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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이 전 세계로부터 국가,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개년 간 우리나라 

삶의 질 수준은 OECD국가 중 하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덴마크, 스웨덴 등과 상반되는 결과로 성장위주

의 정책을 펼쳐 온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OECD 삶의 질 지수를 두고 사회 각계각층에 논란이 일고 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해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가운데, 필자는 환경복지를 대안

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복지는 국내에서 최초로 구상된 개념이기 때

문에 내부 환경을 잘 반영하며, 환경정책의 배분기능에 중점을 두어 수혜

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복지를 주제로 한 문헌을 질적 분석하여 공통 의

견을 추출하고 모형으로 재구성하는 탐색적 기법을 수행하였다. 관련 문헌

을 사전 분석하여 이해를 높이고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전 분석 결과, 환경복지 분야는 오랜 기간(1997~2016년) 연구되었음

에도 성과물이 출간된 때는 여덟 해에 불과하였다. 대선공약 및 신정부 환

경정책 패러다임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연구자 수와 문헌 수가 

급증하였다가 연구대상이 수혜대상별로 분화된 2014년부터 급감하였다.

연구주제는 크게 두 종류로, 사회복지에 환경생태학 개념을 도입하거나 환

경정책에 배분 기능을 강화한 경우이다. 전자는 사회복지학 전공자에 의

해, 후자는 환경학 전공자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다. 분석수준은 국가부터 

개인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었다.

환경복지에 대한 연관도 분석 및 동시출현단어 분석 결과 제공주체, 제

공방식, 수혜대상, 제공영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문헌 간 상

관관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문헌이 전체의 50%에 불과하였다. 이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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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구범위 및 대상의 다양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사 문헌끼리 묶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함으로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로 하였다.

주성분분석 및 군집분석을 통한 문헌 유형화 결과 환경복지 주제 및  

연구범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주성분분석으로부터는 환경복지 관리주체 

및 영역, 보편 및 선택적 복지를, 군집분석으로부터는 지역, 국가, 국제사

회 단위의 환경복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환경복지 정책 모형의 양 축으로 

활용하였다.

토픽모델링 및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환경복지 영역 도출, 환경복

지 정책 모형 수립을 하고자 하였다. 환경복지 영역으로는 환경불평등, 환

경인프라, 환경복지관리, 지속가능발전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앞선 결과들

을 조합하여 환경복지 모형을 생성하였다.

환경복지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동등한 환경수요를 전제하기에 환경

불평등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편적 복지의 형태를 띤다. 환경복지 관

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역할분담을 해야 하는 영역과 주도

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으로 구분된다. 환경인프라의 경우 쾌적한 지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 관리주체

가 되고, 지속가능발전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관리 및 국제사회협력이 필

요한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의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

리가 필요하다. 한편 환경복지관리의 경우 중앙정부는 환경권, 최저기준과 

같은 법․제도적 기반 제공 및 환경재 관리를, 지방정부는 환경질, 환경보

건, 환경안전을 점검하여 환경최저선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요어 : 환경복지, 정책 모형, 텍스트마이닝, 탐색적 연구

학 번 : 2010-22217



- iii -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3

제1절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한계와 대안으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3

제2절  환경과 복지 개념의 조합 ·························································4

제3절  환경복지 개념의 정립 ·······························································6

제4절  환경복지정책의 공급 주체 및 수혜 대상 ·····························9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12

제1절  연구문제 ·····················································································12

제2절  연구방법 ·····················································································17

제4장  연구결과 분석 ···························································24

제1절  분석대상 문헌의 사전분석 ·····················································24

제2절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환경복지 문헌 분석 ·····················29

1. 분석대상 문헌 전처리를 통한 단어 간 관계 분석 ·····························30



- iv -

2.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을 활용한 문헌 간 관계 분석 ························41

제3절  토픽모델링 및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한 환경복지 모형 수립 ··66

제5장 결론 및 제언 ·······························································80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함의 ·························································8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84

참고문헌 ···················································································86

부록 ···························································································91

[부록 1] 분석대상 문헌 상관관계표 ··················································91

[부록 2] 분석대상 문헌 간 거리 ························································92



- v -

표  목  차

<표 2-1> 사회복지와 환경복지의 공통점 및 차이점········································8

<표 3-1> 분석대상 논문 및 보고서······························································17

<표 4-1> 연구자별 환경복지 개념 정의(1997~2008년) ···································25

<표 4-2> 연구자별 환경복지 개념 정의(2012~2016년) ···································26

<표 4-3> 연구대상별 분석 수준(2012~2016년) ···············································27

<표 4-4> 텍스트마이닝 결과 추출된 보통명사(상위 100개) ·························32

<표 4-5> 상위 10개 단어 연관어 분석 결과(r≥0.6) ····································36

<표 4-6> 주요단어별 동시출현 단어(상위 10개) ··········································40

<표 4-7> 분석대상 문헌의 상관관계 분포: 기초통계량·································43

<표 4-8> 분석대상 문헌의 상관행렬 일부····················································46

<표 4-9> 분석대상 문헌의 고유벡터(일부) ····················································48

<표 4-10> 주성분분석 결과 요약··································································49

<표 4-11> 분석대상 문헌의 고유 벡터·························································51

<표 4-12> 분석대상 문헌의 주성분점수························································59

<표 4-13> 군집화 기법별 거리 정의·····························································61

<표 4-14> 네트워크 중심성 관련 지표 ························································67

<표 4-15> 토픽별 문헌 활용 현황································································67

<표 4-16> LDA 토픽모델링 결과(상위 30개) ················································69

<표 4-17> 제1토픽의 주요 내용 ··································································71

<표 4-18> 제2토픽의 주요 내용 ··································································73



- vi -

<표 4-19> 제3토픽의 주요 내용 ··································································75

<표 4-20> 제4토픽의 주요 내용 ··································································77

<표 4-21> 본 연구를 통해 재구성된 환경복지모형 ·····································79

<표 5-1> 환경복지모형·················································································83



- vii -

그 림   목 차

[그림 2-1] 환경에 복지개념을 포함한 경우(左)와 복지에 환경개념을 대입

한 경우(右) ···································································································6

[그림 3-1] 우리나라 어린이의 웰빙 수준 ·················································13

[그림 3-2] 우리나라 지역별 웰빙의 최상위/최하위 지역 비교 ·············13

[그림 3-3] 우리나라 웰빙 불평등 현황 ····················································14

[그림 3-4] 복지선진국 Better Life Index 측정 결과(2017년) ·················15

[그림 3-5] 형태소 분석기의 입출력 예(左), 토픽모델링 결과 예(右) ···· 20

[그림 3-6] 코퍼스 변환 후(上) 및 불용어 삭제 결과(下) ·······················21

[그림 3-7] 품사분석 결과 ··········································································22

[그림 3-8] LDA 모형 ·················································································23

[그림 4-1] 분석대상 문헌의 연구 흐름(1997~2016년) ···························24

[그림 4-2] 환경복지 개념에 관한 학자들 간 인식 스펙트럼(1997~2008년) ·· 25

[그림 4-3] 분석대상 문헌 연도별 출현 빈도(1997~2016년, 단위: 건) ····27

[그림 4-4] 문서, 토픽, 문서 내 단어 관계 ···············································29

[그림 4-5] 1차 가공 결과 ··········································································30

[그림 4-6] 2차 가공 결과 및 필터링 예시 ···············································31

[그림 4-7] 워드클라우드 구현 결과 ························································34

[그림 4-8] 상위 10개 단어 분포 ·······························································35

[그림 4-9] 동시출현 네트워크 구현 결과 ·················································39

[그림 4-10] 분석대상 문헌의 상관관계 분포 ···········································43



- viii -

[그림 4-11] 상관행렬 구현 결과 ·····························································44

[그림 4-12] 수정된 상관행렬 구현 결과 ·················································45

[그림 4-13] 주성분분석과 요인분석의 차이 ·············································47

[그림 4-14] 스크리도표 ··············································································50

[그림 4-15] 정규성 검정 결과 ···································································50

[그림 4-16] 제1주성분분석 결과 ·······························································53

[그림 4-17] 제2주성분분석 결과 ·······························································54

[그림 4-18] 제3주성분분석 결과 ·······························································56

[그림 4-19] 제4주성분분석 결과 ·······························································58

[그림 4-20] 군집분석 분류 체계 ·······························································60

[그림 4-21] 문헌 간 계층구조 및 응집도 ·················································62

[그림 4-22] 덴드로그램 구현 결과(Ward.D) ············································63

[그림 4-23] 군집 도표(Cluster Plot) ·························································65

[그림 4-24] 연결정도 중심성 결과: 제1토픽 ············································70

[그림 4-25] 제1토픽 사회연결망분석(SNA) 결과 요약 ···························72

[그림 4-26] 제2토픽 사회연결망분석(SNA) 결과 요약 ···························74

[그림 4-27] 제3토픽 사회연결망분석(SNA) 결과 요약 ···························76

[그림 4-28] 제4토픽 사회연결망분석(SNA) 결과 요약 ···························78



- 1 -

제1장  서론

환경복지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질과 서

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며, 환경적 안전성 및 쾌적한 환경의 제공을 

보장하려는 것(박순애 외, 2013)으로 법적 근거를 헌법 제35조 1항 및 환경

정책기본법 제2조 2항에 두고 있다.1) 환경복지 개념은 획일적이고 사후처

방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 등 기존 사회복지정책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

하고, 기초수요로서의 환경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

한 삶의 질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 복지 패러다임이다.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은 전 세계로부터 국가,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류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전 세

계 공동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을 넘어선 통합적 접근방식을 택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정

책수혜자인 국민 맞춤형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각 

영역은 융합을 통한 혁신 창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을 통한 개인의 니즈 충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5개년 간 우리나라 삶의 질 수

준은 OECD국가 중 하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삶의 질 수

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OECD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 의하

면 우리나라는 경제사회학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이며,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덴마크, 스웨덴 

등과 상반되는 결과로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쳐 온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

여주고 있다.

OECD 삶의 질 지수를 두고 사회 각계각층에 논란이 일고 전문가들이 

1)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

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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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분야에서 해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가운데, 필자는 환경복지를 대안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복지는 국내에서 최초로 구상된 개념이기 때문

에 내부 환경을 잘 반영하며, 환경정책의 배분기능에 중점을 두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이 쾌적한 환

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최저선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을 관

리함으로 지역 및 계층 간 환경불평등을 완화하며, 지역주민의 소속감 및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지역공동체 중심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경복

지 구현 노력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현 복지선진국과 차별화된 또 하

나의 복지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복지를 주제로 한 문헌을 질적 분석하여 공통 

의견을 추출하고 모형으로 재구성하는 탐색적 기법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환경복지의 개념 및 범위가 보다 공고히 서고,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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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한계와 대안으로서의 지

속가능한 발전

환경복지의 이론적 논의는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으

로부터 출발한다. 전 국민의 사회적 여건 향상 및 복지서비스 지원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제도의존(institution dependence)적 경향2)으로 인해 사회

복지는 잔여적이고 협의적(A. Kadushin, 1978; 이영철, 2000)이며, 사후처

방적이고 획일적 전달방식을 취해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성용락(2008)

은 국내 사회복지제도 운영 상 문제점으로 사회복지정책 총괄 및 조정 컨

트롤타워 부재, 사회복지 전달체계 비효율 가중, 유사 및 중복사업 난립 등

을 제시하였다. 물론 근 10년 간 관리시스템(행복e음 등)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으로 행정효율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지탱하는 기존 이론은 경

제성장 및 축적이 복지국가 존재의 필요조건임을 설명하는 등 경제발전 

논리와 방향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재분배 및 불평등 문제 해결에는 한계

가 있다(이영철, 2000; 최일섭, 1999; 김형준 외, 2010; 최경구, 1997). 경제

성장을 통한 복지 확충만으로는 개인의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한계

가 존재(박순애 외, 2013)하므로 지금보다 넓고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복지담론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된 것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잔여

적이고 단일적인 사회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제도

적 복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과 연계한 

후속 모형인 환경복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최경구(1997; 2006)는 남북한 복지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시대별로 고찰

2) 제도라는 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프로그램(정부사업 혹은 서비스)을 전달하고 효과를 

보게 되면서 프로그램이 제도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으로, 개인의 니즈를 제도의 수요

(demand)로 치환하다보니 제도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

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높음(김형준 외, 201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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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같은 시기 복지선진국이 지향하였던 민주복지자본주의의 한계를 검

토하여 통일시대의 복지 이데올로기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복지가 결

합된 환경복지의 형태로 발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재

천(2009)은 생태환경과 인간복지를 동시에 구현하는 광의의 생태복지 실현

을 통해 모든 생명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소득 및 환

경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홍개영(2005)은 최저생활의 보

장, 사회적 형평성 확보, 자유의 확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복지 영역이 환경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맞닿아 있으며, 두 개념을 합

한 환경복지정책의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 인간의 존엄성 유지, 건강한 성

장과 발달의 보장 등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다고 보았다(p.

17). 이후 고재경․정회성(2013)은 사회양극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

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보장과 안전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가 

지속가능한 복지의 핵심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pp. 28)고 보았다. 그리고 

박순애 외(2013)는 현 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이 미래세대의 복지와 행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미래지향적인 복지국가 담론은 인류의 문명을 지속가

능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 

기후 및 환경문제를 꼽았다(pp. 23). 이상의 연구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은 차세대 복지 모형으로서의 환경복지 구상에 주요 전제가 됨을 

파악할 수 있다.

제2절  환경과 복지 개념의 조합

환경복지를 구성하는 환경과 복지의 틀이 마련되었다면, 그 다음은 개

념 정립에 있어 환경과 복지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긴다. 앞선 연구에 의하면 환경과 복지는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와 같은 

개념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에 

복지개념을 포함할 것인가 혹은 복지에 환경개념을 대입할 것인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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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학자들 간 온도 차가 존재한다. 환경에 복지를 대입한다는 것은 환경

위해성과 관련된 편익 및 비용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현행 사회복지만으로

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포괄된 형태의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에 환경개념을 대입한다는 것은 사회복지 총합을 증진

하기 위한 목적의 복지환경 개선책 마련을 일컫는다. 누군가는 환경복지를 

사회복지의 다음 단계, 즉 패러다임 전환으로 간주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적 개선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 예로 최경구(2006)는 과거 환경적 복지와 생태복지를 비교하고 

이 둘을 포괄한 환경복지의 개념이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극복하

고 질적 개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월러스타인(Wallerstein)의 역

사적 사회과학 분석틀에 따라 자본주의를 역사적 체제로 인식하고, 신자유

주의 국가들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이 야기한 복지국가의 불평등 문제 해결 

노력으로 Robson(1976)의 환경적 복지와 Hogget(2002)의 생태복지를 들었

다.3) 한편 이영철(1998)은 21세기 복지환경의 변화를 노인복지의 확대와 아

동복지의 상대적 축소, 시민의식 신장으로 인한 복지권 요구 증대,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사회문제 대두, 민간 사회복지 부문의 책임성 및 전문성에 

관한 요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

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과 같은 인프라 조성, 복지사업계획수립에 필요

한 사회복지계획 기법 개발, 취약계층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및 법

적․제도적 개선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인식 차는 정부부처 간에도 발생한다. 환경부가 지역 및 계층 

간 환경불평등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복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존 사회복지제도 전달체

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환경적 개선을 염두하

고 있다. 아래 그림은 환경과 복지 개념의 조합 및 구성에 따라 정책추진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Robson(1976)의 환경적 복지는 자연환경의 정화가 인간 복지에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물리적 인공환경 혹은 사회환경의 개선을 의미하며,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을 별도로 간

주한다. 한편 Hogett(2002)의 생태복지는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의 동시 정화, 사회적․

환경적 품질 향상 등 통합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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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환경에 복지개념을 포함한 경우(左)와 복지에 환경개념을 

대입한 경우(右)

제3절  환경복지 개념의 정립

위의 논의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환경복지 개념 정립의 쟁점은 ①기존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한계 인식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대안 모색과 

②환경 및 복지 개념의 조합 방식이다. 기존 사회복지 패러다임은 현 세대 

중심적이고 사적재에 의존하며, 제도의존적 경향으로 사후처방적이며 획일

적인 전달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공급자 중심적이고 단절적인 정책전달로

는 수요자 니즈 충족 및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질적 목표 달성이 어려우므

로, 보다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인 복지담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학자들은 기존 사회복지 영역과 차별화되면서도 기존 담론을 포괄할 

수 있는 환경복지의 개념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홍개영(2005)은 사회복지정책을 기초로 한 환경복지정책의 개념 및 정

의를 구축하고 환경복지정책이 실현되기 갖추어야 할 요소를 전문가 집단

의 설문을 통해 도출하였다. 과거의 사회복지정책이 산업사회의 산물로서 

경제체제에 예속된 속성을 지녔다면 환경복지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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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로서 경제체제의 토대가 된다는 최경구(1997)의 논리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며 사회복지와 환경복지를 이념, 목표, 성격, 기능, 대상, 범위, 급여재

원 및 형태, 운영원칙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환경복지의 원칙으로 ①

최적생활의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이념으로 함 ②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국민의 행복 증진, 사회권 및 생존권 

유지의 목표를 가짐 ③사회통합기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예방과 치

료적 차원을 동시에 진행 ④환경피해로 인한 치료 재원은 공공부문 목적

세 및 민간부담으로 혼합하고, 제공주체는 국가, 지자체, NGO 단체 순으

로 지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영운(2007)은 환경정의와 환경복지를 유사개념으로 간주하면서 환경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환경정의가 실현되고 환경정의의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황석규

(2005)와 최재천(2009)은 환경복지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생

태복지를 견지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최재천(2009)은 생태복지를 광의 및 

협의로 구분함으로써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고자 하였다. 광의의 생태복지

는 생태계복지와 인간복지를 동시에 구현하여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

간 복지가 지속가능하도록 돕는 것이고, 협의의 생태복지는 건강한 생태계 

유지, 인간의 건강복지를 위한 친환경적 생태계의 활용, 그리고 이를 통한 

질병 등의 사전 예방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pp. 61). 다양성과 지

속가능성이 보장된 생태복지가 사회의 소득불평등 및 환경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환경복지의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개인 성찰의

식에 근거한 문화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황석규(2005)의 의견과 다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정회성(2012)은 환경복지를 ‘국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기초수요로서

의 환경질을 모든 국민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국민 모두의 환경권 

충족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향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환경복지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환경권 보장, 미래세대 배려, 생태계 원리 존중, 민

주적 의사결정을 제시하였다(pp. 9, 12). 위 연구는 사회복지가 모든 국민

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부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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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분배의 불공정성이 초래한 문제로 사회적 약자가 환경피해에 취약하다

는 점에서 환경복지와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재화의 특성과 적용 

대상, 특징에 있어서는 환경복지가 현세대 및 미래세대를 포괄하는 사전예

방적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복지 환경복지

공통점

목적

§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

을 제공

§ 정의사회 구현과 국민통합에 기여

문제

발생원인

§ 직간접적인 소득격차에 의함

§ 부와 소득분배의 불공정성이 초래한 문제

§ 사회복지 대상인 사회적 약자가 환경피해에도 취약

한 환경적 약자인 경우가 많음

차이점

재화 특성 사적재 공공재

대상 현세대 미래세대

성격 사후처방적 사전예방적

출처: 정회성(2012). “환경복지정책의 이념과 과제”. 재구성.

