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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frequency of appearance and nonverbal messages of political candidates in 
the television debates for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held in 2017. To analyze nonverbal messages, 
facial expressions (angry, irritated, satisfied, and neutral) and the direction of gaze in the six televison 
debates, a classification network was constructed using deep learning technology. For this analysis, 
videos of six television debates held for 120 minutes per episode were collected, and image data was 
extracted at the rate of 30 frames per second as a frame, which resulted in image data of 
approximately 1.25 million frames. After that, this study built an image-analyzing system through 
deep learning, which automatically recognizes and classifies candidates appearing in videos, and then 
analyzes video frames by their facial expressions and direction of gaze. Then, the system counts how 
often each candidate appeared during all television debates in seconds, and analyzes the proportion 
of facial expressions of the candidates during the entire television debates. The results showed that 
Sang-Jung Shim appeared the most over three debates, followed by Chul-soo Ahn in two debates and 
Jae-in Moon in one. The least appeared candidate was Jun-pyo Hong. As for the facial expression, 
Moon showed the most satisfactory facial expressions, and Seung-min Yoo expressed his emotion the 
least. Hong showed the irritated expression the most, indicating that he had difficulty managing his 
facial expression. Additionally, this study conducted a multi-level analysis combining the image data 
with a panel survey, which measured respondents' preference of candidates before and after the 
presidential campaign, and the number of times they watched the debates. The multi-lev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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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ed that the preferences of the candidates changed depending on the exposure to the facial 
expressions made by the candidates in the actual televison debates. As for the satisfactory expression 
and the expressionless face, the candidates were evaluated more positively as the expression exposure 
increased. In the case of the angry expression, the degree of candidate favorability decreased after the 
exposu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viewers’ evaluations of the candidates changed substantially 
according to the candidates' facial expressions in the debate. In an era where communication scholars 
are expanding their research areas by converging with new disciplines such as media engineering and 
data science, this study suggests a new research direction. We hope that this study lays the 
groundwork for the research on media analysis using algorithms and deep learning.

Keywords: Presidential TV debate, Artificial intelligence video analysis, Mixed model analysis, Facial 

expression classification algorithm, Politician's direction of g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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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의 다양한 제도와 문화 역에 걸쳐 미디어가 향력을 확 하며 장기 인 사회변동을 야기

하고 있는 미디어타이제이션(mediatization) 시 에(박홍원, 2018), 많은 유권자들은 미디어

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참여하고 있다. 특히 선거 때에는 유권자들이 직  후보자들과 

화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TV  다양한 미디어로 매개된 정보에 의해 후보들을 평가하고,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선거기간 동안 미디어가 계하는 다양한 선거 련 콘텐츠 , 

유권자들의 가장 많은 심을 끄는 이벤트는 단연 TV토론이다. 선 TV토론회는  국민의 

심을 받고 많은 경우 화의 구심 이 되는 미디어 이벤트(media event, Dayan & Katz, 

1992)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어떠한 이미지로 비춰졌는지는, 시청자들

이 투표할 정치인을 선택할 때 매우 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선 TV토론회에서 정치인들의 등장빈도, 표정, 응시방향을 분석하는 내용연구

이다. 이러한 선 련 상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이미지에 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

용하여 진행되었다. 기존의 상분석에 한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다. 첫째, 기존 다수

의 연구에서는 카메라 앵 , 샷 크기 등의 상표 을 심으로 TV토론회를 질 으로 분석하

다(이정은․ 진리․박 은․권익수, 2016; 장병민․황동 ․최성진, 2020). 를 들어 장병

민 외(2020)의 경우 샷의 크기, 카메라 앵 , 카메라 움직임, 피사체심도, 화면 분할, 객석과 후

보자간의 조명, 후보자와 유권자의 배치, 무 디자인 등을 분석하 는데, 한국 선 TV토론회의 

경우 샷 구성의 다양성이 미국과 랑스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토론 후보자들의 

손짓 등에 한 비언어  표 에 한 분석들이 존재하는데(이정은 외, 2016), 이러한 연구들에

서는 행  심으로 손짓이나 자세 등을 분류하고 비언어  행 에 한 의미 분석을 하 다. 즉 

기존의 연구는 양 으로 샷들의 빈도나 비 을 분석하기보다는, 상 샷에 한 질 인 분석이 

주로 이 졌다.   

둘째는 상을 ‘편집되지 않은 연속 인 임’을 지칭하는 샷(shot) 단 로 분석하는 경

우이다(김경호, 2019; 박지혜․김재홍․김 , 2019). 해당 연구에서는 샷 당 평균시간, 각 

후보의 등장시간, 후보들의 발언시간, 상의 클로즈업 샷,  인,  아웃 등의 상형식들의 빈

도 등을 샷 단  혹은 분 단 로 분석하고 있다(김경호, 2019; 박지혜 외, 2019). 이러한 분석

은 연구자들이 상을 직  시청하면서 수동으로 샷 단 로 나 고 분석하는 연구이다. 

세 번째는 최근 연구되는 방법론으로 상의 키 임(key frame)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카메라 움직임, 정보와 물체의 움직임, 장소의 변화, 등장인물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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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정보의 시공간  변화, 다해상도 분석, 화소 명암 등을 기 으로 샷 사이의 경계를 탐지하여

서 샷들을 자동 분류한다(조완 ․박순 ․박종 , 2003; 김호근․김병정․박섭형, 2010). 즉, 

샷이 바 는 부분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이 게 분류된 샷을 구

성하는 임 가운데 샷 체를 표할 수 있는 임을 추출한다. 임은 상을 구성하는 

수많은 그림  한 장의 스틸 사진이다. 를 들어 아날로그 필름 화의 경우 1 에 24개의 

임이 지나간다. 김윤환, 길우 , 그리고 이종 (2017)의 연구에서는 19  선기간 동안 방송

된 877개의 뉴스 스토리를 분석하 는데, 총 12,925개의 임을 추출하여, 이  선 후보자

가 등장하는 키 임 4,990개를 분석하 다. 이 게 추출된 임을 인공 지능을 사용한 얼

굴 탐지  감정 추출 작업을 통해, 자동으로 뉴스에 등장한 정치인들의 얼굴을 상으로 8개 감

정별 수치를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공학의 상처리 분석을 도입한 것으로, 로그래

을 통해 많은 양의 상을 자동 분석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딥 러닝(deep-learning)을 통한 상학습을 통해 동 상에 등장하

는 후보자들을 자동으로 인식, 분류한 뒤 학습시켜 각 후보자들의 표정과 자세를 기반으로 자동 

분류하여 분석하는 상분석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러한 방법은 코더들이 직  코딩하지 않아

도, 체 토론시간에서 각 후보자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단 로 분석해주고, 키 임이 아닌 

체 TV토론 시간 동안의 후보자들의 모든 표정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의 방

법은 기계학습 가운데 지도학습 방법을 통해 인공지능이 높은 학습 수 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

은 인력이 투입되어 후보자들과 표정을 분류해, 이를 학습에 필요한 사  데이터로 만든 뒤, 장

기간의 학습 과정을 거치는,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이 게 장시간을 통해 구

축된 자동분석 로그램은 다른 동 상에 용할 수 있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단 로 

상의 임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인물의 등장시간이나 표정의 비율을 작게는 임 단

로 정확히 분석 가능하다. 본 연구는 1 에 30장씩 임을 추출하여 분석하 다. 한 이러

한 분석은 방 한 양의 상을 분석할 수 있기에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12시간 분량의 상을 

분석했는데,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백 시간, 천 시간 이상의 분량에 한 분석을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다. 딥 러닝을 통한 상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한 이후에는 다른 동 상에 용하여 다양

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학습도 가능해진다. 본 연구는 TV토론에 참여한 5명의 선 후보자들

에 한 얼굴, 표정  응시방향 인식을 자동 인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축하 는데, 이 게 

구축된 알고리즘은 5명 후보자들이 등장한 방송 뉴스나 다른 로그램 등에 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한 알고리즘을 구축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학습할 때도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추

가로 딥 러닝 학습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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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분석틀을 개발해 좀 더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기존 API 가운데 

인물의 표정을 7가지로 구분해 놓은 알고리즘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딥 러닝을 통해 한국의 

정치인들의 표정을 분석할 수 있도록 새롭게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상분석의 방법론 인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기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추가 으로 본 연구에서는 패  데이터를 이용하여, 6회 토론에 걸쳐 나타난 후보자들의 

표정이 TV토론 후의 후보자들 평가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딥 러닝을 통한 상 데이터 분석과 패  설문조사 분석이 혼합된 연구이다.

