 보완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앞서 밝혔듯 단어 네트워크

분석은 특정한 기준으로 연결을 정의하고 측정한다. 이런 방법은 토픽 모델링으로

확인된 주요 대상이 어떤 대상과 연결하여 등장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 특정 문서 집합에서 암이나 종양을 가리키는 단어(ex. Cancer, tumor)와 주로

연결된 단어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해당 문서 집합을 관통하는 지식 구조가 종양을

둘러싸고 어떤 개념 연결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말 정부 펀드를

받은 연구들이 종양을 세포 수준으로 파악한다면, 종양과 연결된 단어는 주로 세포

수준의 대상들일 것이다. 세포(cell)나 수용체(receptor) 같은 단어가 암이나 종양을

가리키는 단어와 주로 연결될 것이라는 말이다. 반면 정부 펀드를 받지 않고 민간

펀드를 받았을 것이라 추정되는 연구는 환자(patient)나 예후(prognosis) 혹은

생존율(survival rate) 같은 단어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여러 중심성 지표(centrality index)를 활용하면 지식 구조가 가정하는

주요한 대상이 무엇인지 측정하는 일 역시 세련화 할 수 있다. 토픽 모델링은

다수의 프레임과 해당 프레임들의 주요 대상을 따로 추출하는 핵심적 장점을

지니지만, 이를 출현 확률로만 포착한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주요 대상을 포착하는

타당한 방법이나, 특이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반복해서 출현할 수도 있다. 암 2 기를 다루는 문서에서 2 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출현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경우 2 는 높은 확률을 부여 받지만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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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연결을 고려하여 중심성

혹은 중요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다른 단어들과 폭넓게 연결된 상태에서 자주

출현한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요컨대 단어

네트워크는 개념 연결 구조를 측정해내고, 중심성 지표를 통해 주요 대상을 좀 더

섬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대상의 에고 네트워크(Ego Network)와 중심성 지표를 추출하여 활용한다. 

STM 의 두 번째 약점은 그 결과가 상대적 차이에 초점을 둔 정보라는 점이다.

앞서 설명했듯, STM 은 펀드에 따라 토픽의 구성과(즉, 단어 확률 분포) 펀드의 문서

별 비중이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달라진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추정한다. 앞선 결과는 그것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 결과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차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 번 토픽은 분자적 시선을

지니고 있고 정부 펀드를 받았을 경우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는 정확히

말해 분자적 시선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부 펀드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는 크다는 말이다. 토픽 구성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대적 변화에 대한 정보는 분명 중요한 정보이지만, 자칫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 펀드를 받은 연구에서 분자적 시선을 가진 프레임이 2%의 확률로

출현하고, 그렇지 않은 논문에서 분자적 시선을 가진 프레임이 1%의 확률로

출현한다고 하자. 이 둘은 분명 차이가 있다. 정부 펀드에서 분자적 시선이 좀 더

자주 출현한다. 그런데 그래서 정부 펀드가 분자적 시선을 유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 다 그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상대적 수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절대적 수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3 장 1 절에 제시된 토픽 비중

변화는 절대적 수준을 보여준 결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단어 네트워크 역시

개념 연결망을 절대적 수준을 가리키는 지표를 통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tumor 와

receptor 가 함께 등장하는 횟수와 tumor 와 patient 가 함께 등장하는 횟수는 절대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만약 여러 지표를 정부 펀드를 받은 문서와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문서에서 따로 계산한다면, 그리고 이후에 각 문서 집합을 이루는 문서의

양을 고려하여 표준화 한다면, 해당 문서 집합에 존재하는 특정한 성질의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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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요컨대, 단어 네트워크는 토픽

모델링의 다른 여러 분석 지표와 함께, 펀드 별 문서 집단이 보유한 특성의 절대적

수준을 확인하는 작업에도 기여한다.40

본 연구를 전체 유방암 연구 논문을 펀드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고(정부 펀드

수령 논문 VS 민간 펀드 수령 추정 논문), 각각 출현한 전체 단어를 가지고 단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단어 네트워크에서 연결의 정의는 문장 동시 출현으로 한다. 

동일 문장 등장이, 특정 개념이나 대상을 어떤 초점으로 파악하는지를 잘

드러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동시 출현 횟수가 많으면 연결의 강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 상태에서 총 두 가지 범주의 분석을 시도한다. 하나는 암을

가리키는 두 단어와(Tumor, Cancer) 연결된 단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집단 별로 해당 단어와 연결된 상위 단어를 확인할 것이다. 이는 개념

연결망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이다. 두 번째로 전체 단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요한 중심성 지표를 살필 것이다. 이는 각 문서 집합을 관통하는 지식 구조가

주요 대상으로 무엇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단어의 출현 확률을 넘어 단어가 지닌

연결 중심성을 통해 확인하기 위함이다. 정말 펀드 소스에 따라 유방암 지식 구조가

달라진다면, 그래서 주요 대상과 그것을 둘러싼 개념 연결망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면, 

주요 단어가 나타내는 중심성 지표의 서열이 달라질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에고

네트워크를 통해 측정하는 개념 연결망 역시 상이하게 포착될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R 에서 구동할 수 있는 여러 패키지를 사용해 연구

대상인 초록을 개별 단어로 분해하고 그들 사이의 연결을 관찰하였다. 자연어를

개별 단어로 분해하고 문장 단위의 동시 출현을 파악하기 위해 tidytext 

패키지(version 0.1.2)와 tm 패키지(version 0.7-1) 를 경우에 따라 함께 활용하였다. 

어근을 찾는 과정인 stemming 은 SnowballC 패키지(version 0.5.1)의 명령어를

사용했다. 주요 네트워크 지표는 igraph 패키지(version 1.0.1)를 사용해 산출하였으며, 

                                      
40 첨언해 둬야 할 사항은, 이는 STM이 생산하는 일부 지표가 지닌 약점이지 토픽 모델링의

약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토픽 모델링은 다양한 산출치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때

문이다. 다만, 단어 네트워크 또한 절대적 지표를 산출하므로 이런 점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

는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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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는 ggraph 패키지(1.0.0)를 활용하였다. 문장 동시 출현을 연결로 가정하였으며, 

숫자는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겨 미리 제거하였다. 

우선 유방암을 다루는 문헌이 어떤 형태로든 마주할 수 밖에 없는 대상 혹은 단어

주변의 개념 연결망을 살펴보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 

tumor 와 cancer 의 에고 네트워크를 추출하였다. 암 혹은 종양을 가리키는 단어는

여럿이다. Tumor, cancer, neoplasm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체내 신생물을 다양한

차원에서 가리키는데, neoplasm 과 tumor 가 가장 기본적으로 체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커진 세포 덩어리를 가리킨다면, cancer 는 이 중 악성(malignant)으로

판명된 것을 의미한다. 이 중 본 연구는 tumor 와 cancer 에 집중한다. Tumor 와

neoplasm 은 둘 모두 중립적인 의미의 비정상적 세포 덩어리를 의미하는데, 둘

중에서는 tumor 가 훨씬 더 많이 쓰인다. 그렇기에 주로 사용되는 개념 연결망을

보기에 적절하다. Cancer 는 당연히 암 연구의 기본적 대상이기에, 이를 어떤 단위로

포착하며 무엇과 연결해서 다루는지 확인해야 지식 구조의 특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tumor 의 펀드 별 에고 네트워크는 <표 5>에 표현된 바와 같다. 

Weight 는 tumor 와 해당 단어가 동시 출현한 횟수를 의미한다. 

표 5 tumor와 연결된 상위 20개 단어 펀드별 정리

정부 펀드

논문 상위

단어

weight

펀드 표기

부재 논문

상위 단어

weight

breast 7375 breast 7891

cell 6292 patient 5887

cancer 5492 cancer 4697

express 3381 cell 4007

patient 2782 size 2991

growth 2495 posit 2443

receptor 1901 node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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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1798 primari 2323

studi 1796 express 2132

result 1772 receptor 2049

gene 1613 studi 1952

posit 1606 result 1934

activ 1518 carcinoma 1803

primari 1509 grade 1723

increas 1499 treatment 1644

treatment 1396 neg 1623

mice 1372 lymph 1588

er 1302 statu 1495

tissu 1297 factor 1466

model 1293 invas 1448

Weight 기준으로 상위 단어의 면면을 보면, 정부 펀드를 받았을 때와 정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펀드를 받았을 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breast’라는, 당연히

가장 많이 출현할 법한 단어를 빼면, 정부 펀드를 받은 논문 초록에서 tumor 와

같은 문장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세포(cell)이다. 이는 종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언급할 때, 세포를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연구들, 민간에서 나오는 펀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들에서

tumor 와 같은 문장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환자(patient)이다. 종양을 볼 때, 

종양을 보유한 환자를 중심에 놓는다는 말이다. 그 두 단어를 넘어서 좀 더 많은

단어를 살피면 이런 경향을 좀 더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정부 펀드에서 기본

단어(breast, cancer)를 제외하고 cell 다음으로 tumor 와 자주 연결된 단어들은, 

express, patient, growth, receptor 등이다. Patient 를 제외하면, 이는 모두 세포 혹은

유전자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어떤 유전적 형질이 표현(express)되었음을 표현하거나, 

세포의 수용체(receptor)를 가리키거나, 세포의 성장(growth)를 지칭하는 문장에서

추출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논문에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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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제외하였을 때 상위를 차지하는 단어는 cell, size, posit, node 등이다. 이는

모두 환자의 실제 치료와 관련된 단어들이다. 이들은 암 세포가 크기가 어느

정도이고(size), 어디에 위치하며(posit), 전이 여부를 판정하는 림프절(lymph node)을

생검한 결과가 무엇인지 언급하는 문장에서 추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요컨대 tumor 의 에고 네트워크 구축 결과는 앞서 정부 펀드가 “탈-개체적 프레임”을

유도하고 민간 펀드는 “환자 중심 프레임”을 유도한다는 가설을 좀 더 보강하는

성격을 지닌다. 

Tumor 와의 연결을 보는 것만으로 확신할 수 없는 면이 있다. Tumor 는 분명

중요한 단어이지만, 엄밀히 말해 암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암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cancer 의 에고 네트워크는 어떠할까? 결론적으로 말해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표 6>을 보라. 여전히 정부 펀드는 cell 이,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논문에서는 patient 가 cancer 와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로 나타난다. 그 외에

단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 펀드를 받은 논문에서 추출된 네트워크는 express 등

세포의 형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눈에 띄지만,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논문에서

추출된 네트워크에서는 treatment, therapy 등 치료와 관련된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요컨대 주요 단어인 tumor 와 cancer 의 에고 네트워크로 살펴본 개념 연결망은, 

정부 펀드를 받은 논문에서는 ‘탈 개체적 프레임’이, 상당 부분 민간 펀드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논문에서는 ‘환자 중심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표 6 cancer와 연결된 상위 20개 단어 펀드별 정리

정부 펀드

논문 상위

단어

weight

펀드 표기

부재 논문

상위 단어

weight

breast 47584 breast 55389

cell 11325 patient 18404

women 9791 women 10002

risk 9772 studi 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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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 8542 risk 7522

patient 8102 treatment 7266

tumor 5492 cell 6120

express 5137 therapi 5017

result 4826 tumor 4697

increas 4365 result 4673

human 4340 stage 4486

treatment 4115 method 4250

factor 3587 clinic 4202

effect 3511 increas 3926

gene 3438 effect 3765

activ 3402 diseas 3592

method 3264 conclus 3556

receptor 3221 factor 3485

ag 3142 develop 3432

conclus 3094 detect 3396

단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두 번째 분석은 각종 중심성 지표(centrality index)를

도출하는 것이다. 각종 중심성 지표의 산출은, 지식 구조나 프레임이 설정하는 주요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보완할 수 있다. 앞서 밝혔듯, 토픽 모델링은

복수의 프레임을 포착한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확률만을 도출한다는 한계가 있다. 

단어 네트워크는 복수의 주요 대상을 추출해주지는 못하고 문서 집단에서 나타나는

전체적 경향만을 보여주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대상들과 연결 관계에서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을 추출해준다. 하나의 노드가 보유한 중심성 지표가 그것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연결 노드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로 중심에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중심성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이 있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해당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다른 노드와 연결된 횟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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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한다. 표준화를 위해 전체 노드 개수에서 1 을 뺀 숫자로 나눠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5 개의 노드가 있는데, 한 노드가 나머지 모든 노드와 연결되어 있다면, 해당

노드의 표준화 연결 정도 중심성은 1 이다.(Wasserman & Faust, 1994; 곽기영, 2014)

연결정도 중심성은 해당 노드, 이 경우에는 해당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이다. 그런데 연결정도 중심성을

펀드 별 논문 집단에 따라 따로 산출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3 정부 펀드 받은 논문 단어 네트워크에서 degree centrality 상위 20개 단어

<그림 33>은 정부 펀드를 받은 논문의 핵심어 연결망에서 연결 정도 중심성으로

상위 20 개 단어를 추출한 것이다. 앞선 결과와 일관되게, breast / cancer / tumor

같은 당연한 단어를 제외하면, cell 이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단어와 동시 출현이 가장 많은 단어라는 뜻이다. 정부 펀드 연구에서 세포를 중심에

놓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그림 34>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그래서 민간에서 펀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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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들의 단어 네트워크에서는 환자(patient)라는 단어가 높은 중심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해당 논문들이 환자와 환자의 치료를 중심에 놓고 암이라는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4 정부 펀드 받지 않은 논문 단어 네트워크에서 degree centrality 상위 20개 단어

원칙적으로, 연결정도 중심성만으로 그것이 다른 대상과의 연결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cell 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와는 일체 함께 출현하지 않은 채 오직 cancer 라는 단어와 함께 출현했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연결 정도 중심성은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중심적인 대상이 다른

개념들과 골고루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면, 그래서 유방암에 대한 어떤 개념을

떠올리건 그것과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연결정도 중심성 만으로는

충분한 분석이 되지 못한다. 네트워크 이론의 용어를 빌자면, 연결 정도 중심성은

국지적인 중심성을 포착할 뿐, 전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중심성을 포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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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곽기영, 2014)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근접 중심성과(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다. 

근접 중심성은 어떤 노드가 나머지 다른 노드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한 노드가 나머지 노드와 가지는 거리의 총합의 역수로 정의되는데, 

다른 노드들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분모가 작아지기에 근접 중심성은 커진다. 

표준화를 위해서는 결과에 노드 개수를 곱해주는 과정을 거친다. 매개 중심성은

어떤 노드가 자신이 아닌 다른 두 개의 노드 사이의 최단 경로에 얼마나 자주

들어가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임의의 두 노드의 최단 경로 개수를 구하고, 그 중

해당 노드를 포함하는 경로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한 후, 이를 모든 노드쌍에

대해 합산하여 산출한다. 역시 표준화를 위해 (노드 개수-1)(노드 개수-2)/2 를

곱해주는 과정을 거친다.(Wasserman & Faust, 1994; 곽기영, 2014) 이런 지표는 주로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활용되나, 단어 네트워크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두 지표는

개별 단어가 전체 단어 연결망에 어느 정도로 골고루 잘 결합되어 있고 중심적인지

나타낸다.

본 연구는 둘 중에서 매개 중심성을 활용하려 한다. 매개 중심성이 근접 중심성에

비해 본 연구가 측정하려는 것, 즉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 전반과 얼마나 잘

어우러져서 드러나는지를 더 잘 나타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근접 중심성은 노드

사이의 간접 연결까지 고려하여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을 보려는 개념이다. 

그런데 만약 단어 네트워크에 서로 이질적인 단어들의 군집이 존재할 경우, 근접

중심성 만으로는 이질적인 단어 집합들 중심에 존재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근접중심성이 높으려면 하나의 군집 중심에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군집이 존재할 경우, 진짜 중심적인 단어는 이들을 연결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근접 중심성으로는 그것이 포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반면 매개 중심성은, 임의의

두 단어를 얼마나 잘 매개하냐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렇기에 이질적인 단어

군집이 존재하더라도, 거기서 중심적이고 다른 단어와 전반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다. 요컨대 매개 중심성은 노드들의 군집이 존재하는

네트워크에서, 전반적으로 중심적인 노드를 잘 포착한다. 수 많은 주제가 존재하고, 

그래서 단어들의 군집이 존재할 것이라 여겨지는 본 연구 자료의 특성 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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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높은 단어를 발굴하는 목적으로는 매개 중심성이 좀 더

적당하다. 

분석 결과는 연결정도 중심성으로 확인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35>는

정부 펀드를 받은 연구들의 초록을 구성하는 단어로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거기서

매개 중심성을 산출하여 상위 20 개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기본 단어를 제외하면

cell 이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연결정도 중심성의

결과가 국지적인 현상이 아님을 드러낸다. Cell 외에도 상위에 존재하는 단어들, 

active, effect 등은 대부분 세포 수준의 현상을 지적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5 정부 펀드 받은 논문 단어 네트워크에서 betweenness centrality 상위 20개 단어

<그림 36>은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논문들의 단어 네트워크에서 매개 중심성을

산출하여 상위 20 개를 나열한 것이다. 이 역시 앞선 분석 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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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기본적 단어를 제외하면 patient 가 가장 중심적인 지위를 지닌다. 

연결정도 중심성을 활용한 결과가 국지적이지 않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상위의

단어 역시, study 같은 중립적인 단어를 제외하면, method, treatment 등, 치료와

관련된 단어가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중심성

지표를 활용한 분석 역시 본 연구가 주장하는 가설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다. 

그림 36 정부 펀드 받지 않은 논문 단어 네트워크에서 betweenness centrality 상위 20개 단어

이제까지의 분석 결과는 단어 네트워크를 시각화해보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구 논문이 48448 개, 단어는 정리 방식에 따라 40000~70000 개 정도 사이에

형성되므로, 모든 단어를 네트워크 그래프에 등장시킬 수는 없다.41 시각화의 기본적

                                      
41 단어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석에 큰 의미가 없는 stopword나 빈도가 적은 단어를

어느 정도까지 제거할 것인가가 분석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중심성 지표 분석

들에서는 저빈도 단어는 제거하지 않고, stopword만 제거한 채(SnowballC 패키지에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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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지표의 나열로는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전체 구조를 한 눈에 인지하는

것인데, 너무 많은 단어가 등장하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때문에 본 연구는

단어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위해, 연결 강도(weight)를 기준으로 상위 150 개의

연결을 추출하고, 해당 연결을 구성하는 노드(단어)를 추출하여 네트워크 그래프를

그렸다. 시각화 알고리즘으로는 Kamada-Kawai 와 Fruchterman and Reingold 를

활용하였다. 

그림 37 정부 펀드 연구 상위 150개 링크 기준 단어 네트워크 시각화 (Kamada-Kawai)

<그림 37> 는 정부 펀드를 받은 논문을 앞 단락에서 설명한 절차를 통해 시각화

한 결과이다. 노드 배치 알고리즘으로는 카마다 카와이를 사용하였다. 카마다 카와이

                                                                                                                 

는 기능 활용) 진행되었다. 총 68827개의 단어가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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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은 중심성이 높은 노드를 그림의 중앙에 위치시키는 성질을 가진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cancer 와 breast 처럼 당연히 출연할 법한 단어와 함께, 

cell 이라는 단어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카마다 카와이처럼

에너지 함수에 근거한 노드 배치가 이루어지지만, 근접 노드를 좀 더 잘 볼 수 있는

Fruchterman and Reingold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breast 와 cancer 그리고 cell 의

중심성을 좀 더 확연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8>) 이와 더불어, 이 세 단어와

동시에 연결된 단어들을 보면, 더욱 이것이 분자적 시선이 존재하는 증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Gene), 표현(express), 수용체(receptor) 등은 모두 암 세포의

메커니즘을 담당하는 분자적 요소들인데, 정부 펀드를 받은 논문이 이런 요소에

중심을 두고 유방암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8 정부 펀드 연구 상위 150개 링크 기준 시각화 (Fruchterman and Rein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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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논문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아주 다르다. 중심성

지표에서 확인했듯이, 환자(patient)라는 단어가 cell 대신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Cell 은 외곽으로 밀려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9>와 <그림 40>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펀드를 제공 받은 논문과 달리, patient 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단어들에서도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 세

단어와 동시에 연결된 단어들을 보면 화학 요법(Chemotherapy), 치료소(clinic), 

결과(result) 등이 눈에 띠는데, 이 단어들은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논문의 프레임이

환자의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9 노 펀드 연구 상위 150개 링크 기준 단어 네트워크 시각화 (Kamada-Kaw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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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노 펀드 연구 상위 150개 링크 기준 시각화 (Fruchterman and Reingold)

이 절에서는 펀드에 따라 논문을 두 카테고리로 나눠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 결과를 설명했다. 단어 네트워크 분석은, STM 이 간접적으로 밖에 포착하지

못하는 개념 연결구조를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포착한다. 나아가 단어

네트워크에서 산출 가능한 각종 중심성 지표는, 토픽 모델링처럼 복수의 중심적

대상을 측정해내지는 못하지만, 전체 네트워크에서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고려한

중심적 대상을 포착할 수 있게 하다. 더불어 이들은 모두 절대적 수준을 가리키는

지표이므로, 상대적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를 보충하는 효과도 가진다. 본 연구는

개념 연결망과 다른 단어와의 연결을 고려한 주요 대상 추출을 위해 1) 중심 개념

에고 네트워크와 2) 연결정도 중심성/매개 중심성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한 경향은 STM 을 통해 제시한 가설을 지지한다. 즉 정부 펀드를 받은 논문의

경우 여러 수준에서 ‘탈 개체적 프레임’이 두드러지고, 정부 펀드를 받지 않아

민간의 펀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논문의 경우 ‘환자 중심 프레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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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진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전자의 경우 세포를 중심으로, 세포 역학과

관련된 대상이 단어 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종양이라는 대상을

바라볼 때 주로 동원되는 개념으로 확인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암을 떠올리는 주요한

개념 연결망으로 기능한다. 