<표 2-1> 사회복지와 환경복지의 공통점 및 차이점

고재경 외(2013a)는 환경복지 유사개념으로부터 환경복지 개념의 구성

요소로 보편적 복지로서의 환경기본권, 분배적 형평성, 절차적 형평성을 

도출하고 지역단위의 환경복지 지표를 개발하였다. 환경복지의 정의는 ‘모

든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환경자원과 서비스 이용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으며, 정책과

정 참여 기회와 정책결과의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져 보다 나은 삶의 질

을 보장받는 것’이다(pp. 24). 위 연구는 환경복지 개념이 광의로 정의될 

경우 환경정책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기에, 환경복지 세부영역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이창우 외, 2013: 14).

박순애 외(2013)는 기존 복지개념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함으로 

환경정책의 양적 및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환경복지를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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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며, 환경적 안전성 및 쾌적한 환경의 적응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pp. 29). 이는「환경정책기본법」제2조2항, 「헌법」제35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환경권, 환경재화 및 환경서비스 제공 시 계층․지역 간 형

평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타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추장민 외,

2007-2008; 정회성 외, 2012; 고재경 외, 2013a; 고재경․정회성, 2013; 김종

호 외, 2014 등 다수). 위 연구는 환경복지 달성을 위한 환경복지정책을 ‘삶

의 질 유지를 위한 기초수요로서의 환경질을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집합적 의사결정(p. 24-26)으로 파악하였다.

김종호 외(2014)는 환경복지의 개념 도출 시 환경불평등 해소에 중점을 

두어 ’모든 국민이 사회적 지위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인간다

운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환경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 분야의 환경

복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는 박순애 외(2013), 고재경 외(2013)의 논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로부터 환경복지를 개념

화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제4절  환경복지정책의 공급 주체 및 수혜 대상

위로부터 환경복지는 ①사회복지의 확장으로 환경생태계까지 포괄하

는 형태 ②생태복지에 분배의 기능을 강화한 형태로 구분되었다. 연구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하다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환경복지가 공통적으로 정부서비스 제공 및 배분과 

같은 정책적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경복지가 기존 환

경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처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시장보다는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성(fair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잘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4) 따라서 환경복지정책 메커니즘(mechanism)의 원활한 

4) 일반적으로 환경정책의 배분 문제는 불분명한 다수의 수혜자 및 분명한 소수의 피해

자, 계량화되기 어려운 편익과 쉽게 계량화되는 비용의 대립관계(정회성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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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에는 서비스 공급주체 및 수혜대상의 범위와 역할에 관한 고민 그리

고 적절한 정책수단 선택을 통한 자원배분의 공정성 및 효율성 증진 기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헌 다수는 환경복지정책 제공

주체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가 적합하다는 입장은 환경최저선을 확보하기 위

한 일괄적인 정책집행의 필요성, 예산·법령 등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

어 있는 국내 정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복지정책 집행

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환경복지수준 관리를 위한 지역 내 자발

적 참여 등을 우선순위에 둘 경우 지방정부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일정 수준에서 역할

을 분배하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예로, 홍개영(2005)은 환경복지정책의 수혜 대상 및 제공 주체

에 관한 설문을 수행한 바 있다. 환경복지정책 수혜대상으로 적절한 집단

은 ‘전국민’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응답자가 환경재를 기초수요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이어 환경복지정책 제공주체에 관한 설문에서

는5) 민간보다는 공공(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 민간 중에서는 NGO

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환경복지정책 제공은 

공공재 및 기초수요재의 성격을 지닌 환경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여야 함과 동시에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노력도 이루

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박순애 외(2013)는 환경복지 관련 전문가 및 

일반 국민 설문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표준화가 필요한 서비

스 및 광역성을 띠는 사업, 높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 그리고 취약계

층에 대한 선택적 환경복지서비스 제공까지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의 역

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환경복지 수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50)로부터 발생한다. 환경복지 또한 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정

책서비스 공급․수혜대상 및 범위, 도구(tools)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5) ①국가-지방자치단체 ②지방자치단체-기업체-개인 ③기업체-개인-NGO 세 그룹에 대

한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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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pp. 102).

수혜대상의 경우에는 특성에 따라 전 국민이 되기도 하지만 중점 관리

가 필요할 경우 어린이 및 노약자와 같은 환경취약계층으로 한정되기도 

한다. 고재경 외(2013)는 환경약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환경복

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복지정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p. 265)하였

으며 다수의 문헌이 위와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추장민 외, 2007; 박순애 

외, 2013; 고재경·정회성, 2013; 박정규 외, 2013; 정환도, 2013~2014). 특히 

이정석(2016)은 고령사회로의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복지

서비스 혜택이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할 대상은 고령층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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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제1절  연구문제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경제 분야는 회원국 중에서도 안정적이

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상승

률이 회원국 중 가장 높았던 시기도 있었으며6) 근래에도 안정권에 머무르

고 있는 추세다. 학업성취도평가(PISA)도 상위수준의 성취를 보일 뿐만 아

니라 전 영역이 OECD 평균을 상회(교육부, 2016)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대수명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화를 경험한 OECD 회원

국의 2030년 평균 기대수명을 추정한 논문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세계 1,

2위를 차지하였다. 비만, 고혈압 등 개인 건강수준이 높기 때문이었다

(Kontis et, al., 2017). 위 결과에만 따르면 우리나라는 발전가능성이 높고 

향후 선진국으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더 나은 삶의 지수

(Better Life Index)’ 결과를 보면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7) 일부 영역

을 제외한 다수 부문이 OECD 하위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종합결과도 

2017년 기준으로 38개국 중 29위를 차지한 것이다. 최저 순위를 기록한 부

문은 환경, 공동체,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삶의 만족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와 같은 복지선진국과의 격차가 상당하였다. 순위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

고 점점 악화되는 추세이며8) 상대적 박탈감, 연령 및 교육수준별 불평등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 2017: 8).

어린이 대상 조사에서도 ‘사회 및 가족환경’ 부문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였고,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6) 2009~2013년, 12.28%

7) OECD Better Life Index는 각국의 웰빙수준을 가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년 발표되

며, 11개 영역(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24개 지표로 구성

8) 공동체(35→34→34→36→37→38위), 일과 삶의 균형(33→33→34→33→36→35위), 건강

(33→31→30→31→35→35위), 환경(29→29→30→30→36→3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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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8분으로 회원국 중 가장 적었다(외교부, 2016: 4).

출처: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2016). “2016년 OECD Better Life Index 주요 내용”.

*주: 국가별 순위를 기준으로, 연두색 원은 우리나라가 상위 1/3, 빨간색 원은 하위 

1/3에 위치함을 나타냄

[그림 3-1] 우리나라 어린이의 웰빙 수준

그 외 소득, 직업, 교육, 환경, 서비스 접근성에 대하여 도시 간 격차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환경부문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외

교부, 2016: 5). 우리 삶이 물질적 수준보다 정신적 수준에서 피폐해졌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정해식 외, 2016).

출처: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2016). “2016년 OECD Better Life Index 주요 내용”.

[그림 3-2] 우리나라 지역별 웰빙의 최상위/최하위 지역 비교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나라는 인구사회학적․경제적 풍요로움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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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 되었으나 환경, 공동체, 일과 삶의 균형, 건강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일부 영역은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이 OECD 회원

국 하위 1/3분위에 들어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출처: 외교부(2017). “How’s Life? 2017의 주요 내용”.

*주: 연두색 원은 우리나라가 상위 1/3, 빨간색 원은 하위 1/3에 위치함을 나타냄

[그림 3-3] 우리나라 웰빙 불평등 현황

한편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모두 성과를 거둔(현대경제연구원, 2017: 5)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은 환경, 공동체, 일과 삶의 균형,

건강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소득수준(income)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로부터, 사회적 자본과 경제성장 간에는 비례 혹은 선후(先後)관

계가 적용된다기보다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 그에 따른 결과를 마주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인구사회학 및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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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만 분주할 때 그들은 경제성장 외에도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고, 그 결과 삶의 질이 강화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출처: OECD Better Life Index 홈페이지

[그림 3-4] 복지선진국 Better Life Index 측정 결과(2017년)

따라서 우리나라가 환경, 공동체,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수준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사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참

여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지속가능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최저선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을 강화함으로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며, 지역주민의 

소속감 및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지역공동체 중심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정 전반에 적극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삶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가꾸어나가는 환경복지국가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OECD 삶의 질 지수를 두고 사회 각계각층에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쳐 온 한국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해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가운데, 필자는 환경

복지(Environmental Welfare)를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복지는 우리나라에

서 처음으로 구상된 개념으로 환경최저선 확보, 환경불평등 완화를 통한 

삶의 질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기존 생태복지와 녹

색성장이 생태계 혹은 경제와의 조화를 강조하였다면 환경복지는 환경정

책의 배분기능에 중점을 두었다. 개념 및 범위 등 학문적 합의가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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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 기능을 강조하다보니 모양새가 불분명

한 것이 단점이다.

이에 필자는 학제 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복지의 다방

면적인 개념을 재구성하여 요인별로 정리할 수는 없을지, 해당 요인으로부

터 정리된 모형을 구축할 수는 없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복지를 주제로 한 문헌을 질적 분석하여 공통의 의견을 추출하고 모

형으로 재구성하는 탐색적 기법을 수행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처음 창출된 

개념이고 연구성과물이 많지 않을 것이기에 분석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고자 한다. 굳이 텍

스트마이닝을 활용하려는 이유는 편향(bias)을 최소화하고 분석의 정교함

을 더하고 싶기 때문이다. 관련문헌의 연구대상 및 분석범위가 매우 광범

위하여 공통요인 추출 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에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

여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기법으로 질적 연구를 어

느 수준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도전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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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분류 저자 논문(보고서)명
출판
년도

비고

1 논문 최경구
통일시대의 복지이데올로기-파라다임
의 전환과 환경복지자본주의

1997

2 논문 윤갑식
환경정책과 사회복지: 수도권 지역 내 
수질정책의 비용-편익분석

1999
분석
제외

3 논문 황석규
환경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제주도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2005

4 논문 홍개영
환경복지정책형성에 있어서 환경복지
정책원리에 관한 연구

2005

<표 3-1> 분석대상 논문 및 보고서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분석대상 문헌으로부터 환경복지 요인을 추출하고 환경복지

모형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크게 3가지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복지 관련 국내문헌을 수집하고 텍스트 전처리를 수행하고

자 한다. ‘환경복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해외에는 2015

년 UNOSD를 통해 소개된 적이 있다.9) 따라서 국내 및 해외 모두 명확한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환경복지 유사개념으로부터 관련 연구가 수행

되어 왔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내 및 해외 문헌분석을 통한 연구 경

향을 정리할 수 있다면 향후 학문으로서의 환경복지가 정착할 수 있는 토

양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환경복지를 메인 키워드로 한 국내 논문 및 보고서 23건을 대상으로 텍스

트마이닝을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국내 DB에서 ‘환경복지’로 검색

한 논문 및 환경복지 개념 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문헌으로 구성하되,

환경복지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은 제외하였다.

9) Chu(2015). Conceptual Idea for Developing Environmental Welfare Indicator. 

Consultative Workshop on Measuring Progress in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 UNO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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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분류 저자 논문(보고서)명
출판
년도

비고

5 논문 최경구
환경복지국가연구: 지속가능성의 패러
다임과 사회복지의 결합

2006

6 논문 류휘종
환경복지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
아서

2006

7 논문 김동국
동양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한국 사회
복지의 성격 전환

2008

8 보고서 고재경 미래의 복지는 환경복지 2012

9 보고서
고재경 

외
경기도 생활환경복지 지표 개발 연구 2012

10 발표집 정회성 환경복지정책의 이념과 과제 2012

11 보고서 추장민
환경불평등 실태와 환경복지 정책과
제

2012

12 보고서
박순애 

외
환경복지실현을 위한 구상(안) 마련 2013

13 논문
고재경, 
정회성

환경복지 개념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

2013

14 논문 문태훈
새정부 환경정책의 과제와 환경정책
의 발전방향

2013

15 보고서 이창우 서울시 환경복지 정책 추진방안 2013

16 발표집 이지윤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추진방향 2013
분석
제외

17 논문 남광희
환경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기후대기
정책방향

2013

18 논문
홍주영, 
전지연, 
전진용

환경복지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심 공
원 사운드스케이프 평가법 개발

2013
분석
제외



- 19 -

번
호

분류 저자 논문(보고서)명
출판
년도

비고

19 보고서
박정규, 
배현주, 
서양원

기후환경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정책
연구(1)

2013

20 보고서
정환도, 
이재근, 
이은재

대전시 환경복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
구

2013

21 논문
정환도, 
이재근

지역형 환경복지를 위한 항목별 평가
에 관한 연구

2013

22 보고서
김윤수 

외
서울시 경유자동차의 배출특성(PMㆍ
NOx)을 고려한_단계별 관리방안

2013

23 보고서
김종호, 
추장민 

외

환경복지 지표 및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2014

24 보고서 배민기 행복 충북, 적정기술에 주목하자 2014
분석
제외

25 발표집 이호령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석면피해구제
제도

2014
분석 
제외

26 보고서 김윤수 서울시 초미세먼지 관리방안 2014

27 논문
윤수진, 
이승지, 
정진숙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환경복지개
념 적용가능성 검토

2016

28 발표집 이정석 고령사회와 환경 복지 2016

텍스트마이닝은 비정형 및 반정형 데이터에 대하여 자연어 처리 기술

과 문서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 및 가공하는 목적의 기

술로,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주제의 논문을 찾을 경우, 문서로부터 

구조화된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규칙을 찾을 경우, 대량

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의 분류 및 군집화가 필요한 경우, 대표적 키워

드나 토픽을 추출할 경우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10) 텍스트마이닝 과

정은 크게 데이터 전처리 과정인 형태소 분석과 추출된 키워드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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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통의 주제를 찾아내는 토픽모델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5] 형태소 분석기의 입출력 예(左), 토픽모델링 결과 예(右)

형태소 분석은 텍스트를 정보추출이 가능한 자연어 형태로 변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R프로젝트의 KoNLP와 tm, stringr패키지를 활용하

고자 한다. 개략적인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3건의 문서를 텍

스트 파일(*.txt)로 옮긴다. 이 때 문서의 분량(amount)이 모두 제각각이고 

형태소 추출 시 빈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동일한 수준으

로 통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논문 초록을 분석대상으로 삼거나(김하

진, 2014; 송혜지 외, 2017; 신규식 외, 2015; 배규용, 2015), 일정 기간 동안

의 사회연결망 게시글을 추출(배정환 외 2013; 최해옥, 2015 등)한다. 그러

나 환경복지 분야는 분석가능한 문헌의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다수가 정

책연구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배제할 경우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논문의 경우 초록(abstract)을, 보고서는 요약문이 존재할 

경우 요약문을, 요약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론(conclusion)을 추출

하고자 한다. 24건의 텍스트 말뭉치가 만들어지면 R스페이스 상에 불러들

여 데이터프레임 형태인 코퍼스(Corpus)로 변환하고 불필요한 특수문자 

혹은 불용어, 공백 등을 삭제하거나 별도 처리한다.

10) http://iamdaisy.tistory.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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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코퍼스 변환 후(上) 및 불용어 삭제 결과(下)

그 다음에는 문서별로 사용된 단어 및 빈도수를 기반으로 하는 문서-

용어 행렬(Document-Term matrix)을 구축하고 품사분석을 실시하여 보통

명사를 추출한다. 품사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함수는 SimplePos09()와 

SimplePos22()가 있는데 전자는 한국어텍스트에 대한 9개 품사분석 결과

를, 후자는 22개 품사분석 결과를 제시해준다(백영민, 2017:161). 24개의 말

뭉치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으로부터 ‘논문’, ‘시하’, ‘과

제’ 등 추가적으로 필터링이 필요한 단어들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은 출현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문서

의 내용을 변형하지 않는 선에서 불용어를 삭제하는 작업은 반드시 수행

되어야 한다. 만약 위 작업으로 수정된 행렬이 신뢰성을 담보하는가를 확

인하고 싶다면 개별 문서의 TF-IDF11) 가중치를 토대로 키워드-키워드 행

렬을 구축하고, 행렬 간 Mantel테스트를 수행하면 된다.12)

11)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군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박승리 외, 

2017).