2. 이론  논의 

1) TV토론의 상 이미지가 정치인 평가에 미치는 향 

TV토론은 유권자들의 선거이슈에 한 지식 습득, 후보자에 한 태도, 투표 의지 등 다양한 측

면에서 선거 기간  가장 커다란 향을 미치는 미디어 이벤트이다. TV토론을 통해 시청자들은 

정치 지식을 얻게 되고(Benoit & Hansen, 2004), 후보자들을 평가하고(Schrott & Lanoue, 

2013), 선거에 해 심을 가지고 여하게 된다(Patterson, 2000). TV토론은 한 투표 의향

에 궁극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Benoit & Hansen, 2004; Benoit, Hansen, 

& Verser, 2010; Hellweg, 1993; Sears & Chaffee, 1979). 실제로, 국의 2010년 선거

를 배경으로 하는 연구에서, 60%의 설문 참가자들은 TV토론을 시청한 후에 투표할 후보자들을 

결정했다고 한다(O'Grady, 2014). 

특히, TV토론에서 정치인들의 상 이미지가 시청자들에게 강한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1960년 존 F. 네디와 리차드 닉슨 간의 최 의 TV토론을 통해 시청자들이 정치

인들의 외모, 몸짓, 는 기타 비언어  행동에 의해 크게 향 받는 것을 발견하면서, 학자들은 

선거 캠페인에서 상 이미지가 갖는 향력에 해 심을 갖기 시작했다(Kraus, 1996). 

1960년의 네디와 닉슨 후보의 토론을 2003년에 실험연구로 재 한 연구에서도, 라디오로 청

취한 사람들은 후보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후보자들을 단한 반면, TV로 토론을 시청한 사람들

은 후보자의 진실성 이미지를 기반으로 후보자들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Druckman, 

2003). 

TV토론 등에서 후보의 개인 이미지가 들의 선택에 큰 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이미지

의 감성  측면이 정치인의 객  특성이나 후보의 정책 이슈와 련된 이성  측면 보다 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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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되고(Choi & Lee, 2007; Rahn, Aldrich, Borgida, & Sullivan, 1990), 투표를 하는 

순간에 유권자가 곧바로 떠올릴 수 있고(Abelson, Kinder, Peters, & Fiske, 1982), 이미지는 

단순 명료하게 쉽게 후보자에 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하기 때문(Kinder, 1986; Maddox & 

Nimmo, 1981; Miller, Wattenberg, & Malanchuk, 1986; Wyer, Budesheim, & 

Shavitt, 1991)이라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한 정치인의 개인 이미지는 선거 과정에서 공약 

사항이나 정당 등과 배타 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상호 보완 으로 평가된다(Davis, 

1981; O'Keefe, 1975). 따라서 후보에 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그 후보의 공약에 

해서도 호의 일 가능성이 높다. 

종합해 보면, TV 방송을 통해 형성되는 이미지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토론

의 내용이나 질 보다는 시각 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도 1960년 TV토론에서 닉슨

의 ‘ 에 띄게 잘 보이는 땀’, 1992년 토론에서 조지 부시의 ‘빈번한 손목시계 곁 질’, 2000년 

토론에서 알 고어 후보의 ‘한숨 소리’를 들은 후보에 한 청 의 인식에 향을 미쳤다는 평가이

다(Scheufele, Kim, & Brossard, 2007). 따라서 TV토론에서의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미치

는 요인  가장 요한 것은 후보자들의 표정, 자세, 응시방향과 같은 비언어  메시지이다. 

2) TV토론에서의 비언어  메시지 

감정 인 경험은 언어 인 메시지보다 신체의 변화를 동반하는 비언어 인 메시지에 의해서 더 

많은 향을 받는다고 한다. 표정이나 제스처, 스타일과 같은 의사소통의 비언어  요소는 한 개

인에 한 인상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언어  메시지만큼이나 향력이 있다고 한다

(Argyle, Alkema, & Gilmour, 1971; Graber, 1990; Mehrabian, 1981). 심지어, 언어

 메시지와 비언어  메시지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 수신자는 일반 으로 비언어  메시지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Richmond, McCroskey, & Payne, 1991).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커뮤니 이션 상황에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교환하는 언어를 제외

한 모든 자극의 상호작용(Samovar, Porter, & Jain, 1981), 혹은 공간, 시간 는 몸의 움직

임을 사용하여 의사를 달하는 것(Dodd, 1998)으로 정의된다.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신체

동작(kinesics), 신체  외양(physical appearance), 행 (haptics), 부언어

(paralanguage), 근 학(proxemics), 시간코드(chronemics), 사물코드(object), 환경코드

(environment), 응시행 (oculesics), 공간언어(proxemics), 시간언어(chronemics) 등으

로 분류된다(Dodd, 1998; Knapp, 1978). 최윤희(1999)의 경우, 커뮤니 이션을 언어  행

와 비언어  행 , 음성 행 와 비음성행 로 구분하여 언어/음성행 , 언어/비음성행 , 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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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성행 , 비언어/비음성(nonverbal-nonvocal) 행  이 게 4가지로 커뮤니 이션 행 를 

구분하 다. 비언어/비음성 행 는 몸짓, 자세, 얼굴 표정, 신체 , 시간이나 공간의 사용, 의

복, 장신구, 신체  외양 등으로 메시지를 하는 것이다. 즉, 비음성 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달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행 를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음성을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비언어

 커뮤니 이션을 에 나열한 커뮤니 이션 종류  비언어/비음성 행 로 정의할 수 있겠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  커뮤니 이션을 얼굴의 표정과 자세  응시방향으로 분류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언어  메시지가 한 사람에 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언어 메시지보다 더 많은 향력

을 행사하는 이유는, 시각  메시지가 언어와 음성  메시지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

고, 더 깊은 심을 유발하고, 선형 이고 순차 인 처리가 필요한 언어  메시지보다 처리과정

이 효율 이기 때문이다(Burgoon, Buller, & Woodall, 1989). 사람들이 일상 인 화  

언어를 통해 사회  의미를 악하는 것은 단지 35% 미만이며, 65% 이상의 사회  의미는 비

언어  요소를 통해 악한다고 한다(Birdwhistell, 2010). 한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언

어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Ekman, 1965). 를 들어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 를 믿어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주먹을 불끈 쥐는 행 는 언어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

정치인의 비언어  행 와 이미지 형성에 한 많은 연구에서 정치인의 외모나 표정, 스타

일, 말투 등 비언어  속성이 정치인의 이미지 형성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엑

스라인(Exline, 1985)은 실험연구를 통해, 비언어  행 가 잘 훈련된 후보, 즉 을 자주 깜빡

이지 않고, 몸을 흔들지 않고, 로 입술을 핥지 않는 후보자는 비언어  행 가 잘 훈련되지 않

은 후보보다 더 유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을 밝혔다. 헤리티지와 그 이트배치(Heritage & 

Greatbatch, 1986)의 연구는 실제 국의 정치연설 장면을 분석했는데, 언어  메시지와 상

없이 청 을 응시하고, 목소리 크기에 변화를 주고, 제스처나 리듬에 변화를 주는 등의 비언어  

행 를 할 때 박수갈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언어  행 를 두 가지 이상 사용할 때 

50%, 하나의 비언어  행 를 할 때 25%,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5%의 청 으로부터 갈

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TV토론이 트 터 메시지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도, 

비언어 인 커뮤니 이션인 표정, 손동작,  깜빡임 등이 가장 강하게 트 터 의 양과 정  

혹은 부정 인 유인가(valence)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hah, Hanna, Bucy, 

Wells, & Quevedo, 2015). 즉, 토론 내용보다 비언어 인 상 이미지에 시청자들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정치후보자들의 비언어  행동 특성이 시청자들

의 후보자들에 한 성격특성 평가, 후보자들에 한 태도형성, 감정  반응, 이슈에 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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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ucy, 2011; Olivola & Todorov, 2010; Todorov, 

Mandisodza, Goren, & Hall, 2005). 심지어, 이러한 후보자들의 신체 행동, 표정 등은 후보

자들의 발언 이상으로 강한 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Grabe & Bucy, 2009; Patterson, 

Churchill, Burger, & Powell, 1992). 