3) 라소 회귀 분석(Lasso Regression)을 활용한 펀드 영향 확인

STM 과 단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펀드별 지식 구조의 분석은 유방암 지식 구조가

펀드에 따라 주목 대상은 물론 개념 연결 구조도 상이한 양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사실 상 펀드에 따라 서로 다른 지식 구조가 존재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접근이 공통적으로 지닌 약점이 하나 존재한다. 그것은 결과 해석에서

분석자의 질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어쩔 수 없이 개입된다는 점이다. 이제껏

살펴본 지표들은 모두 연속적으로 수치가 부여된다. 중심성도, 비중도, 확률도 모두

연속적인 값이 모든 대상에 부여된다. 때문에 이것이 높다 혹은 낮다고 판단하고

분류하는 것은 분석자의 몫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해당 지표들의 서열이나 상대적 차이 등을 활용하였지만, 완벽하게 주관성을

배제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아무리 낮은 확률 혹은 주변적 위치이지만, 정부 펀드

연구에서도 환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연구에서도 세포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만약 단어나 대상 별로 지식 구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영향을 ‘통계적

유의미성’을 통해 불연속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있다면, 이는 앞서 나온

두 가지 분석을 보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만약 그 결과가 앞서 STM 과 단어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내린 연구자의 판단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도출된다면, 이는

앞선 분석들의 해석을 확신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2 장에서

설명한 라소 회귀 분석(Lasso Regression)을 도입한다. 라소 회귀 분석은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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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숫자에 육박하거나 능가하는 상황에서 과적합을 극복하고 보다 적합한

모델을 산출하는 한편, 종속 변수의 변화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변수를 일부만

선택해주는 성질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단어를 독립변수로, 펀드 여부를 종속변수로 삼는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구성한다. 이런 모델은 논문 초록에서 특정한 단어가 출현했을 때 해당

논문이 정부에서 펀드를 받았을 확률42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cell 이나 gene 이라는 단어가 출현했을 때 해당 논문이 정부 펀드를 받은

논문일 가능성이 커진다 혹은 작아진다는 결론을 내준다는 말이다. 이런 결과는

지식 구조를 추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단어가 어떤

논문이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해당 단어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아주 중요한 대상으로 취급된다고 여길 수 있다. 만약 어떤 논문에서

환자(patient)라는 단어가 출현하면 해당 논문이 민간 펀드를 받았을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하자. 이는 민간 펀드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는 지식

구조가 환자를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서에 출현하는 단어의 종류는 문서보다 많을 수 밖에 없다. 하나의

문서에 굉장히 다양한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문서의 길이가 길수록 더욱

그러하다. 초록은 짧은 분량의 전문적인 문헌이라 정제된 언어가 사용되고 있기에

일반적인 자연어보다 이런 특성이 덜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종류가

문서의 개수를 넘어선다. 앞서 사용된 연구 논문 초록은 48448 개인데, 거기에

사용된 단어의 숫자는 정리 방식에 따라 3 만개에서 7 만개 정도로 집계된다. 이

경우 2 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과적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면 모든 단어, 즉 모든 변수에 회귀계수가 부여된다. 이 중

중요하고 유의미한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는데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하는

문제가 역시 발생한다. 누군가는 0.000001 이 큰 영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 

                                      

42 정확히 말하면 모델의 계수가 확률은 아니다. 이를 변환하여 오즈비(odds ration)로 만들

수 있고, 해석은 오즈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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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소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그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즉 유의미한 단어를 자동적으로 추출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했듯 라소 회귀분석은 과적합 상황에서 적합한 모델을 추출하는 한편, 수

많은 변수 중 꼭 남겨야 할 변수를 골라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2 장을 참조하라)

이를 위해 본 논문은 48448 개의 문서를 데이터로 삼아, 그것의 펀딩 소스를

이분형 종속 변수로 삼는다. 이때 정부에서 펀드를 받은 문서는 18842 개이고, 받지

않은 문서는 29606 개이다. 받지 않았을 경우를 0, 받았을 경우를 1 로 삼아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을 만든다. 독립변수는 개별 단어의 해당 문서 출현

빈도이다. 독립변수가 될 단어의 개수는 정리 방식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단어의 어근 추출, stopword 제거, 저빈도 단어(1 회 출현 단어) 제거, 숫자로

된 단어 제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8251 개의 단어를 활용하였다. 43 2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패널티 조건에 붙은 계수(람다)의 변화에 따라 여러 변수의 회귀

계수가 0 으로 수렴했다. 데이터 분할을 통한 교차 타당화(Cross Validation)에 의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된 람다값은 약 0.0031 이며, 람다값을 이렇게 부여하였을 때

0 이 되지 않고 남은 회귀계수는 281 개이다. 요컨대 28251 개의 단어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 281 개의 단어가 추출된 셈이다. 이 경우 애초 모델이

로지스틱 회귀분석 꼴이었으므로 계수에 exponential 을 취하여 오즈비로 해석할 수

있도록 결과를 변환하였다.

그 결과 산출된, 펀딩 소스를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한다고 분류된

단어들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오즈비가 1 이상이면 정부 펀드를 받았을 오즈가

증가한다는 뜻이므로, 정부 펀드를 받은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취급되는 중요

                                      

43 이는 컴퓨터의 계산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단어를 추린 것이다. 상식적으로, 

전 문서에서 1회만 출현한 단어가 지식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차지할 것이라 보기 힘들다. 

하지만 이 정도로 줄여도 충분히 과적합이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라소 회귀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로 단어의 전처리는 분석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절차를 거친다. 단어 네트워크 분석

에서는 3만개 가량의 단어가(정부 펀드 문서 집합 26992개, 정부 펀드 아닌 문서 집합 32004

개) 사용되었고, STM에서는 4만 개 가량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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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오즈비가 1 이하이면, 정부 펀드를 받았을

오즈가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민간 펀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취급되는 중요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래의 <표 7>은

유의미하다고 선택된 281 개의 단어와 그 단어에 부여된 오즈비(Odds Ratio)를

나열한 것이다. 

표 7 유방암 논문 초록을 활용한 라소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Word Odds Ratio Word Odds Ratio Word Odds Ratio

(Intercept) 0.286282336 explain 1.020588048 particip 1.171070014

accept 0.979226982 express 1.005527105 patient 0.960020108

activ 1.070104092 facilit 1.059995446 peptid 1.018012771

adher 1.002530128 famili 1.023872162 period 0.977611552

adjust 1.16592021 flap 0.979899102 phenotyp 1.041237454

aim 0.607456893 framework 1.017310874 phosphoryl 1.087857361

alter 1.027694844 frequenc 1.031772531 physician 1.0019034

analys 1.123130145 function 1.106371281 plasma 1.012893723

angel 1.389517614 gene 1.058684853 popul 1.009155582

anthracyclin 0.989508234 genet 1.018779689 postop 0.990889317

approxim 1.050458619 genom 1.108047301 predictor 1.013661443

archiv 1.066435875 grade 0.994284289 present 0.899021971

array 1.077657577 greater 1.046586884 procedur 0.958797921

articl 0.923882197 hampshir 1.070615005 prognosi 0.994640595

aspir 0.941843138 hazard 1.075728719 prognost 0.976668502

assign 1.215048969 hipaa 1.175864142 progress 1.003238936

associ 1.123735667 hispan 1.0217424 promot 1.121172709

auc 1.014673359 histolog 0.904758763 properti 1.016141447

avoid 0.929465701 human 1.108455199 protein 1.07336808

axillari 0.953391851 hypothes 1.170306898 provid 1.045956365

barrier 1.014922141 identifi 1.049491219 pubm 0.958997349

base 1.044295974 imag 1.026301589 purpos 1.074521616

baselin 1.139955857 immort 1.004174063 quantifi 1.001489449

behavior 1.012602545 increas 1.017608045 quantit 1.021615247

beta 1.00893036 independ 1.034386044 race 1.075063905

bind 1.062049647 induc 1.042612899 radiologist 1.00511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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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el 1.15712947 induct 1.023667454 radiotherapi 0.940947369

brca 1.007745692 inhibit 1.006978999 random 1.026117751

calgb 1.230416494 initi 1.005488076 rare 0.977398885

california 1.178081268 intak 1.003680795 receipt 1.249946872

cancer 1.020061432 integrin 1.007387134 receiv 1.065093369

carcinoma 0.953657827 interact 1.113365074 receptor 1.007967322

case 0.96289784 intervent 1.086374059 recruit 1.075048813

cell 1.060544377 interview 1.171258053 region 1.005529843

cellular 1.012002102 investig 0.98422041 registri 1.021272197

centr 0.987969232 iowa 1.019974742 regress 1.036012339

character 1.033877457 isoform 1.017239204 regul 1.095174433

characterist 1.031920331 januari 0.9997438 relat 1.023154692

clinicopatholo

g

0.982806362 kinas 1.018896385 replic 1.03086077

cmf 1.013570247 label 1.017974002 resolut 1.065851399

cmfvp 1.015431968 latina 1.061537477 respons 1.039226427

cohort 1.045435464 lesion 0.987434944 retrospect 0.881766102

collect 1.040015967 level 1.012191095 review 0.836487502

communiti 1.037223695 ligand 1.024851518 risk 1.013672293

compliant 1.1442708 likelihood 1.028865189 routin 0.990548283

complic 0.934584445 link 1.00672489 safe 0.972955936

comput 1.01245993 linkag 1.138765396 scheme 1.090883877

conduct 1.094398931 literatur 0.806110346 sentinel 0.993195342

confid 1.326992384 local 0.985989868 shanghai 1.136957537

conjug 1.012796715 loci 1.108599399 signal 1.083673046

consecut 0.835486655 logist 1.164176759 signatur 1.062085961

conserv 0.938255281 longitudin 1.054562886 similar 1.014929523

consid 0.935117166 loss 1.056992316 skin 0.969902228

consortium 1.986668095 lymph 0.979451332 southwest 1.149185399

contrast 1.017538815 made 0.99816703 spatial 1.03375332

contribut 1.041532157 maintain 1.01053358 specif 1.056421204

control 1.067568978 malign 0.9947975 spectra 1.012604947

controversi 0.90315336 mammari 1.035114899 spectrometri 1.018575231

cooper 1.107920624 mammogram 1.027969055 stimul 1.012492088

covari 1.180821058 manag 0.956449562 stress 1.044677575

critic 1.062079875 map 1.017813111 structur 1.094050015

cyclophosphami

d

1.007969405 mastectomi 0.981375183 subset 1.06931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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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log 0.959480662 measur 1.11679738 substanti 1.079971053

data 1.02043069 mechan 1.033428242 suggest 1.150504855

dce 1.049823306 mechanist 1.254883517 suppressor 1.012809964

defici 1.010041105 mediat 1.220606793 surgic 0.952054334

deriv 1.011623383 medicar 1.085567388 survivor 1.04013605

design 1.06867109 messag 1.008024814 swog 1.049312318

detroit 1.311264678 meta 0.847078485 symptom 1.009404379

development 1.020511996 metabol 1.048880687 target 1.038006547

differ 1.003669404 mice 1.120052849 techniqu 0.977259636

disrupt 1.012062891 microarray 1.077570032 telephon 1.172915433

distinct 1.003654736 microenviron 1.061423885 termin 1.079972596

divers 1.037982077 model 1.134577006 test 1.026659242

divid 0.971225846 morbid 0.989798726 transcript 1.062467145

dna 1.009262706 mous 1.077310018 transform 1.033409674

domain 1.049970119 mtt 0.563837653 transient 1.058357622

drive 1.038204654 multiethn 1.005425953 tumor 1.032740343

elev 1.008713304 mutant 1.037942619 tumorigen 1.044584193

embas 0.898876181 mutat 1.034563956 tumorigenesi 1.011059634

end 1.072194999 needl 0.966381517 tumour 0.817243774

endogen 1.005587614 neoplasm 0.97222926 uncommon 0.978481188

enrich 1.021258903 node 0.999223426 vari 1.131695801

enrol 1.262268073 nonpalp 0.974601695 variant 1.03671265

entiti 0.939838813 normal 1.054387164 variat 1.00333854

epigenet 1.026920932 observ 1.034856426 vivo 1.257761023

epirubicin 0.970189283 odd 1.153502272 washington 1.336250753

epitheli 1.057031952 older 1.002259294 wiley 0.918902738

estim 1.030307988 Optic 1.340034241 woman 0.874426652

estrogen 1.025466712 Option 0.957479059 women 1.056938284

ethnic 1.062580288 Orthotope 1.139906505 world 0.849682236

event 1.007999886 Oxid 1.008631627 worldwid 0.922166121

excis 0.956890019 Palpabl 0.966222926 xenograft 1.05097981

experiment 1.036209737 Pam 1.089325383

정부 펀드로 분류될 확률을 높이는 단어 중, 세포에 대한 단어들과 유전자에 대한

단어들이 눈에 띈다. cell, cellular, receptor, gene, genet(genetic 등에서 어근 추출), 

dna, loci, mutant, mutat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집단이나 인구를 가리키는 말도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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띈다. race 등이 그것이다. 반면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논문으로 분류될 확률을

높이는 단어들은 환자라는 단어, 그리고 구체적인 환자 치료와 연계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patient, prognosi, prosnost, surgic, technique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치료술에 대한 것들도 많이 보인다. sentinel lymph node(감시 림프절)은

유방암의 전이 여부를 판정하는, 그래서 예후 예측에 핵심적인 조직이다. 

mastectomy 는 유방 절제술을 의미한다. malign 은 종양의 판정을 끌어내는 맥락에서

출현하는데, 이것이 유의미하게 분류된 것은 개별 환자의 병기 판정과 치료가 주요

목적으로 여겨지는 문헌이 많음을 알려준다.  

요컨대 라소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분류되는, 그래서 각 펀드를 통해 구성되는

지식 구조에서 핵심적인 대상을 가리킨다고 여겨지는 단어들은, 앞서 STM 과 단어

네트워크를 통해 도출한 기존의 주장을 정확히 뒷받침한다. 정부 펀드는 ‘탈 개체적

프레임’을 유도하는 성격을 지닌다. 라소 회귀분석은 세포 수준의 대상과 유전자

등이 정부 펀드를 받은 문서에서 중요한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자적 대상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개체들이 모인 집단도 강조한다. 개체 이하에

집중하거나 개체 이상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그래서

민간 펀드를 수령했을 것이라 여겨지는 연구들에서는 ‘환자 중심 프레임’이 재차

확인된다. 환자라는 단어는 물론, 환자의 예후 혹은 치료 성과와 관련된 단어들이

줄줄이 유의미하게 등장한다. 

단어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여성’이라는 단어라도, 이를

단수로 쓰느냐 복수로 쓰느냐는 해당 문헌이 어떤 시선을 지니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정부 펀드를 받은 연구들은 여성을 “Women”으로 표상한다. Women 이 등장하면

해당 문헌이 정부 펀드로 분류될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는 정부 펀드를 받은

연구들이 개별 여성이 아니라 여성 집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탈 개체적 프레임의 작동을 반증한다. 반면 정부 펀드를 받지 않은

연구는 여성을 “Woman”으로 표상한다. 개별 여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환자 중심 프레임의 존재를 엿보게 해준다. 두 펀드가 구축하는 지식

구조는, 분명 유방암이라는 동일한 현상을 보고 있지만, 현상을 다른 단위로

포착하고 다른 개념들로 계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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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와 분자적 관리 기술(Molecular Management Technique)

1) 근대 지식 국가의 등장과 그 특징

요컨대, 유방암 지식 구조는 펀드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어떤 논문이 정부로부터

펀드를 받았다면, 거기에는 ‘탈 개체적 프레임’이라 불릴 만한 대상 설정과 개념

연결이 나타난다. 그것은 분자 수준에서 측정되는 대상이나(개체 이하) 집단

수준에서 포착되는 대상(개체 이상)에 주목한다. 암을 가리키는 단어들(Tumor, 

cancer)과 연결된 여러 단어군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몇 가지 주목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어떤 논문이 정부로부터 펀드를 받지 않고

민간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환자 중심 프레임’이라 불릴 만한 구조가 유도된다. 

그것은 환자는 물론 환자의 예후와 상태(병기, 종양 상태 등)에 주목하며, 이를

처치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을 다룬다. 이는 1) STM 을 통해 추정한 분자적 대상을

다루는 토픽의 비중 변화와 토픽 구성 변화에서, 2) 문장 별로 연결을 가정하여

구축한 핵심 연결망 분석에서, 3) 마지막으로 통계적 기준을 가지고 각 집단에

핵심적으로 유의미한 단어를 추출해주는 라소 회귀분석 결과에서 확인된다. 

이런 결과는 유방암 논문 전체에서 확인된 ‘지식의 분자화’라는 현상이 정부의

주도 하에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하게 만든다. 앞서 여러 번 밝혔지만, 의료 지식이

분자화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적잖이 지적된 사항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지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가 유방암 지식에서 ‘누가’ ‘왜’ 이런

경향을 만들어내는지에 집중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이다. 앞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한 분석 결과는, 왜 국가가 이런 경향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는지 까지는 바로

드러내지 않지만, 모종의 동기와 메커니즘에 의해 국가 펀드가 지식의 분자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지식의 분자화는 국가 펀드가 연구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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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한 ‘탈 개체적 프레임’의 구성 요소로 존재한다. 반면 민간에서는 분자적 대상을

다루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다루더라도 개체에 중점과 초점을 유지한 채

다루고 있다. 

국가는, 정확히 말해 국가 보건 당국으로부터 지원되는 펀드는 유방암 지식 구조

에 왜 이런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가의 기본적

특징과 경향을 간략하게 나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가가 유방암 지식 구조

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얻으려는 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특징이

있지만, 본 연구의 관심사에서 중요한 특징은 국가가 1) 인구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 이를 달성하는데 지식을 통한 간접 통치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의 주된 논증에서는 다소 벗어나지만, 이 점을 우선 간략히 살피

도록 하겠다. 

우선 왜 국가는 인구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지는가? 국가가 인구의 건강

을 통해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기본적인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근대 통합 국가가 애초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출현한 조직이며,(Poggi, 

1995) ‘전쟁’이라는 생존 경쟁이 국가 성립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과 연결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국가, 그러니까 상비군, 관료제, 정규화 된 조세체계, 명확한 국

경 등을 갖춘 조직이 출현한 것은 근대에 들어서 일어난 일이다. 물론 과거에도 국

가는 있었지만, 틸리가 잘 지적하듯이 그것은 “지금 국가의 축소판이 아니라 전혀 다

른 형태의 국가였다.”(Tilly, 1994)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국가를 ‘근대 통합 국가’와 같은

별개의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찰스 틸리나 앤서니 기든스 같은 학자들에 따르면, 전쟁은 근대 통합 국가의 출현

에 핵심적 요인이었다. 사실 중앙 집권적이고 체계적인 지배 조직이 출현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왕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적잖은 세력을 가진 존재들이 곳곳에 존

재하고, 이들이 이런 지배 조직이 등장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쟁은 이들의 저항을 뚫고 지금과 같은 ‘집중된 강제력’이 생기는 계기가 된

다. 전쟁 시에도 협력하지 않는 존재는 반역자가 될 수도 있기에, 평시보다 중앙의

권위에 협조하고 복종하는 일이 원활히 일어난다. 여러 역사학자들이 증명하듯, 상비

군과 정규적 조세 체계는 전쟁을 통해 만들어졌다.(박상섭, 2012) 그런데 이들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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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구축되면 해체되기 어렵다. 그 자체가 체계를 유지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상

비군이나 조세체계를 무기로, 전쟁 이후에도 중앙집권적 권력을 유지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정비된 체계는 타 국가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비결이 되기도 했다. 프랑

스가 100년 전쟁으로 피폐해지긴 했지만, 그때 마련된 국가의 요소 때문에 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 좋은 예다.(박상섭, 2004)

그러다 보니 근대 국가는 애초부터 인구의 건강과 신체 상태에 관심이 많았다. 

전쟁이라는 가장 치열한 생존 경쟁 와중에서 등장했기에, 근대 국가는 타 국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일에 원초적인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경쟁 국가를

압도할 힘은, 적어도 그들에게 밀리지 않을 힘은, 다름 아닌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서 온다. 시민들을 징병했을 때 문제 없이 싸울 만큼 건강해야 한다. 

그들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때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재하게

생산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타 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인구의

건강이 국가 간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차적인 조건이었다는 말이다. 44

19 세기 말, 영국인들이 자국의 좁은 면적과 더불어 어정쩡한 인구 규모 때문에 국가

간 경쟁에서 도태될까 두려워한 것은,(Friedberg, 2010) 많은 국가가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는 콜레라 같은 전염병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이런 맥락에서 설명 가능하다. 

요컨대 근대 국가는 인구의 건강 관리에 원초적 관심을 지닌다. 애초에 근대

국가가 국가 간 경쟁 체제에서 만들어졌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구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가 사람들의 생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푸코 같은 학자는 근대 국가 권력의 특징이 ‘생명 권력’을 작동시키는 것에 있다고

                                      
44 물론 국가 간 경쟁 만이 국가가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푸

코 같은 학자는 근대 국가에서 주도권을 획득한 부르주아지가 중세 귀족에 대해 가질 수 있

었던 차별 지점으로 건강이 부각되었음을 지적한다.(Foucault, 1998, 2001) 귀족은 ‘혈통’을 가

졌지만, 부르주아지는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는 식이다. 하지만 어떠한 동기에서 시작되었건, 

국가의 인구 건강 관리가 국가 간 경쟁 체제에서 해당 국가를 우위에 놓았음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 국가의 건강 관리 역사의 세부적인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구 건강 관리

의 기본적 기능(비록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효과라 할지라도)을 지적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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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다. 재화나 상품을 수취하는 것에서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을 넘어, 유용한

신체를 만들고 활용하는 목표로 강제력을 발휘한다는 말이다. (Foucault, 1977, 2010)

인구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9 세기에 본격적으로 전면화된

자유주의 국가 체계는 ‘지식’의 체계적 생산을 건강 관리에서 중요한 도구이자

근거로 삼았다. 이는 건강 만이 아니라, 인구의 관리를 둘러싼 여러 영역에 폭넓게

적용된 사항이다. 건강 관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 물을 끓여 먹게 하고 지나친

자위를 금하며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천연두 예방 접종을 받게 해야 한다. 가장

간단하게는 개별 사람들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언제나 사람들의 저항이 존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행정력은 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구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는 것은, 인구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강 관리는 물론 인구에 대한 통치 일반에 큰 도움을 준다. 

인구, 나아가 인구가 처한 환경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면 우선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에 개입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야 한다.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어디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 예를 들어 오염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지식 구축의 대상이 꼭 사람의 행동에만 한정될 이유는 없다. 공기의 흐름이나

건물의 구조 등도 관심 현상과 연결된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지식이 구축되면, 

지식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마찰 없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입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지 알려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특정한

행동을 파악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식별한다면, 이를 조정하여

자연스럽게 대중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인간의 특이한 행동 양식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남자 소변기에 파리를 그려 넣어 소변기 바깥으로 소변이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소위 ‘넛지’(Nudge)라고 알려진 대중 행동 유도 전략이 좋은 예다. 

요컨대, 사람과 환경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면, 사람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좀 더 효율적으로 인구의 건강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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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기든스가 자유주의 국가가 절대주의 국가에 비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공식 통계’의 수집이라고 지적한 것은(Giddens, 1991), 근대 자유주의 국가가 지식을

활용하고 그것에 근거한 영향력 행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음을 잘 보여준다.

공식 통계를 통해 피통치대상에 대한 지식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통제

방식을 고민한 것이다. 과학철학자인 이안 해킹 역시 이 시기에 ‘인쇄된 문자의

범람’이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Hacking, 2012) 19 세기를 전후하여 여러 국가에서

통계청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45

국가의 이러한 시도는, 즉 사람들은 물론 여러 환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고 그것을 활용해 건강에 효율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는 많은 성과를 얻었다. 

사람들의 행동 특징은 물론 환경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축적되었으며, 이것은 공중

위생에 그대로 활용되었다. 역학의 시초로 여겨지는, 콜레라 발생 가옥과 우물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콜레라가 우물물을 통해 전염됨을 밝히고 우물을

폐쇄함으로써 콜레라 확산을 막은 존 스노우의 일화는, 지식의 확보와 축적을 통한

건강 관리의 전형이다.(Johnson, 2008) 물론 이 당시 국가는 존 스노우에게 협력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존 스노우가 역학의 아버지로 추앙된 것에서 볼 수 있듯, 

집단과 환경에 대한 정보 습득과 그것에 근거한 건강 관리는 19 세기를 거쳐 국가의

표준적 개입 방식으로 자리매김 했다. 

요컨대, 19 세기에 출현한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인구의 건강을 관리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그것에 대한 지식의 창출과 이를 참조한 효율적 통치를

통해 달성하려 하였다. 이런 연장에서 본다면, 국가가 의료 지식에 특정한 경향을

만들어내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 지식을 통해 사람들의 건강에 개입하고

특정한 효과를 얻으려는 시도는 근대 국가가 시작할 때부터 존재한 경향이기

때문이다.

                                      

45 예를 들어 프랑스에 오늘날의 통계청이라 할 수 있는 기관인 프랑스 일반 통계청(SGF: 

Statistique Generale de la France )가 설립된 것은 1835년이었다. (Col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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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 의료비 관리와 분자적 관리 기술

국가가 펀드를 통해 특정한 지식 구조를 유도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살펴야

하는 변화이다. 국가 펀드가 유방암 지식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인구의 건강에 개입하여 특정한 효과를 얻으려는 체계적 동기에서 발생한 현상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국가 펀드는 의료 지식에서 ‘탈 개체적 프레임’을

유도하는 것일까? 왜 환자가 아니라 환자 집단이나 분자 수준의 대상에 좀 더

주목하는 것일까?