12) Mentel테스트는 두 매트릭스 간의 유사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Sokal(1979)의 인구유전학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한계점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트릭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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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품사분석 결과

품사분석까지 완료되면 토픽모델링을 위한 군집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군집분석은 주어진 변수들을 기준으로 유사한(혹은 인접한) 사례들을 군집 

단위로 묶는 탐색적 목적의 통계기법(백영민, 2017:186)으로 텍스트마이닝

에서는 ‘위계적 군집분석’을 주로 활용한다. 위계적 군집분석은 문서 간 위

계적 거리를 덴드로그램으로 구현해줌으로써 사용자가 군집의 수를 결정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만약 유사도(혹은 거리) 행렬을 구할 시 유클리드 

거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거나 군집의 개수를 다르게 잡아도 비슷

한 패턴을 얻는다면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백영

민, 2017: 196).

토픽모형은 문서와 단어로 구성된 행렬(dtm)을 기반으로 문서에 잠재

되어 있다고 가정된 토픽의 등장확률을 추정하는 통계적 텍스트 처리기법

을 일컫는다(백영민, 2017; Blei and Lafferty, 2007; Blei, Ng and Jordan,

(Diniz-Filho 외, 2013; 박승리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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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종류로는 잠재적 디리클레 할당 모형, 상관 토픽 모형, 구조적 토픽

모형 기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디리클레 모형(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활용하고자 한다. LDA는 일관성을 가진 의미 있는 주

제를 클래스(class) 집단으로 생성해준다는 장점이 있고, 주성분분석과 유사

하게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데에 유용(신규식 외, 2015: 6413)하기 때문

이다. 아래 그림은 LDA모형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M은 말뭉치 공간, N

은 문서 공간, w는 단어, z는 토픽, β는 특정 단어가 특정 토픽에서 생성될 

확률값, θ는 전체 언어에서 분석 대상 말뭉치의 토픽을 생성하는 디리클레 

확률 변수(κ-dimensional Dirichlet random variable), α는 전체 언어로 분

석대상 θ모수를 생성하는 외생변수이다(백영민, 2017: 201). 이 때 토픽의 

수 κ는 연구자가 임의로 정해야 하고 외생변수 α는 산식 α=50/κ 

(Griffiths&Steyvers, 2004)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말뭉치 9개 파일럿 

군집분석 결과에 근거13)하여 환경복지 잠재토픽을 4개로 추출하고자 한다.

[그림 3-8] LDA 모형

13) 저자별로 대표문헌 1개씩을 선정하여 파일럿 분석을 수행한 결과 크게 4군집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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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분석

제1절  분석대상 문헌의 사전분석

본 절에서는 분석대상 문헌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높이고자 연도별 및 

연구대상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사전 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텍스트

마이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의도치 않은 편향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

함이다.

분석대상 문헌은 환경복지를 주제로 한 논문 및 보고서 23건으로 1997

년에 처음 개제된 이래 2016년까지 간헐적으로 출간되었다. 따라서 실질적

으로 성과물이 발생한 해는 총 8개년이다.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시기로,

사회복지 전공자에 의한 탐색적 연구가 주를 이룬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대내외 환경 변화 및 환경복지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트리거

(trigger)로 작용하여 기획연구가 급증한 2012년부터 수혜대상별 연구로 특

화된 2016년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1] 분석대상 문헌의 연구 흐름(1997~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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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기는 선택적이고 잔여적인 사회복지 한계 극복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도입한 환경복지를 공

통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환경복지를 패러다임 전환으로 볼 것인가 혹

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환경생태적 요소를 포괄할 것인가 범위 설정에 대

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환경복지 개념에 관한 학자들 간 인식 차(스펙트

럼)를 [그림 4-2]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 환경복지 개념에 관한 학자들 간 인식 스펙트럼(1997~2008년)

저자(연도) 환경복지 개념

최경구

(1997)

환경문제와 복지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감으로써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

홍개영

(2005)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삶의 질 향상, 최저생활의 

보장, 사회적 형평

황석규

(2005)

경제발전 지향정책에서 빚어내는 모순과 불안을 극복하고 조

화와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인류의 생존과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

최경구

(2006)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질적 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정이자 결과

류휘종

(2006)

환경, 고용, 복지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지역 거버넌스

김동국

(2008)

사회복지분야의 일부로써,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불이관계에 있

다는 일원론적 패러다임을 토대로 한 사회과학적인 진단 및 

전문직업적인 처방

<표 4-1> 연구자별 환경복지 개념 정의(1997~2008년)

두 번째 시기는 정책환경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트리거(trigger)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후속의제로서 지속가능발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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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SDGs)가 수립되었고, 이에 대한 국가 추진전략으로 환경복지가 환경정

책의 기본 패러다임 중 하나로 언급되기 시작(황계영, 2012)되었다. 더욱이 

‘환경복지 실현’은 신(新)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연구자 집단을 중심으로 기획연구가 활발히 

일어났다. 개별연구자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첫 번째 시기와 달리 환

경복지 개념의 차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한 편으로 환경복지 연구자 네트워

크 활성화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14)

저자(연도) 환경복지 개념

정회성

(2012)

국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기초수요로서의 환경질을 모든 

국민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국민 모두의 환경권 충

족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향유하는 것

고재경 외

(2013a)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환경자원

과 서비스 이용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으며, 정책과정 참여 기회와 정책결과의 배분

이 공평하게 이루어져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

박순애 외

(2013)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질과 서비

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며, 환경적 안전성 및 쾌적한 환경

의 적응을 보장하는 것

김종호 외

(2014)

모든 국민이 사회적 지위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주: 그 외 문헌은 상기 환경복지 개념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표 4-2> 연구자별 환경복지 개념 정의(2012~2016년)

환경복지 연구 동향 및 연구자 관심도를 조사하기 위해 연도별 문헌 

건수 및 저자 수를 함께 분석한 결과는 [그림 4-3]과 같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복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보다 정확히는,

환경복지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망하기보다는 구분된 개념으로 간주하여 

14) 환경복지 개념 정립에 필요한 토론의 장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비교적 공통된 개

념을 유지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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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연도)

분석 수준

미시

(개인)

중범위(지방자치단체) 거시

(전국)구군 시도

정회성(2012) ○

추장민(2012) ○

고재경 외(2013a) ○

<표 4-3> 연구대상별 분석 수준(2012~2016년)

사회복지 혹은 생태복지(혹은 녹색성장)분야 연구가 개별적으로 활성화되

었다고 볼 수 있겠다. 2012년에는 대선 공약, 2013년에는 신정부 환경정책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환경복지 관련 논문 건수 및 연구자 수가 급증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수혜대상별 연구로 세분화되기 시작한 2014년부

터는 논문 건수 및 연구자 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3] 분석대상 문헌 연도별 출현 빈도(1997~2016년, 단위: 건)

분석 수준(level of analysis)은 전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

인(특정 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부터는 

거시적 수준 연구 외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고령층과 같은 환경취약계

층 중심의 연구도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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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연도)

분석 수준

미시

(개인)

중범위(지방자치단체) 거시

(전국)구군 시도

고재경 외(2013b) ○

김윤수(2013) ○

문태훈(2013) ○

박순애 외(2013) ○

이창우 외(2013) ○

박정규 외(2013) ○

정환도 외(2013) ○

김윤수(2014) ○

김종호 외(2014) ○

정환도 외(2014) ○

윤수진 외(2016) ○

이정석 외(2016) ○

주: 1기(1997~2008년)는 이론(패러다임)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 분석대상에서 제외

이상의 결과로부터 분석대상 문헌의 연구 흐름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

되고 2012년부터 정책기획 연구 중심으로 급증하다가 하락세를 보이며, 분

석수준은 개인부터 전국까지 다양하게 걸쳐져있음을 확인하였다. 문헌 수

가 많지 않음에도 연구자의 스펙트럼이 넓고 분석수준이 다양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환경복지 요인 추출이 적정수준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자별로 대표 문헌을 1개씩 선정하여 

파일럿 조사(pilot study)를 실시, 4개의 요인을 확인하는 등 환경복지 요

인 추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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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환경복지 문헌 분석

본 절에서는 사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복지 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을 수행하

기로 한다. 토픽모형은 문서단어행렬 내 잠재된 개별 토픽의 등장확률을 

추정하는 통계적 텍스트 처리기법으로 문서가 토픽으로부터 생성된 단어

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백영민, 2017; 김승연 외, 2017). 토픽모형은 환

경변화에 따른 대중의 인식흐름이나 선호와 같이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정

형화하여 구현해주므로 최근에는 동향분석 외에도 정책 및 의사결정 연구

에 활용되는 비중이 늘고 있다(김지은 외, 2016).

출처: 김승연 외(2017). “처음 배우는 머신러닝”, pp. 127.

[그림 4-4] 문서, 토픽, 문서 내 단어 관계

텍스트마이닝 절차는 분석대상 문헌 전처리, 상관행렬을 활용한 요인 

분석, 군집분석, LDA 기반 토픽모델링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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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대상 문헌 전처리를 통한 단어 간 관계 분석

적합성 높은 환경복지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개별 텍스트 전처리를 정

교하게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3개 분석문헌의 말뭉치(corpus) 취합 

및 불용어 삭제 후, 품사분석을 통한 보통명사를 추출하여 문서-용어행렬

(Document Term Matrix)로 변환하였다. 자세한 방법은 앞 장에서 이미 설

명하였기 때문에 결과 중심으로 나열하도록 하겠다.

[그림 4-5]는 말뭉치 데이터로부터 보통명사를 추출한 후 문서-용어행

렬로 변환한 결과이다. 총 1,569건의 보통명사가 추출되었으나 최대 문자 

길이가 27자에 달하며, 일부 문헌의 경우 조사(助詞) 등 불필요한 어미가 

존재하여 분석대상 텍스트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차 가공 결과를 개별 텍스트파일로 저장하여 2차 가공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림 4-5] 1차 가공 결과

2차 가공은 불필요한 어미(語尾), 확장어(￦n, ￦c 등), 외래어 고유명사

를 수정 혹은 삭제하고 유사 단어를 통일하였다.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

고자 환경복지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보통명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삭제하지 않았다. 또한 유사단어라고 할지라도 작성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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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를 경우에는15) 다른 개체로 간주하였다. 2차 가공 결과 405개의 보통

명사가 추출되었으며 최대 길이는 7자이다. 1차 가공 대비 72%가 줄어들

면서 집중도가 높아진 것인데, 불필요한 어미(語尾) 삭제 및 유사단어 정리

에 의한 것임을 [그림 4-6]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 2차 가공 결과 및 필터링 예시

상위 100개 보통명사 및 빈도수는 <표 4-4>와 같다. 압도적으로 많이 

추출된 단어는 ‘환경복지’와 ‘지역’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한다.16) ‘환경

복지’는 분석문헌의 공통 주제이며, ‘지역’은 환경복지 정책집행이 지역중

15) ‘경유자동차’와 ‘자동차’가 대표적 예. ‘경유자동차’는 환경성 질환의 주원인으로서 대

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되어 사용되었고,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수 감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구분 필요.

16) 총 1,554건 중에서 230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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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지역 지표 사회복지 지속가능발전

152 82 37 33 28

관리 대안 지방자치단체 부문 중앙정부

24 24 24 21 21

환경복지정책 서비스 어린이 환경서비스 미세먼지

21 20 20 20 19

환경정책 취약계층 환경오염 경유자동차 에너지

19 18 18 17 16

노령자 정부사업 환경보건 변화 환경성질환

15 15 14 13 13

환경안전 대기오염 환경질 가치 관심

13 12 12 11 11

인프라 기후변화대응 불평등 사회복지정책 자동차

11 10 10 10 10

저감 저소득층 지구 공원녹지 맞춤형

10 10 10 9 9

지원 패러다임 가구 국제개발협력 우리나라

9 9 8 8 8

미래세대 배출가스 위해성 환경문제 환경약자

7 7 7 7 7

환경재 활성화 검사 부모 생활폐기물

7 7 6 6 6

자연환경 공공재 대기질 데이터 복지국가

6 5 5 5 5

부족 영유아 거버넌스 거주지 대응

5 5 4 4 4

<표 4-4> 텍스트마이닝 결과 추출된 보통명사(상위 100개) 

심의 맞춤형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

수 문헌(고재경 외, 2012; 추장민, 2012; 정환도, 2013 외 다수)으로부터 기

인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는 환경복지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문헌을 바탕으로 유형화하자면 ①환경복지 관

리 및 측정방식(지표, 부문 등) ②환경복지 제공주체 및 수혜대상(지방자치

단체, 중앙정부, 취약계층, 어린이, 노령자, 영유아, 개도국 등) ③환경복지 

유관 개념(사회복지, 환경보건, 환경안전, 환경오염, 환경정책, 지속가능발

전 등) ④환경복지 제공 형태(환경서비스, 서비스, 인프라 등)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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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생활환경복지 선진국 실효성 오염물질

4 4 4 4 4

유해물질 지적 질소산화물 환경불평등 개발정책

4 4 4 4 3

경쟁력 경제성장 공동체 국가발전 기본방향

3 3 3 3 3

네트워크 배출특성 사회문제 수도권 시사점

3 3 3 3 3

시스템 신도시 에너지복지 역할분담 온실가스

3 3 3 3 3

유한성 이원론 일자리 자본주의 잘못된

3 3 3 3 3

적용성 정책개발 정책방향 지향 최소한

3 3 3 3 3

최저기준 취약지역 친환경 형평성 환경관리

3 3 3 3 3

환경기준 환경자원 가용 가이드라인 개도국

3 3 2 2 2

건설기계 경제체제 고령층 관장 구도시

2 2 2 2 2

극대화 기본선 대기환경 대도시 대화

2 2 2 2 2

도시공원 동북아 매연여과장치 모니터링 밀접

2 2 2 2 2

한편 변화, 부문, 대안, 관리와 같이 단일명사만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존재하여 처리방식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이를 자의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단어 간 상관관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유는 모형의 신뢰성 확보 때문이다. 다중회귀 모델링 시 

회귀계수가 높은 변수를 삭제할 경우 신뢰성이 급감하고 모형의 타당성이 

제고되지 않음과 같이,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해서 빈도 수가 높은 텍스트

를 임의로 삭제할 경우 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게 된다.

게다가 텍스트마이닝은 일반 통계분석에 비해 단어 간 독립성 가정이 강

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단어에 대한 설명력이 빈도수 및 타 단어와의 

관계(네트워크 거리)로부터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로 판단 및 삭제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존재한다.17) 두 번째 이유는 상관관계 분석 시 단어의 활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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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기 때문이다. 감정분석은 단어가 내재하고 있는 긍정 및 부정적 의

미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구분해주고, 단어 간 상관관계 분석은 

단어 간 연계성을 보여주어 문맥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다.18) 예를 들어 

‘사회복지’ 유관어로 ‘패러다임’이 추출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위 단어만으

로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인지, 패러다임의 방향성이 좋다는 것

인지 나쁘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잘못된’이라는 단어가 추

출된다면 패러다임으로서의 사회복지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분석문헌의 질적분석을 통해 재확인 할 수 있다. 3번 

이상 등장한 단어들을 [그림 4-7]과 같이 워드클라우드로 구현하여 보았다.

[그림 4-7] 워드클라우드 구현 결과 

17) 실제로 모형의 고유값(eigenvalue)이 1 이하로 떨어짐

18) 가령, ‘변화’와 가까운 거리를 갖는 단어는 ‘가족’, ‘가치관’, ‘계층구조’, ‘민주화’, ‘복지

욕구’, ‘사회환경’ 등으로 한국사회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단어임을 원문으로부터 추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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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위 10개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0.7%에 달하며 분포는 [그림 4-8]과 같다. ‘환경복지’와 ‘지역’을 제외하고

는 비교적 유사한 빈도로 도출되었다. 그 중에서도 ‘지표’는 환경복지수준

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축 및 활용되었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으

로 추정된다. ‘지속가능발전’의 경우 학자 간 전공과 상관없이 그 중요성을 

피력함으로써, 환경복지 이념 설정의 공통된 의견수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환경최저선

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와 동시에 지역 간 환

경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취약계

층’, ‘어린이’ 등 환경취약계층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단어들이 일

부 추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분석대상 문헌을 토대로 유추한 결

과이므로,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추가분석으로 연관어 분석 및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림 4-8] 상위 10개 단어 분포

아래 표는 상위 10개 단어의 연관어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연관

어 분석은 특정 단어 A와 상관관계가 높은 단어들을 용어-문서행렬(TDM;

Term-Document Matrix) 상에서 찾아주는 것으로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

한다. 행렬 내 거리에 따라 상관계수가 결정되므로 단어 사용목적 및 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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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명 연관어

환경복지 부문, 지표, 가이드라인, 통계자료, 환경질, 환경불평등

지역 지방자치단체, 에너지복지, 환경복지정책, 거버넌스

<표 4-5> 상위 10개 단어 연관어 분석 결과(r≥0.6) 

상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주 활용된다. 연관

어 분석을 위해서는 문서-용어행렬(DTM)의 치환형인 용어-문서 행렬

(TDM; Term-Document Matrix)을 구축하고 함수 findAssocs()를 불러들여

야 한다.