본 연구에서는 TV토론  발생할 수 있는 비언어  표   가장 표 이라고 할 수 있는 

얼굴 표정과 응시방향에 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모든 비언어  메시지 에, 얼굴 표정은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Mehrabian, 1968), 비언어  메시지를 달하는데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Knapp & Hall, 2002). 

(1) 정치인의 얼굴 표정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실시되었던 정치인들의 얼굴 표정에 한 기연구(Lanzetta, Sullivan, 

Masters, & McHugo, 1985; McHugo, Lanzetta, Sullivan, Masters, & Englis, 1985)

에서는 정치인들의 감정 표 과 얼굴 제스처가 텔 비  시청자들의 감정  상태와 정치가들에 

한 감정형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리번과 마스터즈(Sullivan & Masters, 

1988)는 정치 커뮤니 이션에 향을 미치는 두 가지 표 인 표정을 기쁨/자신에 찬 표정과 

분노/ 인 표정으로 지목하 는데, 기쁨/자신에 찬 표정은 즐겁고 친근한 사회  상호작용

을 진하고, 분노/ 인 표정은 인 감정과 반항하는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치인들의 얼굴 표정에 한 실험 연구에서도 정치인의 행복하거나 편안한 얼굴 표정 혹은 

이거나 화난 얼굴 표정은 유권자들에게 정 혹은 부정  감정반응을 유도하고, 이러한 감

정 반응들은 후보에 한 태도형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sters & Sullivan, 

1989, 1993).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무표정보다 부정 인 표정을 할 때, 더 부정 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인의 성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Lewis, 

2000). 남성 정치인의 경우에는 슬  표정을 지었을 때, 여성 정치인들의 경우 슬 거나 분노의 

정서표 을 할 때 각각 더 부정 으로 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얼굴 표정은 정당 소속, 

정책 이슈에 한 동의 정도, 지도력에 한 인식보다 더 강력하게 태도변화에 향력을 발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Sullivan & Masters, 1988). 이러한 연구들은 정치 후보의 얼굴 표정이 

그 후보에 한 유권자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요한 요인임을 말해 다. 

카메라에 의해 계되는 TV토론에서는 클로즈업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표정을 강조하거나 

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TV토론에서 실수하지 않고, 정 인 이미지를 시청자들에

게 심어  수 있도록 노력한다.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은 상 방을 공격하고, 방어하고, 새로운 



328 한국언론학보 64권 5호 (2020년 10월)

주장을 펼치고(김 규․박연진, 2018), 심지어 후보자간에 인신 공격  네거티  략을 사용하

기도 한다(장병민 외, 2020). 따라서 항상 정 인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표정 하나하나가 유권자들에게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 한 좋은 모습을 보여

주기 해서 노력한다. 실제 2016년 미국 선 TV토론에서 나타난 트럼  후보와 클린턴 후보

의 표정을 분석한 연구에서, 트럼  후보는 부정  정서인 슬픔, 경멸, 분노, 오의 표정을 자주 

지은 반면, 클린턴 후보는 정  정서인 미소를 자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상  후보의 

메시지에 응할 때도, 트럼 는 경멸과 미소 짓는 표정을 함께 자주 지은 반면, 클린턴 후보는 

미소를 짓는 표정을 가장 높은 비 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혜 외, 2019). 

TV토론 시 다른 후보의 발언을 듣고 있을 때 표정도 매우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

가 듣고 있을 때, 계속 고개를 젓거나, 화난 표정을 하거나, 상 방 후보에 해 동의하지 않는다

는 비웃는 표정을 짓는 경우 정치인의 유능감, 자신감, 인격, 사회성 등에 부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Seiter, 1999, 2001). 즉, 정치인이 상 방의 토론을 들을 때 부정 인 표

정을 짓는 경우, 오히려 본인에 한 신뢰도가 낮아진 것이다. 세이터(Seiter, 1999, 2001)는 

이러한 결과가 유권자들이 비언어 인 행동이 공정하지 못하고, 무례하고, 부 하다고 평가하

기 때문이라고 해석하 다. 심지어 텔 비  토론에서 상 방이 발언하고 있을 때 발언에 동의하

지 않는다는 표정을 하는 경우, 발언하고 있는 후보를 더 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iter & Weger, 2005). 즉, 상 방이 계속 동의하지 않거나 비꼬는 표정을 할 때, 후보자는 

상 후보자의 덕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보자의 정 인 표정이 토

론할 때나, 상 방을 경청할 때 매우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 언 한 박지혜 외(2019)의 2016년 미국 선 TV토론 표정 분석연구는 정서  얼굴

부호화 체계(EMFACS: Emotional Facial Action Coding System)를 이용해 후보자들의 

일곱 가지 보편  정서의 얼굴 표정(행복, 놀람, 슬픔, 분노, 역겨움, 두려움, 립)을 자동 코딩

하 다. 로그램을 이용해, 자동 코딩을 했다는 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체 상을 1 에 30장씩 임으로 추출했다는 에서 좀 더 연속 인 표정을 분석할 

수 있었다. 한 기존에 구축된 얼굴부호화 체계를 이용하기보다는, 각 후보들의 표정을 훈련시

켜서 후보별 고유의 표정을 인식하도록 했다는 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2) 정치인의 응시방향 

응시 행 는 인간의 성격과 상황에 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비언어로, 인간 계, 매력, 친

감, 지배력, 설득력, 공격력, 공신력 등을 표 하는 수단이다(김 석, 2005). 응시는 얼마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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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동안 쳐다보는지(duration), 쳐다보는 방향(direction), 어떻게 쳐다보는지(quality)에 따

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DeVito, 2000). 우선 응시의 방향은 사람들 사이의 계나 권력 계를 

나타낸다. 아래쪽으로 시선을 회피하는 것은 상 에 해 복종한다는 의미를, 이나 쪽으로 

시선을 회피하는 경우, 인 상황이나, 상 방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우룡․장소원, 2004). 응시는 한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만만할 경

우 더 오래 응시를 하고(Kleinkie, 1986), 슬  때는 응시를 덜 하거나 아래를 보며, 당황했을 

때도 응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xline, Gottheil, Paredes, & Winklemeier, 1968). 

만약 정치 지도자가 연설하면서 시선을 아래로 한다면 지도자로서의 권 나 힘보다는 약함, 불안

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와 같은 응시 효과는 면 면 커뮤니 이션의 맥락뿐 아니라 TV를 통해 매개된 상황에서

도 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V토론을 할 때 후보자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이 매우 요

하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패터슨 등(Patterson et al., 1992)은 1984년 미국 통령 선거 

TV토론에서 선 후보자인 먼데일이 이건보다 더 자주 을 깜빡거렸고, 덜 응시하 으며, 머

리 움직임도 이건보다 었기 때문에 신체  매력과 표 성에서 이건보다 더 낮게 평가를 받

은 것으로 분석하 다. 엑스라인(Exline, 1985)의 TV토론 연구에서도, 선 후보자들이 을 

자주 깜빡이지 않고, 몸을 흔들지 않고, 로 입술을 핥지 않는 경우, 후보자를 유능하다고 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실험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김명주․나은 , 2005). 