우선 환자 집단에 주목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경향에 비추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인구’에 집중한다. 앞서 말했듯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만들어내는 여러 조직적 효과(세수 확대, 국가 간 경쟁에서 승리)에 일차적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집단적 목표 성취를 위해서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인구라는 집단 단위로 사람들을 포착할 때 적잖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 평균적인 행동 경향, 심성 등) 국가가 개별 환자가 아닌 집단에 주목하는

것은, 앞서 제시한 국가의 역사를 참조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반면 분자적 대상에 대한 집중 배경은 여전히 모호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유방암과 관련해서 마주하고 있는 구체적 상황과 거기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살펴야 한다. 어떤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여 어떤 효과를 낼 지는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대상인

유방암과 유방암 환자는 물론 유방암 치료 과정이 지니는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로 유방암은 고령자가 걸리는 질병이다. 미국에서 유방암 발병 연령의

중앙값(median)은 62 세이다. 유방암은 55 세에서 64 세 사이의 여성들에게서 주로

발병한다. 이는 유방암 치료가 국가 생산력과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애초에 주 생산 연령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유방암을 포함한 암이라는 질병 자체의 특징이기도

하다. 



164

두 번째로 유방암이라는 질병의 치료는 국가에 부담을 안겨준다. 미국의 경우

65 세 이상의 고령자는 메디케어(Medicare)라는 국가 건강 보험이 치료비를 보조한다. 

메디케어는 세금으로 운영되며, 2015 년 기준으로 5500 만명 정도의 건강 보험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유방암 만이 아니라 암 치료 금액의 많은

부분이 메디케어에서 지출된다. 앞서 말했듯 암 자체가 고령자에게서 발병하기

때문이다. 46 1998 년부터 2002 년 후반까지, 65 세 이상의 환자가 전체 암 환자의

56.2%를 차지했다.(Warren et al., 2008) 이런 추세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게다가 갈수록 암 치료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기준으로

1991 년부터 2002 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암 치료비는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이 확인된다. 이는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의 지속적 혁신으로 높은

가격의 치료법이 계속 도입되기 때문으로 보인다.(Mariotto, Robin Yabroff, Shao, 

Feuer, & Brown, 2011) 국가의 의료비 부담은 이와 함께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 

세 번째로 유방암은 병기가 증가할수록(즉 1 기에서 4 기로 갈수록)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한다. 민간 의료 보험 자료를 활용한 블루먼 등의 연구에 따르면, 0 기의

경우에는 평균 60637 달러, 1 기와 2 기는 평균 82121 달러, 3 기는 평균 129387 달러, 

4 기는 134682 달러가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lumen et al., 2016) 암

의료비의 전반적 증가가 화학요법 혁신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병기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도 관련되어 있다. 병기가 높다는 것은 암이 원발 부위를 벗어나 신체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국지적 병소를 제거하는 수술로는 암을

극복할 수 없고 화학항암요법을 포함한 전역적 요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화학항암요법은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의료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상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국가가 유방암에 대해 가지는 우선 목표를 추론할 수

있다. 그것은 예방이다.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비 감축이 당면 목표이다. 그런데 암이

일단 발병하면, 비용이 무척 크다. 게다가 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46 기본적으로 암은 정상 세포의 변형을 통해 발생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 변형의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암 발병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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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등을 통해 국가 세금에서 충당된다. 그렇기에 예방이 필요하다. 병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 최선이다. 병에 걸리더라도, 최대한 빨리, 심지어 증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기가 올라갈수록 비용은

급격히 늘어난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치료하더라도, 국가 생산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암이 생기지 않게 하거나 암 전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여 치료할 수 있다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예방법이 존재한다. 

1 차 예방과 2 차 예방이 그것이다. 47 1 차 예방은 간단히 말해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암으로 보자면, 발암 원인을 제거하거나 그것에 인간이 노출되는

조건을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나아가 인간의 행동이나 라이프 스타일 역시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건강 증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1 차 예방의 범주에 들어간다. 2 차 예방은 무증상 상태에 있는 사람의 불건강을

조기에 파악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 역시 암을 예로 들자면, 아직

암세포에 이르지 않았지만 정상 세포에서 이탈하여 변형하기 시작한 세포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2015)

1 차 예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유방암이 발생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떤 환경과 조건이 위험을 유발하는지 알아낸다면,

정부는 여러 종류의 정책을 통해 그런 환경과 조건을 제거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인종 혹은 특정 직업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유방암이 많이

발병한다면, 수정 가능한 환경에 개입함으로써 유방암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혹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집단에 주목함으로써 조기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앞서 STM

결과에서 3 번 토픽(인종, 지역 등 유방암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요인 집단 규모

연구)이 정부 펀드를 받아 연구된 문서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집단> 범주에 해당하고 환경적 위험 요인에 관심을 쏟는

                                      

47 정확히 말하자면 3차 예방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증상기 혹은 회복기 환자의 기능 장애

를 보조하고 사망을 방지하는 것이 3차 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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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 정부 펀드 카테고리에서 비중이 높은 것은, 1 차 예방을 통해 유방암을

관리해내려는 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표 4 참조)

2 차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별 검사(screening)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별

검사는 아직 뚜렷한 증상이 없는 인구(asymptomatic population)를 대상으로

질병이나 질병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질병마다 구체적 절차는 조금씩 다르다. 본 연구의 관심사인

유방암의 경우, 선별 검사는 주로 전암 단계의 세포(pre-cancerous cell)를 포착하거나

침윤이 시작되었더라도 아직 커지지 않은 암세포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이 단계에서는 환자가 자각하는 뚜렷한 증상이 없고, 그래서 증상에 근거하여 검사

대상을 한정할 수 없다. 선별 검사가 기본적으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치인

것은 그 때문이다. 유방암에서 선별검사는 맘모그램이라 불리는 유방용 엑스레이(X-

Lay)와 초음파 등이 활용된다. 48 만약 맘모그램 영상에서 초기 단계의 유방암이나

전암 단계의 위험 인자가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취한다. 국가는 선별 검사를

적용하는데 많은 힘을 쏟아 왔다. 실제로 1990 년대에 맘모그램을 통한 선별 검사가

전면화 된 이후, 유방암 사망률은 많이 감소했다. 초기 조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선별 검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분자

수준의 대상들에 대한 풍부한 앎이다. 선별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미세한 단위에서 일어나는 세밀한 변화를 구분하여 포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2 번 각주에서 밝혔듯이, 암은 한 번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변형이 장기간 축적되어 발생한다. 그 변화 과정의 세포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도

여럿이다. 통상, 정상 세포가(Health cells) 이형성 세포(Dysplasia)를 거쳐 상피

내암(Carcinoma in situ)이 되고, 침윤이 시작되면 국지적 침윤성 암세포(Localized 

invasive cancer)를 거쳐 림프절 전이가 일어나(Regional lymph node involvement) 

원격 전이(Distant metastases)에 이른다고 본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48 PET-CT를 활용하는 방법이 없지 않으나, 아직 위양성(false positive)률이 높은 편이라 주로

맘모그램과 초음파가 사용된다. 선별 검사 기법은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박재갑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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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는 매우 미세한 단위의 물질 교환과 변형을 통해, 예를 들어 세포에서

단백질 스위치를 관장하는 효소의 변화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포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렇기에 전암 단계에서 암을 미리 포착하겠다는 목표는

생각보다 매우 야심찬 기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세하고 섬세한 시선이, 최소한

세포 수준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 미세한 시선 없이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암세포가 성장하면 이는 곧 전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고, 처치가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의료비가 폭증한다. 분자적 대상에

대한 이상 현상을 최대한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선별 검사의

핵심이다. 

국가가 선별 검사를 통한 2 차 예방과 조기 처치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분자적

수준의 지식을 축적하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많은 예방 정책이 분자적 앎에 근거한 2 차 예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검사로 활용되는 팝 스미어 검사법은 전암 단계의 미세한 세포

변화를 포착함으로써 암을 관리해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팝 스미어 검사는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무증상 인구에 대한 정책으로 활용하기

적절하다. 한국에서도 2016 년부터 무료 검진 대상이 20 세 이상의 여성으로

확대되었다. 검사 결과 세포 이형성이 관찰될 경우, 해당 환자를 자궁경부암

위험군으로 인지하고 더 엄밀한 검사와 예비적 치료를 시도하게 된다. 유방암 선별

검사인 맘모그램도 마찬가지의 원리다. 영상에서 과다형성 등의 징후를 보이는

세포가 발견되면, 조직 생검을 시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중 관리 및 처치가

이루어진다. 

좀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2 차 예방의 일환인 선별 검사는 ‘위험 집단

관리 전략’의 한 부분이다. 가장 확실한 건강 관리 전략은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원을 아낌 없이 투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용은 물론

행정력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다음으로 가능한 방법은, 질병이

발병할 법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미 건강한 사람에게 비용을 쏟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선별 검사는 이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다.(G. Rose et al., 2010) 그리고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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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위험 집단’을 식별하는 것에는 분자적 지식이

필수적이다. 증상은 없지만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큰 사람은, 그 사람의 인체 내의

미세한 변화를 확인함으로써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를 관리하려는

목적을 지닌 국가가 선별검사를 포함한 이런 전략에, 즉 분자적 지식에 근거한 위험

집단 식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분자적

대상을 중심에 둔 프레임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분자적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그것이 위험 집단 포착을 가능케

하고 2 차 예방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분자적 지식이

개체의 특이성을 넘어 집단에 적용하기 더 용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기본적으로 국가는 개별 환자보다 인구라는 집단에 관심을 지닌다.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전체 집단을 일정 수준 이상의 상태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개별 환자는 늘 특이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종양의 발생

부위나 형태는 물론 경험하는 증상이나 고통도 환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다. 49 그런데 이들을 모두 동일한 질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까닭은,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포 수준의 변화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자적 수준의 지식은 특수한 개별 환자에 대한 정보와

달리 여러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지식이다. BRCA 돌연 변이에 대한 지식은, 비록

개별 환자들은 모두 특이성을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말이다. 

요컨대 분자적 지식은 환자에 대한 지식과 달리 집단 적용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국가는 집단 전체를 통제하려는 기본적 목표를 지닌다. 이런 국가가 분자적 대상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국가는 유방암 의료비 관리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이루고자 한다. 분자적 대상에

집중하는 프레임을 도입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1)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 개체 혹은 집단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2) 인구 전체에

                                      
49 환자의 개별성과 특이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은 주로 임상에서 활동하는 의료 전문가

들이 보유했던 입장인데, 오래 전부터 통계나 집단적 정보에 근거한 보건 정책 입안론자들과

충돌하곤 했다.(Col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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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앎을 창출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미국 암 학회(ACS) 등

실용적 치료에 집중하는 여러 민간 조직의 로비와 압력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야 했지만(예를 들어 1954 년 상원은

래스커주의자라 불리는 민간 영역의 활동가들의 압력을 받아, 암 화학요법 국립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고 좀 더 목표 지향적인 방식으로 화학요법 약물을 실험하기

시작한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분자적 대상에 대한 지식을 확대해온 것은 그

때문이다. NIH 가 시행하는 암 유전체 지도 프로젝트(The Cancer Genome Atlas)는

이런 경향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분자적 대상에 대한 앎의

갈망과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닌 집단 단위에 대한 관심이 결합되어 ‘탈-개체적

프레임’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것이 전에는 제대로 포착되지 못한 국가의 새로운 관리 기술의

등장을 포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칭하는 개념을 제안한다. ‘분자적 관리

기술’(Molecular Management Technique)이 그것이다. 국가가 집단 단위에

주목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사항이다. 그런데 적어도 의료

분야에서는, 개체 이상의 단위에 주목하는 움직임과 동시에 개체 이하의 단위에

주목하는 강력한 움직임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이런 경향이 집단의 효율적이며

유연한 관리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선별 검사에서 볼 수 있듯이, 

분자적 대상에 대한 관심은 집단에서 우선 관리해야 하는 부분 집합을 식별하도록

해준다. 적어도 보건 영역에서는, 국가가 인구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인구를 세분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개입하는 것만큼이나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적 개입도 비효율적이다. 인구

안에서 유사한 성질이나 특징을 지닌 부분 집합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분자적

시선은 이를 가능케하며,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술을 세련화 한다. 나아가 분자적

지식은 실제로 인구 집단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와 도구를 확보해 준다. 유방암

세포 메커니즘에 대한 앎이 있어야, 개별적 특수성을 가진 몇몇 환자가 아닌 유방암

환자 집단 전반에 적용 가능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인구라는

집단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개체보다 더 세부적인 단위로 내려가 개체의

특수성을 넘어서는 지식을 만들어야 한다. 분자적 관리 기술이란 이런 새로운

전략에 근거한 인구 건강 관리 방안을 지칭하기 위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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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펀드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논문에서 나타나는 ‘환자 중심 프레임’의 출현

배경 역시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생각보다 간단한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 민간 펀드

제공자는 대부분 제약회사와 같은 의료 관련 기업이다. 이들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다. 그렇기에 환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세포와 인구는 돈을 내지

않는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구매의 단위는 개인이다. 그렇기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환자 혹은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환자의 치료에

초점을 두고, 그것과 연관된 단어가 최우선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민간

영역의 연구는 특정한 치료와 처치의 효과와 영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던지고 연구를 진행할 공산이 크다. 그 결과가 ‘환자 중심 프레임’이다. 

화학항암요법과 관련된 토픽의 비중이 높거나, 해당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 역시

이런 연장에서 해석할 수 있다. 병기 별 의료비를 밝히며 설명했듯이, 

화학항암요법은 가장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부가가치 창출이 큰 영역이다. 제약

회사에서 형성된 민간 펀드가 이런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이 존재한다. 하지만

꼭 이윤이 아니라도, 민간 영역은 실용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를 노린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ACS 가 그랬듯이, 암 세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연구보다, 당장 환자에게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임상 시험 연구에 관심을 쏟고

지원한다는 말이다. 동기는 다르지만, 이런 경향은 프레임의 차원에서는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세포가 아닌 인간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요컨대 민간

펀드는 여러 이유로 환자의 즉각적 치료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다. 이런 경향은

정부 펀드를 제공 받은 논문에서 나타나는 지식구조와 매우 상이한 지식구조의

등장을 유도한다.50

                                      
50 혹자는 이런 결과가 국가가 기초 의학을 지원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물을 지

도 모르겠다. 생명 현상의 기초적인 앎을 추구하는 기초 의학은 실질적인 치료에 초점을 맞

추는 임상 의학과 달리 많은 경우 세포 같은 미세한 수준의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왜 국가가 기초 연구를 지원하고 보장하는지, 나아가 여러 기

초 연구 중 왜 하필 분자적 대상에 대한 연구에 지원금이 몰리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국가가 기초 연구를 반드시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다. 만약 국가가 순수한 학문 탐구 열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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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의 사회적 구성과 의료 지식 구조의 변화

요컨대 국가 간 전쟁을 통해 등장한 근대 국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구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합리적 방안을 고민하고, 지식 생산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애써왔다. 여러 계기로 등장한 ‘분자적 관리 기술’은 분자적 대상에 대한 집중을

유도했고, 이는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인구 집단에 대한 관심과 결합하여 유방암

지식에서 ‘탈-개체적 프레임’을 구성했다. 반면 민간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혹은

인도적 목적을 위해 환자의 상태 변화와 화학요법을 비롯한 여러 실질적 치료

기법에 집중해왔다. 민간 펀드가 국가가 주도하는 지식 구조와는 달리 ‘환자 중심

프레임’을 유도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 분석 및 해석은 몇 가지 지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가장 먼저 이는

‘생의료화’라는 개념으로 뭉뚱그려 지칭되는, 20 세기 후반에 의료 체계에서 일어난

여러 변화 사이의 관계를 실증한 결과라는 의미가 있다. 여러 인상적인 변화에 대한

주장들은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부정확한 경우도 있었음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유방암의 경우, 적어도 프레임 차원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구성되는 지식이

훨씬 인간 중심적이다. 환자와 개체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개별 환자의

특수성보다 세포나 조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오히려 국가가 구성한 지식에서 더

                                                                                                                 

가지고 있다면, 인문학을 비롯한 특별한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학문 분야에도 펀드가 몰려야

정상일 것이다. 기초 연구가 꼭 분자적 단위의 대상일 필요도 없다. 본 연구가 밝힌 전략은, 

국가가 왜 하필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지, 그 기초 연구는 왜 하필 분자적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를 통해 얻으려는 바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효과를 지닌다. 분자적 수준의 대상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지원하여 순수한 학문 발전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인구 건강

관리와 의료비 통제에 관심을 지닌다는 말이다. 오히려 NIH 등이 지원하는 연구가 정부 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프레임이 형성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기초 연구에 해당되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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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분자적 대상에 대한 집중이 이윤 추구 때문에

일어난다고 고발한 여러 논의와 긴장을 형성한다.(Andrews & Nelkin, 2001)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질환(illness)을 넘어 질병(disease)이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51 질병(disease)은 신체의 생물학적 변화를 의미하고, 질환(illness)

은 그것에 기반한 환자의 주관적 경험을 가리킨다. 질환, 즉 질병의 구체적 경험 양

상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존재했다. 특히 상징

적 상호론자로 분류되는 연구자들은 질병이 동반하는 의미나 상징에 대한 연구에 집

중했다. (Conrad & Barker, 2010) 고프만의 낙인이라는 개념이 잘 보여주듯, 질병의

의미와 상징은 사회 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면이 강하다. 에이즈나 한

센병이 좋은 예다. 질병의 의미와 상징이 질병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자명하

다. 손택이 사회적으로 특정 질병과 연결되어 존재하는 은유(metaphor)가 미치는 영

향을 지적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Sontag & Sontag, 1990) 예를 들어 에이즈가 불결

하고 더러운 병이라는 사회적 담론이 존재하면, 에이즈 환자의 경험은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더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이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환자의 경험은 생물

학적 상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 

반면 질병 자체는 생물학적 실체라고 여겨졌기에, 사회적 구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푸코의 영향을 받은 데이빗 암스트롱(David Armstrong)이나 데보라 럽

턴(Deborah Lupton) 같은 예외적 연구자들이 없지는 않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게다

가 이들의 연구는 주로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기에, 방법론 상 많은 이의 동의를

끌어내기 어려웠다. (2장 참조) 그래서 이제까지의 교과서적인 입장은 질병과 질환을

분리하고 후자에서만 사회적 구성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리적 대상이 사회

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은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질병 역시 한정적으로 나마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이 존재함

을 실증적이며 재현 가능한 방법을 통해 증명한다. 사회적 요소가 질병을 어떤 단위

                                      

51 병을 가리키는 단어는 여럿인데, 일반적인 용법에서는 잘 구분되지 않으나 특정한 맥락에

서 구분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질병(disease)과 질환(illness)의 구분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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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착하는지 혹은 어떤 개념군을 동원해 파악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정부 펀드를 받은 연구의 경우 유방암을 암 세포를 중심으로 포착하

며, 세포 소기관 같은 분자적 대상을 고려하며 다룬다. 반면 민간 펀드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연구들은 유방암 환자에 주목하고, 환자의 생존율이나 예후와 함께 유방암

을 다룬다. 거칠게 말하자면, 정부 펀드를 받은 연구들이 만들어내는 유방암에 대한

객관적 지식은 “혈관생성인자의 억제는 유방암 세포 활성화를 막는다”와 같은 형태

를 보인다면, 민간 펀드를 받은 연구들이 만들어내는 유방암 지식은 주로 “타목시펜

과 방사선 치료의 혼합 요법은 환자 생존율을 10% 증가 시킨다”와 같은 형태를 지

닌다. 질병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객관적이려 노력해도, 일단 특정 단위와 개념 연결

망을 통해 현상을 포착해야 한다. 그런데 그 포착 단위와 개념 연결망에 정해진 보

편적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논의는 이런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증 과학은 객관적

실체를 당연시한다. 하지만 우리는 실체를, 즉 물 자체를 그 자체로 인지할 수 없다.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인간의 적극적 구성 능력이(칸트는 감성과 오성이라고 부른다) 

물 자체를 통해 만들어 낸 가공물이다.(Kant, 2006) 쉽게 말해, 감각 기관 혹은 상상

을 통해 구성된 정보를 지각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

다는 말이다.52 요컨대 실체 혹은 물 자체가 없으면 세계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직

접 인지할 방법은 없다. 우리는 특정하게 분절된 초점과 시각으로 물-자체를 우리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한다. 이는 듣기보다 그리 현학적인 주장이 아니다. 오히

려 우리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턱’(chin)이 독립된

단위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저명한 진화 생물학

자인 리처드 르원틴에 따르면, 턱은 치골(dentary bone)과 하악골(mandibular)이라는

두 종류의 독립적인 뼈가 성장한 결과다. 그에 따르면 진화 과정에서 치골이 하악골

보다 먼저 안으로 들어가 현재의 턱 모양이 발생했다. 때문에 턱은 발생이나 기능의

단위로 통합된 자명한 실체라고 볼 수 없다. (Lewontin, 2001) 다만 우리의 시선이 턱

                                      
52 이런 정리는 칸트의 설명을 현대 과학의 용어로 왜곡을 감수하고 변형한 것이다. 감성과

오성에 부여하는 여러 기능을 감각 기관과 상상이 모두 포괄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도 마찬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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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나의 단위이자 자명한 대상으로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유방암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단위와 다른 개념 연결망으

로 파악된 특수한 대상이 등장한다. 