결과로부터 ‘환경복지’는 지표(부문), 통계자료, 가이드라인 등 관리 차

원의 단어와 관련성이 높고 환경질 및 환경불평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은 출현 빈도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어의 

수는 적은 편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에너지복지 및 환경복지정책의 거버넌

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발전’의 경우 ‘사회복지’와 유

사하게 배경 및 필요성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추출되었다. ‘지표’에는 측정

(수질기준, 방사성폐기물, 폐기물, 대기질) 및 관리 부문(환경안전, 환경서

비스), 활용 목적(가이드라인, 통계자료, 연구주제, 정책목표) 관련 단어와

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환경복지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거의 동일하게 

제공주체(지방자치단체), 유형(주거복지), 특징(광역성, 근접성, 맞춤식, 소

지역)과 관련된 단어가 발현되었으며, 이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다. 단 

‘환경복지정책’은 거버넌스에,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복지에, ‘중앙정부’

는 선택적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대안’에는 온실

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되었으며 ‘관

리’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등 유해물질 배출량과 관련된 

단어가 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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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명 연관어

지표

가이드라인, 통계자료, 부문, 환경복지, 환경질, 가용, 국제사

회, 기본선, 먹는물, 방사성폐기물, 복리증진, 상수도, 수자원, 

수질기준, 장애요인, 적합성, 정책목표, 주류화, 질환자, 취약

성, 폐기물, 필수재, 환경분야, 환경안전, 환경불평등, 환경기

준, 환경서비스, 거주지

사회복지

패러다임, 잘못된, 객관주의, 깨달음, 사회과학, 신과학, 양극성, 

위험사회, 이원론, 인간관, 인간성, 일원론, 주관주의, 총체성, 

현대문명, 현대사회, 화쟁사상, 황폐화, 환경문제, 사회문제

지속가능발전

과소비, 근로자, 무제한, 무한경쟁, 복지사회, 사회체제, 생존

권, 선진산업, 악순환, 오존층, 유한성, 은행, 장기침체, 지배, 

지진, 타파, 핵동결, 환경파괴, 생태계, 지구, 복지문제, 패러다

임, 경제체제, 극대화, 기상이변, 사막화, 위원회, 사회복지정

책, 사회환경

관리

건설기계, 발암물질, 세계보건기구, 인체건강, 실효성,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경유자동차, 저감, 경쟁력, 배출가스, 위해성, 자동

차, 대기환경, 가늠, 검사, 고농도, 기본조건, 노후도, 대형, 동북

아, 매연여과장치, 모니터링, 배출량, 배출허용기준, 부적합, 부

착, 사후관리, 상용화, 선진도시, 세계도시, 업그레이드, 오염도, 

운영방안, 이산화질소, 인벤토리, 재설계, 친환경, 평가항목, 확

산모델

대안

고품위, 공기업, 공청회, 기본계획, 로드맵, 민간분야, 박근혜, 

배출권,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사회서비스, 수도권, 예보제, 

오염원, 온실가스, 의견수렴, 준비, 총량제, 하반기, 기후변화

대응, 대기환경, 수요자, 위해성, 기상이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복지, 지역, 환경복지정책, 광역성, 근접성, 뒷받침, 맞

춤식, 매뉴얼, 보건의료, 복지개념, 소지역, 수용체, 주거복지, 

최저기준, 컨트롤타워, 표준화, 환경권, 환경상태, 거버넌스, 

서비스, 환경재

부문

가이드라인, 통계자료, 지표, 가용, 국제사회, 기본선, 먹는물, 

방사성폐기물, 복리증진, 상수도, 수자원, 수질기준, 장애요인, 

적합성, 정책목표, 주류화, 질환자, 취약성, 폐기물, 필수재, 환

경분야, 환경안전, 환경불평등, 환경기준, 환경서비스

중앙정부

광역성, 근접성, 뒷받침, 맞춤식, 매뉴얼, 보건의료, 복지개념, 

소지역, 수용체, 주거복지, 최저기준, 컨트롤타워, 표준화, 환

경권, 환경상태, 서비스, 선택적복지, 환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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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명 연관어

환경복지정책

거버넌스, 광역성, 근접성, 뒷받침, 맞춤식, 매뉴얼, 보건의료, 

복지개념, 소지역, 수용체, 주거복지, 지방자치단체, 최저기준, 

컨트롤타워, 표준화, 환경권, 환경상태, 서비스, 환경재, 지역

주: 상관관계가 높은 순으로 정리.

지금부터는 동시출현 단어 분석(Co-occurrence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여 상위 50개 단어 간 동시출현 횟수를 도식화하도록 하겠다. 동시출

현 단어 분석은 두 키워드가 문헌에서 동시에 출현하였을 때, 표현하는 연

구주제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Liu et, al., 2012; 김하진 외,

2014:101). 동시출현 단어 분석은 연구주제 추출, 주제 간 연계 발견, 시기별 

비교분석을 통한 과학적 지식의 발전과정 및 구조적 관계, 지식 발전, 학문

적 경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He, 1999; Small, 1999; 권선영 

외, 2015: 77). 동시출현 단어 분석 결과는 동시출현 매트릭스 및 동시출현 

네트워크로 나타낼 수 있다. 동시출현 매트릭스는 단어 A가 등장할 때 단

어 B가 동시에 등장하는 횟수를 단어x단어 간 상관관계표로 정리한 것이

고, 동시출현 네트워크는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트릭스를 도식화한 

것이다. 아래 동시출현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환경복지’가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하면서 주변 단어에 방사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그림 4-9]).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단어는 대부분 상위 10위 안에 들어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여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의 굵기와 원의 크기에 유념하면서 동시출현 단어를 탐색하되, 그림만으

로는 설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출현 매트릭스를 함께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환경복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환경복지정책’, ‘지방자치

단체’, ‘지표’, ‘부문’, ‘환경안전’, ‘환경질’은 전반적으로 강한 연결성을 보

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의 경우 ‘서비스’와 ‘환경복지정책’

그리고 ‘환경복지정책’과 ‘지방자치단체’와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즉 환경

복지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에서 서비스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환경복지정책’은 ‘서비스’, ‘환경성질환’ 그리고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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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과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환경복지정책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개념으로부터 비롯되었

다는 일부 문헌의 의견(홍개영, 2005; 김동국, 2008)과 일치하는 결과이기

도 하다. 또한 ‘환경복지정책’은 기존 ‘환경정책’이 매체 중심으로 관리되

었기 때문에 환경질은 빠른 수준으로 좋아졌으나, 지역 간 환경불평등 혹

은 취약계층의 환경기본권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므로 대

안으로서의 환경복지를 주장(고재경, 2013b; 추장민, 2012)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9] 동시출현 네트워크 구현 결과

세 번째로 ‘관리’는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는 단어인 만큼 방사형으로 

주변 단어에 영향을 주고받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유독 대기환경과 관련

된 단어(미세먼지, 경유자동차)와 동시출현 빈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로 ‘환경안전’과 ‘환경질’, ‘환경서비스’는 환경복지지표와 삼각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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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다. 특히 ‘환경서비스’는 ‘환경안전’과 ‘환경질’ 사이에 위치할 뿐만 아니

라 ‘지표’와의 연관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표에서 관리되

어야 할 주요 영역으로 환경안전과 환경질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

에 이 둘을 관리하는 것이 ‘환경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로 ‘환경안전’은 ‘환경보건’, ‘정부사업’ 그리고 ‘정부사업’, ‘에너

지’ 그리고 ‘중앙정부’, ‘지표’와 삼각형을 이룬다. 기본적으로 환경안전은 

환경보건과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환경취약지역의 경우 상대

적으로 환경관리에 취약하여 환경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환경오염

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 등에도 취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박정규 외,

2013). 이 외에도 환경복지는 환경취약계층(어린이, 노령자, 취약계층), 제

공 형태(서비스), 원인(환경오염, 환경성질환) 가까이에 위치한다. 동시출현 

매트릭스로부터 취약계층, 어린이, 노령자, 환경오염, 지역, 서비스 순으로 

동시출현 빈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취약계층 관련 단어와 ‘환경

보건’의 원 크기가 비슷한 것은 단어 간 영향력이 유사함을 의미한다. 주

요단어별로 동시출현 매트릭스를 나타낸 결과가 <표 4-6>에 있다.

환경안전 환경정책 사회복지 관리 환경서비스

1 환경복지 환경정책 사회복지 미세먼지 환경복지

2 지표 환경복지 환경복지 환경복지 지표 

3 환경안전 중앙정부 지속가능발전 경유자동차 지역 

4 부문 지역 패러다임 지역 환경서비스 

5 환경서비스 지속가능발전 지역 관리 부문 

6 환경질 에너지 사회복지정책 대안 환경안전

7 지역 환경복지정책 지구 자동차 환경질 

8 에너지 지방자치단체 관심 검사 에너지

9 환경복지정책 대안 생태계 저감 환경복지정책

10 중앙정부 서비스 지표 배출가스 중앙정부

<표 4-6> 주요단어별 동시출현 단어(상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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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을 활용한 문헌 간 관계 분석

단어 간 관계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분석대상 문

헌 간 관계를 분석하고 공통된 특성으로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에 주성분분석 및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성분분

석은 변수 간 상관관계로부터 공통차원을 추출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원을 결정해주는 분석기법으로, 연관성이 높은 단어를 묶어 하

나의 요인으로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군집분석은 

개별 데이터를 군집의 개수나 구조에 대한 가정 없이 다변량 데이터로부

터 거리 기준에 의한 자발적 군집화를 유도하는 기법으로, 개별 군집의 성

격을 파악하여 데이터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데에 의의

가 있다(김재희, 2011; 권세혁, 2008).

본 연구에서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을 모두 활용하려는 이유는 분석대

상인 환경복지 문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첫

째, 질적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복지 문헌의 스펙트럼은 

사회복지부터 기후변화 대응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문헌 간 상관관

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

픽모델링을 실시할 경우 1종 오류(Type1 error)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둘

째, 분석대상 문헌이 환경복지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아니라 환경복지 

개념 정의 및 분석 대상별 실증연구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분석대상 문헌

의 텍스트 사전처리만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할 경우 환경복지 연구의 동

향까지는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나, 환경복지 요인을 추출하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분석대상 문헌 전체

를 대상으로 상관계수행렬(Correlation Matrix)을 도출하여 문헌 간 상관관

계 분포를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둘째,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여 분석대상 문헌의 주성분을 추출하고, 개별 주성분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활용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셋

째, 분석대상 문헌 전체를 대상으로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y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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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을 수행하여 적절한 군집 유형 및 개수를 추정함으로 연구동향에 

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1) 문헌 간 상관행렬(Correlation matrix) 구현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측정 및 묘사

하기 위해 이용되는 통계적 기법(Gravetter et. al., 2009)으로 서열척도, 등

간척도, 비율척도 변수 간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다.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로 표현될 수 있는데, 증감의 방향이 같은 경우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되고, 증감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된다(고등직업

교육연구소, 2017). 상관계수의 종류로는 피어슨 상관계수, 스피어만 상관

계수, 켄달 상관계수가 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변수가 연속형 자료일 경

우, 스피어만 및 켄달 상관계수는 순위자료일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텍스

트마이닝의 경우 단어의 출현빈도 및 거리에 따라 연속형 숫자로 구현되

므로 피어슨 상관관계를 활용하는 편이다. 상관계수는 크기에 따라 강한 

상관, 약한 상관, 상관관계 없음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0.7를 초

과할 때는 매우 강한 상관, 0.3에서 0.7 사이일 때는 보통 상관, 그 이하는 

약한 상관을 보인다고 간주한다.19) 만약 변수의 개수가 세 개 이상이면 상

관계수도 여러 개가 되므로 행렬 형태로 정리가 가능한데, 이를 상관행렬

이라 부른다. 텍스트마이닝에서의 상관행렬은 문서 간 단어들의 빈도를 기

반으로 단어가 얼마나 유사하게 발현되었는가를 보여준다(백영민, 2017:

182). 즉, 유사 단어가 발현된 정도가 클수록 문헌 간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높은 상관성은 토픽모델링 적합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래 도표는 출현단어 빈도에 따른 문헌 간 상관관계 분포를 히스토그

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문헌 간 상관관계는 –0.04부터 0.83까지 광범위하

게 걸쳐 있다. 문헌의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다. 또한 상관관계가 작은 지점

의 빈도수가 높고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Skewed to the right) 형

19) 사회과학 분야는 0.4 이상일 경우에도 ‘높은 상관’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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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띠고 있다.

최솟값 1사분위수 중위값 평균 3사분위수 최댓값

-0.044 0.045 0.152 0.199 0.309 0.828

<표 4-7> 분석대상 문헌의 상관관계 분포: 기초통계량

[그림 4-10] 분석대상 문헌의 상관관계 분포

분석대상 문헌의 상관행렬을 그림으로 구현한 결과는 [그림 4-11]과 같

다. 문헌 간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진한 푸른색에 가깝고, 낮을수록 연한 푸

른색을 띠며 음의 상관관계일 경우 붉은 색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고재경

(2012; 2013a; 2013b), 김종호(2014), 박순애(2013), 박정규(2013), 윤수진

(2016), 이창우(2013), 정환도(2013; 2014), 최경구(2006), 황석규(2005)는 다

른 문헌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관관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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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 그림에서

는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문헌부터 순서대로 정렬하면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에는 X자로 표기하고자 한다.

[그림 4-11] 상관행렬 구현 결과 

수정된 상관행렬([그림 4-12])을 살펴보면 이창우(2013)부터 박정규

(2013)까지의 연구는 서로 상관관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석(2016)의 경우 고령사회 환경복지를 생활환경 

요인(물 사용량, 쓰레기 배출량, 이동성 변화, 거주양식 변화)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는 점에서 경기도 생활환경복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고재경

(2012; 2013a; 2013b)의 세 연구와 모두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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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수정된 상관행렬 구현 결과 

그 외 김동국(2008)은 사회복지 중심의 환경복지를 주장한 최경구

(1997), 홍개영(2005)와 강한 상관을 보이며, 류휘종(2006)은 지역 에너지정

책을 환경적 복지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황석규(2005)와 상관관계를 보인

다. 김윤수(2013; 2014)의 경우 환경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대기질 관리 방

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분석 범위가 매우 특정되어 있다. 따라서 타 

문헌과의 상관계수가 높지는 않으나 연구자 자체적으로는 높은 것으로 드

러났다. 한편 추장민(2012)과 정회성(2012)의 연구는 그 공헌도에도 불구하

고21) 상관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20) 상관계수가 각각 0.36, 0.5, 0.45로 보통 상관에는 속함

21) 정회성, 추장민은 환경복지 개념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타 연구(고재경, 

2013a; 박순애, 2013; 김종호, 2014)의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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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문헌이 환경복지 개념 설정의 토대가 되는 연구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정환도
(2014)

정회성
(2012)

최경구
(1997)

최경구
(2006)

추장민
(2012)

홍개영
(2005)

황석규
(2005)

정환도
(2014)

1** 0.01 0.29 0.55** 0.01 0.24 0.47**

정회성
(2012)

0.01 1** -0.02 -0.02 -0.03 -0.02 0.02

최경구
(1997)

0.29 -0.02 1** 0.31 -0.01 0.48** 0.26

최경구
(2006)

0.55** -0.02 0.31 1** -0.01 0.2 0.24

추장민
(2012)

0.01 -0.03 -0.01 -0.01 1** -0.04 0.07

홍개영
(2005)

0.24 -0.02 0.48** 0.2 -0.04 1** 0.26

황석규
(2005)

0.47** 0.02 0.26 0.24 0.07 0.26 1**

주: 상관행렬 전체는 [부록1] 참고

<표 4-8> 분석대상 문헌의 상관행렬 일부

지금까지는 문헌 간 상관관계를 상관행렬로 구현하여 관계를 점검해보

고자 하였다. 전체의 50%(12건)에 달하는 문헌은 강한 상관을 보일뿐만 아

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으며, 30%(7건) 가량은 특정문헌에 대한 상

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나머지 20%(4건)는 상관관계가 거의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에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분석대상 

문헌을 몇 개의 주성분으로 축소하여 설명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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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성분분석을 통한 환경복지 주성분 추출

주성분분석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다변량 자료의 차원을 축소하는 

대표적 기법으로, 변수들의 복잡한 구조를 선형결합하여 독립적인 새 변수

를 생성해준다(Kang et, al., 2017; Lim, 2017). 주성분분석의 목적은 변동이 

큰 축을 탐색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원을 축소하기 위함으

로, 이를 통해 얻어진 주성분 점수는 회귀분석, 군집분석과 같은 다른 통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성분 선정 시에는 데이터의 변동

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제1성분으로 추출하고, 제2성분부터는 제

1성분과 직교관계를 이루도록 한다. 따라서 개별 주성분은 독립을 이루고,

이를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일정 수준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주성분분석은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차원을 축소한다

는 공통점 때문에 요인분석과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요인 혹

은 주성분 생성 방식에 있어서는 전제부터가 확연히 다르므로, 환경복지 

요인 추출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어떤 방식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하다. 주성분분석의 경우 관찰변수의 선형결합으로 개별 주성분이 

구성되지만 요인분석의 경우에는 요인의 선형결합으로 각 관찰변수가 설

명된다고 본다(강태훈, 2013).

출처: 강태훈(2013). “탐색적 요인분석”.