시청자를 많이 응시하면서 연설한 후보자는 조  응시한 후보보다 더 친근하고, 편안하고, 진취

이고, 열정 이고, 심이 가고, 알고 싶어지고, 맘에 들고, 연설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송석화(2009)의 실험연구에서도 응시, 자세, 제스처 조건에 따른 후보자의 상 이미지가 후보

자 평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응시하는 경우 응시를 회피하는 경우보다 더 신뢰성 이

미지가 높았다. 

응시와 함께 정치인의 자세도 요한 비언어  행 에 해당한다. 자세를 통해 한 사람의 성

격이나 상황을 악할 수 있는데, 를 들어 몸을 앞으로 기울인 자세는 상 에게 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몸을 뒤로 젖히거나 돌아서는 자세는 부정 인 의미를 나타낸다(Argyle & 

Trower, 1979). 가슴을 쫙 벌리고 등과 머리를 곧게 세우는 자세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강하다

는 것을 보여주며, 반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가슴을 움츠리고 어깨를 떨어뜨린 자세는 의기

소침함, 낙심함, 낙담함 등의 감정을 드러낸다고 한다(Argyle & Trower, 1979). 리더의 덕목

을 연구하는 리더십 연구에서도 비언어  요소인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꼿꼿한 자세는 우월함

을 의미하고, 머리를 으로 비스듬히 기울이는 것은 형 인 여성  제스처로 몸을 작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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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 상 방의 호감을 사기 한 표 이다(조희진․박찬옥, 2008; Kinsey, 2010). 의 연

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의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면서 가슴을 펴고 곧은 

자세로 토론하는 경우 가장 정 으로 시청자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연설자가 직  카메라를 보고 TV를 시청하는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방송 연설의 경

우 정면을 응시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의 후보자가 상 방을 쳐다보며 진행되는 TV토론에서는 정

면 응시가 힘들 수도 있다. 정면을 응시하는 것이 상 방과 토론을 하는 후보자들에게는 자연스

러운 행동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방송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후보자들의 응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카메라를 잘 이용하는 것도 TV토론을 잘하는 하나의 기술일 수 있다. 

1960년 네디와 닉슨의 토론의 경우, 방송기술을 잘 이용할 수 있었던 네디는 카메라 정면을 

자주 응시하면서 토론하 고, 닉슨은 주로 네디를 바라보며 토론했기 때문에, 토론 내내 측면 

모습이 방송되었다(Druckman, 2003). 최근 선 후보들은 TV토론 방식과 카메라에 익숙하므

로, TV토론 에도 측면보다는 정면을 응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

3) TV토론에서의 공정성  후보자별 방송 균등성 

선거 기간 동안 방송사들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해 다양한 장치와 규칙을 도입하고 있다. 공정

성은 사회  이슈(issue)가 정확하고 편견 없이 보도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이슈와 연계된 

보도자, 보도 상, 시민사회가 이런 생각을 공유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손 , 2011). 

공정성에 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공정성을 기계  균형성(양  균형성)과 내용  균형성(질  

균형성)으로 구분해 제안한 연구가 존재한다(남지나․최윤정, 2010; D'Alessio & Allen, 

2000). 여기서 기계  균형성은 뉴스 보도의 양이나 방송순서의 배열과 같은 기술  측면을 의

미하고, 내용  균형성은 논조의 립성, 내용의 성, 의제의 다양성과 같은 보도의 질  수

을 심으로 평가하는 기 이다. 유사하게 원희 과 윤석민(2015)도 보도 공정성에 한 연구

에서 공정성의 하 개념을 정량  편향성과 정성  편향성으로 구분하 는데, 정량  편향성은 

등장인물들의 방송 균형성으로 측정하 다. 

공정성은 시청자들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비로소 획득되기 때문에, 공정성에 한 인식

이 매우 요하다. 일반 시민들을 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 논쟁  사안에 한 방송보도에 

있어서 동등원칙 용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공정성 기 으로 채택되었다(손 , 

2011). 즉, 한 가지 정치 사회  이슈를 보도하는데 있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을 공정하게 시간을 배분하여 방송하는 것을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선거방송

에서의 공정성은 토론회 참여의 기회, 발언시간, 순서 등에서 후보들을 동등하게 하는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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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요한 공정성의 기 이 되고 있다(권 남, 2006). 

특히 TV토론은 한정된 시간동안 방송되기 때문에, 방송 공정성 평가의 핵심은 바로 표

인 공  자산인 방송시간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송의 균등성’에 있다(손 , 2011). 즉, 후보

자들 간 동등한 시간을 배분한다는 것은 매우 요한 공정성의 원칙인 것이다. 따라서 TV토론에

서는 각 후보들에게 균등한 발언의 기회를 주고, 타이머 등의 장치를 도입해 질문과 답변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모든 후보자들이 동등한 비 으로 방송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TV토론 방

송의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의 의미를 TV토론 방송종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본 

선거방송 종사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많은 방송종사자들은 후보자들 간의 ‘기회의 균형

성’을 공정성으로 해석하고 있었다(오창우, 2007). 즉,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방송출연 기회가 주

어지고, 같은 발언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등성의 원칙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계  립 는 수학  균형이라는 이름

으로 폄하되어 온 측면이 있다(손 , 2011). 즉, 선거보도를 수행하는 과정에 보도시간, 보도

횟수, 동일한 상구도 등 외형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편 이고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피하

기 한 하나의 방어  기제를 동원하는 보도의 ‘형식  사실주의’를 강화한다는 비 이다(권상

희․권장원․김동윤․이완수, 2013; 남재일, 2004). 터크먼(Tuchman, 1972)은 이를 ‘ 략  

의례(strategic ritual)’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즉, 기자들은 공정하고 객 으로 보

이도록 포장하고 꾸미는 의례  과정을 통해, 후에 뉴스가 편향 으로 보도 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내부조직의 비난과 외부의 소송을 피하기 해 기계  공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균형성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해 가장 객 인 기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TV토론회에서 

후보자간 방송시간의 배분은 공정성에 있어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간 

TV토론 시간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4) 상 내용분석 연구와 심층학습(deep learning)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진 지각, 학습, 추론, 자연언어 처리 등의 능력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

록 로그램으로 구 하는 기술이다(국경완, 2019). 즉,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가 스스로 갖게 

된 것으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라는 방법으로 작동된다. 기계학습은 통계분석을 기

반으로 데이터로부터 일정한 신호와 패턴을 배우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측하며 합한 의사 결

정을 내리는 것이다(김 호, 2016). 단순히 인지능력에서 벗어나 최 의 답을 찾아내고, 스스로 

수행한 학습을 더해 추론  측을 하며, 향후에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행동 단계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승훈, 2017). 최근에는 인간의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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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방한 신경망 네트워크(neural networks) 구조로 이루어진 딥 러닝(Deep learning)을 

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딥 러닝은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많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도록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장된 사

진과 비슷한 사진이 입력되면 컴퓨터가 이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인간의 뇌

와 유사하게 매우 깊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에서 더 진보된 인공지능 기술이라 할 수 있다(문

성은․장수범․이정 ․이종석, 2016). 마치 인간의 뇌세포(뉴런)가 입력 신호를 달받아 임

계치를 넘으면 다음 뇌세포로 신경 물질을 달하는 것처럼 신경망은 뉴런을 계층 으로 연결하

여 입력부터 출력까지 정보를 비선형 으로 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우수

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서 딥 러닝은 뉴런을 깊게 쌓아 구성하는 심층신경망 구조를 갖고 그에 

따라 기존 기계학습의 성능을 획기 으로 뛰어넘는다. 