사회적 영향력은 바로 이런 대상을 구성하는 인간의 시선과 상상에 작동한다. 어

떤 단위로 어떤 대상과 연계하여 포착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유방암

의 경우, 국가의 질병 및 의료비 관리 목표와 민간의 이윤 추구를 포함한 몇 가지

동기가 유방암 포착 단위 및 개념 연결망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런 주장은 소위 ‘극단적 구성주의’라 불리는 입장과 다르다. 네틀턴이 지적하듯이, 극

단적 구성주의는 실재하는 질병 경험이나 질병이 가상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Nettleton, 2006) 반면 본 연구가 주장하는 바는 질병이나 질병이 일으

키는 효과가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한 시선으로 포착된 대상은 분명

한 효과를 가지며 사람들에게 현실적 영향을 미친다. 다만 적용 가능한 여러 주목

방향과 단위가 존재하기에, 대상의 다양한 형상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의 효과도

다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왜 하필 그 중 특정한 시선과 틀이 구성되었는지 밝

히려 하는 것이다.53 분명 현실적이지만, 원칙적으로 그와 다른 현실도 존재할 수 있

다는 말이다. 본 연구가 지식 구조와 프레임에 주목하고, 나아가 그런 지식 구조와

프레임의 형성을 밝히는데 집중한 것은 그런 연장에서 이다. 시선이 없으면 대상이

없고, 대상이 없으면 과학이 없다. 그런데, 사회가 없으면 애초에 시선이 존재하기

힘들다. 질병 같은 ‘객관적 과학의 대상’을 사회적 시선으로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53 본 연구에서 서술하는 주장은 푸코의 입장과 많은 부분 유사하다. 예를 들어 푸코는 [감시

와 처벌]에서 ‘개인’이 근대 규율 권력의 생산물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근대 이전에 개인이 실

존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인간을 파악할 때 집단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아예 인간이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는데(대신 영토나 재화에 집중할 수 있다), 근대에 부각된

특정한 기술과 권력이 개인이라는 범주를 통해 인간을 포착하게 만들고 개인에 대한 논의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는 뜻이다.(Foucault,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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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유방암 비공식 지식 구조와 유방 재건술

1. 환자 네트워크와 비공식 지식 구조: 유방암 온라인 환자 포

럼을 중심으로

1) 인터넷과 비공식 지식의 활성화

3장에서 유방암의 공식적 지식 구조가 형성된 경로와 그 영향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런데 1장 5절에서 밝혔듯이, 유방암에 대한 지식 구조는 하나가 아니다. 비공식적

인 지식 구조, 즉 비 전문가들이 생산과 유통에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지식 구

조가 존재한다. 20세기 후반 정보 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비 의료전문가

사이에 유방암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소통이 활발해졌고, 이는 유방암에 대한 비공식

적 지식 구조를 과거보다 질적/양적으로 확대시켰다. 비공식적 지식 구조의 확대는

기존 연구에서 급변한 정보 인프라나 적극적인 환자 정체성 등장과 더불어 적잖이

다루어 졌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발휘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관심이 덜하거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유

방암 온라인 환자 포럼의 게시글을 기반으로, 유방암 비공식 지식 구조가 건강 행동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특히 여러 건강 행동 중 유방 재건술(Breast 

Reconstruction) 결정에 비공식 지식 구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유방 재건술 결정은 유방암 사후 관리에서 중요한 건강 행동임은 물론, 매우 흥미로

운 성격을 지닌다. 다른 많은 예방 및 치료 행동과 달리, 재건술의 경우 환자들이 그

결정을 의료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 애초에 생물학적 이익은

별로 없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방암을 둘러싼 비공식 지식 구조의 영향이

매우 두드러진다. 본 연구는 재건술 결정에 비공식 지식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

하는지 탐구한다. 미리 말하자면, 이 분석 결과는 국가 정책과도 연결된 지식 구조의

특정한 주의 집중이, 대중들에 대한 관리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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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의료에 대한 비공식 지식 구조를 다루는 연구는 다양한 현상에 주목해왔

다. 루머 연구는 그 중 단연 두각을 나타낸다.54 공식적이지 않은 지식을 생각하면 가

장 먼저 정확하지 않은 거짓된 낭설, 즉 루머가 떠오른다. 루머에 대한 정의는 다양

하다. 루머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 한 로버트 크냅(Robert Knapp)은 루머가 공식적 확

인을 받지 않은 정보가 퍼지는 현상이라고 정의했으며, 피터슨과 지스트(Peterson 

and Gist)는 루머가 “사람들 사이를 떠돌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정 현상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설명”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Auter et al., 2016) 루머의 영향은 특히

에볼라 같은 급성 감염병에서 두드러지는데, 질병에 대한 큰 공포와 불안이 근거가

희박한 정보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서양 의사들이 신체 실험

을 한다”와 같은 사실이 아닌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의료진을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

는 것이 좋은 예다. 이는 단순히 비전문가들의 건강행동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전체

적인 질병 발생 양상까지 바꾸어 놓는다. 예를 들어 메르스나 에볼라 같은 감염병은

사람들의 행동이 질병 전파나 발생 패턴에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루머에 의해 사람

들의 행동이 달라지면, 질병 진행 양상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의료 전

문가의 행동과 처방에도 영향을 미친다. (Jin et al., 2014; Kupferschmidt, 2015)

유방암을 둘러싸고도 부정확하지만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정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꽉 끼는 속옷을 입으면 유방암 확률이 증가한다거나, 유산 경험이 있으면

유방암 확률이 증가한다는 식의 정보가 그것이다. 맘모그램이(유방 전용 X-Ray) 급격

히 도입된 것도 일정 부분 부정확한 정보에 힘입은 바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2

장에서 살펴봤듯이, 맘모그램 사용률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급격히 상

승한다. 란츠와 부스는 이런 변화가 적어도 일정 부분 대중 잡지에서 유방암에 대해

언급하는 기사가 폭증한 것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리고 이런 기사는 객관적

정보 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비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지닌 여성이 유방암 발

생률이 높다는 식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최근 유방암이 폭증하고 있는 듯한 사실

                                      
54 언론 보도 경향에 대한 연구 역시 비공식적이라는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많은 신문

들이 전문가 연구 결과를 정보의 주요 원천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하면 비공식적 지식 구조

만을 다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많은 경우 언론은 전문적인 정보를 다루고 의제 설정

기능을 한다고 여겨진다.(DiMaggio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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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거리가 먼 뉘앙스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사실, 유방암 발생률은 계속해서 높은

편이었다) 이것이 유방암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켜 선별 검사 같은 예방 조치에 사

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만들었다는 말이다.(Lantz & Booth, 1998)

하지만 유방암에서 루머의 영향력이 급성 감염병만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

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질병의 성격상 루머가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지 않다. 우선 유방암은 암 중에서도 만성 질병의 성격이 강하다. 생명중추기관에

(Vital Organ) 암이 생긴 것이 아니기에, 질병의 진행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신체에 대

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난다. 그렇기에 환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의료 전문가 상담 등 믿을 만한 출처에 비추어 판단해 볼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존

재하는 편이다. 더불어, 적어도 개발된 국가에서는, 유방암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아주 어렵지는 않다. 의료 전문가를 만나는 것만이 믿을 만한 정보에 접

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유방암은 여러 암 중에서 환자의 자생적 조직

이 가장 활발한 질병이다. 핑크 리본 운동(Pink Ribbon Movement)이나 코헨 재단

(Kohen Foundation) 같은 대표적인 환자 자발 조직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요컨대, 유방암이라는 질병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건강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지식 구조는 루머, 즉 공포와 불안에 근거하

여 급격히 확산되는 부정확한 정보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유방암에서 비공식 지식 구조는 사람들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가? 그렇지 않다. 루머가 아닌 지식이 곧 공식적 지식은 아니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공식적 지식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해석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정서나 감정을 떠올려보자. 질병에

대한 해석은 특정한 은유와 프레임을 동반하고, 그것에 따라 특정한 정서와 감정이

발생한다. 이는 건강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암을 자신을 위협하는 ‘적’으

로 파악하고 적대감을 불태우는 사람과, 인생이라는 여행 과정에서 만나게 된 뜻밖

의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암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55 예를 들어 ‘완화 요

                                      

55 암에 대한 은유 중 가장 흔한 것이 전쟁 및 군사 메타포이며, 그 외에 여행 메타포 등이

존재한다. (Harrington, 2012; Penson et al., 2004; Peruse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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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palliative care)에 대한 수용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완화 요법이 질병에 대한 굴복이라고 여겨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석 과정에서 사회적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을

‘생존자’라고 해석하는 경우와 ‘환자’라고 해석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전자의 경우

훨씬 긍정적인 승리자의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다. 모슈어 등의 연구는 암 환자를 ‘생

존자’라고 호칭하는 것만으로 환자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훨씬 호의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지적한다.(Mosher & Danoff-Burg, 2009) 이런 것들이 개별 환자들의

독특한 해석을 넘어 사회적 패턴이나 규범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더욱 강력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요컨대 루머처럼 잘못된 정보는 아니라 해도, 공식적 지식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

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식 구조가 존재한다. 그것은 특정한 정보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초점과 정서일 수도 있고, 그것에 부여되는 사

회적 의미나 규범일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의료 전문가와 연구자가 만들어내는 지

식에도 이런 요소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들은 질병을 실제로 경험해야 하는 비전문

가들이 만들어내는 논의에서 훨씬 강하게 존재한다. 단순한 질병에 대한 토론에서도

의사와 환자의 반응이 매우 다르고 환자가 훨씬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Beach, Easter, Good, & Pigeron, 2005) 이런 질병

에 대한 특정한 해석 방식이나 생물학적 사실에 덧붙여 지는 사회적 의미는, 사람들

이 특정한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이를 특정한 개념의 연결망 속에 다루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본 연구가 정의하는 ‘지식 구조’라고 부를 수 있

다. 공식적 지식 구조은 아니지만 거짓 정보라고 볼 수도 없는 비공식적 지식 구조

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말이다.56

과거에도 이런 비공식적 지식 구조 혹은 환자들이 지닌 지식 구조에 대한 관심이

                                      
56 앞서도 말했지만, 본 연구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객관적인 과학적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표준화되고 공식화 된 정보 만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을 이해하는 프레임으로 기능하는 보다

폭넓고 체계성을 지닌 언어 구조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다. 그리고 역시 앞서 말했듯, 지식

의 구체적 내용보다 그것이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 어떤 구조 속에서 다루는지를 부각하기 위

해 ‘지식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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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했지만(Lawton, 2003),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정보 통신 기술

의 발달이 환자 및 비전문가들이 의료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정체성을 급격히 바꾸어

놓았고, 그것이 비공식적 지식 구조의 양적 질적 전환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과거에

환자들의 지식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정확하며 그 영향을 과장해서는 안되는

대상으로 다루어 졌다. 예를 들어 프라이어는 환자들의 지식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

에 근거한 것이라,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영향을 과장할 수 없다고 지적한

다.(Prior, 2003) 그런데 최근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정보 통신 기술의 혁신 덕에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고립된 채 개인적 의견이나 경험을 가지는데 그쳤던 환

자들이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험을 주고 받을 뿐 아니라, 여러 전문 정

보를 공유한다. 수많은 온라인 환자 포럼과 환자 조직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과

정은 앞서 말한 비공식적 지식 구조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57

이런 변화는 우선 환자가 의료 전문가에게 완전히 의존적이던 상황에서 나름의 독

립성을 획득했음을, 나아가 환자의 행동에 의료 전문가 조언 외에도 다른 요소가 개

입할 여지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환자는 의료 전문가에게 여러모로 종

속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환자의 역할 혹은 정체성을 개념화 한 최초의 학자는 탈곳

파슨스(Talcott Parsons)였다. 그는 병 역할(Sick Role)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병자

가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면제받고 가능한 빨리 회복되기 위해 최

선을 다할 것을 요구 받게 된다고 지적한다.(Bird, Conrad, Fremont, & Timmermans, 

2010; Nettleton, 2006; 조병희, 2015) 이는 몇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용되

는 환자에 대한 개념 도식이다. 그런데 이 도식에서 병자가 되기 위한 핵심적 요소

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 혹은 선고이다. 물론 그 전에 질병을 자각하고 의료 전문가

를 만나야겠다는 동기를 획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병자 정체성을 획

득하는 것은 의료 전문가와의 관계를 통해서다. 이후에도 병자의 행동 원칙을 익히

거나 적절한 건강 행동을 검토하기 위해 마주하는 대상은 의료 전문가이다. 

                                      
57 아예 비공식적 지식을 넘어, 공식적 지식의 생산에 까지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소수이기

는 하지만, 환자 조직이 자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사례가 대표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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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이런 전통적인 양상과 개념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의

료 전문가와 만나지 않고도 질병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른 환자 혹

은 비전문가들의 경험과 비공식 정보를 과거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환자가 다른 환자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흔하지 않은 질병이거나 사회

적 낙인이 존재하는 질병일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특정 질병에 관심을 지닌 비전문

가가 유사한 관심을 지닌 다른 비전문가를 만나는 것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통신 기술 발달을 통해 크게 변화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와 만나지 않고도 환자 정체성을 얻을 수도 있다. 이

는 환자를 포함한 비전문가들이 의료 전문인력에 대해 과거에 비해 좀 더 자율적인

지위를 획득하였고 상호 소통이 활발해 졌음을 뜻한다. 동시에 이는 비전문가들이

생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비공식적 지식이 예전보다 활발히 만들어지고 나름의

영역과 영향력을 획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의료 전문 인력을 경유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획득되는 여러 정보는 생

각보다 정확한 편이다. 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

의 부정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런데 몇몇 실증 연구는 인터넷 환자 포럼

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생각보다 오류가 적음을 증명하고 있다(Esquivel et al., 2006)

이런 정확성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한 정보 획득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전문

가들 사이의 소통을 더 활발하게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 최근 환자들이 의료 전문가

들이 제공하는 지식 구조 외에,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들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다수 제출되고 있다.(Conrad, Bandini, & Vasquez, 2016; G. 

Eysenbach & Jadad, 2001) 의료 전문가 중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경계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런 변화가 부차적이거나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McMullan, 2006)

유방암은 여러 질병 중에서도 온라인 환자 포럼과 이를 통한 비전문가들의 소통이

매우 활발한 질병이다. 1980년대부터 꾸준히 존재해 온 자발적인 유방암 환자 운동

과 정보 통신 기술의 확장이 맞물려 발생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방암이 유병

기간이 길고 그 사이에 선택해야 할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기에, 교류할 만한 정보가

풍부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의미가 부여될 대상이 다양하다는 점 또한 주요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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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다. 덕분에 유방암 온라인 환자 포럼의 영향이나 역할과 관련된 연구 역시 풍부

한 편이다. 이들은 유방암 환자 포럼 같은 인터넷을 통한 유방암 환자들의 교류가

환자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주목하거나(Hoybye, Johansen, & Tjornhoj-Thomsen, 

2005; Lieberman & Goldstein, 2005; Pitts, 2004) 왜 환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상호작용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왔다.(Dickerson, Boehmke, Ogle, & Brown, 2006; Gunther 

Eysenbach, 2003; Gooden & Winefield, 2007) 기존에 없었던 환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폭시키는 환경과, 그 때문에 등장하기 시작한 환자들 사이의 자생적 지식 구조의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런 관심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대부분 전체 자료가

아니라 연구자가 선정한 부분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때문에 인터넷에 존재하는 비

공식적 지식 구조의 특징을 정확히 추정하고 분석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 예를 들

어 피츠(Pitts)는 자신이 선택한 50개 웹페이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고(Pitts, 

2004), 구덴(Gooden) 등의 연구는 2004년 중 한 달 동안의 유방암과 전립선암 게시

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Gooden & Winefield, 2007). 이런 접근은 인터넷에서 일어

나는 논의에 굉장히 여러 내용이 존재하고 시기 별로 이슈가 집중되는 경우가 있음

을(특정 암 치료법이 새로 소개되면, 한동안 그를 중심으로 대화 형성) 고려하면, 비

공식 지식 구조에서 특정한 면만 포착할 위험이 있는 방법이다. 전체적인 지형을 보

기 힘들다는 말이다.

비공식 지식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추적할 때, 환자들의 자기 보고에 의존하는 것

도 또 하나의 약점이다. 이런 온라인 환자 포럼이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적할

때에는 대부분 사용자나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위

에서 언급한 디커슨의 연구는 20명에 대한 심층조사에, 첸과 시우의 연구는 환자

191명과 종양학자 410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 기초한다. 분명 이를 통해 의미 있

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만, 자기보고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는 점이나(Kahneman & Riis, 2005)58 한정된 영역에 대한 정보만을 얻어낼 수 있다는

                                      
58 카네만과 리스는 회고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볼 때 내리는 판단과 실시간으로 내리는

판단 간의 차이를 지적한다. 예를 들어 과거 학창 시절을 회고하면서 내리는 판단과 실제 학

창 시절을 통과하면서 내리는 판단은 다르다는 말이다. 이는 회고적으로 조사되는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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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유사한 주제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이런 방

법론적 한계 때문 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

다. 예를 들어 디커슨 등의 연구는 의사-환자 관계가 서서히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

지만(Dickerson et al., 2006), 첸과 시우의 연구는 의사-환자 관계에 큰 변화를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Chen & Siu, 2001)

이에 본 연구는 유방암 온라인 환자 포럼에 존재하는 비공식 지식 구조의 특징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대표적인 유방암

온라인 환자 포럼을 선정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전체 게시물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

행하였다. 건강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시 사용자들 혹은 관련자들의 자기 보고에 의

존하기보다, 포럼에서 나타나는 객관적인 변화나 집단 구분에 근거해 접근하였다. 1

장 5절에서 간략히 설명한 것처럼, 본 연구가 선택한 사이트는 미국에서 가장 활성

화된 유방암 온라인 환자 포럼이라 평가 받는 community.breastcancer.org이다. 해당

포럼은 2017년 3월 기준으로 총 80개의 세부 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포럼은

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유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암 1기 유저 게

시판과 3기 유저 게시판이 따로 되어 있는 식이다. 이곳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

도록 공개되어 있는 글과 그 글을 작성한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R을 활용해 수집하

였다. 수집한 정보는 유저 아이디, 게시글,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단 유저들의 아이디, 

게시글이 작성된 포럼의 이름, 게시글이 작성된 시점이다. 실제 작성자에 대한 정보

는 존재하지 않고 아이디만으로는 사용자를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연구 대상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집된 게시글의 특징과

특정 아이디의 특징에 기반하여, 유방암 비공식 지식 구조의 특징과 영향을 추적하

려 노력했다. 

요컨대 4장은 유방암 비공식 지식 구조의 영향을 추적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유방암 비공식 지식 구조는 루머나 거짓은 아니지만, 공식적 지식 구조와 구분되는

                                                                                                                 

서베이가, 사람의 경험을 들여다보는 투명한 창이 아니라 특정한 구성물임을 증명한다. 전통

적으로 지적된 사항들, 예를 들어 서베이의 문구나 질문 방식이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과 별개로, 아예 자기 보고라는 양식 자체가 특정한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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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영역에 존재한다. 비전문가들이 내리는 질병에 대한 해석이나 정보를 공유하

면서 발생하는 집합적 태도가 좋은 예다. 이들은 특정 대상에 주목하게 만들고 그것

을 둘러싼 개념 연결망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다루는 ‘지식 구조’의 정

의를 충족한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인터넷의 등장과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비전

문가들의 담론이나 논의가 폭증 되었음을 지적해왔으며, 이는 본 연구가 비공식적

지식 구조라 부르는 것이 실재함은 물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런데 몇 가지 한계에 의해 이런 비공식적 지식 구조가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밝혀

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유방암 온라인 환자 포럼의 전 게시물에 근거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유방암 비공식 지식 구조의 특징과 영향을 좀 더 객관

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적하기를 시도할 것이다. 

2) 온라인 환자 포럼의 복수성과 이질성

유방암 온라인 환자 포럼에서 비공식 지식 구조와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유방암 온라인 환자 포럼이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이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에 따라 그 안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이 달라지고 사람

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는 유방암 포럼에서 어떤 종류의 비공식적

지식 구조가 형성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제까지 유방암 온라인 환자 포럼을 분석한 결과들은 크게 두 가지 용도를 지적

해왔다. <정보 획득>과 <소통과 교류>가 그것이다. 때로 어느 하나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이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대부분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편

이다. (Dickerson et al., 2006; Gunther Eysenbach, 2003; Hoybye et al., 2005; 

Lieberman & Goldstein, 2005) 유방암 환자 혹은 유방암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환자 포럼에 접속해 1) 유방암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2) 다른 사용자와 교류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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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두 가지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

티 활용이 그러하듯,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과 사용자 간의 교류는 서로 구분되는

활동인 경우가 많고 이용자 차원에서 구분되는 경우도 많다.(장덕진, 2005; 장덕진 & 

배영, 2006) 유용한 정보 획득이라는 도구적 목적으로만 포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있는가 하면, 딱히 정보를 얻지 않아도 다른 유저와의 교류와 정서적 유대감을 구축

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용자가 있기 마련이다. 물론 두 가지 활동 모두를 수행

하는 사용자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나기는 다소 어렵다. 전문적 정

보를 교류하면서 정서적 내용까지 담는 것이 쉽지 않은 탓이다. 그렇기에 한 사람이

하더라도 이 두 활동은 구분된다. 게시판이 구분되거나, 활동의 시점이 달라진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두 가지 활동이 일어나느냐 이다. 유

방암 포럼에서 <정보 획득>과 <소통과 교류> 두 가지 활동이 존재한다는 현상 자

체는 그리 특별한 발견이 아니다. 유방암 온라인 환자 포럼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온라인 가상 공동체가 그런 성격을 가진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조건에서 어

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이 두 가지 활동이 존재함을

한정된 자료로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어떻게 유방암 환자 포럼에서 두 가지 활동이 일어나는 서로 다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을까? 우선 본 연구는 사용자들의 상호 작용에 주목한다. <정보 획득>과 <소통

과 교류>라는 두 가지 활동에서 가장 차이나는 특성은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와 굳이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정보 획득의 경우 게시글이 좀 더 전문적

이며 객관적인 정보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

다. 소통을 목적으로 할 때에도 전문 정보를 둘러싼 의견이 교류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유저간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나아가 이 상호작용이 세부 포럼별로 다를 것이라 가정한다. 전체 사이트를 구성

하는 세부 포럼은 여러 관심사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 병기별로 나뉘어져 있는가 하

면, 유방 재건술이나 림프 부종 등 다양한 보조적 처치 및 부작용 별로 나뉘어 있다. 

만약 이 그룹들 사이에 체계적으로 상호작용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어떤 관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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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유저들이 어떤 목적으로 유방암 포럼을 활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컨대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인 community.breastcancer.org에 존재하는 80개의 세부

포럼 별로 사용자 상호작용 패턴을 측정함으로써,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사람들이

특정 활동을 하면서 유방암 환자 포럼을 활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어떻게 상호작용 패턴을 측정할 것인가? 본 연구는 해당 포럼 사용자들의 댓글 네

트워크에 주목한다. 직접 만나지 않는 이상, 사용자들이 서로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은 댓글이 가장 일반적이다. 관심있는 유저의 글에 댓글을 달고, 다시 해당 댓글에

반응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쓴 글에 B라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면, B

에서 A로 향하는 관계가 구성된 셈이다. 만약 <정보 획득>이 어떤 게시판과 포럼의

주 목적이라면, 애초에 댓글 자체가 많지 않다. 게시글을 읽고 유용한 정보를 파악해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통과 교류>가 목적이면, 댓글이 많아진다. 그것

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계가 구성

되면 거꾸로 내 글에 댓글을 단 사람 글에 댓글을 다는 일도 일어난다. 일방적 관계

가 상호적 관계로 진화하는 것이다. 

만약 세부 포럼별로 댓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이는 해당 포럼에 사용자 간에

상호작용 수준과 양상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훌륭한 자료가 된다. 우선 네트워크 링

크의 개수, 즉 댓글을 통한 상호 관계의 개수를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상호작

용이 많을수록 댓글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댓글 네트워크의 밀도

(density), 상호성(reciprocity), 클러스터링 계수(clustering coefficient) 같은 각종 지표

를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밀도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네트워크 중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가 현실에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지표이다. 이는 얼마나 사용자들 사이에 관

계가 다면적이며 촘촘한지를 나타낸다. 상호성은 댓글 네트워크처럼 방향이 존재하

는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의 구성이 얼마나 상호적인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A가

B의 글에 댓글을 달면, B가 A의 글에 댓글을 다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 댓

글의 절대적 숫자가 많아도 상호작용이 적을 수 있다. 몇몇 스타급 유저의 글에만

질문 형식의 댓글이 달릴 경우, 그것이 상호작용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상호성은 사용자들 사이에 관계가 얼마나 일방향의 관계를 넘어섰는지 측정함으로써, 

일방적 관계의 존재가 상호작용으로 오인되는 부작용을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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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링 계수는 사용자 관계에서 다자 관계가 어느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지 측정해준

다. 간단히 말해, 클러스터링 계수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유의미한 삼각 관계의 비중

을 의미한다. 즉 내부에 얼마나 많은 3자 관계, 즉 소규모 공동체가 존재하는지 확인

하는 지표라는 말이다. 이는 네트워크의 군집화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무엇

보다 상호작용이 단순한 2자 관계를 넘어 그보다 복잡한 다자 관계로 진화한 정도를

보여준다. (Kolaczyk & Csárdi, 2014; Wasserman & Faust, 1994; 곽기영, 2014) 이외에

도 링크들의 평균 웨이트는 어떤 두 사람 사이에 평균적으로 몇 개의 댓글이 발생하

는지 보여주고(방향이 고려되었다), 이런 웨이트의 표준 편차는 사용자들 사이에 댓

글 활동의 편차를 측정하는데, 이 또한 상호작용의 패턴을 보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R을 통해 포럼의 개별 페이지를 스크래핑(scraping)하여 자료를 구축했

다. 스크래핑 코드는 게시글은 물론,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아이디와 그 글에 댓글을

그림 41 community.breastcancer.org의 실제 화면과 수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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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이디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게시자 아이디와 댓글을

단 아이디 정보에 근거해 80개 포럼 별로 댓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였다.59 분석을 통해 끌어낸 정보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1) 노

드 개수(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한 사람 숫자 – 중복 제외) 2) 링크 개수(사용자 사이

에 댓글로 맺어진 관계 개수) 3) 링크들의 평균 웨이트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에게

평균적으로 몇 개의 댓글을 다는가) 4) 링크들의 웨이트 표준 편차 (링크 웨이트의

편차가 어느 정도인가? – 즉 압도적으로 많은 댓글을 다는 해비 유저가 존재하는가?