[그림 4-13] 주성분분석과 요인분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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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PC1 PC2 PC3 PC4 PC5

고재경(2012) -0.29656 0.018758 -0.02641 -0.1555 -0.15817

고재경(2013a) -0.28526 -0.12612 0.138873 0.056451 0.112178

고재경(2013b) -0.10359 -0.26161 0.330946 0.237327 -0.01577

김동국(2008) 0.105425 0.41885 0.176737 0.241836 0.028818

김윤수(2013) 0.056051 -0.18895 -0.3742 0.392877 -0.17777

김윤수(2014) -0.03604 -0.20402 -0.3677 0.419518 -0.18319

김종호(2014) -0.3139 0.056492 -0.10355 -0.02895 0.05092

남광희(2013) -0.03065 -0.29535 -0.03856 0.043971 -0.20692

류휘종(2006) -0.04243 -0.22035 0.455454 -0.05262 -0.23198

문태훈(2013) -0.00275 0.056594 0.007969 -0.45808 -0.6489

박순애(2013) -0.3221 -0.04791 0.071871 -0.02001 -0.06648

박정규(2013) -0.2513 -0.03205 -0.02832 -0.00493 0.25246

윤수진(2016) -0.26397 0.141642 -0.2249 -0.10393 0.002074

이정석(2016) -0.27624 0.017718 -0.05842 -0.12798 0.069391

이창우(2013) -0.33013 0.020349 -0.028 0.013326 0.03545

정환도(2013) -0.22725 -0.10775 0.103658 0.148774 0.003271

정환도(2014) -0.31643 0.099738 -0.02888 0.095229 0.064816

정회성(2012) 0.131652 0.018662 -0.11858 -0.34552 0.426053

<표 4-9> 분석대상 문헌의 고유벡터(일부)

텍스트마이닝은 개별단어가 모여 토픽을, 토픽이 모여 문서를 구성하는 

상향식 탐색기법을 기반으로 하며, 본 연구 또한 문헌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성분을 추출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주성분분석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부터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환경복지 문헌을 몇 가지 성분으

로 재구성하고, 성분점수를 도출하여 군집분석에 활용하도록 하겠다. 일반

적으로 주성분분석 절차는 주성분 개수를 설정하고, 개별 주성분의 점수를 

계산하여 회귀식을 구현한다. 그러나 23개 문헌 전체에 대한 회귀식 구현의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주성분 및 주성분 점수까지를 도출하기로 

한다. <표 4-9>는 분석대상 문헌의 고유벡터 일부를 추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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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PC1 PC2 PC3 PC4 PC5

최경구(1997) -0.02994 0.424871 0.060115 0.093691 -0.28185

최경구(2006) -0.2576 0.189338 -0.1846 -0.0592 0.015543

추장민(2012) 0.059716 -0.26714 0.24708 -0.07025 0.188331

홍개영(2005) 0.056679 0.424684 0.185932 0.301966 0.020561

황석규(2005) -0.19521 0.079085 0.353008 0.159158 -0.01825

주성분 개수는 ①누적비율 70% 이상 ②고유값 1 이상22) ③스크리 도

표상의 팔꿈치 지점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누적분산비율이 70% 이상

인 지점은 제4주성분부터이고, 고유값이 1 이상인 지점은 제6주성분까지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스크리 도표 분석 결과 제3주성분이 팔꿈치 지점임

에도 제4, 5주성분 모두 가파르므로 주5주성분까지는 허용 가능하다. 종합

적으로 4개의 주성분까지는 도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주성분이 3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차원축소의 효과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23) 주성분 개수를 낮추고 설명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주성분분

석에서는 변수를 일부 삭제하지만 본 연구는 문헌을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복지 문헌을 토대로 개별 연구자의 논지를 취합 및 재

구성하는 데에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PC1 PC2 PC3 PC4 PC5 PC6 PC7 PC8 PC9 PC10

고유값 8.64 3.65 2.1 1.64 1.37 1.14 0.81 0.67 0.61 0.45

표준편차 2.94 1.91 1.45 1.28 1.17 1.07 0.9 0.82 0.78 0.67

분산비율 0.38 0.16 0.09 0.07 0.06 0.05 0.04 0.03 0.03 0.02

누적비율 0.38 0.54 0.63 0.70 0.76 0.81 0.84 0.87 0.9 0.92

<표 4-10> 주성분분석 결과 요약

22) 평균 고유값보다 작은 고유값을 갖는 주성분을 제거하되 통상적으로는 1을 기준으

로 함

23) 주성분분석에서 저차원 공간의 차원은 2~3개 정도여야 하는데 차원이 그것보다 크

게 되면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넘어서며, 이는 분석 데이터의 p개 변수에 대한 잠재

변인이 2~3개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주성분분석이 효과적임을 의미(허명회, 2017: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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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C=주성분분석, FA=요인분석

[그림 4-14] 스크리도표

4개의 주성분이 독립성 및 정규성을 충족하는지를 공분산 및 정규성 

검정을 통해 알아보았다. 주성분 간 공분산은 모두 0에 수렴하였으며, 정

규성 검정 결과 4개 주성분 모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정규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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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PC1 PC2 PC3 PC4

고재경(2012) -0.29656 0.018758 -0.02641 -0.1555

고재경(2013a) -0.28526 -0.12612 0.138873 0.056451

고재경(2013b) -0.10359 -0.26161 0.330946 0.237327

김동국(2008) 0.105425 0.41885 0.176737 0.241836

김윤수(2013) 0.056051 -0.18895 -0.3742 0.392877

김윤수(2014) -0.03604 -0.20402 -0.3677 0.419518

김종호(2014) -0.3139 0.056492 -0.10355 -0.02895

남광희(2013) -0.03065 -0.29535 -0.03856 0.043971

류휘종(2006) -0.04243 -0.22035 0.455454 -0.05262

문태훈(2013) -0.00275 0.056594 0.007969 -0.45808

박순애(2013) -0.3221 -0.04791 0.071871 -0.02001

박정규(2013) -0.2513 -0.03205 -0.02832 -0.00493

윤수진(2016) -0.26397 0.141642 -0.2249 -0.10393

이정석(2016) -0.27624 0.017718 -0.05842 -0.12798

<표 4-11> 분석대상 문헌의 고유 벡터

4개의 주성분이 유효함을 확인하였으므로 본격적으로 개별 주성분의 

특성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표 4-11>로부터 제1주성분에는 고재경(2012;

2013a), 김종호(2014), 박순애(2013), 박정규(2013), 윤수진(2016), 이정석

(2016), 이창우(2013), 정환도(2013; 2014), 최경구(2006)가 포함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환경복지 개념,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수혜대

상별 분석으로 구분되어 주성분으로서의 접점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문헌 내에 어떤 부분을 바탕으로 하였는지 알 길이 

없어 해석에 오류를 범하기 쉽다. 때문에 각 주성분을 대상으로 과학적 분

석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별 주성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문헌을 

고유값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빈출단어 추출 및 동시출현 단어 네트워크 

구현 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24)하여 공통 요인을 추출하고자 

한다. 요인분석의 회전방식은 varimax를 사용하겠다.

24) 개별 주성분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하므로 요인분석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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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PC1 PC2 PC3 PC4

이창우(2013) -0.33013 0.020349 -0.028 0.013326

정환도(2013) -0.22725 -0.10775 0.103658 0.148774

정환도(2014) -0.31643 0.099738 -0.02888 0.095229

정회성(2012) 0.131652 0.018662 -0.11858 -0.34552

최경구(1997) -0.02994 0.424871 0.060115 0.093691

최경구(2006) -0.2576 0.189338 -0.1846 -0.0592

추장민(2012) 0.059716 -0.26714 0.24708 -0.07025

홍개영(2005) 0.056679 0.424684 0.185932 0.301966

황석규(2005) -0.19521 0.079085 0.353008 0.159158

제1주성분의 경우, 고유값이 양수인 문헌은 정회성(2012), 김동국(2008),

추장민(2012), 홍개영(2005), 김윤수(2013)로 나머지 문헌과 대비(contrast)관

계를 이룬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영향력이 미미하여 주성분으로 선택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절댓값이 큰 순서대로25) 이창우(2013), 박순애

(2013), 정환도(2014), 김종호(2014), 고재경(2012; 2013a), 이정석(2016), 윤수

진(2016), 최경구(2006), 박정규(2013), 정환도(2013)를 선정하도록 하겠다.

[그림 4-16]에서 알 수 있듯, 이들 문헌으로부터 추출된 단어는 문헌 전체를 

분석하였을 때와 상당히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서비스 측면과 환경보건

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출현 단어 네트워크도 상당히 유사한 결과

를 낳았다. 제1주성분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첫 번째 요인

은 정환도(2013)의 연구로 타 연구와 비교했을 때 반대의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전체 설명력의 60%를 차지한다. 이는 정환도(2013)가 대전시 환경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이론을 검토하고, 매체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대

전시 환경복지모형을 개발한 연구의 방향이 제1주성분에 속하는 모든 문

헌들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양수(+)의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여도 결론은 동일하다. 한편 제2요인은 환경복지정책 연구

로 특히 지표를 활용한 환경복지모형 연구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로부

25) SAS에서는 적재행렬의 방향(음수, 양수)이 반대로 나타남. 주성분분석에서 부호는 주

성분의 방향을 가리키기 위한 수단이므로, 절댓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개별 주성

분 설명에는 보다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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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제1주성분은 ‘환경복지 이론 정립 및 정책모형 개발’로 볼 수 있겠다.

단어 빈도

1 환경복지 130

2 지역 48

3 지표 30

4 부문 19

5 환경서비스 18

6 환경복지정책 16

7 서비스 15

8 어린이 15

9 지방자치단체 15

10 노령자 14

11 환경보건 14

문헌 RC1 RC2

고재경(2012) 0.57 0.46

고재경(2013a) 0.49 0.48

김종호(2014) 0.70 0.41

박순애(2013) 0.62 0.54

박정규(2013) 0.64 0.09

윤수진(2016) 0.65 0.20

이정석(2016) 0.71 0.11

이창우(2013) 0.69 0.59

정환도(2013) -0.05 0.90

정환도(2014) 0.55 0.70

최경구(2006) 0.66 0.17

누적비율 0.60 1.00

[그림 4-16] 제1주성분분석 결과

제2주성분은 사회복지학 문헌인 최경구(1997), 홍개영(2005), 김동국

(2008)으로 다른 문헌에 비해 결집도가 높다. 이들 문헌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는 사회복지, 환경복지, 패러다임, 환경문제, 자본주의, 지속가능발전 

등으로 사회복지의 한계 인식 및 미래세대를 고려한 환경복지로의 패러다

임 전환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사회복지가 포괄하지 못하

는 영역은 ‘생태복지’의 내용이며, 여기에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을 결

합하는 것을 환경복지로 간주하고 있다. 동시출현 단어 네트워크 또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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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와 환경복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방사형 네트워크가 구현되었으며 이 둘을 연결하는 단어는 ‘환경문제’, ‘환

경오염’, ‘지구’ 등이다. 따라서 제2주성분은 ‘생태복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을 결합한 환경복지’로 추정할 수 있겠다. 요인분석 결과로부터 

환경복지의 이론적 측면을 다룬 최경구(1997), 김동국(2008)과 달리 환경복

지의 정책적 활용을 다룬 홍개영(2005) 연구가 차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어 빈도

1 사회복지 19

2 환경복지 8

3 관심 5

4 지구 5

5 패러다임 4

6 환경문제 4

7 환경오염 4

8 선진국 3

9 이원론 3

10 자본주의 3

11 지속가능발전 3

12 지적 3

문헌 RC1 RC2

최경구(1997) 0.87 -0.19

홍개영(2005) -0.03 0.99

김동국(2008) 0.89 0.11

누적비율 0.60 1.00

[그림 4-17] 제2주성분분석 결과

제3주성분의 경우 앞의 두 성분과는 달리, 영향력과 개수가 비슷한 두 

문헌 집단이 대비(contrast)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양 집단을 꼼꼼하게 분

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환경복지 서비스 영역

을 다루고 있다. 보다 명료한 분석을 위해 세부성분 값을 음과 양으로 나

누어보도록 하겠다. 양(+)의 부호를 갖는 3-1주성분의 경우 환경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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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주성분(양수) 3-2주성분(음수)

단어 빈도

1 지역 49

2 환경복지 44

3 사회복지 30

4 지속가능발전 18

5 중앙정부 17

6 지방자치단체 17

7 서비스 15

8 환경복지정책 14

9 환경정책 14

10 환경오염 12

단어 빈도

1 환경복지 108

2 지역 33

3 지표 27

4 미세먼지 19

5 부문 19

6 관리 18

7 경유자동차 17

8 대안 16

9 노령자 14

10 어린이 14

제공주체에 관해 논하고 있다. 한편 음(-)의 부호를 갖는 3-2주성분의 경우 

환경복지 서비스 영역 중 지표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동시출현 단어 네트워크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세부 성분은 모두 

중간에 ‘지역’을 관통하면서 넓게 포진되어 있다([그림 4-18]). 3-1주성분이 

서비스 제공주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3-2주성분은 환경복지 서비스 영

역을 환경보건, 환경관리, 국제개발협력 등 세분화하였고 ‘지역’보다는 ‘지

표’가 강조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제3주성분은 ‘환경복지 서비스 제

공주체 및 관리 영역’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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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주성분(양수) 3-2주성분(음수)

문헌 RC1 RC2

고재경(2013a) 0.74 0.03

고재경(2013b) 0.66 0.04

김동국(2008) -0.08 0.86

류휘종(2006) 0.57 -0.10

문태훈(2013) 0.18 -0.02

박순애(2013) 0.80 0.07

정환도(2013) 0.59 -0.02

최경구(1997) 0.16 0.66

추장민(2012) 0.24 -0.12

홍개영(2005) 0.05 0.88

황석규(2005) 0.61 0.34

누적비율 0.46 0.80

문헌 RC1

고재경(2012) 0.72

김윤수(2013) -0.08

김윤수(2014) 0.10

김종호(2014) 0.82

남광희(2013) 0.15

박정규(2013) 0.57

윤수진(2016) 0.68

이정석(2016) 0.65

이창우(2013) 0.88

정환도(2014) 0.83

정회성(2012) -0.02

최경구(2006) 0.68

누적비율 0.73

[그림 4-18] 제3주성분분석 결과

제4주성분의 경우에도 두 집단이 이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제3주성분과 같이 공통 영역으로부터 파생되는 모양새를 띠지는 않는

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세부성분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구분

되어 있다. 4-1주성분은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과 같이 지역적 차원에서 관

리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넓게는 국제사회의 협약과 이행이 수반된다. 따

라서 특정계층에 해당되는 영역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

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경최저선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로

서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4-2주성분은 환경취약계층

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에서 관리해야 할 영역(환경보건, 환경안전 등)으로 

선택적 복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제4주성분은 ‘환경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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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주성분(양수) 4-2주성분(음수)

단어 빈도

1 환경복지 74

2 지역 51

3 사회복지 33

4 관리 20

5 대안 20

6 미세먼지 19

7 지표 18

8 경유자동차 17

9 지속가능발전 16

10 환경복지정책 15

단어 빈도

1 환경복지 78

2 지역 31

3 지표 19

4 중앙정부 18

5 노령자 14

6 어린이 14

7 환경정책 14

8 서비스 13

9 에너지 13

10 지방자치단체 13

11 환경보건 13

12 환경서비스 13

13 환경안전 13

서비스 제공 형태’로 정리할 수 있겠다.



- 58 -

4-1주성분(양수) 4-2주성분(음수)

문헌 RC1 RC2

고재경(2013a) 0.73 0.10

고재경(2013b) 0.55 0.02

김동국(2008) -0.14 0.83

김윤수(2013) 0.26 -0.15

김윤수(2014) 0.43 -0.09

남광희(2013) 0.43 -0.12

이창우(2013) 0.79 0.23

정환도(2013) 0.65 0.06

정환도(2014) 0.77 0.37

최경구(1997) 0.13 0.71

홍개영(2005) -0.02 0.84

황석규(2005) 0.49 0.42

누적비율 0.58 1.00

문헌 RC1

고재경(2012) 0.70

김종호(2014) 0.78

류희종(2006) -0.01

문태훈(2013) 0.18

박순애(2013) 0.76

박정규(2013) 0.59

윤수진(2016) 0.71

이정석(2016) 0.68

정회성(2012) -0.04

최경구(2006) 0.70

추장민(2012) -0.13

누적비율 0.72

[그림 4-19] 제4주성분분석 결과

지금까지 분석대상 문헌에 대해 4개의 주성분을 추출하였다. 제1주성분

은 ‘환경복지 이론 정립 및 정책모형 개발’로 분산비율은 전체의 38%에 불

과하지만 23개 문헌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2주성분은 ‘생

태복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을 결합한 환경복지’로 분산비율은 

19%에 불과하지만 제1주성분, 제3주성분, 제4주성분 모두 한 번씩은 등장할 

정도로 영향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주성분과 제4주성분의 분산비율

은 각각 9%, 7%로 기여도가 크지는 않지만, ‘환경복지 관리주체 및 관리 영

역’ 그리고 ‘환경복지 제공 형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이 환경복지 개념 정립을 위한 이론을 담고 있다면,

제3주성분과 제4주성분은 환경복지 개념을 환경정책 및 정부사업에 적용하

려는 실용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4개의 주성분을 토대로 주성분점수

를 도출한 결과는 <표 4-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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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PC1 PC2 PC3 PC4

고재경(2012) 2.88838 -0.09165 0.181402 1.004969

고재경(2013a) 2.61409 1.271322 -0.96391 -0.30179

고재경(2013b) -0.58318 2.414437 -2.00544 -1.19525

김동국(2008) -4.19617 -3.7869 -0.94781 -1.09705

김윤수(2013) -3.59314 1.815423 2.859149 -2.00026

김윤수(2014) -1.86689 1.914931 2.675118 -2.24123

김종호(2014) 3.28113 -0.49773 0.885622 0.328021

남광희(2013) -1.77943 2.650655 0.445513 -0.05223

류휘종(2006) -1.79101 2.022984 -2.84829 0.600834

문태훈(2013) -2.60309 -0.38874 0.221556 3.042208

박순애(2013) 3.928672 0.538756 -0.63612 0.066228

박정규(2013) 1.469587 0.398323 0.324631 0.203551

윤수진(2016) 1.762111 -1.22609 1.731495 0.850219

이정석(2016) 1.978011 -0.0699 0.546069 0.990623

이창우(2013) 4.370089 -0.138 0.15404 -0.13283

정환도(2013) 1.010279 1.077254 -0.54028 -0.66301

정환도(2014) 3.931643 -0.88836 0.159079 -0.68841

정회성(2012) -5.20784 -0.00909 1.198961 2.559052

최경구(1997) -1.47623 -3.52705 -0.24585 -0.31893

최경구(2006) 1.710251 -1.65808 1.434465 0.568097

추장민(2012) -3.76603 2.497508 -1.32623 0.82143

홍개영(2005) -3.0836 -3.77876 -1.06732 -1.54391

황석규(2005) 1.002363 -0.54125 -2.23584 -0.80034

<표 4-12> 분석대상 문헌의 주성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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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한 문헌 간 군집화

지금부터는 주어진 주성분점수를 바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

여 문헌을 군집화 하도록 하겠다. 군집분석은 자료의 내부구조에 대한 사

전정보 없이 의미 있는 구조를 찾아낼 수 있으며, 유사성(거리)만 정의되면 

모든 종류의 자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권세혁, 2008). 따라서 

비정형데이터 간 상관관계 및 거리를 측정하여 몇 개의 공통그룹으로 구분

하는 텍스트마이닝에 군집분석이 활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단어가 모여 토픽이 되고, 토픽이 모여 문서를 이룬다는 토픽모델

링의 주요 전제는 군집분석 중에서도 계층적 군집분석과 맥락을 같이 한다.