딥 러닝을 통해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기 해서는 학습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며, 학습 데이터 세트의 구성 방식에 따라 딥 러닝의 학습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이다. 

‘지도 학습’은 컴퓨터에 먼  정답을 주고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도록 한 뒤 새로운 데이터에 

한 추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 으로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은 고양이’라고 알려주면 컴퓨터

가 미리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입력되는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다. 주로 분

류 문제에 사용한다. 지도 학습에서는 정답이 사 에 결정되어 있기에 학습된 모델의 추론 정확

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이는 평가에서 주요한 성능 지표로 활용한다. 이와 다르게 비지도 학습에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는 구체 인 정답이 없는 데이터들의 모음이다. 따라서 딥 러닝은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하여 학습되기보다는 학습의 내재 인 구조를 분석하기 한 목 으로 사용

된다. 주로 군집화가 표 인 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들의 사진과 그에 따른 인물정보, 

표정, 자세 방향을 미리 주고 딥 러닝 모델의 학습을 수행하 기 때문에 ‘지도 학습’ 방식을 사용

한 것이다. 

그 에서도 CNN이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약자로, 신호 처리의 기  

기능을 담당하는 ‘디지털 필터’의 형태로 구성되어 상과 같은 고차원의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데 보다 합한 심층 신경망 구조를 말한다.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상에서 더 다양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CNN 기반 신경망은 이미지를 처리하는 거의 모든 네트워크에 이용된다

(장윤정․정 원, 2019). CNN은 상 데이터 자체를 그 로 입력해도 컴퓨터가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따라서 2012년 이후로 제안되는 CNN들은 갈수록 많은 신경층을 가지

게 되고, 이 과정에서 효율 으로 많은 신경층을 하나의 CNN 안에 넣기 한 기술들이 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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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CNN은 패턴 인식을 정확히 하기 한 수학  계산을 해 통합 계층(Pooling Layer)을 

각 신경망 사이에 구성하고, 최 화된 계산을 한 가 치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이러한 부가

인 처리는 상 입력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작동 원리를 구체 으로 살펴보자면 먼

 CNN은 컨벌루션(Convolution)층, 풀링(Pooling)층, 완 연결(Fully-Connected)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된 원본 데이터를 바로 연산하여 출력하지 않고 특징(feature) 추출 단계와 

분류화(classification) 단계를 거쳐 결과값을 나타낸다(박성우․한경호․장우 , 2018). 최

화된 계산을 한 가 치 알고리즘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 

모멘텀(momentum) 등이 그러한 알고리즘의 이다. 경사 하강법은 네트워크의 출력 결과 값

과 실제 값의 오차함수인 손실함수(loss function)간의 간극을 이기 한 최소값을 찾아내는 

거칠게 말해 미분 방정식의 방식으로, 알고리즘마다 특색이 있다. 모멘텀은 경사하강법을 통해 

최소값을 순차 으로 찾는 과정에서 앞선 계산들의 결과를 반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소값이 

더 은 방향으로 가 치가 조정되는 방식을 의미한다(문 철․양안나․김재곤, 2018).

상인식(Image Recognition)은 상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 상에 포함된 특정 물

체의 종류, 치, 자세 등)를 추출하는 문제를 뜻한다(박제강․강동 , 2015). 통  기계학습

은 복잡한 상을 그 로 학습할 수 없었고 물체를 잘 표 하는 특징을 사용자가 정의하고 추출해

야 학습이 가능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병렬 연산이 가능한 GPU(Graphics Processing 

Unit)의 등장과 효율 인 알고리즘의 개발로 딥 러닝은 다양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법이 

발 하며 속도로 발 할 수 있었다(Hinton & Salakhutdinov, 2006). 그 에서도 본 연구

에서 사용된 VGGNet는 옥스퍼드 학에서 개발한 것으로 간단한 구조와 단일 네트워크에서 뛰

어난 성능을 보여 다는 이유로 많이 응용되고 있다(장윤정․정 원, 2019).

CNN을 상분석에 용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문 철 외(2018)는 웨어러블 기기에서 

CNN 기반의 손 제스처 인식 기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  손 윤곽선을 검출하고 검출된 손 윤

곽선 상을 데이터로 구성하여 학습시킨 뒤 손 윤곽선 상의 제스처를 인식하는 것이었는데 이 

기법으로 95%의 손 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었다(문 철 외, 2018). CNN을 이용하여 얼굴 상

에서   입술 역을 검출하는 방법을 연구한 것도 있다. 남녀 한국인 얼굴 상 800장으로 실

험한 것으로 테스트로 320장을 진행한 뒤 480장으로 학습을 시켰는데 그 결과   입술 역 

검출의 평균 정확도는 각각 97.7%, 91.0%로 나타났다(이정환, 2018). TV 드라마에 한 연

구에서는 미국 TV 드라마 ‘Friends’의 에피소드 183편(총 4400분 분량)을 가지고 등장인물 6

명의 얼굴 이미지 총 6000장을 수집하여 학습한 결과 89%의 인식률을 보인 연구도 있다(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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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017).  김신과 윤경로(2018)의 연구에서는 딥 러닝을 활용해 방송 콘텐츠를 분류하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각 방송 콘텐츠당 훈련용 이미지 940장, 확인용 이미지 260장, 분류 

실험용 이미지 360장으로 구성해 회   다양한 작업을 통해 검증을 했고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모든 방송 콘텐츠를 약 90%의 정확도로 분류했다(김신․윤경로, 2018). CNN은 특징 추출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미지 분류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심희린․심귀보, 2019).  상기

반 미디어 뉴스의 유형별로 감정 유형을 드러내는 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 립’, ‘행복’, ‘슬

픔’, ‘분노’의 감정을 기 으로 CNN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반 으로 뉴스보도가 감정을 드

러내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남 자, 2020). 

지 까지 딥 러닝에 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주로 자공학과나 컴퓨터학과 분야에서 연구

가 이루어졌으며 그마 도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부분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새로운 기술의 용을 시도하여, 딥 러닝 기술, 그 에서도 진보된 인공 지능인 CNN방

식을 커뮤니 이션학에 목해 연구를 진행하 고, 이에 나아가 선토론이라는 실증 인 상 

데이터를 활용해 딥 러닝 기술의 용 폭을 넓힌 사회과학과 공학 분야를 융합해 진행한 연구라

는 에서 학문 , 실무 인 함의를 찾을 수 있겠다.

3. 연구 문제 

1) 심층학습을 용한 상 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각 후보별로 등장 시간이 비슷했는지, 어떠한 후보의 표정이 가장 정 이었는지, 어

떠한 후보가 앞을 가장 많이 응시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2017년 19  

선토론에 나타나는 후보자들의 모습과 방송뉴스에 나타나는 후보자들의 모습을 분석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19  선 TV토론에서 각 후보자들의 등장 빈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19  선 TV토론에서 각 후보자들의 표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19  선 TV토론에서 각 후보자들의 응시방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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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  데이터를 활용한 다층모형 분석(multi-level analysis)

심층학습을 통해 상을 분석한 데이터를 반 으로 분석한 뒤, TV토론 시청자를 상으로 조

사한 패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가 분석을 하 다. 패  데이터는 6회의 TV토론을 시청하기  

각 5명의 후보자들에 한 호감도 평가와, 선거 이후 5명의 후보자들에 해 평가한 것으로, TV

토론에서 각 후보들이 지은 표정이 실제 이를 시청한 이들에게 어떤 향을 미쳤는지 상 분석 

데이터와 설문 데이터를 통합하여 다층모형 분석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문제 4. 선 후보들의 표정에 따라서 후보에 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4. 연구 방법

1) 연구 과정의 반 인 개요(overview) 

본 연구의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기 해 2017년 여섯 차례 치러진 19  선후보 TV토론회에서 

나타난 다섯 명의 주요 후보(문재인, 홍 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들의 표정  응시방향과 

같은 비언어  행 가 포함된 토론 상을 딥 러닝 모델로 분석하 다. <Figure 1>은 본 연구의 

반  수행 과정을 보인다. 우선 딥 러닝을 하여 토론 상의 학습 데이터 세트를 구성한다. 