5) 밀도, 6) 클러스터링 계수, 7) 상호성이 그것이다. 우선 주요 지표별로 상위 6개 포

럼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주요 네트워크 지표 별 상위 포럼

rank Node.num Link.num Density
Clustering 

coefficient
Reciprocity

1
Not Diagnosed but 

Worried

Stage IV and 

Metastatic Breast 

Cancer ONLY

Latinas/Hispanics 

With Breast Cancer

Stage IV and 

Metastatic Breast 

Cancer ONLY

Stage IV and 

Metastatic Breast 

Cancer ONLY

2

Chemotherapy -

Before, During, and 

After

Breast 

Reconstruction

International, Non-

English Speakers 

With Breast Cancer

Stage III Breast 

Cancer

Stage III Breast 

Cancer

3
Surgery - Before, 

During, and After

Not Diagnosed but 

Worried

Fundraising 

Opportunities for 

Breastcancer.org 

Moving Beyond 

Cancer
Lymphedema 

4 Just Diagnosed

Chemotherapy -

Before, During, and 

After

Family Matters
LCIS (Lobular 

Carcinoma In Situ)

Moving Beyond 

Cancer

                                      
59 1장의 12번 각주에서 밝혔듯, 댓글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된 자료는 다른 분석에 사용한 자

료와 달리 2017년 7월에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다. 앞서 밝혔듯, 2017년 3월에 수집한 자료가

페이지를 넘어서 달린 댓글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12번 각주를 참조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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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reast 

Reconstruction

Hormonal Therapy 

- Before, During 

and After

BCO Free-Cycle: 

Give or Trade Items 

Related to Breast 

Cancer

Alternative 

Medicine

Prayers and 

Spiritual 

Inspiration

6

Stage IV and 

Metastatic Breast 

Cancer ONLY

Surgery - Before, 

During, and After

Australians and 

New Zealanders 

Affected by Breast 

Cancer

ILC (Invasive 

Lobular 

Carcinoma)

Clinical Trials, 

Research News, 

Podcasts, Study 

Results

먼저 가장 많은 사용자가 존재하는 공간은 <Not Diagnosed but Worried> 포럼이

다. 해당 포럼은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유방암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시판이

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게시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고 있다. 

하지만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 지표라 할 수 있는 링크 개수, 즉 사용자

간 관계의 숫자 자체는 <Stage IV and Metastatic Breast Cancer ONLY>라는 포럼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포럼은 4기 유방암 환자와 전이가

확인된 유방암 환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시판이다. 이 게시판은 클러스터링 계수와

상호성에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 안에서 댓글로 구성되는 관계가

상호적이면서도 3자 이상의 다면적인 양상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Stage IV 

and Metastatic Breast Cancer ONLY>는 사용자가 가장 많은 포럼은 아니지만 사용자

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다고 볼 수 있는 포럼이다. 밀도 역시 중요한 지

표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 상위를 차지하는 그룹들은 공지성 포럼이나 사용자가

적은 포럼이다. 여기에는 노드 개수가 아주 적은데, 밀도가 노드가 늘어나면 자연히

떨어지는 성질을 가지는 지표이기에, 노드 숫자가 적은, 즉 사용자 숫자가 적은 포럼

이 부각된 결과이다.60

주요 지표에서 각각 상위 6개 포럼을 살펴본 결과로부터 몇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우선,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변화할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밀도를 제외하면,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에서 상위를 구성하

                                      

60 밀도와 클러스터링 계수에서, 노드가 2개에 불과한 두 포럼이 <표 8>에 표기된 포럼들보

다 상위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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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포럼은 대부분 심각한 단계의 질병을 보유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다. 

암 4기 사용자들이 모이는 포럼, 3기 사용자들이 모이는 포럼 등이 상위의 위치에 존

재한다. 이는 질병이 심각해짐에 따라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거꾸로

아직 심각하지 않고 불안한 상태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럼의 경우, 사용

자의 수는 많지만 클러스터링 계수와 상호성 값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런 포럼의

경우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하지는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가설을 보다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80개 포럼 중, 암 병기에 따라

순서를 매길 수 있는 4개 포럼에 주목했다. 암은 0기, 1기, 2기, 3기, 4기 순으로 병기

가 심화된다. 61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환자 포럼은 병기별로 개별적인 포럼을, 즉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지표가 병기별 게시판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9 병기에 따른 주요 네트워크 지표 변화

Group
Node.

num

Link.

num

Mean.

weight

SD.

weight
Density

Clustering 

coefficient

Reciprocit

y

DCIS (Ductal Carcinoma In 
Situ)

5373 18688 1.6722496 2.4359679 0.0006475 0.0612176 0.0361729

Stage I Breast Cancer 3769 8592 3.0047719 19.7315790 0.0006050 0.0124060 0.0083799

Stage II Breast Cancer 1106 1734 3.5674740 13.6440532 0.0014188 0.0113442 0.0057670

Stage III Breast Cancer 4291 23343 2.1391424 4.5174576 0.0012681 0.1293879 0.1306602

                                      
61 0기는 아직 침윤이 시작되지 않은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을 의미한다. 유방암의 경우

상피내암은 소엽에서 기인한 LCIS와 유관에서 기인한 DCIS로 나뉜다. 비중은 DCIS가 좀 더

높은 편이다. 애초에 유방암의 상당수가 유관 세포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0기는 아직 침윤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수술 등을 통해 해당 병변을 제거하면 예후

가 매우 좋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암으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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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IV and Metastatic 
Breast Cancer ONLY

10148 131783 2.8960867 9.9296126 0.0012798 0.1808027 0.2309554

우선 노드 숫자, 즉 해당 포럼에서 활동하는 사용자 숫자를 보자. 4기 환자들을 위

한 포럼에 가장 사용자가 많다. 하지만 DCIS 포럼 역시 1가~3기 환자들을 위한 포

럼보다는 사용자가 많다. 아직 심각하지 않은 상태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사용자가

많은 것은, 주로 초기나 말기의 환자들이 온라인 환자 포럼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여러 지표는 병기가 심화될수록 뚜렷한 상승 경향을 보인다. 

DCIS와 1기, 2기의 상호작용 지표는 미미한 편인데, 3기와 4기는 매우 높다. 특히 클

러스터링 계수와 상호성 지표가 그러하다. 밀도 역시, 사용자 숫자가 다른 포럼에 비

해 적어 밀도가 높아진 2기 포럼을 제외하면, 3기와 4기 게시판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3기와 4기 환자들이 이용하는 포럼에서 댓글로 이루어진 상호적인

관계와 삼각형 형태의 다자적인 관계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사용자들이 저위험 상태에서는 <정보 획득>을, 고위험

상태에서는 <소통과 교류>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위험 상태를 저위험 상

태와 중간 정도의 상태, 그리고 고위험 상태로 나눌 수 있다면, 사용자들이 많은 포

럼은 저위험 상태와 고위험 상태의 사용자들이 활동하는 포럼이다. <Not Diagnosed 

but Worried>나 <DCIS> 포럼 같은 아직 위험하다고 보기 힘든 단계의 사용자들이

활동하는 포럼과, 이미 국지적 처치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3기 혹은 4기 환자들이 활

동하는 포럼에 사용자가 많다. 그런데 저위험 상태의 사용자들이 모이는 포럼의 경

우에는, 사용자는 많지만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지표에서는(클러스터링 계수, 상호성

등) 약세를 보인다. 여기에서의 활동 패턴이 게시글을 읽거나 쓰는 것에 초점이 맞춰

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용자들이 정보 획득을 위해 활동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

다. 반면 고위험 상태의 사용자들이 모이는 포럼에는 사용자가 많은 것에 더해 매우

많은 댓글이 달린다. 상호성 지표와 클러스터링 계수는 댓글을 통한 양방향 관계나

소집단이 적잖이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위험 상태에서는 소통 및 교류

가 게시판 활용의 주요 목적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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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우선

고위험 상태의 사용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에 비해 정보 획득의 동기는 낮은

반면 소통 및 교류의 동기는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고위험 상태의 환자들은

이미 의료 전문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굳이 온라인

환자 포럼에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

과 인간 관계이다. 게다가 전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실제

로 많은 연구들이 온라인 환자 포럼을 통한 소통과 교류가 불안을 제어하고 극복하

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반면 저위험 상태의 사용자들은 정보 획득 동기

가 높다. 이들은 아직 의료 전문가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포럼에서의 활동이 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다른 사용자와 교류할 필요는 없으므로, 상호 작용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는 낮

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우선 기존 이론에서 지

적해 온 두 가지 활동이 무작위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특성과

게시판(포럼)의 성격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려준다. 이제까지 온라인

포럼에 주목한 연구들이 놓쳤던 지점을 전체 게시글 데이터를 통해 실증한 이 결과

는, 동일한 온라인 환자 포럼이라 해서 그 안에 하나의 일관된 담론이 존재하는 것

은 아님을, 이질적인 논의와 소통 구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두 번째로 본

결과는 환자 사이의 네트워크의 작동 여부 자체가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일

종의 변수(variable)임을 확인시켜준다. 네트워크 혹은 연결망의 작동은 늘 일어나는

현상이나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네트워크의 형성과 작동이 촉발되

는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 본 연구가 밝힌 유방암 환자 포럼의 경우

에는 위험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이 환자의 동기와 욕망을 결정하고, 그것

이 네트워크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역시, 네트워크 외부의

요소에 의존적으로 작동한다는 말이다. 

본 연구는 유방암 온라인 환자 포럼에서 작동하는 비공식 지식 구조의 특성과 그

영향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탐구 과정에서 위에서 제시한 발견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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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참조가 된다. 저위험 상태에서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들이 주로 활동하

는 공간의 지식 구조와 고위험 상태에서 소통 및 교류를 목적으로 한 사용자들이 주

로 활동하는 공간의 지식 구조는 같을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비공식 지식 구조는 공

식적 지식 구조가 대중화 된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아주 어려운 전문적 정보를 배

제하고,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정보가 공유되고 유통되는 양상으로 논의가 구성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후자의 경우 공식적 지식과 질적 차이를 지닌 독특한 비공

식 지식 구조가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특정 정보에 대한

집합적 해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특정한 정서나 사회적 의미가 개

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통 및 교류가 활발한 공간에서는, 동일한 전문 정보가 주

제라 해도, 그것과 관련된 환자의 삶의 경험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

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 지식 구조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강조점이나 의미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전 분석은 유방암 비공식 지식 구조의

탐구에서 온라인 환자 포럼의 다면적인 성격을 고려해야 함을, 나아가 어떤 결정에

상이한 형태의 비공식 지식 구조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 

2. 유방 재건술 결정과 비공식 지식 구조

1) 유방 재건술과 사회적 의미망

앞선 절에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비공식적인 논의의 성격과 양상이 다를 수 있음

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유방암 포럼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공식

적 지식이 사람들의 건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

들의 건강 행동 전반을 탐구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강

행동 전반이 비공식적 지식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구체적인 치

료의 경우,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비공식적 지식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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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목숨이 달린 일을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이 건네는 조언이

나 경험담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본 연구는 유방 재건술(Breast Reconstruction) 결정이라는 건강 행동에 주목하고, 

유방암 포럼에 존재하는 비공식 지식 구조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데

집중한다. 유방 재건술을 택한 것은, 앞서 말했듯 그것이 유방암 치료에서 매우 중요

한 역할과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의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이루어지

는 처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방 재건술과 관련된 결정은 비공식 지식 구조

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애초에 유방 재건술이 생존율과 같은 생의학적 관심사를 위

한 처치가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처치이기 때문이다.(Harcourt 

& Rumsey, 2001)

유방의 절제는 역사적으로 유방암의 치료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수단이었다. 홀스

테드(William Stewart Halsted)가 근치적 절제술(radical mastectomy)를 도입한 이후, 

다양한 수술 기법이 고안되었다. 1980년대 근치적 절제술은 큰 효용이 없음이 증명

된 이후, 침윤 여부나 종양 크기에 따라 유방을 최대한 보존한 채 종양을 제거하는

이른바 유방보존술 혹은 부분절제술(Lumpectomy)의 다양한 기법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건 환자의 유방에 크고 작은 타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를 통

해 암을 치료할 수 있지만, 환자는 다른 종류의 불편함을 얻게 된다. 유방은 단순한

신체의 부위가 아니라, 여성성을 상징하는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방의 소실

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악영향을 미쳐, 가까이는 부부 관계부터 멀게는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크고 작은 절제술 이후 유방을

재건하는 시술이 일찍부터 시도되었다. 유방 재건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

나는 실리콘 같은 외부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 자신의 신체

조직을 활용한 재건술이다.(노동영, 2013) 최근 BRCA 돌연 변이 검사 등에 근거해 증

상이 있기도 전에 예방적으로 유방을 절제하는(Prophylactic Mastectomy) 사례가 생

기면서 유방 재건술은 더욱 필수적인 처치로 부각되고 있다.(Bresser et al., 2006)

많은 의사들이 재건술을 권유하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재건술을 받는다.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사실 유방 재건술은 부작용이 없는 시술이 아니다. 자기 조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을 떼어온 신체 부위가 약해지며, 외부 보형물이 삽입될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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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반응이 생길 수 있다. 애초에 추가적인 수술을 견뎌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몸에 부

담이다. 콘스탄트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조사한 대상 중 50%에 달하는 환자가

합병증이나 불편함 혹은 불만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의 사람들은 재건술

을 받는 것에 만족한다. (Contant, Wersch, Wiggers, Wai, & Geel, 2000) 앞서 언급한

예방적 적출술 이후에 재건술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브레서 등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이 된 환자 중 60%에 달하는 환자들이 시술에 만족한다. 오히려 너

무 큰 기대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아무리 정교한 재건술이라 해도, 복

원된 유방이 원래 자신의 신체 부위와 동일한 느낌을 줄 수는 없다. 성 관계를 포함

한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활동을 과거와 완전히 동일하게 수행할 수는 없다는 말이

다. 그런데 유방 재건술의 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가질 경우 실망이 커진

다.(Bresser et al., 2006)

유방 재건술이 생의학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큰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유방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실감케 한다. 유방 재건술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유방 재건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만회할 만한 관계적/사회적 이익이 존재하는

것을 반증한다. 많은 경우 유방 재건술에 대한 불만이 ‘큰 기대’에서 온다는 점은 시

술의 목적이 매우 명백하게 사회적임을 드러낸다. 이런 현상이 사람들이 유방 재건

술을 통해 기존에 자신이 가졌던 사회적 관계(부부 관계, 친구 관계 등)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유방 재건술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존재한다는 점이다. 

유방 재건술을 받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핸델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합병증에

대한 염려나 악영향을 예상할 수록,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할수록 유방 재건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Handel, Silverstein, Waisman, & Waisman, 1990) 그런데 사실

합병증과 악영향 예상 정도 같은 요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명한 요인이다. 합

병증이 예상되는데 처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눈에 띄는 원인은 ‘유방 적출술

이 일어날 시점의 연령’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유방 재건술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 ‘나이’가 유방 재건술을 받는데 부정적 요인이 되는 것일까? 연령이 유방 재건술

을 받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Walton, 

Ommen, & Audisio, 2011) 노인층이 유방 재건술을 거부할 뿐 아니라, 의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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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노인층에게는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Alderman et al., 2011)

그런데 연령이 유방 재건술을 시도하지 못할 생물학적 이유인 것은 아니다. 만약

연령이 높을수록 체력이나 회복력 문제로 수술을 버틸 수 없다면, 유방 재건술 같은

추가적 시술을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은 노인층에서 수술 합

병증이 발생하는 정도가 젊은 층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Walton 

et al., 2011) 만약 연령을 근거로 수술이 실패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 여긴다

면, 그것은 잘못된 의학적 판단이라는 말이다. 이는 연령이 높은 층에서 유방 재건술

을 받지 않는 현상에 모종의 사회적 이유와 집단적 태도가 개입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만약 노인층에서 유방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가 젊은 층보

다 덜하다면, 혹은 유방이 존재해야만 원활하게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갈망

이 낮다면, 나아가 이런 태도와 판단을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비공식적 지식 구조나

담론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연령이 궁극적이며 필연적

인 원인이 아니라, 연령과 동반되는 특정한 사회적 태도가 현상을 만들어내는 요인

이라는 말이다. 나아가 만약 이런 사회적 태도 혹은 요소가 나이가 어린 환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 역시 유방 재건 수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유방 재건술은 심리적, 사회적 이익을 위한 처치이다.(Harcourt & Rumsey, 

2001) 부작용이나 합병증에도 불구하고 관찰되는 높은 만족도와 사람들이 재건술에

대해 가지는 큰 기대가 유방 재건술이 가지는 이런 특징을 잘 보여준다. 유방 재건

술을 결심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심리적 요소가 작동

한다. 유방 재건술 거부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이다. 그런데 연

령이 유방 재건술을 할 수 없는 생물학적 이유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참조

하면, 연령에 동반되는 신체적 특징이 유방 재건술을 거부하게 만드는 궁극적 요인

이라기보다, 연령과 동반되는 사회적 태도와 집합적 담론이 유방 재건술 결정에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유방 재건술에 비공식적 지식 구조가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방 재건술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물학적 필

요나 제한 사항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을, 나아가 사회를 보는 ‘관점’과 ‘태도’에

관련된 문제라면, 비전문가 사이에 조성되는 비공식 지식 구조야 말로 여기에 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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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방암 온라인 환자 포럼에서 유방 재건술에 호의적

인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지식 구조와 유방 재건술과 거리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지식 구조가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

의 포럼 안에 다양한 활동과 논의 구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유방 재건술 결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지식

구조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식 구조의 어떤 특징이 유방 재건술

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2) 유방 재건술과 관련된 비공식 지식 구조 접근 전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방 재건술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지식 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가? 연구 대상인 community.breastcancer.org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접근이다. 이 포럼은 굉장히 많은 주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사용자들 중 유방 재건술에 호의적인 사람과

유방 재건술에 거리를 두려는 사람을 구분하고, 이들이 주로 노출되는 지식 구조를

분리하여 포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의 사용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의료 이력과 태도를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것도 입력하

지 않아도 포럼을 사용할 수 있다. 애초에 정확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다.62

대안적이지만 효과적인 전략으로, 특정 포럼 활동에 근거해 사용자를 구분하고 해

당 사용자들이 작성했거나 노출된 게시글을 따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식이 존재한

다.63 본 연구는 이를 채택하여 활용한다. community.breastcancer.org에는 유방 재건

                                      
62 정확히 말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자신의 처치 이력 및 진단 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그

래서 여기에 기대어 확실한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3 이런 방식의 접근은 본 연구가 처음이 아니다. 예를 들어 드 쵸드허리 등은 미국의 Red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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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관련된, 하지만 상반된 포럼이 존재한다. <Breast Reconstruction>과 <Living 

Without Breast Reconstruction>이 그것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의 경우 유

방 재건술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포럼이다. 반면 후자는 의식적

으로 유방 재건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다. 

이 두 상이한 포럼의 사용자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전자에서

활동하는 사용자는 유방 재건술에 호의적이고 실제로 처치를 받았거나 받을 용의가

있는 사람들인 반면 후자에서 활동하는 사용자는 적어도 유방 재건술에 회의를 품거

나 받지 않을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개의 핵심 연구 대상 포럼에 글을 작성한 아이디를 식별하였다. 해

당 포럼에 글을 작성한 사용자는, 댓글만 작성한 사용자에 비해 매우 적극적인 사용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은 서로 겹친다. 두 포럼 모두에 글을 작성한

사용자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런 사용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사용자가 어

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혹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Breast Reconstruction> 포럼에 글을 작성한 아이디 집합을 C, <Living Without 

Breast Reconstruction> 포럼에 글을 작성한 아이디 집합을 D라고 한다면, 유방 재건

술에 호의적인 관심을 가진 사용자 집합은 C-D로, 유방 재건술을 의식적으로 피하려

고 하는 아이디 집합을 D-C로 정의한다. 둘의 규모 차이는 큰 편이다. C-D, 유방 재

건술에 호의적인 관심을 지닌 아이디는 총 4298개이며, D-C, 즉 유방 재건술을 회피

하려는 의지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아이디는 451개이다. 

이 아이디 집합으로 식별되는 사용자가 노출된 혹은 생산한 지식 구조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별개의 게시글 집합을 구성한다. 편의상 유방 재건술에 호의적

                                                                                                                 

게시판의 구분에 근거하여, 자살 연상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요소를 포착하려 시도한다. 

Reddit 역시 여러 개의 포럼으로 구성된 사이트인데, ‘정신 질환’ 포럼에서 활동하던 사용자

중, 계속 해당 게시판에 머무는 사용자와 ‘자살 고민’ 게시판으로 넘어가는 사용자를 분리할

수 있다. 이 둘이 노출되는 혹은 작성하는 글의 차이를 확인하면, 자살 고민이나 연상에 영향

을 미치는 언어적 요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De Choudhury, Kiciman, Dredze, 

Coppersmith, & Kumar, 2016) 본 연구는 이런 방식의 접근을 차용하여 유방암 온라인 환자

포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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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C-D 아이디 집합을 A집단이라고, 반대의 집단을 B집단이라고 하자.64 전체 13만

개 가량의 게시글에서 A 집단이 작성한 게시글을 식별할 수 있다. B집단이 작성한

게시글 역시 마찬가지이다. 각 게시글들은 각 집단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

공식 지식 구조에 접근하는 자료가 된다. 왜냐하면 이 게시글들은 각 집단의 사용자

들이 친화성을 느끼거나 관심을 지닌 정보 혹은 지식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알려

주기 때문이다. 비전문가인 사용자들은, 자신이 관심있는 정보나 관심 사안에 근거하

여 게시글을 작성한다. 그렇기에 이 게시글들은 각 집단의 사용자들을 관통하고 있

는 특정한 태도나 관점, 본 연구의 용어로 하면 비공식 지식 구조의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서 집합으로부터 공통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면, 이는 비공식 지

식 구조의 측정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한 가지 작업을 추가하였다. 각 게시글 집합에서, 관심 아이디를

구분해 낸 <Breast Reconstruction> 포럼과 <Living Without Breast Reconstruction>

에 존재하는 게시글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비공식적 지식 구조가 유방 재

건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방 재건술을 결정하기

전에 혹은 그것과 상관없는 맥락에서 어떤 지식 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 파악할 필

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방 재건술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결심을 굳힌 상태

에서 작성된 글이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글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아이디를 식별하기 위해 활용한 두 개의 핵심 포럼은 제외하였다. 이런 방식의 자료

구축은, 유방 재건술이 일차적으로 급한 치료가 일단락 된 뒤에 결정을 내리는 처치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방재건술이 일어나기 전에 각 사용자들에게 상당 부분 영향

을 미쳤던 지식 구조를 추적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닌다. 즉, 간접적이나마 인과관계

를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유방 재건술에 호의적이라고 판단하는 아이디가 작성한 게시글

집합과 유방 재건술과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고 판단하는 아이디가 작성한 게시글 집

합을 분리한다. 각 게시글 집합은 유방 재건술 관심 집단과 유방 재건술을 피하려는

                                      

64 향후 이 각각의 집단을 자주 언급할 것이다. 편의 상 A 집단을 유방 재건술 관심 집단, B 

집단을 유방 재건술 무관심 집단이라고 칭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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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지식 구조를 추적하는 자료가 된다. 기본적인 전처리

를 마친 유방 재건술 관심 집단이 작성한 게시글은 20257개이며, 유방 재건술 무관

심 집단이 작성한 게시글은 3668개이다. 총 23925개의 게시글이 기본 분석 대상이

되며, 분석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전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구축된 두 개의 게시글 집합에 크게 네 가지 접근 방법을 사용

해 접근한다. [사용자 댓글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델링], [정서 분석], [대명사 사용

패턴 분석]이 그것이다. 먼저 사용자 댓글 네트워크 분석은, 각 집단의 사람들이 이

런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소통하는지 측정한다. 다른 사용자들과 연결된

상태에서 여러 상호작용을 주고 받았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지식만을 흡수했을 수도 있다. 나아가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이나 패턴이

다를 수 있다. 2자 관계에 집중했을 수도 있고, 3자 이상의 다자 관계를 구성했을 수

도 있다. 이는 지식 구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보기는 힘들지만, 여타 다른

분석에서 나타나는 측정치를 해석하는데 주요한 참조점이 된다. 그것이 포럼 사용자

들이 어떤 종류의 (가상)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지 말해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토픽 모델링은 앞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게시글에 어떤 구조적 프레임이

존재하는지 측정한다. 어떤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어떤 개념과 연결해서 다

루는지 드러낸다. 이는 지식 구조를 측정하는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앞

서 공식적 지식 구조 분석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STM을 활용한 분석을 시도한다. 온

라인 포럼의 경우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기는 부적절하므로(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

아 시간축이 짧다), 해당 게시글이 어떤 집합에 속하는 사용자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를 주요 정보로 삼는다. 작성자의 소속이 토픽의 비중 변화와 구성 변화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각 집단에 존재하는 지식 구조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 

세 번째 정서 분석은, 각 집단의 사람들이 개입된 글이 현상을 어떤 정조로 설명

하는지 분석한다. 앞서 비공식 지식의 특징이 특정한 사실을 해석하면서 부가되는

정서와 태도에 있다고 했다. 이를 객관적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토픽

모델링에 더해 유방암 비공식 지식의 특징을 측정하는 주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토픽 모델링에서는 이런 정서를 포착하기가 다소 힘들다. 기본적으로 토픽 모델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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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확률이 부여된 단어를 포착하고 이를 해석하는 방식인데, 자연어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나 부사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출현 빈도가 적은 경

우가 많다.(Danner, Snowdon, & Friesen, 2001) 때문에 토픽 모델링으로는 잘 포착되

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 단어 사전에 기반한 정서 분석을 시도한다. 영

어의 경우 단어 별로 정서값을 기록한 사전이 다수 존재한다. 어떤 문서 집합에서

정서 점수가 부여된 단어의 출현을 식별하고, 그것에 점수를 부여한다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서적 색체를 띠는지, 그 정서는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모하메드(Saif M. Mohammad)가 고안한 NRC 사전을 주로 활용하였다. NRC 사전

이 단순히 긍정/부정 만을 구분하는 다른 사전과 달리, 신뢰, 공포, 슬픔, 분노 등 다

양한 감정값을 단어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

다. 게시글을 단어로 분해하고 사전을 적용하기 위해 R에서 활용할 수 있는 tidytext 

패키지(ver. 0.1.2)와 dplyr 패키지(ver. 0.5.0)를 활용하였다. 