출처: R분석과 프로그래밍(http://rfriend.tistory.com)

[그림 4-20] 군집분석 분류 체계

계층적 군집분석은 개별 대상 간 거리에 의하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상부터 결합하여 나무모양의 계층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한 군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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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군집의 내부에 포함되지만 군집 간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

이 있다(송정호, 2016; 박수완 외, 2009). 계층적 군집화 방법으로는 상향식

(bottom up)의 응집형(agglomerative)과 하향식(top down)의 분리형

(divisive)이 있는데, 텍스트마이닝에서의 계층적 군집방법은 하나의 문헌

으로부터 유사한 문헌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 모든 문서가 포함될 때까

지 반복하는 상향식 기법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응집형 방식에서 

자주 활용되는 군집화 기법에는 왈드(ward) 연결법, 단일(single) 연결법,

완전(complete) 연결법, 평균(average) 연결법, 중심화(centroid) 연결법이 

있다. 분석대상 문헌의 상관분포가 넓은 것을 고려할 때, 이상치에 민감하

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적은 수의 군집으로 분류가 가능한 왈드 연결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종류 두 군집 사이의 거리 정의

단일 연결법
한 군집의 점과 다른 군집의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
(shortest distance)

완전 연결법
한 군집의 점과 다른 군집의 점 사이의 가장 긴 거리
(longest distance)

평균 연결법 한 군집의 점과 다른 군집의 점 사이의 평균 거리

중심화 연결법 두 군집의 centroids(변수 평균의 벡터) 사이의 거리

왈드 연결법
모든 변수들에 대하여 두 군집의 ANOVA sum of square를 
더한 값 

출처: RPubs. 

<표 4-13> 군집화 기법별 거리 정의

한편 군집분석은 가중치와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군집화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군집이 분류된다고 할지라도 의미하는 바를 명확

하게 제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허명회, 2013; 권세혁, 2008; 김재희,

2011).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피할 수 없고 판단 근거가 설득가능한 수

준인지 계량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탐색적 도구로 군집분석만

을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주성분분석에서 도출한 

주성분점수 행렬을 토대로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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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문헌 간 계층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성분점수 행렬을 활용할 경우 

이미 자료를 한 차례 분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 계산부터 수행하면 된

다. 거리 추정에는 유클리디언(euclidean)을, 분석기법은 왈드(ward)를 활용

하였다.

본격적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문헌 간 계층구조 및 응집도를 

확인함으로 주성분점수 행렬이 데이터로서 적절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문헌 간 계층구조는 문헌 간 거리를 바탕으로 히스토그램으로 보여주고자 

하며, 군집트리의 응집도는 응집 계수(agglomerative coefficient)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4-21]을 보면 두 문헌을 사이에 두고 붉은 막대가 

위에서 아래로 늘어서 있다. 이는 두 문헌 간 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막대

의 길이가 길수록 거리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갖는 

문헌은 김동국(2008)과 홍개영(2005) 그리고 이창우(2013)과 정환도(2014)

이고, 가장 먼 거리를 갖는 문헌은 최경구(2006)와 고재경(2012)이다. 군집

트리의 응집계수는 0.76으로 문헌 간 응집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

료가 주성분분석에 의해 분류되어 독립성과 정규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21] 문헌 간 계층구조 및 응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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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는 주성분점수를 바탕으로 분석대상 문헌을 군집화한 결과

이다. 덴드로그램은 관측치의 군집화를 통해 형성된 그룹 및 이들 간 유사

성 수준을 표시하는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덴드로그램을 사용하면 각 단계

에서 군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형성된 군집의 유사성

(또는 거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26) 군집 개수를 결정하기 위한 실루엣 

적합 결과 적정 클러스터 개수는 5개로 도출되었다.

[그림 4-22] 덴드로그램 구현 결과(Ward.D)

분석 결과 제1군집은 제1주성분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해당 문헌들

은 환경복지 개념 및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환경복지가 관장해야 할 다양

한 영역을 제시한 연구들이다. 박순애(2013), 김종호(2014), 정환도(2014)는 

환경복지 지표를 제작하여 환경복지 지역별 수준을 측정하였고, 박정규

(2013), 이정석(2016)은 환경복지 취약계층 중심의 연구를, 이창우(2013)는 

서울시 환경복지정책 연구를, 윤수진(2016)은 환경복지이론을 국제개발협

26) 미니탭 홈페이지-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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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고재경(2012; 2013a), 최경구(2006)는 환경복지 패

러다임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 군집 안에 다양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만큼, 제1군집은 제1주성분이 그러했던 것처럼 분석대상 문헌 

23개를 잘 대변하고 있으며, 대표성을 담보하는 군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군집은 고재경(2013b), 정환도(2013), 류휘종(2006), 황석규(2005)로 분석

대상이 모두 지역이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류휘종(2006)은 지역 단

위의 에너지복지를 환경복지로 간주하였고, 고재경(2013b)는 경기도를 대상

으로, 황석규(2005)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정환도(2014)는 대전시를 대상으

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환경복지 

연구’로 이름붙일 수 있겠다. 제3군집은 제2주성분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생태복지와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을 결합한 환경복지’로 이름붙일 

수 있겠다. 제4군집은 ‘김윤수(2013; 2014)의 연구’로 연구대상 및 범위의 

구체성27)으로부터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위 연구들은 다른 문헌과는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연구는 서로 상관계수가 크고 통

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아래 군집 도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군집의 

중심이 타 군집에 비해 멀리 위치해 있다. 제5군집은 정회성(2012), 문태훈

(2013), 남광희(2013), 추장민(2012)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환경복지’를 대변

하고 있다. 정회성(2012)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기초수요로서의 그리고 사

치재로서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것을 환경복지로 간주하였고, 추장민(2012)

은 지역별 환경불평등 상태를 완화함으로 환경최저선을 보장하는 것을 환

경복지로 보았다. 문태훈(2013)은 새정부 환경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남광희(2013)는 환경복지 개념의 정책 활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정회성(2012)의 환경복지 개념을 차용한 바 있다.

이로부터 제1군집은 환경복지 이론 설정 및 대상별 적용, 제2군집은 지

역사회 중심의 환경복지, 제3군집은 사회복지 관점에서의 환경복지, 제4-5

군집은 국가 및 국제사회 단위의 환경복지28)로 정의내릴 수 있겠다. 군집

27) 그는 서울시 환경복지 현황을 대기질 및 기후변화대응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8) 제4군집의 경우 개별연구자 특성이 강하여 따로 분리되었지만, 타 연구와의 상관관

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큰 범위에서 제5군집에 포함해도 될 것으로 보임( 

군집 개수를 4개로 설정하였을 때 제4군집은 제5군집에 포함됨). 그리고 이 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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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표현해보면 [그림 4-23]과 같다.

[그림 4-23] 군집 도표(Cluster Plot)

지금까지 주성분분석 및 군집분석을 통해 환경복지 문헌의 내용적 특징

을 살펴보았다. 주성분은 문헌의 주제를 중심으로 총 4개가 도출되었으며 

내용은 ①환경복지 이론 설정 및 모형 개발 ②생태복지와 지속가능성 패러

다임을 결합한 환경복지 ③환경복지 서비스 제공주체 및 관리 영역 ④보편

적 및 선택적 환경복지를 들 수 있다. 군집은 연구 범위를 토대로 총 5개로 

분류되었으며 내용상으로는 4개로 ①환경복지 이론 설정 및 대상별 적용 

②지역 단위의 환경복지 ③생태복지와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을 결합한 환경

복지 ④국가 및 국제사회 단위의 환경복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가 및 국제사회 단위의 환경복지’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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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토픽모델링 및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한 환경복

지 모형 수립

본 절에서는 토픽모델링과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환경복지를 이루는 

토픽(주제)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모형을 수립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문헌을 일정 토픽(주제)으로 배열하였을 때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토

픽별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토픽은 어떤 내용을 포괄할 것인가, 그간 분석

한 결과와 토픽모델링 결과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

기 위해서이다. 토픽모델링 LDA 기법은 임의의 문서 앞에서부터 단어를 

하나씩 채울 때마다 파라미터 θ(주제벡터)로부터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고,

다시 그 주제로부터 단어를 선택하여 문서를 생성해준다.29) 따라서 토픽모

델링 결과는 빈도수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단어를 배열한 표 이상의 의미

를 지니며, 보이지 않는 끈으로 모든 단어가 연결되어 인과성이 담보된다.

그러나 토픽모델링 결과는 토픽-단어로 구성된 표로 구현되기 때문에 그 

내용만으로 환경복지 영역을 설정하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발생할 수 있

다.30) 따라서 본 연구는 토픽 지정 시 ‘환경보건’, ‘환경서비스’와 같은 용

어를 활용할 예정이지만, ‘주체-내용-수단’으로 구체화하여 자의적인 해석

을 최대한 지양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설득력을 높이고자 한다. 사회연결망분

석은 개인과 집단 간 관계를 노드(node)와 링크(link)로 모델링하여 위상구

조와 확산 및 진화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다(행정자치부,

2014). 사회연결망분석에서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나타내주는 지표로는 연

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위세 중심성(Prestige centrality)이 있으며

(Bonacich, 1987; 손동원, 2002; 김용학, 2003; 조윤호 외, 2009,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29) http://www.4four.us/article/2010/11/latent-dirichlet-allocation-simply

30) 연도별 연구동향 조사 및 예측 수단으로 토픽모형을 피팅(fitting)할 경우 네이밍

(naming)까지는 허용하고 있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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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 정의

연결정도 중심성

한 점의 포인트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 점에 얼

마나 많은 다른 점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하여 그 

점이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계량화

근접 중심성

노드 간 거리를 근거로 하여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

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내 간

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 간 거리를 합산하여 중심성 

측정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내에서 한 점이 담당하는 매개자 혹은 중재자 

역할의 정도로써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 노드

가 연결망 내의 다른 노드 사이의 최다경로 위에 위치하

면 할수록 노드의 매개중심성이 높아짐

위세 중심성

연결된 노드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주어 노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연결정도 중심성으로부터 발

생하는 영향력과 자신과 연결된 타인의 영향력을 합산하

여 결정됨
출처: 조윤호 외(2009). pp. 186 재구성.

<표 4-14> 네트워크 중심성 관련 지표 

문헌 Topic1 Topic2 Topic3 Topic4

고재경(2012) 0.517 0.162 0.32 0.001

고재경(2013a) 0.999 0 0 0

고재경(2013b) 0.999 0 0 0

김동국(2008) 0.001 0.998 0.001 0.001

김윤수(2013) 0 0 0 0.999

김윤수(2014) 0 0 0 0.999

김종호(2014) 0 0 0.999 0

남광희(2013) 0 0 0 0.999

<표 4-15> 토픽별 문헌 활용 현황

지금부터는 토픽모델링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데이터 사

전처리 시 클리닝을 통해 도출된 단어의 개수(405개)만큼을 시드(seed)로 

선정하였다. 토픽의 개수는 주성분분석 및 군집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4개

로 지정하였다. 토픽 선정에 각 문헌을 얼마나 활용하였는가에 대한 내용

을 <표 4-15>에 제시하였다. 숫자들은 문헌별 토픽 출현 가능성으로 총합

은 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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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Topic1 Topic2 Topic3 Topic4

류휘종(2006) 0 0 0 0.999

문태훈(2013) 0.998 0.001 0.001 0.001

박순애(2013) 0 0 0.999 0

박정규(2013) 0.999 0 0 0

윤수진(2016) 0.001 0.001 0.997 0.001

이정석(2016) 0.001 0.001 0.997 0.001

이창우(2013) 0 0 0.999 0

정환도(2013) 0.999 0 0 0

정환도(2014) 0.252 0.12 0.628 0

정회성(2012) 0.001 0.997 0.001 0.001

최경구(1997) 0.001 0.998 0.001 0.001

최경구(2006) 0.001 0.997 0.001 0.001

추장민(2012) 0.001 0.001 0.001 0.998

홍개영(2005) 0.001 0.997 0.001 0.001

황석규(2005) 0 0.999 0 0

토픽별 출현 단어는 제1토픽의 경우 환경복지, 지역, 어린이, 노령자,

환경보건 등이다. 우선순위는 어린이-노령자-환경보건-가치-변화-에너지-국

제개발협력-지방자치단체 순이고, 1회 출현하여 그 토픽에만 예속되는 단

어들은 어린이, 노령자, 가치, 국제개발협력, 가구, 미래세대, 부모, 복지국

가, 경제성장, 시스템, 국가발전 등이다. 제2토픽에는 환경복지, 지역, 지속

가능발전, 환경오염, 사회복지가 포함되었다. 우선순위는 지속가능발전-환

경오염-사회복지-환경성질환-인프라-지구-대기오염-환경복지정책 순이다. 1

회 출현 단어는 지속가능발전, 환경오염, 환경성질환, 인프라, 지구, 공원녹

지, 생활폐기물, 활성화, 공공재, 자연환경, 생태계, 부족 등이 있다. 제3토픽

에는 환경복지, 지역, 지표, 부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었다. 우선순위는 지

표-부문-지방자치단체-서비스-환경안전 순이었다. 1회 출현 단어는 지표, 부

문, 서비스, 환경안전, 환경질, 환경재, 환경불평등, 데이터, 유해물질, 생활환

경복지, 기본방향, 최저기준, 역할분담, 취약지역 등이 있다. 제4토픽에는 미

세먼지, 경유자동차, 사회복지, 대안, 관리가 포함되었다. 미세먼지-경유자

동차-사회복지-대안-관리-환경복지-환경정책-환경자동차-지속가능발전-지역 

순으로 분포되었다. 1회 출현 단어는 미세먼지, 경유자동차, 사회복지, 대

안, 관리로 다른 토픽에 비해 차별성이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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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1 Topic2 Topic3 Topic4

[1,] 환경복지 환경복지 환경복지 미세먼지

[2,] 지역 지역 지역 경유자동차 

[3,] 어린이 지속가능발전 지표 사회복지

[4,] 노령자 환경오염 부문 대안 

[5,] 환경보건 사회복지 지방자치단체 관리 

[6,] 가치 환경성질환 서비스 환경복지

[7,] 변화 인프라 환경안전 환경정책

[8,] 에너지 지구 환경서비스 자동차 

[9,] 국제개발협력 대기오염 환경복지정책 지속가능발전 

[10,] 지방자치단체 환경복지정책 환경질 지역

[11,] 정부사업 공원녹지 중앙정부 기후변화대응 

[12,] 가구 저소득층 환경재 저감 

[13,] 미래세대 환경약자 환경정책 배출가스

[14,] 부모 취약계층 취약계층 검사

[15,] 복지국가 지표 불평등 중앙정부

[16,] 환경오염 환경서비스 에너지 관심 

[17,] 중앙정부 생활폐기물 환경보건 패러다임

[18,] 서비스 정부사업 환경불평등 위해성 

[19,] 취약계층 사회복지정책 데이터 질소산화물 

[20,] 사회복지 대안 유해물질 오염물질

[21,] 우리나라 활성화 생활환경복지 대응 

[22,] 맞춤형 공공재 관리 실효성 

[23,] 사회복지정책 자연환경 대기질 우리나라

[24,] 지원 생태계 기본방향 경쟁력 

[25,] 영유아 지원 최저기준 배출특성

[26,] 경제성장 부문 역할분담 수도권 

[27,] 시스템 어린이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28,] 관심 부족 취약지역 이원론 

[29,] 불평등 관리 맞춤형 친환경

[30,] 국가발전 지방자치단체 대안 에너지

주: 붉은색은 해당 토픽에서만 출현된 단어, 푸른색은 제공주체와 관련된 단어, 밑줄

은 제공수단과 관련된 단어.