이를 하여 먼  한 회차에 120분씩 치러진 TV토론 상 데이터 6회분을 수집해서 1 에 30

장씩 약 125만 장의 임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하 다. 다음으로 딥 러닝 기반 토론 상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1) TV토론에 등장하는 다섯 명의 후보들

의 구별 2) 다섯 후보들이 TV토론에서 보여  표정(facial expression) 분석 3) 이들이 응시

한 방향(pose) 분석 세 가지이다. 각 단계 별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해당 요소들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딥 러닝 모델을 직  학습하여 구성하고 이를 용해 데이터를 분석하 다. 후보들을 

분류하는 데이터세트를 구축하고 딥 러닝을 용하는 과정에는 자 기공학과 학원생이 참여

하 다. 마지막으로 딥 러닝이 추론한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 다. 추가 으로, 후보자들의 비

언어  행 (표정, 응시방향)가 이들에 한 시청자의 호감도 평가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패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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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verall research process.

2) 학습 데이터 세트 구성  처리

다섯 명의 주요 후보들이 참여한 선 TV토론은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6번이 

실시되었고 이 모든 상을 본 연구의 분석 상으로 삼았다. 19  선을 한 TV토론은 총 7

번 실시되었는데, 6차례는 본 연구의 상인 다섯 명의 주요 후보들이 참석했고 나머지 한 번은 

군소 후보들의 토론회 기 때문에 제외했다. 본 연구의 단 는 임으로, 1 에 30장씩 총 약 

125만 장의 임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하 다. 사회자나 방청객 등 후보자 외 인

물들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각 후보의 등장 빈도, 표정, 시선은 모두 얼굴 데이터만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원 토론 

상에서 각 후보의 얼굴만을 추출하도록 처리 작업을 수행하 다. 얼굴 식별을 담당하는 딥 러

닝 모델인 MT-CNN(Zhang, Zhang, Li, & Qiao, 2016)1)을 사용해 임에 존재하는 모

든 얼굴을 찾았다. 이 네트워크에 통과시키면 임에 존재하는 모든 얼굴을 인식하여 해당 

역을 잘라낸다(crop). 이후 소개할 시의 <Figure 4>에서 심상정 후보의 얼굴에 붉은색 역

이 표시됨을 알 수 있다. 후보 이외에도 사회자  청 의 얼굴도 같이 검출이 되지만 이후 얼굴 

인식을 담당하는 딥 러닝 모델에서 제거된다. 인식 모델은 검출된 얼굴이 다섯 후보  구인지

를 인식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후보자 외 얼굴은 잡음(noise)으로 처리한다.  

이 게 잘라낸 얼굴 패치는 각 임마다 서로 다른 폴더를 생성하거나 서로 다른 이름으

로 장해 리하 다. 이러한 처리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얼굴이 얼마나 비슷한 시간 간격으

로 등장하는지, 해당 시간에서 후보자의 표정  시선은 어떠했는지를 추후 효과 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 하나의 임에 여러 후보의 얼굴이 동시에 등장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하나의 폴

더에 서로 다른 얼굴 패치 이미지 일로 리하여 같은 임에서 검출되었음을 표 하 다.

1) 얼굴 검출에서 정확도와 성능이 높은 네트워크로 얼굴의 방향과 코입의 좌표, 얼굴 치 등 세 요소를 동시에 학습

시킬 수 있는 로그램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등장인물의 얼굴을 식별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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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 데이터 분석을 한 심층학습 과정

(1) 후보자들의 출연빈도

일반 으로 후보자들의 출연빈도는 얼굴 인식 CNN 모델을 사용하여 해당 얼굴이 다섯 명의 후

보  구인지 분류할 수 있다. 보다 구체 으로 상 내 다양한 객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1,000개의 일반 인 사물에 하여 사 에 학습된, 온라인에 공개되어있는 VGG162)을 사용했

다(Imamun93, n.d.). 그러나 이러한 모델에는 다섯 명의 후보자 얼굴이 포함되어 학습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반면, 다섯 명의 후보자를 

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신경망을 학습하는 것은 방 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실 이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한 표 인 방법론으로 사 학습(pre-train)  정교화

(fine-tuning) 기법을 통한 이학습(transfer learning)3) 략이 있다. 새로운 응용 마다 

CNN을 처음부터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빅데이터 세트로부터 학습된 모델을 가져

와 상 으로 소수의 학습 샘 을 추가해 딥 러닝 모델을 진 이며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이를 해 체 TV토론 데이터 125만 장 가운데 9만 장에서 잘라낸 얼굴 패치에 하여 

커뮤니 이션학 공 학원생 4명이 지도 학습을 한 각 후보 별 정답 세트를 구성하 다. 

를 들어 검출한 심상정 후보의 얼굴에 해서 ‘심상정’을 표 하는 태그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의 얼굴 표정  각도가 거의 변하지 않아 데이터의 다양성이 부족해 과 합

(over-fitting) 문제가 발생하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추가로 능 로그램, 정당의 

홍보 상, 뉴스 등 다섯 후보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상을 추가하고 후보별로 다시 분석해 한 

후보당 12만 장씩 총 60만 장의 임을 확보하 고, 검토 작업을 거쳐 복되는 임을 제

거하고 조명  각도 등의 변화를 주어 데이터를 풍부하게 만든 후 학습의 정교화 과정을 수행하

다. 그 결과로 원래의 토론 데이터로 학습한 VGG16 모델에서는 72%의 후보자 얼굴인식 정

확도를 제공하 던 반면에 정교화 과정 후에는 후보자 다섯 명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청  사

이에서 특정 후보의 얼굴을 검출하는데 93.2% 이상의 검출 정확도를 보 다. 분석에 사용할 수 

2) CNN 기반의 네트워크  하나로, 16개의 층 (layer)로 분석이 가능해 성능이 좋고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

어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다.

3) 이 학습(Transfer Learning)은 특정 분야에서 학습된 신경망의 능력을 유사하거나  새로운 분야에서 용하

기 해 학습시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후보자들 얼굴 표정 데이터를 직  구축하여 학습시켰기 때문에 기존에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해 보편 으로 용되는지 확인하고자 이 학습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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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성능을 제공하기까지는 학원생 1인당 12만 장 이상의 분류작업이 필요했고 기간은 한 달 

가량 소요되었다. 

학습을 마친 후 분석 과정에서는 임 단 의 이미지 데이터를 얼굴 식별 네트워크에 인

식시켜 얼굴 역을 검출하고, 이 얼굴이 다섯 후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당되는 후보 유목으

로 자동 분류하도록 로그램을 구성하 다. 임에 어느 후보가 등장하면 해당 인물이 한 번 

등장한 것을 기본으로 계산하 고, 한 임에 두 명 이상의 후보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각 

후보가 등장한 것( . 안철수 후보와 홍 표 후보의 분할화면은 각 후보가 등장한 횟수로 셈)으

로 분석했다. 

기계학습에서 학습이 잘 이 졌는지 정확도를 단하는 기 은 학습 정확도(training 

accuracy)와 추론 정확도(inference accuracy) 두 가지이다. 학습 정확도는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 내에서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를 보이는 것이고 추론 정확도는 학습에 사용하

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객 으로 성능을 평가한다. 학습 정확도가 100%에 가깝더

라도 추론 정확도가 70% 이하인 경우 모델이 학습 데이터 세트에서만 유효하게 동작하는 과

합(over fitting)문제에 빠졌다고 단한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이용한 이학습 략에 의

하여 얼굴 인식 성능이 추론 정확도에서 약 93.2%를 제공하여 딥 러닝 모델이 하게 동작함

을 확인했다. 