네 번째 대명사 사용 패턴 분석은, 해당 게시글에서 어떤 대명사가 주로 사용되었

는지에 주목한다. 여러 연구자들이 자연어를 분석하면서, 대명사의 사용 방식이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65 대명사는 게시글이 누구의 입장에서 작성되었

는지, 나아가 누구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

인칭이 많이 사용될 경우, 이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용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

성이 크다. 반면 3인칭이 많이 사용될 때에는, 이는 제 3자가 제공한 정보, 이를테면

의료 전문가가 제공한 전문 정보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해당 게시글

에 존재하는 비공식 지식의 성격을 파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이

대명사 역시 일반 명사나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에 비해 사용빈도가 적어 토픽 모

델링으로는 포착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명사의 빈도를 종류별로 따로 세어보고 그

경향을 읽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네 가지 접근은 각 게시글 집합을 관통하는 비공식적 지식 구조의 다채로운 면

                                      
65 예를 들어 부시와 프리먼은 1인칭 단수 대명사 사용 증가에서 우울증의 징후를 본

다.(Bucci & Freedman, 1981) 스털만과 팬베이커는 시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자살한 시인이

1인칭 단수를 많이 썼음을 확인한다.(Stirman & Pennebak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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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유방 재건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지식 구조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재건술 관심 유저와 재건술 무관심 유저의 비공식 지식 구조

1) 사용자 댓글 네트워크의 차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건술에 관심을 가진 포럼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

지는 비공식 지식 구조와 재건술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포럼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

친다고 여겨지는 비공식 지식 구조는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 우선 사

용자 댓글 네트워크 분석 결과부터 살펴보자.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자료 구성 방법이 다른 세 가지 분석과 조금 다르다. 네트

워크라는 현상 자체가 게시글보다 댓글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 분석의 목적은 각

집단에 속하는 아이디들이 상호작용하는 정도와 패턴을 보기 위함인데, 해당 아이디

가 작성한 게시글과 거기에 포함된 댓글만 봐서는 네트워크 지형이 절반만 포착된다.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형태의 연결망만 포착되고, 거꾸로 해당 집단의 사용자

들이 다른 사용자의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조성되는 연결망은 포착할 수 없

다. 이는 상호성 지표나 클러스터링 계수 등, 상호작용 패턴을 측정하는 지표를 왜곡

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 방향성이 존재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는, 

community.breastcancer.org에 구성된 전체 댓글 네트워크에서, 각 집단을 구성하는

사용자의 에고 네트워크(ego network)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했다. 예를

들어 유방 재건술에 호의적인 사용자로 분류된 아이디가 있다면, 해당 아이디를 향

해 링크를 뻗어온 노드와(즉 해당 아이디가 작성한 게시글에 댓글을 단 타 사용자) 

해당 아이디가 링크를 뻗어나간 노드(즉 해당 아이디가 댓글을 단 게시글을 작성한

타 사용자)를 포함하여 각 사용자 집단의 댓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쉽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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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과 ‘직접’ 연결된 노드만을 선택하여 각 집단의 댓글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는

말이다. 이는 전체 네트워크의 부분 집합이나, 각 집단의 상호작용 양상을 추적하는

데 가장 적합한 형태의 네트워크이다. 66

이렇게 구축된 댓글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지식 구조를 살펴보기

에 앞서 각 분석이 제시할 여러 정보를 해석할 맥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앞서 살

펴본 것처럼, 사용자들은 특정한 조건에서는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온라인 포럼을

사용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소통과 교류>를 위해 온라인 포럼을 사용한다. <소통

과 교류>를 목적으로 할 때에도, 그 패턴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유사한

초점이나 대상을 다루더라도, 이런 상이한 상황에서 지식 구조가 만들어내는 영향은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분석은 유방암 재건술을 둘러싼 두 집단의 사용

자 네트워크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개의 네트워크에서 1) 노드 숫자(관심 집단

사용자 숫자 + 관심 집단과 댓글로 연결된 다른 사용자 숫자), 2) 링크 숫자(사용자

간 관계의 숫자), 3) 노드 개수와 링크 개수의 비율, 4) 링크 웨이트 평균(평균적으로

한 사용자가 다른 한 사용자에게 단 댓글의 개수), 5) 링크 웨이트 표준 편차, 6) 밀도

(density), 7) 클러스터링 계수(clustering coefficient), 8) 상호성(reciprocity)을 추출하였

다.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66 12번 각주에서 설명했듯이, 댓글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7년 7월에 새로 수집되

었다. 재건술 관심 아이디와 무관심 아이디 역시 댓글 네트워크 분석에 적용한 자료는 새로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한다. 추출요령은 동일하나 (재건술 관심 아이디 = <Breast 

Reconstruction> 포럼에 글 작성 아이디 - <Living Without Breast Reconstruction>에 글 작성

아이디 / 재건술 무관심 아이디 반대), 새로 수집한 데이터에서 다시 추출하였다. 댓글 네트

워크에 적용된 재건술 관심 아이디는 4400개이며, 재건술 무관심 아이디는 463개이다. 데이

터 수집 시점이 4개월 이후라는 점 등 때문에, 아이디 개수가 약간 늘어났다. 댓글 네트워크

이외의 나머지 분석은 기존 자료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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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사용자 집단 별 주요 네트워크 지표

Network Index
유방 재건술 관심 사용

자 댓글 에고 네트워크

유방 재건술 무관심 사용

자 댓글 에고 네트워크

Node num 38170 16318

Link num 274883 53733

Link num / Node num 7.20154 3.29286

Mean weight 4.04686 4.940502

SD weight 26.103 56.629

Density 0.0001886753 0.0002018059

Clustering Coefficient 0.04382289 0.01505873

Reciprocity 0.0901911 0.1210802

각 집단의 댓글 에고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둘은 뚜렷이 대비되는 특징을 지닌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방 재건술 관심 사용자들의 댓글 에고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3자 관계를 구축하며, 상호작용 자체가 좀 더 활발하다. 반면 유방 재건술

무관심 사용자들의 댓글 에고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2자 관계에 치우쳐 있으며, 관

심 사용자 집단에 비해 상호작용이 덜 활발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클러스터링 계수, 상호성 지표 그리고 노드 개수와 링크

개수의 비율이다. 나머지 지표의 차이는 관심집단의 규모 차이에서 오는 자연적 차

이이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우선 노드 개수와 링크 개수의 비

율을 보면, 재건술 관심 집단이 두 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용자들이 보다 더 다양한 다른 사용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즉 다양한 사용자들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고 있다는 뜻이다. 링크의 평

균 웨이트는 유사한데 노드에 비해 링크 개수가 많은 것은, 유방 재건술 관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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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보다 다양한 사람과 댓글을 주고 받으면서도 개별 관계의 강

도가 무관심 집단에 비해 크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클러스터링

계수와 상호성 지표는, 앞서 간단히 설명했던 것처럼, 각각 3자 관계와 2자 관계의

비중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클러스터링 계수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삼각형 관계

의 비중을 나타내고, 상호성 지표는 전체 링크에서 서로 링크를 주고 받은 관계의

비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건술 관심 집단의 경우, 클러스터링 계수가 무

관심 집단의 3배에 가깝다. 절대적인 값은 낮은 편이지만67, 상대적으로는 더 많은 3

자 관계를 갖고 있는 셈이다. 반면 상호성 지표는 무관심 집단에서 약간 더 높은 편

이다. 이는 두 집단의 상호작용 패턴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유방 재건술 관

심 집단은 3자 관계 형태의 상호작용이 보다 많고, 무관심 집단은 양자 관계에 집중

하는 경향이 약간 더 많다는 말이다. 

요컨대 두 집단은 상호작용의 양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패턴에서도 차이를 나타낸

다. 이는 사회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짐멜이 잘 지적하듯이, 3자 관계와 2자

관계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3자 관계에서부터 비로소 ‘공동체’ 혹은 ‘사회’

의 구성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자 관계에서는 한쪽의 의사

에 따라 언제든 관계가 단절될 수 있지만, 3자 관계는 그렇지 않다. 때문에 해당 관

계로부터의 받는 영향이 더 크다. 관계의 다채로움 역시 3자 관계가 더 다양하다. 2

자 관계에는 친구와 적 같은 간명한 관계만이 존재하지만, 3자 관계에는 친구의 친구, 

친구의 적, 적의 적과 같은 다양한 관계가 존재한다. 3자 관계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관계가 좀 더 공동체나 사회의 형태에 가깝고 각 노드가 그로부터 받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크고 다양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유방 재건술 관심 집단은 무관

심 집단에 비해 상호작용 수준이 높고, 더 공동체에 가까운 형상을 가지고 있다. 

                                      
67 이는 에고 네트워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3자 관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모든

노드가 자유롭게 링크를 뻗거나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추출한 댓글 네트워크는 오

직 특정 사용자 집단만이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앞서 설명한 설명한 기준으로 식별

된 유방 재건술 관련 아이디 이외의 아이디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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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술 관심 여부에 따른 집단 구분을 활용한 STM 분석 결과

두 관심 집단의 상호작용에 양적 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채 나머지

세 가지 분석 결과를 검토하자. 먼저 토픽 모델링의 결과를 보자. 앞서 공식적 지식

을 분석했을 때처럼 STM을 적용하였다. 토픽은 20개를 추출하였으며,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가 어떤 집단에 속하냐에 따라 토픽 비중과 구성이 달라지도록 설정하였다. 

직접 분석에 활용된 게시글은 재건술에 관심을 지닌 사용자가 작성한 20188개의 글

과 재건술에 무관심한 혹은 거리를 두려고 시도하는 사용자가 작성한 3660개의 글

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게시글의 숫자보다 적다. 왜냐하면 토픽 모델에

필요한 전처리로 불용어(stopword / 관사, 전치사, 조사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

는 단어)와 저빈도 단어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단어가

사라진 게시글이 존재할 경우, 해당 게시글은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앞선 분석처럼, 토픽 별 상위 확률 단어 20개와 상위 비중 문서 5개에 기반해 토

픽별로 해석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분량 상 상위 7개 단어만 제시한

다. 

표 11 재건술 관심 혹은 무관심 사용자 작성 게시글 STM 기본 결과

토픽 1 상위 단어 ilci, reconstructionth, radsmi, radiationmi, lumpetomi, cmstage, pectorali 

토픽 1 해석 결과 수술 경과, 경험에 대한 토픽

토픽 2 상위 단어 windi, babe, dine, bday, drift, upheav, freshman

토픽 2 해석 결과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의 정신 건강 관리 상담 및 경험 공유(애완견 등

의 주제가 많이 등장)

토픽 3 상위 단어 cea, vertebra, lvef, ctpet, vertebr, ca-, liveri 

토픽 3 해석 결과 골전이 중심으로 한 전이 검사 주제

토픽 4 상위 단어 coinsur, incom, paycheck, wage, welfar, secur, ohip 

토픽 4 해석 결과 의료비 중심으로 한 의료 정책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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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5 상위 단어 vestibular, pricei, affinitor, parathyroid, claritin, genistein, altern 

토픽 5 해석 결과 유방암의 각종 합병증 및 관련 치료 약물

토픽 6 상위 단어 fame, eggplant, golden, esther, jesus, butter, flour 

토픽 6 해석 결과 생존 신고, 축하 유도

토픽 7 상위 단어 bleach, henna, ointment, shaver, krill, condition, stove 

토픽 7 해석 결과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잡아주는 보완의료법 탈모와 관련된

것들이 많음

토픽 8 상위 단어 seidman, interlimb, kennedi, receptor-neg, georgetown, landmark, 

netherland 

토픽 8 해석 결과 새로운 임상실험 결과 등, 의학 뉴스 공유 토픽

토픽 9 상위 단어 tubul, fibroadenomatoid, mammaprint, histolog, herneu, cribriform, her 

토픽 9 해석 결과 pathology report에 기반한 각종 상담

토픽 10 상위 단어 prilosec, femarai, crampi, gaini, flashesi, drugi, gabapentin 

토픽 10 해석 결과 호르몬 처치 경험 및 경과 공유 토픽

토픽 11 상위 단어 poem, scarf, scarv, jerri, lyric, centuri, compazin 

토픽 11 해석 결과 투병 생활을 위로해주는 시, 노래 공유

토픽 12 상위 단어 fiberfil, flexitouch, lyphedema, cuff, knuckl, reabsorb, trunk 

토픽 12 해석 결과 림프 제거에 따른 림프 부종 관련

토픽 13 상위 단어 great-aunt, gail, counselor, longev, uninform, breastcanc, matern 

토픽 13 해석 결과 암과 가족과 관련된 것들(BRCA 여기에 포함)

토픽 14 상위 단어 gemcitabin, carpel, campbel, resveratrol, assay, harbor, aromatas 

토픽 14 해석 결과 종양 세포 기작을 중심으로 항암제 등 전문 정보

토픽 15 상위 단어 rna, er慣 , sabni, brodi, growth-inhibit, metformin, quantit 

토픽 15 해석 결과 실험적 성과 공유.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많음

토픽 16 상위 단어 folic, dessert, avocado, smoothi, pinkwash, lapatinib, usda 

토픽 16 해석 결과 암과 관련된 건강한 식생활

토픽 17 상위 단어 logo, tutori, spam, log, notif, louisiana, fumi 

토픽 17 해석 결과 유저들에 의한 활동 제안, 기부 행사 등 사회적 행사

토픽 18 상위 단어 doneth, ultrasoundth, ultrasound-guid, metaplasia, nipplei, us-guid, 

fibroglandular 

토픽 18 해석 결과 선별 검사(초음파, 맘모그램, 자가진단) 절차 논의, 결과 공유 및 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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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19 상위 단어 overse, faq, richmond, sway, microsoft, mrsa, tricar 

토픽 19 해석 결과 유저 간 사회적 주제 문답 / 국가간 의료 체계 차이나 미국 의료 체계

토픽 20 상위 단어 know, dont, wonder, anyon, info, somewher, just 

토픽 20 해석 결과 불확실 정보에 대한 문의와 상담

게시글에서 추출된 20개의 토픽은 연구 논문에서 추출된 토픽과 뚜렷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사회적, 정책적 주제가 많다. 4번(의료 정책 및 보험), 19번

(국가 간 의료 체계 차이, 미국 의료 체계)이 그것이다. 환자의 질병 경험과 교류에서

파생하는 독특한 토픽도 존재한다. 2번(정신 건강 관리 경험 및 상담), 6번(생존 신고, 

축하), 17번(활동 제안, 기부 등), 20번(불확실 정보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이 그것이다. 

이들은 그 자체로 온라인 환자 포럼에서 일어나는 환자 교류 활동을 증명한다. 나아

가 전문적 정보와 관련된 논의들도, 환자의 구체적 경험이나 사회적 관계와 결합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3번 토픽에서는 BRCA 돌연변이가 주요하게

다뤄지지만, 공식적 지식처럼 세포 단위의 대상들과 함께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체

적 친지와 가족을 가리키는 단어와 함께 다룬다. 이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그 안에서의 묘한 긴장을 게시글이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수의 전문

정보가 유통되지만, 이렇게 구체적 경험과 결합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 역시 온라인

환자 포럼이 지닌 주요한 특징이다. 

게시글의 작성자가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유방 재건술 관심 집단 VS 유방 재건술

무관심 집단)에 따라 이 토픽들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자. 앞에서 서

술했듯이, 이 결과는 이런 방식으로 비중 차이를 가정해야만 자료로 삼은 문서 집합

이 여러 확률 분포로부터(단어 확률 분포, 토픽 확률 분포) 생산될(generate) 가능성

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아래의 결과는 일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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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재건술 관심 여부에 따른 토픽 비중 차이

작성자 집합에 따른 토픽 비중 변화는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을 드러낸다. 왼쪽

에 나타나고 있는, 재건술에 관심을 지닌 유저에서 출현 비중이 큰 토픽은 대부분

비-생물학적 정보를 담은 토픽이다. 이들은 사회 관계나 생활 정보 혹은 국가 의료

체계 등 다양한 초점을 지닌다. 다른 유저와 문답 과정에서 작성된 게시글에서 추출

된 토픽도 눈에 띈다. 반면 재건술 무관심 사용자가 쓴 글에서 출현 비중이 큰 토픽

은 대부분 생물학적 기관, 조직, 세포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그것과 관련된 전문 정

보를 다루는 토픽들이다. 

이런 경향은 집단 별로 비중 차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토픽 5개를 꼽아보면

더욱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재건술 관심 사용자 집단이 작성한 게시글일 경우 비

중이 크다고 나오는 상위 5개 토픽은 7번, 9번, 17번, 19번 20번이며, 재건술 무관심

사용자 집단이 작성한 게시글일 경우 비중이 상승한다고 나오는 상위 5개 토픽은 3

번, 5번, 6번, 10번, 12번이다. 각 토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해석과 상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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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단어를 추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2 재건술 관심 사용자 게시글 우세 토픽 Top5

재건술 관심 유저 우세 토픽

(Top 5)

토픽 구성 상위 확률 단어

7.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

작용을 잡아주는 보완의료법

탈모와 관련된 것들이 많음

bleach, henna, ointment, shaver, krill, condition, stove, razor, 

vinegar, abras, hydrocortison, silvaden, smelli, antibacteri, trim, glue, 

rash, crown, braid, spice

9. pathology report를 보고

상담 요청하는 글에서 추출

tubul, fibroadenomatoid, mammaprint, histolog, herneu, cribriform, 

her, -neu, equivoc, lymphovascular, nottingham, nuclei, mitot, 

micropapillari, specimen, nuclear, neg, papillari, well-differenti, 

oncotyp

17. 유저들에 의한 활동 제안, 

기부 행사 등 사회적 행사

logo, tutori, spam, log, notif, louisiana, fumi, donat, convict, click, 

photo, tee, duplic, timtam, spammer, weiss, url, ipad, pms, tribut

19. 유저들 간의 문답 / 국가

간 의료 체계 차이나 미국 의

료 체계가 주요 주제

overse, faq, richmond, sway, microsoft, mrsa, tricar, mda, lividalso, 

appreciar, requiredmi, alesta, insuranceand, recommendthank, 

apooint, plansth, comedi, eartha, vancouv, quest

20. 불확실 정보에 대한 문의

와 상담

know, dont, wonder, anyon, info, somewher, just, thank, ladi, want, 

read, seem, realli, someon, thing, hey, everyon, curious, hear, think

표 13 재건술 무관심 사용자 게시글 우세 토픽 Top5

재건술 무관심 유저 우세 토

픽 (Top 5)
토픽 구성 상위 확률 단어

3. 골전이 중심으로 한 전이

검사 주제

cea, vertebra, lvef, ctpet, vertebr, ca-, liveri, rbc, taxolherceptin, 

xelodai, metsit, tykerb, xeloda, skull, bone, aredia, avastin, scanth, 

bonescan, met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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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방암의 각종 합병증 및

관련 치료 약물

vestibular(전정 기관), pricei, affinitor(노바티스에서 나온 약물 이름. 

항암 효과), parathyroid(부갑상샘), Claritin(항생제), genistein(이소플라

본 화합물. 에스트로겐 억제), altern, walmart, aromasini(항에스트로

겐 제), refil, -label, suscept, script, Wellbutrin(항우울제), 

hypothyroid(감상선 기능 저하), lupus, osteonecrosis(골괴사), dual, 

availabl, phlebotomist(사혈 전문 의사)

6. 생존 신고, 축하 유도

fame, eggplant, golden, esther, jesus, butter, flour, snack, symphoni, 

goodh, amen, momenti, heidi, lord, lopsid, andrew, pbs, sweet, fart, 

cake

10. 호르몬 처치 경험 및 경

과

prilosec, femarai, crampi, gaini, flashesi, drugi, gabapentin, arimidex, 

zoladex, tamaxifen, vomit, taper, lasix, dexa, dizzi, tamoxifenit, 

bleedingi, migrain, supress, effectsbut

12. 림프 제거에 따른 림프

부종 관련

fiberfil, flexitouch, lyphedema, cuff, knuckl, reabsorb, trunk, 

therapisti, puffi, dumbbel, sleeveless, spanx, altitud, lycra, armmi, 

tank, lemi, massag, lebe, intercost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유방 재건술에 관심을 지닌 유저들이 작성한 글에서

강세를 보이는 토픽은 9번 토픽을 제외하면 모두 질병의 생물학적 특징 이외의 측면

을 다룬다. 각종 사회 및 정책적 측면은 물론이고, 치료 과정의 부작용을 생활에서

이겨내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등장한다. 반면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유방 재

건술과 거리를 두려는 유저들이 작성한 글에서 강세를 보이는 토픽은 6번 토픽을 제

외하면 모두 생물학적 정보를 담고 있다. 비전문가는 독해가 어려울 정도인데, 이해

를 돕기 위해 5번 토픽만 한글로 간단히 번역해 놓았다. 이를 살펴보면, 조직이나 약

물 혹은 내분비계의 여러 물질이 주요 단어로 등장한다. 무관심 유저 우세 토픽만

놓고 보면, 공식적 연구 문서에서 나왔다 해도 어색하지 않을 토픽 들이 출현한다. 