<표 4-16> LDA 토픽모델링 결과(상위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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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토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사회연결망분석 결과를 덧붙이도

록 하겠다. 제1토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헌은 고재경(2012; 2013a;

2013b), 문태훈(2013), 박정규(2013), 정환도(2013)이고 출현 단어는 환경복

지, 지역, 어린이, 노령자, 환경보건, 국제개발협력, 가구, 미래세대, 부모, 복

지국가임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토픽모델링 결과로부터 환경복지 제공주체

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임을 알 수 있으며, 제공수단으로는 맞춤형, 서

비스, 정부사업 등이 보인다.

사회연결망을 구현해보면 제1토픽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4]로부터 제1토픽은 크게 생활환경,

환경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 유해물질 및 에너지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24] 연결정도 중심성 결과: 제1토픽

첫 번째 ‘생활환경’은 거주지, 공동체, 구시가지, 신시가지, 생활쓰레기,

불균형과 관련성이 높으며 영향평가, 저소득층, 정책개발 등과 맞닿아 있

다. 두 번째 ‘환경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은 좌측 하단으로부터 다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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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건강나누리, 아토피, 만성질환, 국정과제가 영유아, 노령자, 정부사업,

환경보건과 연결되어 환경성 질환, 불평등, 취약계층, 관리로 이어지고 있

다. 세 번째 ‘유해물질 및 에너지 관리’는 우측 상단으로부터 대선공약, 세

계환경, 국가발전 등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는 다시 ‘환경정책’과 연결되

어 있다. 그리고 환경정책은 에너지, 유해물질, 정보공개, 취약지역, 중앙정

부 등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취약지역’의 경우 ‘생활환경’과도 연

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근접 중심성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생활환경, 취

약계층 대상 환경보건, 유해물질 및 에너지 관리 영역이 보다 명확히 드러

남을 알 수 있다.31)

한편 매개 중심성이 높은 단어, 즉 잠재적으로 단어를 통제하는 상위단

어는 ‘지역’과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연결성을 저해하는 단

어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삭제하고32) 군집화하였더니 8개로 분류되었으며 

노드 밀집도(node density)는 0.5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1토픽은 ‘환경불평등’으로 세부영역은 생활

환경, 환경보건, 유해물질 및 에너지 관리를 들 수 있다. 위 영역의 서비스 

제공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제공수단은 맞춤형 정부사업으

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고재경, 2012; 2013b; 정환도, 2013)에서

는 위 영역의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간주하였으며, 한편 문태훈(2013)

의 경우 환경복지의 실현,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개선, 개발 및 보전의 상생,

환경공약의 이행 등을 새정부 환경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제공주체 제공수단 내용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정부사업

§ 중앙정부: 현세대 및 미래세대를 

고려한 포괄적 환경보건정책 수립

§ 지자체: 환경취약계층 중심의 맞

춤형 정부서비스 제공

<표 4-17> 제1토픽의 주요 내용 

31) 색깔이 붉어질수록 중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2) worktrap 알고리즘 활용. 커뮤니티 내 링크 밀집도가 커뮤니티 밖 밀집도보다 얼마

나 큰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72 -

☞

§ 환경성 질환 관리, 환경서비스 인

프라 구축, 쾌적한 생활 환경 제

공, 레질리언스 강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립, 환경보건 거버넌

스 강화, 대선공약의 이행 등으로 

분류

§ 동시발현빈도가 높은 단어끼리 

군집화하였기 때문에 근접중심성

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

§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고 군집

화한 결과 8개의 영역으로 분류

§ 매개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지역’

과 ‘부족’이며, 이들을 둘러싸고 

‘인프라’, ‘서비스’, ‘지표’ 등 제공 

수단이 부각됨 

[그림 4-25] 제1토픽 사회연결망분석(SNA) 결과 요약

제2토픽은 자연환경, 생태계, 공원녹지, 생활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환

경인프라’ 영역으로 설명 가능하다. 여기서의 환경인프라는 쓰레기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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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환경관련 시설만을 의미한다기보다 희소성 있는 공공자원의 향유 

방식 즉 지속가능한 생태복지 실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관리 

영역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영역(환경오염, 위험사회, 불확실성의 극대

화, 자연파괴, 복지문제 등), 복지국가로의 발전 방향(현 세대와 미래세대 

고려, 양극화 완화), 생태복지 영역(공원녹지, 환경성질환, 생활폐기물, 환

경보전, 관리)이 존재함을 사회연결망분석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경인프라 영역의 제공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제공수단은 환경서

비스 및 관리이다. 제2토픽은 다른 토픽과 달리 제공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에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서 제시된 바 주민복리증진 사무로서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공유림 

관리,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홍준형, 1995; 국

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사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해당 사무가 아니더라도 쾌적한 환경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역할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 효과성 측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단위 연구를 모아둔 

제3군집에서는 지역단위의 환경복지 제공에 있어 공원녹지조성 및 생태복

지 강화와 같은 영역을 강조한 바 있다(고재경, 2012; 정환도, 2014; 황석

규, 2005 등 다수).

제공주체 제공수단 내용

지방자치단체 환경서비스
§ 지속가능한 생태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인프라 제공 강화

<표 4-18> 제2토픽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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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생태복지 영역과 사회문제 

영역으로 분류

§ ‘가치’, ‘환경문제’, ‘사회복지정책’ 

중심으로 근접중심성이 높게 나

타남

☟

☜

§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고 군집

화한 결과 14개의 영역으로 분류

§ 매개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환경

문제’, ‘사회복지정책’, ‘정부사업’

[그림 4-26] 제2토픽 사회연결망분석(SNA) 결과 요약

제3토픽은 환경최저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복지관리’로 간주할 수 

있다. 환경최저기준이란 환경재화 및 서비스, 환경안전, 환경보건 등에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향유하기 위한 기본선으로, 계층 및 지역 간 격차를 



- 75 -

해소하고 분배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 환경재화 및 서비스 결핍상태를 완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박순애 외, 2013: 118). 환경최저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표를 활

용하여 지역의 환경복지 수준을 관리하고자 하는 다수의 연구(고재경 외,

2012; 박순애 외, 2013; 이창우 외, 2013; 김종호 외, 2014; 정환도 외, 2014

등 다수)로부터 토픽선정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표로 관리되어야 할 환경복지 부문으로는 환경안전, 환경질, 환경재,

환경보건, 주거 및 생활환경이 있다. 제공주체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로 관리 역할 분담을 필요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원화할 수는 없겠지만 근접중심성 네트워크로부터, 중

앙정부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부문으로는 환경권, 환경재, 최저기준이 있

고, 지방자치단체와 가까운 부문으로는 환경질, 환경보건, 환경안전임을 확

인할 수 있다. 여기서의 ‘환경재’는 Tietenberg(2000)의 정의를 빌려와33) 비

배타적(non-excludability)이고 비경합적(non-rivalness)인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 제2토픽의 환경인프라와 구분하고자 한다.

제공주체 제공수단 내용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중앙정부: 환경권, 환경재, 최저기

준과 관련된 지표 관리

§ 지자체: 환경질, 환경보건, 환경안

전 관련 지표 관리

<표 4-19> 제3토픽의 주요 내용 

33) 자연경관이나 맑은 공기, 깨끗한 하천, 생물종 다양성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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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할 영역으로 구분 가능

§ 중앙정부의 환경복지관리 요인보

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요인이 

더 진한 색으로 나타남

☟

☜

§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고 군집

화한 결과 8개의 영역으로 분류

§ 매개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관

심’, ‘지속가능발전’,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거버넌스’가 있음

[그림 4-27] 제3토픽 사회연결망분석(SNA)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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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토픽은 ‘지속가능발전’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사회연결망 연결정도 

중심성을 보면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오염, 사회복지정책, 거버넌스가 모두 

지속가능발전을 향해 뻗어있다.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오염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어는 발암물질, 질소산화물, 경유자동차, 환경관리, 매연여과장

치 등이 있다. 한편 사회복지 영역은 환경오염, 자연파괴와 함께 ‘관심’을 

향해 뻗어 있는데,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영역도 또한 유사한 형태를 보인

다. ‘거버넌스’ 영역의 경우 국가발전, 세계환경, 대선공약 등은 ‘패러다임’

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패러다임’은 이산화탄소, 경제구조, 시민단체,

정부사업,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을 향해 

있다. 이에 ‘거버넌스’는 결론적으로 지역 단위의 시민참여로 간주할 수 있

겠다. 근접중심성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은 결론적으로 ‘경쟁

력’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30개 토픽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경유자동차, 사회복지, 대안, 관

리 등이 존재하고 있어 사회연결망이 적합하게 구축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4토픽의 제공주체는 중앙정부인데, 기후변화대

응과 대기오염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을 관리하거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상관관계가 높은 연구

는 김윤수(2013; 2014), 남광희(2013), 류휘종(2006), 추장민(2012)으로 김윤

수(2013; 2014)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시적 차원이어서 중앙정부가 강조된 

측면이 있기도 할 것이다. 제4토픽의 제공수단은 ‘검사’와 ‘모니터링’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배출권거래제 

시행, 매연여과장치 설치 등)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고재경,

2012; 남광희, 2013)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공주체 제공수단 내용

중앙정부
검사

모니터링

§ 기후변화대응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배출권거
래제 시행, 매연여과장치 설치 등) 

§ 환경복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모니터링)

<표 4-20> 제4토픽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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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환경, 사회

복지정책, 지역사회 거버넌스가 

모두 지속가능발전을 향하여 배

열해 있음

§ 국제사회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은 

대기오염 물질 저감, 배출권거래

제와 관련이 있고 국내의 지속가

능발전은 지역단위 거버넌스와 

연관이 높음

☟

☜

§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고 군집

화한 결과 3개의 영역으로 분류

§ 매개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경쟁

력, 저감, 지속가능발전, 패러다

임이 있음

[그림 4-28] 제4토픽 사회연결망분석(SNA)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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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복지 모형을 <표 4-21>과 같이 제시하였

다. 모형의 가로축은 지역사회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는 환경복지정책 대

상 범위이고, 세로축은 환경복지정책 관리주체 및 영역이다. 환경복지 영

역은 환경불평등, 환경인프라, 환경복지수준, 지속가능발전의 4영역이고 

공통된 비전은 분석대상 문헌을 바탕으로 ‘환경복지 최저기준 보장 및 환

경불평등 완화를 통한 개인의 삶의 질 강화, 지역공동체 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로 설정해보았다. 환경불평등 영역은 환경불평등 완화를, 환경인프라

는 쾌적한 환경을, 환경복지관리는 환경복지 최저선을 관리하는 것을, 지

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한 환경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영역 환경불평등 환경인프라 환경복지관리 지속가능발전

비전
환경복지최저기준 보장 및 환경불평등 완화를 통한 

개인의 삶의 질 강화, 지역공동체 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목적
환경불평등 

완화
쾌적한 환경 

제공
환경복지

최저선 관리
지속가능한 

환경복지 구현

세부
구성
요소

§ 환경보건
§ 생활환경
§ 유해물질 및 

에너지

§ 자연환경
§ 생태계
§ 공원녹지
§ 생활폐기물

§ 환경최저기준
§ 환경재
§ 환경질
§ 환경보건
§ 환경안전

§ 기후변화대응
§ 대기질
§ 거버넌스

수혜
대상

환경취약계층 지역주민 지역주민 전국민

복지
형태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관리
주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중앙정부

관리
수단

§ 맞춤형서비스
§ 정부사업

§ 환경서비스
§ 지표
§ 정부사업

§ 환경서비스
§ 지표
§ 환경정책

§ 검사
§ 관심

<표 4-21> 본 연구를 통해 재구성된 환경복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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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함의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복지를 주제로 한 23개 문헌을 다양한 질적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분석대상 문헌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사

회복지에서 환경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정책환경 요인으로 인한 연구

의 급증과 감소추세 등 동향을 볼 수 있었다. 연이어 연구대상별 분석 수

준을 거시, 중범위, 미시로 구분하여 그간의 연구가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

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정립 등 거시적 연구가 초반에 일어난 것에 

반해 점점 분석대상 및 범위가 구체화되고 있어, 향후 환경복지 연구는 수

혜대상별 혹은 제공주체별로 세분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과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은 개별단어가 모여 토픽으로, 토픽이 모여 말뭉

치를 이룬다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어서 환경복지 문헌들을 말뭉치 단위

로 분석할 수 있었으며, 말뭉치 단위로도 시사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

는 단어 간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논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단어 간 관계 

분석은 빈도분석, 연관어분석, 동시출현단어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문헌 간 

관계 분석은 상관관계분석, 주성분분석,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토픽모형분석 및 사회연결망분석을 수행하여 환경복지 문헌의 

동향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구성요소 간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복지’와 연관도 및 동시

출현 가능성이 높은 단어는 제공 주체(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제공 방식

(서비스, 지표관리), 수혜 대상(어린이, 노령자, 영유아), 제공 영역(환경보

건, 환경안전, 환경질, 환경재, 생활환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둘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문헌은 전체의 50% 정도로 높지 않은

데 이는 현재까지의 환경복지 연구범위 및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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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사한 문헌끼리 묶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함으로 모

형의 설명력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셋째, 분석대상 문헌을 주성분분석 및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유형화하

고자 하였다. 주성분분석을 통해서는 환경복지 주제를, 군집분석을 통해서

는 환경복지 연구 범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주성분분석 결과 도출된 환경

복지 주제로는 ①환경복지 이론 설정 및 모형 개발 ②생태복지와 지속가

능성 패러다임을 결합한 환경복지 ③환경복지정책 관리 주체 및 영역 ④

보편적 및 선택적 환경복지로, 앞선 두 영역은 이론적인 내용이고 뒤의 두 

영역은 환경정책집행에 있어 관리되어야 할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군

집분석 결과 도출된 환경복지 연구 범위는 ①환경복지 이론 설정 및 대상

별 적용 ②지역 단위의 환경복지 ③생태복지와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을 결

합한 환경복지 ④국가 및 국제사회 단위의 환경복지로, 제1군집과 제3군집

은 주성분분석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낳았으며, 제2군집과 제4군집의 경우 

환경복지정책 대상 범위(scope)가 지역, 국가, 국제사회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위 결과들은 토픽모델링 후 환경복지 모형의 양 축으로 활

용하였다.

넷째, 분석대상 문헌을 토대로 토픽모형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만으

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논리를 더하였

다. 그리고 내용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분석대상 문헌 내용과 일

치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제1토픽은 ‘환경불평등’으로 세부 구성

요소로는 환경보건, 생활환경, 유해물질 및 에너지가 있다. 이 영역의 수혜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

고, 중앙정부는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 간 환경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

부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제2토픽은 ‘환경인프라’로 쾌적한 환경을 제

공하기 위해 자연환경, 생태계, 공원녹지, 생활폐기물을 지방정부 차원에

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설비 구

축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생태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3토픽은 ‘환경복지 수준 관리’로 환경복지 영역별 상태를 지

표로 점검하여 지역별 환경복지 수준을 개선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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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보편적 복지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표 

관리를 분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토픽모형을 통해 이끌 수 있었다. 중앙정

부가 관리해야 할 지표는 환경권, 환경재, 최저기준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

적, 제도적 기반조성 그리고 광의의 환경재화 보호를 수행해야 한다는 결

론에 이르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질, 환경보건, 환경안전 

관련 지표를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환경최저기준을 보장하고 나아가 환경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제4토픽은 ‘지속가능발전’ 영역이다. 사

회연결망의 연결정도 중심성 구현 결과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오염, 사회복

지정책, 거버넌스의 내용이 모두 지속가능발전을 향해 뻗어있음을 발견하

였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은 결론적으로 경쟁력을 향해 있는데, 분석대상

문헌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영역은 ‘중앙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국가적 차원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실시

해야 한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지역주민 중심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문헌에서도 환경복지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모니터링 등을 주장하고 관련 지

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복지 정책 모형을 <표 5-1>과 같이 제시

하였다. 모형의 가로축은 지역사회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는 환경복지정

책 대상 범위이고, 세로축은 환경복지정책 관리주체 및 영역이다. 환경복

지 영역은 환경불평등, 환경인프라, 환경복지관리, 지속가능발전의 4영역

이고 공통 비전은 분석대상 문헌을 바탕으로 ‘환경복지 최저기준 보장 및 

환경불평등 완화를 통한 개인의 삶의 질 강화, 지역공동체 발전, 국가경쟁

력 강화’로 설정하였다. 환경불평등 영역은 환경불평등 완화를, 환경인프

라는 쾌적한 환경을, 환경복지관리는 환경복지 최저선 확보를, 지속가능발

전은 지속가능한 환경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복지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동등한 환경수요를 전제하기에 환경불평등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편적 복지의 형태를 띤다. 환경복지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중

앙정부가 역할분담을 해야 하는 영역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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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된다. 환경인프라의 경우 쾌적한 지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이라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 관리주체가 되고, 지속가능발전의 경

우 국가적 차원의 관리 및 국제사회협력이 필요한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

오염물질저감의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환경복

지관리의 경우 중앙정부는 환경권, 최저기준과 같은 법․제도적 기반 제공 

및 환경재 관리를, 지방정부는 환경질, 환경보건, 환경안전을 점검하여 환

경최저선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역 환경불평등 환경인프라 환경복지수준 지속가능발전

비전
환경복지최저기준 보장 및 환경불평등 완화를 통한 

개인의 삶의 질 강화, 지역공동체 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목적
환경불평등 

완화
쾌적한 환경 

제공
환경복지

최저선 확보
지속가능한 

환경복지 구현

세부
구성
요소

§ 환경보건
§ 생활환경
§ 유해물질 및 

에너지

§ 자연환경
§ 생태계
§ 공원녹지
§ 생활폐기물

§ 환경권
§ 최저기준
§ 환경재
§ 환경질
§ 환경보건
§ 환경안전

§ 기후변화대응
§ 대기질
§ 거버넌스

수혜
대상

환경취약계층 지역주민 지역주민 전국민

복지
형태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관리
주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중앙정부

관리
수단

§ 맞춤형서비스
§ 정부사업

§ 환경서비스
§ 지표
§ 정부사업

§ 환경서비스
§ 지표
§ 환경정책

§ 검사
§ 관심

<표 5-1> 환경복지모형

관리수단은 네 영역 공통적으로 ‘서비스’를 제시하였고, 환경인프라와 

환경복지수준의 경우 ‘지표’가 추가되었다. 환경인프라가 지역주민 체감환

경 변화를, 환경복지수준은 개선노력에 대한 성과관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지속가능발전의 경우 ‘검사’로 이는 국제사회 협약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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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감시단속 업무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지방에 위임 및 이양되어 있으므

로34)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또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역주

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는 분석대상 문헌의 선정 그리고 환경복지 정책 모형 

도출 시 논리적 타당성 부족을 들 수 있다.