(2) 표정 분석 

표정 분류의 경우 본 연구의 상인 다섯 후보의 표정을 분석하기 해서 마츠모토(Matsumoto, 

1992)가 제시한 7가지 표정 유목 - 분노(angry), 역겨움(disgusted), 두려움(fear), 행복

(happy), 립(neutral), 슬픔(sad), 놀람(surprise) - 을 용해보았다. 먼  커뮤니 이션

미디어학과 학원생 4명이 참여하여 각 후보의 7가지 표정에 해 3000장 이상씩 이미지 데이

터를 분류했다. 코더 간 신뢰도를 높이고 각 표정에 한 조작  정의를 합의하기 해 3일에 걸

쳐 한 장소에서 훈련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모든 후보들에 해서 7가지 표정을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 했다. 인공지능의 심층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았고 TV

토론 상황에서 후보들의 표정이 풍부하게 나타나지 않아 훈련이 제 로 이 지지 않은 것이다. 

인공지능의 심층학습 결과로 각 표정을 유의하게 구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기 , 즉 에 소개한 

학습 정확도 90% 이상을 달성한 표정은 ‘분노(angry)’와, ‘슬픔(sad)’, ‘행복(happy)’, ‘무표정

(neutral)’의 네 가지 다. ‘역겨움(disgusted)’과 ‘두려움(fear)’, 그리고 ‘놀람(surprise)’은 

선 후보들의 TV토론이라는 로그램의 특성상 그 수가 매우 었다. 마츠모토(Matsumoto, 



딥 러닝(Deep learning)기반 동 상 처리 알고리즘을 통한 19  선 TV토론 상분석 339

1992)가 제시한 7가지 표정은 보편 인 인간의 표정을 제시한 것으로, 드라마 등의 감정이 풍부

한 표정 분석에는 용이하나, 정치인들이 TV토론에서 짓는 표정들을 구분하는 데에는 효과 이

지 못했다. 한 인공지능이 유의한 수 으로 네 가지 표정을 구별해냈지만, 이 가운데 ‘슬픔

(sad)’과 ‘행복(happy)’의 경우 로그램에서 후보들이 실제 슬픔과 행복을 표 했다고 보기 어

려웠다. 다양한 논의를 거친 끝에 ‘분노(angry)’와, ‘슬픔(sad)’, ‘행복(happy)’, ‘무표정

(neutral)’등을 주축으로 네 가지 유목으로의 분류를 결정하 고, 나머지 유의수 에 도달하지 

못한 ‘역겨움(disgusted)’과 ‘두려움(fear)’, ‘놀람(surprise)’은 이목구비의 구성을 기 으로 네 

가지 유목에 포함시켜 재분류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네 가지 유목에 더욱 합한 이름을 붙여, 

학습시켰다. 결과 으로 첫 번째 유목은 ‘분노(angry)’를 심으로 마츠모토가 제시한 ‘두려움

(fear)’과 ‘놀람(surprise)‘을 포함해 ‘분노(Angry)’로 분류하 다. <Figure 2>에 제시된 것처

럼 입을 벌리고 있으며 썹이 일그러져 부정 인 감정을 표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유목은 입을 

다물고 있으며 입꼬리가 아래를 향하고 언짢은 표정으로 마츠모토가 제시한 ‘슬픔(sad)’이 부

분이고 입 모양이 유사한 ‘역겨움(disgust)’도 포함한다. 유목명은 ‘짜증(Irritated)’으로 정의하

다. 주로 상 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안타까운 표정이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입을 

벌리고 활짝 웃는 얼굴, 혹은 입을 다물고 있어도 과 입이 모두 웃는 표정으로 ‘만족

(Satisfied)’이라 정의했다. 마지막은 입을 다물고 표정변화가 없는 ‘무표정(Neutral)’이다. 이

게 재분류한 기 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2주 동안 약 3만 장의 후보별 표정 분류작업을 

실시하여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수 에 도달하도록 했다.  

Figure 2. Four Classes Facial Expression. Angry, Irritated, Satisfied, Neutral.

구체 인 딥 러닝 모델로 후보자 얼굴인식에서와 같이 VGG16를 사용하 다. 얼굴 데이터

를 표정인식 딥 러닝 모델에 통과시키면 본 연구에서 설계한 기 에 따라 어떤 표정(‘분노’, ‘짜

증’, ‘만족’, ‘무표정’)인지 결과가 도출된다. 마찬가지로 이학습 략을 사용하기 하여 앞서 

설명한 4가지 유목(분노, 짜증, 만족, 무표정) 표정 분류에 하여 각각 3-5000장씩 총 1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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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표정 데이터를 지닌 데이터세트를 구축하고 분석하 다. 표정의 심층학습 분석 결과는 하나

의 임에 등장한 후보의 표정이 네 가지 유목의 구성 비율로 도출되었다. 다시 말해 한 건의 

표정에 해 분노와 짜증, 만족, 무표정의 비율을 모두 합하면 1이 되는 것이다. 이  가장 높은 

비율의 표정을 채택하여 명목변수로 코딩하 다. 

(3) 응시방향 

다섯 후보들이 TV토론에서 어디를 응시했는지 분석하기 해서 FSA-Net4)(Yang, Chen, 

Lin, & Chuang, 2019)을 이용했다. 이 모델은 코끝을 기 으로 상하(pitch), 좌우(yaw)로 

움직인 정도와 고개가 기울어진 정도(roll) 세 가지 값을 출력한다. 이 개념을 각 후보의 얼굴에 

용하여 세 가지 값을 조합함으로써 후보자의 시선을 12가지 응시 방향 유목으로 구성하 고 구

체 인 기 은 <Table 1>과 같이 정리하 다. TV토론은 후보자들 간의 논의도 요하지만 국민

이라는 시청 상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정면을 바로 응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면, 아래, 좌우 모두 15도를 넘어가지 않는 5번 유목이 TV토론에서 

가장 이상 이라고 단하 다. 한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나 좌우로 15도를 과한, 에 치

한 후보를 보면서 7번 유목도 비교  바른 자세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면을 향하되 고개를 각각 

 아래로 15도 이상 향한 1번과 9번 유목도 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한 12가지 응시 방향의 유목 가운데 주요한 정면, 측면, 정면 , 정면 아래의 시를 

<Figur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FSA-Net의 로그램 코드는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다

(shamangary, n.d.).

4) 픽셀 단 의 개별 정보와 그룹화된 정보가 함께 인코딩되어 정확도가 높은 네트워크로 본 연구에서는 상하, 기울기, 

좌우 값을 통해 응시방향을 각도로 출력하도록 했다.

class 1 2 3 4 5 6 7 8 9 10 11 12

Up and Down

(Pitch)

over

15°

over

15°

over

15°

over

15°

within 

±15°

within 

±15°

within 

±15°

within 

±15°

less than 

-15°

less than 

-15°

less than 

-15°

less than 

-15°

Left and Right 

(Yaw)

within 

±15°

within 

±15°

over

±15°

over

±15°

within 

±15°

within 

±15°

over

±15°

over

±15°

within 

±15°

within 

±15°

over

±15°

over

±15°

Slope

(Roll)

within 

±15°

over

±15°

within 

±15°

over

±15°

within 

±15°

over

±15°

within 

±15°

over

±15°

within 

±15°

over

±15°

within 

±15°

over

±15°

Table 1. Class of Gaz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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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딥 러닝 모델을 이용한 분석  추론 과정 

<Figure 4>는 토론 상이 입력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얼굴식별, 얼굴인식, 표정인식, 그리고 

얼굴방향을 순차 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심상정 후보의 시를 이용해 보이고 있다. 

TV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발언하는 장면을 1 에 30장씩 이미지 데이터로 추출하 다. 