이 결과를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방 재건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지식은 질병의 사회적 측면이나 질병 경험에

서 파생하는 여러 정보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유방 재건술에 무관심한 집단이

작성한 글에서 추출한 지식 구조에는 소위 생의학적 정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는 앞서 확인한 각 집단 사용자 댓글 에고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와 함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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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했을 때 흥미로운 지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유방 재건술에 관심을 지닌 집

단은 타 사용자와 공동체 혹은 사회를 이루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작성된 글들, 즉 유방 재건술에 관심을 지닌 집단을 관

통하고 있는 비공식 지식 구조가 표현된 문서는 역시 유방암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

고 있다. 이로부터 유방 재건술 관심 집단은 포럼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유방

암으로부터 유발되는 다양한 측면을 함께 논의하고 의논하는 방식으로 포럼을 활용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유방 재건술에 무관심한 집단은 타 사용자와 상

호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2자 관계 중심으로 관계가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작성된 글, 즉 유방 재건술 무관심 집단을 관통하는 비공

식 지식 구조가 표현된 문서는 공식적 지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물학적 전문 정보

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이로부터, 유방 재건술 무관심 집단은 한정된 사람과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 대명사 사용 패턴 분석

앞서 밝혔듯, 자연어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 대명사 사용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대명사는 글의 화자가 누구인지, 나아가 누구의 입장에서

나오는 서사를 중요한 정보로 인지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털

만과 펜베이커는, 유명 시인들의 시를 분석하며, 자살한 시인들이 1인칭 단수 대명사

를 많이 쓰고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적게 쓴다는 점을 확인했다.(Stirman & 

Pennebaker, 2001) 이로부터 자살한 시인들이 자신을 떠올릴 때 다른 집단이나 타인

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형상을 상상하는 경향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1인칭 대명사의 잦은 사용과 우울증이나 정신 장애를 연결하는 연구 사례

가 적잖은 편이다. (Bucci & Freedman, 1981; De Choudhury et al., 2016)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게시글은 정해진 양식에 따른 글이 아니라 자유롭게 작

성된 글이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작성자가 원하는 대로 화자를 설정하고 대



212

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대명사 사용 패턴은 작성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

는 비공식 지식 구조의 또다른 표현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명사 자체가 다른 단

어에 비해 사용 빈도가 높지 않기에, 토픽 모델링으로는 대명사 사용 패턴을 포착하

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명사의 종류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각 집단이 작성한 게시글에서 각 대명사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하려 시도했다. 전체 글에서 사용된 대명사를 1인칭 단수 대명사(I, my, me, mine), 2

인칭 대명사(you, your, yours), 3인칭 단수 대명사(he, his, him, she, her, hers), 1인칭

복수 대명사(we, us, our, ours), 3인칭 복수 대명사(they, their, theirs)로 나누어 각 글

별로 이 다섯 종류의 대명사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확인하였다. 

양 집단에 속하는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글 중, 대명사가 하나라도 등장한 게시글

은 총 22999개이다. 이 중 유방 재건술 관심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 19473개, 무관심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 3526개이다. 각 게시글 별로 다섯 종류의 대명사 각각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등장하였는지 확인하였다. 개별 글에서 사용된 대명사 총 수에서 각

집단이 어느 정도 비율로 등장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런 방식을 쓴 까닭은, 게시글

의 길이가 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 출현 빈도를 측정해서는 정보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각 게시글에 다섯 종류의 대명사가 전체 대명사 사용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등장하는지 측정하고, 이 비율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 집

단 간 평균 차이 검정(T-Test)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4 각 집단 사용자 게시글에서 대명사 평균 비율

first.mean second.mean third.mean firstplural.mean thirdplural.mean

No_Reconstruct 70.5482% 10.9089% 8.7717% 3.8680% 5.9032%

Reconstruct 73.0287% 10.2768% 7.2499% 3.8536% 5.5910%

t.test p-value 0.0000012 0.07668 8.877E-07 0.9433 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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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각 집단 사용자 게시글에서 대명사 평균 비율

<표 14>와 <그림 4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방 재건술에 관심을 지닌 사용자

가 작성한 게시글에서 재건술에 무관심한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비해 통계적 유

의미성을 가지고 더 많이 등장한 대명사는 1인칭 단수 대명사이다. 거꾸로 무관심

집단 게시글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더 많이 등장한 대명사는 3인칭 단수 대

명사이다. 이런 결과는 유방 재건술 관심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자주 자기

자신을 화자로 삼는 반면, 유방 재건술 무관심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제 3자

를 화자로 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에서 우선 유방 재건술 관심 사용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가 처한

고유한 사회적 관계를, 즉 질병에서 기인하는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토픽 모델과 네트워크 분석에서 확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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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유방 재건술 관심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타 유저와의 상호관계가 폭넓고 활

발하며, 질병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지식 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질병

의 비 생물학적 부분, 즉 그것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신의 정서에 미

치는 영향은 자기의 입장에서 서술되어야 자연스럽다. 이것이 대명사 사용 패턴에

반영된 것이다. 

나아가 유방 재건술 무관심 사용자들은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제 3자가 생산한 정

보나 지식을 공유하고 알리는 목적의 글을 좀 더 많이 작성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전문 정보는 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술된다. 의사든, 연구원이

든, 아니면 친구에게서 들은 내용이든, 그것은 3인칭의 누군가의 입장에서 서술된다. 

앞서 토픽 모델링 결과에서 재건술 무관심 집단을 관통하는 지식 구조는 생의학적

프레임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정보가 3인칭 대명사를 사용

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 점이 대명사 사용 패턴에 반영된 것이다. 

종합해 볼 때, 대명사 사용 패턴은 토픽 모델링과 댓글 네트워크 분석과 함께 각

집단이 매우 상이한 지식 구조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재건술 관심 집단

이 노출된 지식 구조는 질병의 사회적 의미와 해석, 그것이 지닌 정서적 측면을 상

대적으로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이는 타 사용자와의 보다 강도 높은 상호작용의 결

과이기도 하며, 그것을 만들어내는 원인이기도 하다. 반면 재건술 무관심 집단이 노

출된 지식 구조는 공식적 지식 구조에 못지 않게 생의학적 프레임이 강하다. 상대적

으로 질병 경험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내용은 비중이 덜하다. 

4) 게시글 정서 분석

정서 분석은 이제까지 추적한 각 집단의 지식 구조가 어떤 정서적 색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앞서 말했듯, 어떤 질병과 그와 관련된 경험에 대한 지식

에 어떤 정서적 색체가 묻어 있는 가는 지식 구조와 그 영향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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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여러 정보에 동반되는 정서는 정보가 다루는 대상에 대한 특정한 태도와 몰

입을 이끌어낸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정서 단어 역시 주요한 명사나 동사보다

출현빈도가 낮을 수 밖에 없기에, 토픽 모델링으로는 포착이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 기반 접근을 사용하여, 재건술 관심 집단을 관통하는 지식 구조의 정서적 요소

와 재건술 무관심 집단을 관통하는 지식 구조의 정서적 요소를 따로 확인한다. 

분석은 기본적으로 모하메드(Saif M. Mohammad)가 고안한 NRC 사전을 활용한다. 

NRC 사전은 분노(anger), 예견(anticipation), 혐오(disgust), 공포(fear), 기쁨( joy), 부정

(negative), 긍정(positive), 슬픔(sadness), 놀람(surprise), 신뢰(trust) 총 10개 카테고리

로 감정을 분류하고, 해당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단어를 총 13901개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게시글이 이 10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단어를 몇 개나 포함하는지

조사한다. 그리고 그것이 해당 게시글을 구성하는 전체 단어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 차지하는지 분석한다. 이는 해당 게시글이 해당 카테고리 감정에 대해 가지는 점

수가 될 수 있다.68 개별 게시글마다 10개 감정에 대한 점수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

리고, 이 감정 점수가 작성자의 재건술 관심 여부에 근거하여 분류된 게시글 집합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기본적인 데이터

클리닝을 마친 이후, 분석에 활용된 게시글은 총 23925개인데, 재건술 관심 아이디

가 작성자인 20257개의 게시글과 재건술 무관심 아이디가 작성자인 3668개의 게시

글이 합쳐진 것이다. 

표 15 NRC 사전에 근거한 게시글 감정 분석

No_Reconstruct Reconstruct
T.Test 

p-value

anger.score 0.807% 0.867% 0.00346

                                      
68 사전에 한 가지 변형을 가했음을 밝혀둔다. NRC 사전은 cancer라는 단어에 총 5개의 감정

을 부여하고 있다. (anger, disgust, fear, negative, sadness) 일반적 맥락에서 이는 타당하나, 이

게시글은 모두 암에 대한 게시글이기에, 이는 오히려 결과를 왜곡한다. 이 때문에 cancer는

사전에서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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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ipation.score 2.270% 2.272% 0.9593

disgust.score 0.646% 0.677% 0.1275

fear.score 2.024% 2.061% 0.3244

joy.score 1.598% 1.506% 0.01391

negative.score 2.831% 2.851% 0.6256

positive.score 3.523% 3.443% 0.112

sadness.score 1.674% 1.692% 0.5875

surprise.score 0.905% 0.855% 0.05839

trust.score 2.226% 2.152% 0.0531

그림 44 NRC 사전에 근거한 게시글 감정 분석

<표 15>는 위에서 설명한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숫자는 각 카테고리에 해

당하는 단어가 평균적으로 한 게시글 당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집단 별

로 나누어 표현한 것이다.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감정은 분노

(anger)와 기쁨( joy)이다. 분노는 재건술 관심 유저들이 작성한 글에서 평균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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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고, 기쁨은 재건술 무관심 유저들이 작성한 글에서 평균적으

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다.69

하지만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사전 기반 분석은, 간단한 대신 정

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통상적으로 특정 카테고리의 정서를 나타낸다고 여겨지

는 단어도, 문서 집단의 성격과 맥락에 따라 그런 정서를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후속 분석이 필요하

다.

우선 분노와 기쁨 점수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엉뚱한 단어가 해당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점수를 상승시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사용자 집단이 작성한 게시글에서 분노 점수를

구성하는 상위 단어가 무엇인지 볼 것이다. 분노라는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단어는

NRC 사전에서 1246개이다. 이들은 모두 골고루 등장하지 않는다. 특정 문서 집합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이 해당 문서 집합의 분노 점수를

구성한다. 이를 살펴보면, 왜 해당 게시글 집합에서 특정 카테고리의 감정 점수가 높

게 나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집단 별로 분노로 구별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상위 10개 단어를 추출하였다. 

두 번째로, 사전에서 특정 카테고리의 감정을 상징한다고 분리된 단어들이 다른

어떤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들은 분노 혹은 기쁨의 대상이 무엇인

지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해당 단어가 정말 그것에 부여된 정서를 표

현하는 방식으로 기능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 분석은 이를 위해, 각 게시글 집단

에 상위 10개 감정 단어들과 같은 문장에 등장한 단어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이 중

동시 출현 횟수가 상위 150위 이내인 단어들을 가지고 간단한 단어 네트워크를 구성

                                      
69 나머지 정서 카테고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재미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인 정서인 기쁨, 긍정, 신뢰 등은 무관심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경

향을 보이고, 부정적인 정서인 혐오, 공포, 부정, 슬픔 등은 모두 재건술 관심 집단에서 평균

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으므로 적극적으

로 해석하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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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각화 하였다. 시각화를 위해 R에서 활용 가능한 ggraph 패키지(ver. 1.0.0)를

활용하였다. 링크의 너비는 웨이트를 나타내며, 시각화 레이아웃은 Fruchterman and 

Reingold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그림 45 재건술 관심 집단 분노 감정 구성 상위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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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재건술 관심 집단의 분노 단어와 문장 수준에서 연결된 단어들의 네트워크

먼저 분노 감정 점수부터 살펴보자. 위의 결과는 재건술 관심 집단의 분노 점수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을 보여준다. 우선 재건술 관심 집단 게시글에서 자주 출현한, 분

노로 분류된 상위 10개 단어는 feeling, bad, disease, hot, crazy, hate, scar, fear, hurt, 

loss이다. 이들은 대부분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과 동시에 출현한 단어를 보면, 이들이 쓰인 맥락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대부분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조치에 대한 감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loss와 연결된 hair, weight 등은, 치료 과정에서 탈모나 체중 감소가 일어

나고 있음을 지적하는 문장에서 등장한 것이며, 이는 충분히 분노라는 감정으로 분

류될 만하다. 요컨대 상위 단어와 그와 연결된 단어를 고려해 봤을 때, 재건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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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작성한 게시글에서 분노 점수의 원인이 된 것은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

정적 정서들 때문이다. 이는 분노 카테고리로 구분될 만한 정서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사전에 기반한 분노 점수는 어느 정도 타당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

다. 

다음은 재건술 무관심 집단의 분석 결과이다. 

그림 47 재건술 무관심 집단 분노 감정 구성 상위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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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재건술 무관심 집단의 분노 단어와 문장 수준에서 연결된 단어들의 네트워크

재건술 무관심 집단에서 자주 출현한, 분노로 분류된 상위 10개 단어는 bad, 

feeling, hurt, disease, hot, remove, scar, money, hate, shot이다. 이들 역시 대부분 치

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과 동시에 출현한 단

어 역시 재건술 관심 집단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다만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

은 money라는 단어인데, 이는 대부분 의료비 지급 절차나 액수에 대한 불만에서

추출된 것이다.70 이 역시 분노라는 감정으로 묶을 수 있다. 종합해보면 재건술 무관

                                      
70 혹자는 재건술 무관심 집단에서 money가 분노 상위 단어로 추출된 것으로부터, 무관심 집

단이 재건술에 무관심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닐지 의심할지도 모르겠다. 분명, 경제적

사항 또한 재건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 경제적 요인이 작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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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집단이 생산한 글에 대한 분노 점수 역시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집단에서 분노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단어와 그와 연결된 단어가 무엇인지 검토해

본 결과, 분노 점수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경험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나오는 단어들임

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약간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재건술 관심

집단이 이런 부정적 정서를 상대적으로 좀 더 표출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다음으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기쁨(joy)을 살펴보자. 이 역

시 사전 기반 접근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정서 점

수를 구성했고, 해당 단어와 문장 수준에서 연결된 단어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우선 재건술 관심 집단의 결과를 분해해보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것이 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첫째, 

money라는 단어는 유방 재건술의 맥락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그 게시판을 제거했

기 때문이다. 둘째, money라는 단어는 분노 카테고리로 분류된 단어 중 7번째로 많이 출현했

을 뿐, 전체 단어 빈도로 보면 여전히 매우 적은 횟수로 출현한다. 구체적으로 money라는 단

어는 재건술 관심 집단이 작성한 260개 글에 341회, 재건술 무관심 집단이 작성한 64개 글

에 91회 등장한다. 이는 전체 글이 23925개이고 등장 단어 숫자가 3403242개에 달함을 비추

어 볼 때 매우 적은 수준이다. 분노라는 정서 점수를 구성하는 단어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

자체가 내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매우 적은 빈도로 등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유방 재건술에 무관심 한 집단의 상당수가 고령자이고, 이들은 메

디케어의 수혜를 입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문제는 생각보다 영향이 적을 수 있다. 미

국에서 1998년 여성 건강과 암 권리 법안(Women’s Health and Cancer Rights Act)이 통과된

이후, 메디케어를 포함한 모든 보험이 유방 재건술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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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재건술 관심 집단 기쁨 감정 구성 상위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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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재건술 관심 집단의 기쁨 단어와 문장 수준에서 연결된 단어들의 네트워크

유방 재건술 관심 집단이 작성한 게시글에서 기쁨 감정 점수를 구성하는 상위 10

개 단어는 good, found, love, feeling, hope, pretty, kind, share, happy, friend이다. 그

런데 이는 언뜻 보면 기쁨을 측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이와 연결된 단어

를 살펴보면 결과의 타당성을 의심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Found와 함께 등장한

단어가 제일 다양한데, 이들은 대부분 치료와 관련된 해부학적 부분이나 증상을 가

리킨다. 그렇기에 이를 기쁨(joy)의 감정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분류가 아니다. 예를 들어 found와 연결된 mets(전이)나 calcification(석회

화)은 환자에게 그리 좋지 않은 결과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기쁨을 읽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Friend 등의 단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이 기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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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친구의 암 경험 등과 연결되어 있다. Friend와 가장 많이 연결

된 단어는 cancer이다. (총 124회) 요컨대, 기쁨 점수를 구성하는 단어와 그 단어의

핵심 연결 단어를 살펴봤을 때, 기쁨 점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측

정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는 유방 재건술 무관심 집단이 작성한 게시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51 재건술 무관심 집단 기쁨 감정 구성 상위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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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재건술 무관심 집단의 기쁨 단어와 문장 수준에서 연결된 단어들의 네트워크

유방 재건술 무관심 집단이 작성한 게시글에서 기쁨(joy) 점수를 구성한 상위 10개

단어의 구성과 그와 문장 수준에서 연결된 단어는 재건술 관심 집단의 결과와 대동

소이하다. Good, found, feeling, hope, love, pretty, kind, mother, share, happy, finally

가 상위 10개 단어로 포착되었다. 역시 found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과 연결된 단어는 대부분 치료와 관련된 단어이기에 기쁨으로 분류하기 적절하지 못

하다. Mother 같은 단어도 통상적인 맥락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연결된 단어를 검토해보면 그렇게 보기 힘들다. Mother와 가장 많

이 연결된 단어는 cancer(총 32회)이고 그 다음은 breast(총 22회)이다. 이는 유방암

가족력을 검토하는 맥락에서 출현했다고 짐작된다. 이 때문에 이런 단어들로 구성된

기쁨(joy) 점수가 타당하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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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측정이 개념적으로 타당한 동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는 정서는 ‘분노’(anger)라고 할 수 있다. 재건술 관심 유저들의 게시글에서 분노에

대한 표출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많다. 분노 점수를 구성하는 단어가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상실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표출 과정에서 출현하였음을 염두

에 두면, 재건술 관심 유저들의 게시글에서 질병 경험에서 오는 정서의 표출이 좀

더 잦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앞선 댓글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 대명

사 사용 패턴 분석의 결과와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재건술 관심 유저들의 게시글과

그것을 관통하는 여러 특성이 그러하듯, 사람들과 관계가 잦을수록,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록, 생물학적 측면이 아니라 그 외의 측면을 다룰수록 분노라는 정서를

표출할 기회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무관심 집단이 만들어낸 게시글들이

보이는 특성처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한정적이고 제 3자가 생산한 전문 정보에

초점을 둔다면 정서가 표출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4. 질병의 생물학적 정보에 대한 집중과 미시 권력 작동

유방 재건술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지식 구조를 네 가지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

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특성은 모두 상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되었다. 

표 16 유방 재건술 관련 비공식 지식 구조 분석 결과 요약

재건술 관심 사용자 게시글

(+댓글 / 네트워크 분석)

재건술 무관심 사용자 게시글

(+댓글 / 네트워크 분석)

소통 패턴 및 정도

측정(댓글 네트워크

분석): 누구와 어떻

타 사용자와 상대적으로 교류

정도 높음. 교류는 3자 관계

이상의 다면적 관계에서 일어

타 사용자와 상대적으로 교류

정도 낮음. 교류는 주로 2자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음.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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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야기하면서 지

식이 만들어지는가?

나고 있음. 포럼에서 소규모

공동체 및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작용 패턴 단순. 사용자들이

개별화되어 있거나 단순한 관

계 속에 존재

핵심 대상과 개념 연

결망 측정(토픽 모델

링): 무엇을 다루는

가?

유방암에 대한 생물학적 정보

뿐만 아니라, 질병 경험, 대인

관계, 사회 제도와 정책 등 상

대적으로 폭 넓은 대상과 주

제를 다루고 있음

유방암에 대한 전문 정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생의학적 대상 및 초점 다수

정서 점수 측정(사전

기반 정서 분석): 지

식에 어떤 정서가 스

며있는가?

사전 기반 분석의 결과, 게시

글에 존재하는 분노 감정 점

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음. 

통계적으로 유의미.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부정적 정서(공포 등)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음

사전 기반 분석의 결과, 게시

글에 존재하는 분노 감정 점

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음.

통계적으로 유의미.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긍정 정서(신뢰 등) 점수가 전

반적으로 약간 높음

주체 시점 측정(대명

사 사용 패턴 분석):

누구의 입장에서 만

들어진 지식인가?

1인칭 대명사 사용이 상대적

으로 더 많음 / 자신의 입장

에서 질병 경험과 사회적 관

계에 대한 논의 생산 맥락 큰

편

3인칭 대명사 사용이 상대적

으로 더 많음 / 전문가 입장

에서 생산된 질병에 대한 생

의학적 정보 유통 비중 큰 편

요컨대 유방 재건술 관심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지식 구조는 무관심 집단

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지식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제의 폭이 넓다. 그것은

생물학적 대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을 다룬다. 그 범위는 질병으로 인한 일상 경

험은 물론 사회적 제도나 타국의 의료 체제에까지 이른다. 이런 지식 구조의 특징은

온라인 환자 포럼에서의 활동 패턴은 물론 사용자 네트워크 특징과 맞물려 있다. 서

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재건술 관심 집단의 경우, 대명사

사용 패턴에서 드러났듯이, 자기 입장에서 질병 경험에 대해 서술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하다. 댓글 네트워크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라 다

면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소통과 교류이다. 이 과정에서 분노와 같은 정서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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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나는 경우도 약간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주목하는 초점이 다양

해질 수 있다. 많은 이들의 고유한 경험이 녹아들면,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의 관점에

서는 포착하지 못했던 질병의 여러 측면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거꾸로 재건술 관심

집단을 관통하는 지식 구조가 다양한 초점과 대상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사람과 소

통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정서적 방식으로 이야기하도록 이끌었을 수도 있다. 전문적

정보만을 공유한다면 굳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복잡한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논리로 재건술 무관심 집단의 지식 구조와 해당 사용자들의

관계 패턴 역시 서로 맞물려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집단이 노출된 지식 구조의 뚜렷한 차이로부터, 비공식 지식 구조가 유방 재건

술 결정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까닭은

여러 가지이다. 우선 사용자들이 노출된 차이나는 두 가지 지식 구조가 유방 재건술

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맥락에서, 많은 경우 유방 재건술 결정 이전에 작동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자료 구성에서 관심 사용자 층을 식별한 두 개의

핵심 포럼인 <Breast Reconstruction>과 <Living Without Breast Reconstruction>에

존재하는 게시글을 제거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추출한 지식 구조는

유방 재건술을 논의하는 맥락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영역에서 작동한다. 더불어 유방

재건술이 상대적으로 치료 후반부에 결정되는 사안임을 고려해볼 때, 이 지식 구조

는 상당 부분 유방 재건술 결정 이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71

두 번째로, 유방 재건술 결정이 매우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생물학적, 경

제적 요인이 다른 조치에 비해 영향을 적게 미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유방 재건

술을 반드시 해야 할 생물학적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 오히려 합병

증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

는 것은, 재건술의 기능이 사회적, 정신적 요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유

방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관점, 그로부터 파생하는 필요 때문에 재건술을 결심한다

                                      
71 물론, 재건술 이후에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전이 관리를 위한 화학항암요법이 대

표적이다. 하지만 증상인식, 진단, 초기 치료과정은 모두 재건술 이전에 고려되는 사항이고, 

해당 영역이 많은 포럼의 중심 주제임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측정한 비공식 지식 구조의 전

부는 아니라도 상당 부분이 재건술 이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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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이다. 재건술을 거부하는 결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

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높은 연령에서 특별히 부작용이 심하거나 실패 확률이 크기

때문이 아니다. 경제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998년 여성 건강과

암 권리 법안(Women’s Health and Cancer Rights Act)이 통과된 이후, 모든 보험이

의무적으로 유방 재건술을 보장하고 있다. 유방암 호발 연령층이 대부분 메디케어의

보장을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건술의 거부가 경제적 이유에서 나오는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정확히 말해, 경제적 요인이 작동하는 일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 볼 수는 없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질병

에 대한 해석과 상징 그리고 태도를 다루는 비공식 지식이 유방 재건술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왜 상대적으로 다양한 초점을 지닌 비공식 지식은 유방 재건술 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거꾸로 질병의 생물학적 측면에 집중하는 비공식 지식은 유방

재건술을 꺼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이는 생물학적 질병에만 주의가

집중될 경우 해당 질병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일상적 불편이 주요 관심 대상에서 제

거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방재건술은 생존 위협 때문에 시행되는 처치가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불편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어떤

지식 구조가 유방암을 다루면서 철저하게 생물학적 영역의 문제만을 대상으로 삼는

다면, 이를 통해 질병의 사회적 영향이나 심리적 타격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든다

면, 그런 지식 구조에 노출된 사람은 질병이 만들어내는 비-생물학적 불편함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억지로 그것에 둔감해 지려 하거나, 그것을 적극적으

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생물학적 질병에 집중된 지식이

유방 재건술이라는, 비-생물학적 목표를 향한 조치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면 사회적/일상적 불편에 대한 관심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다 초점 지식 구조

는 질병이 환자의 사회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게 만든다. 이는

토픽 모델링 결과에서는 물론 나머지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다 초점 지식

구조라는 특징을 보이는 게시글에는 1인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등장한다. 사용자

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분노’라는 감정이 유방재건술 관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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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게시글에서 좀 더 자주 표출되는 결과는, 그것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다소 의

아한 결과이나, 해당 사용자들이 유방암이 만들어내는 일상적/사회적 효과에 주목하

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다 초점 지식 구조가 행위자로 하여금

사회적 삶에서 만들어내는 불편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서를 표출하게 만든

것이다. 분노 단어와 연결된 단어를 뽑아 봤을 때, hair(두발)-loss(손실)가 등장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상징적이다. 이런 불편과 불만을 많이 느끼고 그것에 주목할수록,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자연히 강해진다. 질병의 생물학적 측면만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심리적 효과에 주목하는 비공식 지식이 유방 재건술에 좀 더 호

의적인 태도를 유도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는 의료 지식이 질환보다 질병에 지나치게 집중할 때 발생하는 독특한 통제 효

과를 증명한다. 앞서 말했듯, 질병(disease)은 신체의 생물학적 변화를, 질환(illness)은

그를 통한 환자의 주관적이며 사회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의료적 현상

에 대한 지식 구조가 질병의 생물학적 특징에만 주목한다면, 이를 통해 해당 질병이

만들어내는 일상적이며 사회적인 효과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앗아간다면 어떤 효과

가 발생할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것은 질환, 즉 질병의 주관적 경험 영역

에 존재하는 환자의 불만이나 불편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어, 불만이나 요구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도록 만

든다는 말이다. 