환경복지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복지 관련 문

헌을 선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환경정의, 환경보건,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사회복지 등 유관개념을 모두 포괄하면 환경복지 요소를 도출하

기 어려울 것 같아 문헌의 제목, 연구의 목적 등에서 ‘환경복지’라는 단어

가 발견된 경우에만 분석대상에 추가하였다. 이러다보니 분석대상 문헌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고 영역별로 균형 있게 선정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다.

오히려 영역을 임의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 판단일 것 같아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단어 손실을 최소화하고 모형의 타당성 저하를 막기 위해 

보통명사를 기준으로 필터링하여 ‘대안’, ‘관리’, ‘부문’, ‘가치’ 등 소위 불

필요한 단어들을 삭제하지 않고 분석하여 해석의 어려움을 겪은 것도 또 

하나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때문에 분석결과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

참을 반복에 반복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연구를 지속하게 된다면 

해석의 타당성을 두고 여러 명의 전문가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복지 관련 문헌으로부터 환경복지정책모형을 이끌어 냄에 있

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고 효과를 보았으나, 그 인과관계를 자세히 설명하

지는 못하였다. ‘환경복지’의 개념이 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은 틀림없는 

34)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규제 사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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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지만, 환경복지 문헌의 요인을 분석하여 이론적 요인을 배제하고, 정

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따로 뽑아 정책모형으로 제시한 것은 논

리에 의했다기보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

가 진행된다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명의 전문가 자문을 받고, 지표를 

대입하여 구조방정식 형태의 통계적 모형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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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분석대상 문헌 상관관계표

고재경
(2012)

고재경
(2013a)

고재경
(2013b)

김동국
(2008)

김윤수
(2013)

김윤수
(2014)

김종호
(2014)

남광희
(2013)

류휘종
(2006)

문태훈
(2013)

박순애
(2013)

박정규
(2013)

윤수진
(2016)

이정석
(2016)

이창우
(2013)

정환도
(2013)

정환도
(2014)

정회성
(2012)

최경구
(1997)

최경구
(2006)

추장민
(2012)

홍개영
(2005)

황석규
(2005)

고재경
(2012)

1** 0.5** 0.26 0.06 0.06 0.17 0.49** 0.25 0.17 0.34 0.62** 0.35** 0.45** 0.38** 0.64** 0.32* 0.6** 0.03 0.27 0.46** 0.07 0.07 0.36*

고재경
(2013a)

0.5** 1** 0.45** -0.01 0.06 0.17 0.51** 0.22 0.28 0.04 0.54** 0.43** 0.35** 0.37** 0.57** 0.36** 0.53** -0.03 0.14 0.34* 0.2 0.1 0.34*

고재경
(2013b)

0.26 0.45** 1** -0.03 0.08 0.17 0.12 0.31 0.28 0.03 0.42 0.23 0.06 0.14 0.26 0.32* 0.22 -0.03 0.06 0.07 0.16 0.17 0.27

김동국
(2008)

0.06 -0.01 -0.03 1** -0.03 -0.01 0.03 -0.03 0.02 0.01 0.01 0.01 0.02 0.03 0.03 -0.02 0.2 0.03 0.42** 0.06 -0.04 0.64** 0.24

김윤수
(2013)

0.06 0.06 0.08 -0.03 1** 0.4** 0.04 0.12 0.05 0 0.1 0.04 0.05 0.03 0.08 0.11 0.1 -0.03 0.03 0.04 -0.01 -0.02 0.05

김윤수
(2014)

0.17 0.17 0.17 -0.01 0.4** 1** 0.19 0.26 0.06 0.02 0.23 0.13 0.14 0.12 0.23 0.14 0.23 -0.02 0.09 0.13 0.03 0.01 0.12

김종호
(2014)

0.49** 0.51** 0.12 0.03 0.04 0.19 1** 0.18 0.12 0.07 0.61** 0.39** 0.49** 0.5** 0.83** 0.3* 0.67** -0.02 0.26 0.46** -0.01 0.07 0.31*

남광희
(2013)

0.25 0.22 0.31 -0.03 0.12 0.26 0.18 1** 0.11 0.16 0.2 0.15 0.12 0.11 0.2 0.15 0.19 0 0.06 0.1 0.21 -0.01 0.14

류휘종
(2006)

0.17 0.28 0.28 0.02 0.05 0.06 0.12 0.11 1** 0.2 0.31 0.05 -0.02 0.12 0.23 0.22 0.16 -0.03 0.06 -0.02 0.19 -0.04 0.4*

문태훈
(2013)

0.34 0.04 0.03 0.01 0 0.02 0.07 0.16 0.2 1** 0.24 0.03 0.15 0.16 0.08 0.06 0.06 0 0.27 0.12 -0.04 0.03 0.07

박순애
(2013)

0.62** 0.54** 0.42 0.01 0.1 0.23 0.61** 0.2 0.31 0.24 1** 0.42** 0.43** 0.59** 0.76** 0.43** 0.67** -0.03 0.22 0.42** 0.08 0.1 0.51**

박정규
(2013)

0.35** 0.43** 0.23 0.01 0.04 0.13 0.39** 0.15 0.05 0.03 0.42** 1** 0.31** 0.47** 0.45** 0.23 0.4** -0.02 0.11 0.31* 0.11 0.1 0.28

윤수진
(2016)

0.45** 0.35** 0.06 0.02 0.05 0.14 0.49** 0.12 -0.02 0.15 0.43** 0.31** 1** 0.35** 0.52** 0.22 0.53** -0.01 0.27 0.49** -0.02 0.11 0.21

이정석
(2016)

0.38** 0.37** 0.14 0.03 0.03 0.12 0.5** 0.11 0.12 0.16 0.59** 0.47** 0.35** 1** 0.49** 0.22 0.46** -0.02 0.09 0.33** -0.01 0.06 0.3*

이창우
(2013)

0.64** 0.57** 0.26 0.03 0.08 0.23 0.83** 0.2 0.23 0.08 0.76** 0.45** 0.52** 0.49** 1** 0.44** 0.8** -0.02 0.28 0.52** 0.06 0.1 0.46**

정환도
(2013)

0.32* 0.36** 0.32* -0.02 0.11 0.14 0.3* 0.15 0.22 0.06 0.43** 0.23 0.22 0.22 0.44** 1** 0.58** -0.04 0.12 0.2 0.04 0.05 0.27

정환도
(2014)

0.6** 0.53** 0.22 0.2 0.1 0.23 0.67** 0.19 0.16 0.06 0.67** 0.4** 0.53** 0.46** 0.8** 0.58** 1** 0.01 0.29 0.55** 0.01 0.24 0.47**

정회성
(2012)

0.03 -0.03 -0.03 0.03 -0.03 -0.02 -0.02 0 -0.03 0 -0.03 -0.02 -0.01 -0.02 -0.02 -0.04 0.01 1** -0.02 -0.02 -0.03 -0.02 0.02

최경구
(1997)

0.27 0.14 0.06 0.42** 0.03 0.09 0.26 0.06 0.06 0.27 0.22 0.11 0.27 0.09 0.28 0.12 0.29 -0.02 1** 0.31 -0.01 0.48** 0.26

최경구
(2006)

0.46** 0.34* 0.07 0.06 0.04 0.13 0.46** 0.1 -0.02 0.12 0.42** 0.31* 0.49** 0.33** 0.52** 0.2 0.55** -0.02 0.31 1** -0.01 0.2 0.24

추장민
(2012)

0.07 0.2 0.16 -0.04 -0.01 0.03 -0.01 0.21 0.19 -0.04 0.08 0.11 -0.02 -0.01 0.06 0.04 0.01 -0.03 -0.01 -0.01 1** -0.04 0.07

홍개영
(2005)

0.07 0.1 0.17 0.64** -0.02 0.01 0.07 -0.01 -0.04 0.03 0.1 0.1 0.11 0.06 0.1 0.05 0.24 -0.02 0.48** 0.2 -0.04 1** 0.26

황석규
(2005)

0.36* 0.34* 0.27 0.24 0.05 0.12 0.31* 0.14 0.4* 0.07 0.51** 0.28 0.21 0.3* 0.46** 0.27 0.47** 0.02 0.26 0.24 0.07 0.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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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분석대상 문헌 간 거리

고재경
(2012)

고재경
(2013a)

고재경
(2013b)

김동국
(2008)

김윤수
(2013)

김윤수
(2014)

김종호
(2014)

남광희
(2013)

류휘종
(2006)

문태훈
(2013)

박순애
(2013)

박정규
(2013)

윤수진
(2016)

이정석
(2016)

이창우
(2013)

정환도
(2013)

정환도
(2014)

정회성
(2012)

최경구
(1997)

최경구
(2006)

추장민
(2012)

홍개영
(2005)

황석규
(2005)

고재경
(2012)

0 13.82 12.042 15.46 22.316 17.776 33.466 15.362 15.362 11.747 28.653 42.697 11.358 5.568 31.512 17.234 18.276 12.41 21.633 8.185 12.166 9.11 15.166

고재경
(2013a)

13.82 0 11.489 21.213 25.357 20.809 30.05 18.947 16.882 18.947 24.454 39.064 15.937 14.491 27.459 17.263 16.941 19.157 24.434 14.765 16.703 15.811 16.462

고재경
(2013b)

12.042 11.489 0 20.396 24.556 19.416 31.032 16.279 17.861 17.804 23.958 38.987 14.9 13.115 27.821 16.371 16.703 18.193 24.145 13.491 16.462 14.071 15.843

김동국
(2008)

15.46 21.213 20.396 0 26.963 23.302 37.296 21.703 22.023 19.313 34.409 45.76 19.079 15.937 36.083 23.537 22.517 18.682 20.857 16.971 19.157 11.402 19.053

김윤수
(2013)

22.316 25.357 24.556 26.963 0 21.954 39.9 25.179 26.458 25.179 35.847 47.529 24.637 22.605 38.118 26.589 28 25.1 30.919 23.431 24.779 23.685 26.571

김윤수
(2014)

17.776 20.809 19.416 23.302 21.954 0 35.609 19.799 22.847 21.354 31.67 44.328 20.075 18.193 33.808 22.913 23.281 21.401 27.24 18.788 20.736 19.313 22.136

김종호
(2014)

33.466 30.05 31.032 37.296 39.9 35.609 0 34.9 36.166 35.917 26.476 41.509 30.61 34.307 17.972 30.935 24.98 36.824 35.157 31.48 36.469 33.779 32.435

남광희
(2013)

15.362 18.947 16.279 21.703 25.179 19.799 34.9 0 20.248 18 31.225 43.093 18.574 16.155 33.63 21.61 22.627 19.339 25.962 17.117 17.205 17.635 19.287

류휘종
(2006)

15.362 16.882 17.861 22.023 26.458 22.847 36.166 20.248 0 18.601 29.983 45.727 20.372 15.716 33.511 21.564 23.152 20 27.276 18.52 18 18.574 17.889

문태훈
(2013)

11.747 18.947 17.804 19.313 25.179 21.354 35.917 18 18.601 0 30.968 44.822 15.843 12.845 34.569 21.237 22.716 16.733 22.583 14.107 16.912 14.595 19.95

박순애
(2013)

28.653 24.454 23.958 34.409 35.847 31.67 26.476 31.225 29.983 30.968 0 37.148 27.677 29.394 20.05 25.884 20.905 33.601 32.357 28.142 32.265 30.496 25.159

박정규
(2013)

42.697 39.064 38.987 45.76 47.529 44.328 41.509 43.093 45.727 44.822 37.148 0 40.915 43.081 37.443 40.866 37.776 45.508 44.933 41.255 43.44 42.638 41.024

윤수진
(2016)

11.358 15.937 14.9 19.079 24.637 20.075 30.61 18.574 20.372 15.843 27.677 40.915 0 12.649 28.496 18.055 16.643 16.703 21.517 10.677 16.703 12.806 18.083

이정석
(2016)

5.568 14.491 13.115 15.937 22.605 18.193 34.307 16.155 15.716 12.845 29.394 43.081 12.649 0 32.527 18 19.416 12.689 23.216 9.798 12.45 9.798 16.217

이창우
(2013)

31.512 27.459 27.821 36.083 38.118 33.808 17.972 33.63 33.511 34.569 20.05 37.443 28.496 32.527 0 27.276 19.774 35.539 33.151 29.326 34.799 32.094 28.688

정환도
(2013)

17.234 17.263 16.371 23.537 26.589 22.913 30.935 21.61 21.564 21.237 25.884 40.866 18.055 18 27.276 0 15.199 21.886 25.71 17.378 21.237 19.026 19.621

정환도
(2014)

18.276 16.941 16.703 22.517 28 23.281 24.98 22.627 23.152 22.716 20.905 37.776 16.643 19.416 19.774 15.199 0 22.891 22.494 16.462 22.76 18.248 17.944

정회성
(2012)

12.41 19.157 18.193 18.682 25.1 21.401 36.824 19.339 20 16.733 33.601 45.508 16.703 12.689 35.539 21.886 22.891 0 25.807 14.526 16.31 14.457 20.199

최경구
(1997)

21.633 24.434 24.145 20.857 30.919 27.24 35.157 25.962 27.276 22.583 32.357 44.933 21.517 23.216 33.151 25.71 22.494 25.807 0 20.518 25.534 19.672 23.664

최경구
(2006)

8.185 14.765 13.491 16.971 23.431 18.788 31.48 17.117 18.52 14.107 28.142 41.255 10.677 9.798 29.326 17.378 16.462 14.526 20.518 0 14.387 9.798 16.643

추장민
(2012)

12.166 16.703 16.462 19.157 24.779 20.736 36.469 17.205 18 16.912 32.265 43.44 16.703 12.45 34.799 21.237 22.76 16.31 25.534 14.387 0 14.526 19.391

홍개영
(2005)

9.11 15.811 14.071 11.402 23.685 19.313 33.779 17.635 18.574 14.595 30.496 42.638 12.806 9.798 32.094 19.026 18.248 14.457 19.672 9.798 14.526 0 15.969

황석규
(2005)

15.166 16.462 15.843 19.053 26.571 22.136 32.435 19.287 17.889 19.95 25.159 41.024 18.083 16.217 28.688 19.621 17.944 20.199 23.664 16.643 19.391 15.9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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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lity of life in Korea has been found to be at the low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in recent 5 years. This shows the cross-section

of Korean society that has been pursuing growth-oriented policies as a

result of contradictions with Denmark and Sweden, which are classified

as advanced countries in welfare.

As the OECD Better Life Index is controversial at all level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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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and professionals are trying to provide answers in their

respective fields, I have tried to suggest environmental welfare as an

alternative. Since environmental welfare is the concept conceiv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t reflects the internal environment well and has the

merit of focusing on the distribution fun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and providing customized services based on the beneficiarie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exploratory method of extracting

common opinions and reconstructing them by qualitative analysis of

literature on the theme of environmental welfare. We tri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by pre - analyzing related literature and to secure the

validity of analysis through text mining.

As a result of the preliminary analysis, the environmental welfare

field has been studied for a long time (1997 ~ 2016), but it was only

eight years when the results were published. As the number of

researchers and the number of documents increased sharply in 2012,

which began to be used as a presidential pledge and a new government

environmental policy paradigm, the number of research subjects

dropped sharply from 2014, There are two main research themes: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ecology concept into social welfare or

strengthening of allocation function to environmental policy. The former

was carried out mainly by the social studies major, and the latter was

carried out mainly by the environmental studies major. The level of

analysis ranged from nation to individual.

The keyword analysis and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were able

to grasp the information about the subject, providing way.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only 50% of the total literature were

significant. This is due to the scope of environmental welfare research

and the diversity of subjects, and we decided to increas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by grouping similar docum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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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new variables.

As a result of literature classification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it is possible to derive environmental

welfare subject and research scope. From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nvironmental welfare management subjects and areas,

universal and selective welfare were identified. We use this as both axis

of environmental welfare policy model.

Topic model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were used to elucidate

environmental welfare areas and to establish environmental welfare

policy models. Environmental Inequality,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Environmental Welfare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ere selected as the areas of environmental welfare. And the

environmental welfare model was created by combining the above

results.

Environmental welfare basically presupposes the equal

environmental demand of the whole people. Therefore, except for the

area of Environmental Inequality, they all take the form of universal

welfare. The Environmental Welfare Management is divided into the

areas where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hare roles and the areas that should be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s, the local

governments are the main management bodies in terms of efforts to

provide local environment. In the case of Sustainable Development,

management of the national leve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world are needed that manage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s

needed.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Welfare Managemen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such as

environmental rights, minimum standards, and environment

re-management. Local governments should check environmental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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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health and environmental safety to make efforts to secure

the lowest environmental quality.

Keywords : Environmental Welfare, Policy Model, Text Mining,

Exploratory Research

Student Number : 201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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