이는 환자 및 인구 관리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환자의 불만과 불편, 그것에 기

반한 사회적 저항이나 요구는 많은 부분 생물학적 영역보다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심

리적 사회적 효과에 기인한다. 생물학적 변화와 불편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크지만, 

그로 인한 일상의 변화나 질병에 대한 집합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불편은 여러 노력

을 통해 개선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 지식이 질병의 생물학적 측면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낼 뿐 그 구체적인 경험 과정인 질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면, 사람들이 질병의 구체적 경험 과정에 존재하는 여러 불편에 대해 주목하지 않도

록 유도함으로써, 추가적인 노력이나 요구를 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마치 유방암의

생물학적 측면에 집중하는 지식이 그것에 노출된 사람으로 하여금 유방 재건술이라

는, 사회적 관계를 향한 적극적 움직임에 무감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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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의료 지식이 미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

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푸코를 포함한 많은 논자들이 지식이 권력과 구분될 수 없음

을 지적한다.(Foucault, 1980) 지식은 한 사람이 인지하고 욕망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히 권력이라 부르지 않고 ‘미시 권력’(Micro Power)이라 따로 지

칭하는 까닭은, 그것의 작동 양상이 전통적인 권력 개념의 설명과 확연히 다르기 때

문이다. 통상 권력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상대의 욕망을 억누르고 나의 의도를 달

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는데, 지식은 사람이 애초에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욕

망을 가질지 규정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누군가의 욕망과 선호를 억누르

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 욕망을 유도함으로써 결과를 끌어낸다. (Clegg, 

Courpasson, & Phillips, 2006; Lukes, 2005)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의 충돌이 없기에 권

력 작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권력 작

동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욕망과 선호의 구성은 특정한 행위자나

조직에 의해 의도적으로 좌우되기보다, 지식을 포함한 여러 미시적 배치와 제도를

통해 일어난다. ‘미시 권력’이라는 용어는 이런 특징에서 기인한다.(Foucault, Senellart, 

Ewald, & Fontana, 2007)

의료 지식은 다양한 차원의 미시 권력을 작동시킨다. 3장에서 설명한, 분자적 대상

에 주목함으로써 인구 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그쪽으로 정부 정책을 유도하는 현상

역시 미시 권력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장의 분석 결과는 유방암 환자의 질환 경험

을 소홀히 다루고 유방암이라는 질병의 생물학적 정보에 주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미시 권력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72 유방재건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72 덧붙이자면, 유방암 포럼에서 추출한 비공식 지식 구조에 한정된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앞선 3장에서 살펴본 유방암 공식 지식 구조의 분석은, 국가 민간 할 것 없이 공식적 연구가

거의 모두 질병의 생물학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표 2>에 나타난 공식 연구의

토픽 모델링 결과가 대표적인데, 유방암에 기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계 변화를 다루는 19

번 토픽을 제외하면, 모든 토픽이 유방암의 생물학적 특징에 관심을 기울인다. 유방암에 의한

고통이 생물학적 변화에만 기대어 있지 않음에 비추어보면, 이는 기이한 연구의 편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할 수는 없었지만, 공식 연구가 질환에 비해 질병에 압도적인

주목을 보이는 현상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존재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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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비공식 지식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는 것은 지식 구조를 통한 미시

권력 작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네트워크와 프레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한

다. 프레임과 네트워크 두 개념 모두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때 개인의 속성에 근거

한 모델을 넘어서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탐

구된 적은 드물다. 심리학을 중심으로 수 많은 프레임 효과가 실증되었고 사회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는 경

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4장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 둘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구조적 프레임, 나아가 그 프레임들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집합을 이룬 구조물이라

할 수 있는 지식 구조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의 지적

활동이 교류되면서 집합적으로 만들어진다. 지식이라는 일종의 심층 구조를 한 개인

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마치 1960년대의 구조주의자들

이 주장하던 것처럼 초 역사적이며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Dosse, 1998). 철학자 질 들뢰즈가 칸트가 주장하는 인식의 초월론적(transcendental, 

경험 이전에 존재하며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 주로 ‘선험적’이라고 번역) 틀이 경험

에 의해 변화하고 요동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도, 그래서 초월론적 경험론

(transcendental empiricism)을 제안하는 것도 정확히 이런 맥락이다.(Deleuze, 2004)

기든스가 지적하듯, 구조는 행위자를 제약하기도 하지만 행위자에 의해 구성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렇게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는 실천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지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특정한 네트워크의 성질이 특정한 프레임을 유도해

낸다. 앞서 유방암 비공식적 지식에서, 3자 이상의 다면적 관계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용자 집단에서 보다 다양한 주제와 초점을 지닌 지식이 출현하는 양상을 살펴보았

다. 한 사람이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네트워크의 성질이 독특한 집합적인 지적

활동을 이끌어내고, 그것이 다시 독특한 프레임과 지식 구조로 이어진 것이다. 그렇

기에 현재 사람들의 인식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프레임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그

것의 발생과 탄생을 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포함한 여러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 

거꾸로 네트워크 역시 프레임에 의해 제약 받는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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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되는 프레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 프레임이 있다. 앞서 생물학적 대상에 집중

한 유방암 비공식 지식 구조에 영향 받은 사용자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가 2자 관계

중심이고 한정적임을 살펴보았다. 이는 직관적으로 자명한 사항인데, 전문 정보를 공

유하는 네트워크는 다면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뢰할 만한 사람과 한

정적인 관계만을 맺어도 충분하다. 거꾸로 질병의 다양한 경험과 해석에 대한 지식

은 좀 더 복잡한 네트워크의 형성을 자극한다. 네트워크의 패턴 만이 아니다. 아예

네트워크 창출을 제약하는 프레임도 존재할 수 있다. 성병에 대한 통상적인 프레임

은 성병을 도덕적 해이와 연결한다. 이런 프레임은 성병 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며, 그렇기에 네트워크 역시 제한된다. 요컨대 프레임 역시 네트워크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프레임과 네트워크가 서로 맞물려서 형성되는 양상을 살펴야 인간의 행동

을 개인의 속성에만 기대지 않고 구조적 요인에 근거하여 제대로 설명하고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가 1장에서 이론적 도식을 설정할 때, 행위자-지식 네트워크와 구조

적 프레임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정한 것은 이런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

는 유방 재건술 결정을 의료 지식의 미시 권력 효과를 통해 설명할 뿐 아니라, 프레

임과 네트워크가 맞물려서 검토되어야 보다 정확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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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 연구는 유방암 지식 구조가 어떤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고, 사람

들의 건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 지식

구조와 비공식적 지식 구조를 구분하여 탐구하였다. 유방암 건강 행동은 기본적인

예방과 치료는 물론, 유방암으로 인해 변화한 사회 관계와 심리 상태를 회복하기 위

한 활동을 포괄한다. 건강 행동이 이토록 폭넓은 영역의 활동이기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구조도 다양한 수준에 존재한다. 두 가지 상이한 자료에 기반한 분석이

시도된 것은 그 때문이다. 공식적 지식 구조의 경우에는 지식 구조가 형성된 메커니

즘에 좀 더 집중하였고, 비공식적 지식 구조는 그것이 건강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 집중하였다. 각각의 지식 구조에서 해당 영역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탐구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핵심적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로, 의료 지식이 질환(illness)이 아닌 질병(disease)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질병

의 구체적 경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비-생물학적 불만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

닌다. 주로 본문 4장에서 이 내용을 다루었다. 4장에서는 온라인 환자 포럼으로부터

추출한 비공식적 지식 구조가 유방 재건술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했다. 유방암에 대한 생물학적 정보 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기인하는 환자의 질병

경험과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초점과 대상을 다루는 비공식적 지식은 유방 재건술

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유도했다. 반면 전문가가 만들어낸 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정보가 주요 대상인 비공식 지식은 유방 재건술을 멀리하게 만들었다. 이는 질병의

생물학적 정보에 대한 배타적 주의 집중이 질병의 구체적 경험인 질환 영역에서의

불만과 불편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옴을

보여준다. 이는 의료 지식이 작동시키는 미시 권력의 좋은 사례다. 어느 한 개인이나

조직이 의식적으로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집합적으로 형성된 유방암 의료 지식의

특징은 암 관련자들의 욕망과 시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건강 행동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 비록 유방 재건술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확인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의료 지식이 질환이 아닌 질병에 집중하고 있는 주류적 연구 경향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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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함의가 크다. 

두 번째로, 질병(disease)에 대한 의료 지식 역시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방식으로

생산되지 않는다. 대신 지식 생산에 개입하고 있는 집단의 이해와 목표에 따라 탐구

단위와 대상이 변화한다. 본 연구는 이를 본문 3장에서 펀드가 공식적 지식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증명하였다. 미국 정부 펀드를 받은 유방암 연구들은

‘탈-개체적 프레임’이라 부를 수 있는 다수의 프레임을 유도한다. 그것은 환자 개인

이라는 단위 대신 다른 단위의 대상에 집중한다. 세포 소기관이나 내분비계 물질처

럼 분자적 단위로 측정가능한 미세한 대상에 집중하거나, 아예 개인보다 상위 수준

에 존재하는 인구에 집중한다. 본 연구는 이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인구 관리 경향과

‘분자적 관리 기술’ 도입이 종합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분자적 관리 기술은 분자적

수준의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1) 개체의 특수성을 넘어 인구 전체에 적용 가능한 앎

을 확보하고 (2) 전체 인구 중에서 핵심적으로 자원을 투여할 부분을 포착하여 인구

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는 암 의료비 관리 등, 국가가 당면한 여

러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다. 그런데 이것이 근대 국가가 탄생 시점부터 보유해

온 인구 관리 경향과 결합하여 ‘탈-개체적 프레임’을 유도한 것이다. 반면 민간 펀드

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연구들은 ‘환자 중심 프레임’이라 부를 수 있는 프레임들을 보

유한다.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은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닌다. 이를 위해 환자와

가치 창출에 유리한 처치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물질이나 처치가 환자 개

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려고 시도하는 것은, 화학항암요법에 대한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심지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민간 영역이라도, 환자 치료로 이어지는 실용적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은 공

유하기에, ‘환자 중심 프레임’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 지식이 여러 의미에서 권력 현상임을 보여준다. 우선 의료

지식의 장은 상이한 사회적 세력이 각자의 이해와 목표에 따라 다양한 초점을 제시

하며 경쟁하는 공간이다. 유방암을 어떤 단위에 집중하여 탐구하느냐는 의료 실천

양상과 직결된 문제다. 예를 들어 ‘예방을 우선할 것인가 치료를 우선할 것인가’, ‘예

방 중에서도 1차 예방에 집중할 것인가 2차 예방에 집중할 것인가’와 같은 주요한

문제가 탐구 단위 결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말이다. 여러 집단은 각자가 중요



237

하게 여기는 의료 실천 양상에 따라 탐구 단위를 설정하고 의료 지식을 생산하며, 

경우에 따라 타 조직과 의료 지식 생산 영역에서 경쟁하고 각축한다. 

더불어 의료 지식은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고 무엇을 열망할지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수준의 의료지식은 사람들이 건강 영역에서 비용과 편익을 판단할 때 무엇을

이익과 위협으로 여겨야 할지 알려준다. 특정한 의료 지식은 다양한 위험 요인 중

어느 하나를 부각하거나 거꾸로 특정한 요소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 특

정한 의료 지식이 역시 특정한 행동과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의료

지식의 이러한 영향은 의료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는 물론이고 비전문가인 환자와 대

중에게까지 이르며, 질병 영역의 사회적 불만을 억제하는 것에서부터 특정한 정책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관찰된다. 요컨대, 의료 지식의 형성과

작동 모두에서 권력 작동을 목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방법론적,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식 구조라는 구조적 요소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측정하고 추적하려 한 시도

이다. 인간의 인지를 지배하는 구조적 요인은 이제껏 수많은 이론가들에 의해 다양

한 명칭으로 불려왔다. 망탈리테, 에피스테메, 지식, 담론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를

탐구하기 위한 재현 가능하고 과학적인 방법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본 연구는 지

식 구조의 표현물이라 할 수 있는 자연어 자료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네트워크

분석, 라소 회귀 분석, 사전 기반 정서 분석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지식 구조

의 객관적 측정을 시도하였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것은, 하나의 분석 기법 만으로

는 지식 구조라는 구조적 대상의 성질을 온전히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토픽 모델링은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 출현 빈도 이면의 잠재 변수인 단어 확률

분포를 추론함으로써 지식 구조의 일면을 포착하지만, 개념 연결망이라는 지식 구조

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

석을 도입하는 식이다. 이런 다면적 분석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는 자연어

자료를 활용한 여러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시대로 진입한 이후 가

장 많이 늘어난 자료가 자연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의 언급과 소통이 모두

기록되어 저장되기 시작했다. 이를 활용해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의 인지 패턴과 그 이면의 구조인데, 이런 분석은 기초 학문은 물론 실제 정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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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 매우 넓다.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과학적 분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계학이나 데이터 처리 기술과는 아주 다른 종류의 추론과 기술이 필요하다. 라소

회귀 분석을 언급하면서 잠시 설명한, 변수의 종류가 사례수를 뛰어넘기 때문에 발

생하는 과적합(overfitting) 상황과 이를 뛰어넘는 일군의 통계적 기법 출현이 좋은

예다. 본 연구의 방법론적 시도는 앞으로 대량의 비 정형 자료에 기반해, 즉 빅 데이

터에 기반해 기존에 포착하지 못한 대상을 포착하려는 연구에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우선 본 연구는 질

병의 구체적인 경험인 질환만이 아니라 질병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이 존재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앞서 말했듯 통상적으로 질병은 객관적인 생물학적 대상이고

질환은 그것을 통한 주관적인 경험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여겨진다. 사회적 구성은

주로 질환에 대해서 연구되었다. 어떠한 질병에 대한 해석이나 구체적 경험 양상이

사회적인 영향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반면 질병의 경우, 소수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체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인지의 틀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인지의 틀이 사회적인 목표나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암이라는

현상에서 어떤 단위에 집중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암 관련 DNA, 암 세포, 암 환자, 

환자 집단 등) 비로소 실체가 측정되고 드러나는데, 국가와 민간이라는 서로 다른 목

표와 상황을 지닌 집단이 펀드를 통해 이 단위 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

기 때문이다. 

프레임과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포착한 것 역시 중요한 지점이다. 4장 말미에서

설명하였듯이, 둘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포착하는 두 가지 중

요한 개념이나,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비공식 지식 구조

의 연구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링 계수 등을 통해 확인한

사용자 관계의 다면성과 해당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지식 구조의 다

초점적 특징은 여러 모로 연결되어 있다. 프레임과 네트워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작

동 조건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간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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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 역시 분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한계는 본 연구가 다루는

독립변수인 <지식 구조>와 주요 종속변수 중 하나인 <건강 행동>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고, 그 사이에 매개 변수나 조절 변수로 존재하는 수많은 요인들, 예컨대 개

인의 <신념>, <의도> 등이 제대로 측정되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의 주요 목표가 지식 구조라는 구조적 변수를 측정하여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과

를 한정적인 수준에서 나마 확인하는 것이었다는 점과, 본 연구가 주요 데이터로 삼

은 자연어 자료에서는 개인 단위의 신념이나 의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

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가 다루는 변수 카테고리의 한정성이 자칫 본 연구의 기획을

기존의 여러 건강 행동 이론이 제시한 변수들을 지식 구조로 대체하려는 것처럼 보

이게 만들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1장에서 밝혔듯이, 지식 구조라는 구조적 변

수는 합리적 선택 이론 계열의 건강 행동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 계열의 건강 행동

이론의 한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의 신념과 의도는 물론 행위자 네트워크

가 형성되고 작동하는 배경이 된다는 말이다. 기존에 많이 다루어진 개인 수준의 핵

심적 변수를 측정할 수 있다면, 본 연구가 제안한 지식 구조 변수를 상위 수준의 변

수로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다수준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것

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그런 접근이 본 연구가 <그림 8>에서 제안한 이론 모형에 좀

더 잘 들어맞는 기획일 수도 있다. 다만 자료의 한계와 방법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

는 지식 구조를 측정하고 그것이 건강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권력 효과를 한정적인

방식으로 탐구하였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의 방법과 이론적 구도는 다양한 적용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우선 미

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유방암 지식 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각국의 의료 정책과 환

경은 조금씩 다르다. 당연히 지식의 생산을 통해 성취하려는 목표가 다를 수 있다. 

만약 다른 국가의 의료 지식 생산과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힘을 탐구한다면, 그리고

본 연구가 부분적이나마 밝혀낸 미국의 결과와 비교한다면,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의료 지식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의 작동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동일한 논리

로, 유방암이 아니라 다른 암을 둘러싼 현상 역시 본 연구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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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본 연구의 기획은 암과 같은 만성 질병이 아니라 감염병에도 적용될 수 있

다. 각종 급성 감염병은 지식 구조의 탐구와 측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큰

공포와 불안이 작동할 때, 사람들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보다 몇 가지 익숙

한 프레임과 인상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에볼라나 메르스 같은

최근에 많은 이들을 불안에 떨게 한 감염병과 그것이 만들어낸 대중적 행동이 이를

잘 보여준다. 본 연구의 구도는 향후 암을 넘어 감염병 영역에 적용될 풍부한 가능

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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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 construction of medical 

knowledge and health behavior: 

using topic modeling on abstracts of breast cancer 

research and posts from online breast cancer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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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tudies the social construction process of medical knowledge and 

its effects on health behaviors. Medical knowledge is an important structural 

variable which directs peoples’ attention and judgement in specific ways and 

interacts with networks between individuals. This research proposes that 

taking medical knowledge into account could complement previous research, 

which has generally focused on individual level variables and inter-individual 

level variables.

This research analyzes the formation and effects of breast cancer knowledge. 

Breast cancer is a suitable disease for analyzing its social formation and effects 

because of three reasons. First, people have a great interest in cancer 

knowledge. Second, breast cancer has the highest incidence rate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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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s and receives a lot of national attention. Third, the effects of breast 

cancer knowledge are broad and long-lasting due to the generally long duration 

of the disease. 

To analyze breast cancer knowledge, this research collected 48,448 abstracts 

of breast cancer research from 1975 to 2016 and about 140,000 posts from 

<community.breastcancer.org> which is a famous online breast cancer forum. 

The former is utilized for analyzing formal knowledge of breast cancer and the 

latter for analyzing informal knowledge. This research applies topic modeling as 

the main method, which is a useful method for measuring the knowledge 

existing underneath a collection of documents. Topic modeling nonetheless has 

its weaknesses. Thus, this research uses word network analysis and lasso 

regression to deal with the limitations of topic modeling.

This research uncovered two main findings. First, medical knowledge is 

socially constructed, at least in part. Not only the discussion of illnesses—that 

is,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patients—but also the discussion of diseases—

that is, biological change of the body in certain pathological ways—are socially 

constructed. This dissertation discovered that the focus unit of research 

changes depending on the interests of the social group funding the research. If 

research receives funds from government agencies, the focus units of research 

are likely to be micro objects like cancer cells and genes, which I call 

“molecular object”, or macro objects such as races and specific groups of 

patients. In contrast, if research receives funds from private organizations, the 

focus units of research are more likely to be breast cancer patients.

This phenomenon is due to different interests of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Governments have interest in managing population’s health and 

controlling medical expenses, which are important means of increasing the 

national budget and making a country more powerful. Paying atten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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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patient groups instead of individual patients is related to this tendency. 

Devoting attention to “molecular objects” is for 1) producing knowledge which 

can be applied to the population instead of special patients and 2) screening the 

population to identify risk groups and concentrate medical resources to those 

groups. By contrast,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patient groups, have interest in improving outcomes of cancer treatments in 

individual patients, because such improvements can lead to economic benefits 

or the fulfillment of humanitarian goals

Second, if medical knowledge concentrates excessively on biological aspects 

of disease, complaints and demands derived from concrete, lived experiences 

of the disease tend to become suppressed. This research identifies this 

phenomenon in the effects of different informal knowledges on individual 

decisions regarding breast reconstruction. In the online breast cancer forum, 

the users who are well disposed toward breast reconstruction are exposed to 

informal knowledge which has various focuses, including social relations, 

cancer experience and government policy. This knowledge is likely generated 

via the users’ communications with others about their experiences. In 

comparison, the users who are ill disposed toward breast reconstruction are 

exposed to informal knowledge which concentrates on biological aspects of 

breast cancer. These users tend to use the online patient forum to acquire 

professional information and have limited relations with other users.

Why does informal knowledge with various focuses induce a positive attitude 

toward a breast reconstruction and informal knowledge with a focus on 

biological aspects induce a negative attitude? Breast reconstruction is not for 

biological survival, but for social relations and psychological benefits. Informal 

knowledge which concentrates on biological aspects turns people’s attention 

away from demands in non-biological aspects of a breast cancer. In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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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l knowledge which has various focuses brings such demands to people’s 

minds. It is natural that the latter facilitates the decision to receive breast 

reconstruction, which is an active measure taken to cope with non-biological 

discomforts. Although result derives from an analysis limited to breast 

reconstruction, it has important implications considering that most formal 

medical knowledge concentrates on biological aspects of diseases.

This research shows that medical knowledge is related to social power. The 

interests of various social groups intervene in the formation of medical 

knowledge, which is generally viewed as the result of objective research. 

Occasionally, competition among various social groups are observed. In addition, 

medical knowledge guides people’s attention and judgement, and the networks 

between individuals into specific directions. This is not a traditional power 

phenomenon, but nonetheless an important power effect,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micro power.

The strategy of this research can be applied to other diseases, including 

infectious diseases. The method used in this research to approach knowledge 

structure by analyzing human natural languages can be a useful reference for 

other research efforts utilizing human natural languages, which are increasing 

rapidly lately.

Keywords : Medical knowledge, social construction, breast cancer, topic 

modeling, health behavior, micro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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