개별 이미지 데이터는 얼굴식별 딥 러닝 모델을 거치며 이미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식별한다. 를 들어 심상정 후보의 얼굴  청 의 얼굴에 사각형 모양으로 역으로 검출된 것

을 알 수 있다. 얼굴식별 모델에서 얻은 잘려진(cropped) 이미지를 얼굴인식 딥 러닝 모델에 입

력한다. 얼굴인식 네트워크에서는 각 이미지가 특정 인물일 확률을 출력한다. 후보자일 확률이 

90%가 넘는 얼굴에 해서 인물이 구인지 확정한다. 를 들어 여러 청   타 후보와 비교

하여 심상정 후보 본인의 얼굴이 90% 이상의 확률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이후 후보 별 인식된 

얼굴 이미지는 표정인식과 얼굴방향 분류를 수행하는 딥 러닝 모델을 거치게 된다. 표정인식 딥 

러닝 모델에서는 입력된 얼굴이 무표정, 짜증, 분노, 만족  어떤 표정인지 단하여 출력한다. 

<Figure 4>에서는 심상정의 얼굴을 입력해 분석한 뒤 무표정이라고 출력하 다. 얼굴방향 분류 

네트워크는 좌우, 상하, 기울기 수치를 출력하여 어떤 방향을 응시하는지를 결정한다. <Figure 

4>의 심상정 후보는 좌우(yaw)로 15°이내, 상하(pitch)와 기울기(roll)는 ±15°이내이기 때문

에 정면을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으로 이 데이터는 심상정 후보이고, 무표정을 하고 있

으며, 정면을 향하고 있다는 출력을 얻을 수 있다.

5(Front)

Looking forward

7(Side)

Looking at other 

candidates

1(Upper front)

Looking up

9(Lower front)

Looking down

Figure 3. Representative Class of Gaze 5(Front), 7(Side), 1(Upper Front), 9(Lower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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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xample of analysis of Sim applying proposed algorithm.

5) 패  설문 조사를 이용한 다층모형 분석

패  데이터의 경우 내일신문과 정치연구소에서 조사한 선 패  여론결과를 이용하 다. 

이 패  데이터는 선후보 TV토론을 몇 번 시청했는지 조사했기 때문에, 상데이터와 함께 활

용할 수 있었다.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1차 조사를 진행했고 이 응답자 1,433명 가운데, 5월 

10일부터 13일에 실시된 2차 조사에도 참여한 1,090명의 데이터를 사용하 다. 1차 조사 표본

은 국 17개 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  추출로 구성 다. 조사 방식은 유․무선 혼합 임의번호걸기(RDD)를 이용한 

화면 조사(CATI)로 진행되었다. 설문 데이터에 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신문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엄경용, 2017, 5, 18).5) 패  설문조사 데이터에서 주요하게 살펴본 항목은 응답자들

의 각 선 후보들에 한 호감도와 TV토론을 시청한 횟수이다. 호감도의 경우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응답한 값의 차이를 ‘호감도 변화’로 변수화해 사용했고, TV토론 시청 횟수에 각 후보

들의 네 가지 표정의 비율을 곱하여 해당 표정에 노출된 정도를 변수로 사용했다. 패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연구 결과의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후보자

들에 한 호감도의 경우 0~10 범 의 의견온도계 방식으로 질문했고, 1차와 2차 조사에서 

답한 값의 차이를 구해 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하 다. 를 들어 어느 설문 응답자가 어떤 후보

에 해 1차 조사에서 8  2차 조사에서 10 을 주었다면 그 차이인 –2가 본 연구의 종속변수 

5) 내일신문과 서강  정치연구소,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2017년 통령 선거에 한 패  조사 결과로, 본 연구에

서는 로데이터를 새롭게 구성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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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되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기계학습의 결과 가운데 표정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응답자가 TV

토론을 시청한 횟수에 따라 다섯 후보의 네 가지 표정에 노출된 정도로 사용했다. 후보자가 다섯 

명이기 때문에 설문 응답은 다섯 번 반복 입력하여 데이터를 구성하 다.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는 형 인 다층모형 분석(multi-level analysis)이 가능한 형태로, 개인 간 차이를 통제한 상

태에서 집단별 차이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개인 간 수 (inter-personal)은 설문응답자가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지상 , 종편, 인터

넷)로 설정하고, 개인 내 수 (intra-personal)은 각 후보자에 한 호감도 평가로 설정했다. 

선후보들의 표정 분석 결과와 패  설문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분석하기 해 STATA 13.0 

로그램의 시계열 다수  분석(xtmixed) 명령어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5. 연구결과
 

1) 선후보들의 TV토론 등장 빈도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의 선 선거운동기간 치러진 여섯 차례의 주요 후보 TV토론 

상 체를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TV토론 상 데이터를 1 에 30장 임씩 추출해 1

임을 분석단 로 사용하 다. 각 토론마다 다섯 후보들이 등장한 임 수는 <Table 2>에 제

시했다. 각 회차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후보는 진한 색으로, 가장 게 등장한 후보는 을 그

어 표시했다.  

연구문제 1은 각 후보별로 TV토론에 등장한 시간을 확인하여 공정했는지, 어느 후보가 가

Unit: case(%)

Moon Hong Ahn Yoo Sim Total

First 71,036(28.9) 62,696(25.5) 80,133(32.6) 62,941(25.6) 57,900(23.6) 334,706(136.2)

Second 39,408(20.4) 38,505(19.9) 52,382(27.1) 29,801(15.4) 82,034(42.4) 242,130(125.2)

Third 65,027(33.3) 38,628(19.8) 57,509(29.5) 57,490(29.5) 54,870(28.1) 273,524(140.2)

Fourth 79,134(29.7) 38,022(14.3) 96,626(36.3) 77,800(29.2) 61,450(23.1) 353,032(132.6)

Fifth 39,747(19.6) 41,251(20.3) 46,582(23.0) 59,265(29.2) 69,367(34.2) 256,212(126.3)

Sixth 45,223(22.7) 30,927(15.5) 47,362(23.8) 50,791(25.5) 51,843(26.0) 226,146(113.5)

Note. Bold the Highest and underline the lowest frequency of each discussion.

Table 2. Frequency of candidates appearing at TV Deb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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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길게 발언했는지 확인하고자 제시되었다. 한 임에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 각 후보가 등장한 것으로 코딩했기 때문에 합계는 100%가 넘는 것으로 계산되었지만 기

계 으로 공정성을 고려하면 각 후보가 20%씩 등장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인 상태이다. 분석 결

과, 심상정 후보가 2차(82,034건, 42.4%)와 5차(69,367건, 34.2%), 6차 토론(51,843건, 

26.0%) 총 세 번의 토론에서 가장 오래 등장했으며 2차 토론에서는 42.4%에 해당하는 임

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안철수 후보가 1차 토론과 4차 토론에서 각각 80,133건

(32.6%)과 96,626건(36.3%)의 임으로 두 차례 토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고, 3차 토론에

서는 문재인 후보가 65,027건(33.3%)의 임에 등장했다. TV토론에 가장 게 등장한 후보

는 홍 표 후보로 3차(38,628건, 19.8%), 4차(38,022건, 14.3%), 6차 토론(30,927건, 

15.5%) 등 총 세 번의 토론에서 가장 게 등장했으며 세 경우 모두, 20%에 미치지 못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 1차 토론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57,900 임(23.6%)으로 가장 게 등

장했고, 2차 토론에서는 유승민 후보(29,801건, 15.4%), 5차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39,747

건, 19.6%)가 제일 게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선 후보의 TV토론 등장 빈도를 차수별로 정리한 <Table 2>에 따르면, 심상정 후보는 

시간의 흐름과 계없이 토론마다 등장빈도의 편차를 보 으며 모든 차수에서 20% 이상의 비율

로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표 후보의 경우 5차 토론에서 20.3% 등장했으나 1차 토론

(25.5%) 이후로 지속 으로 20%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보 다. TV토론은 각 후보들이 일방

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등장 빈도와 비율에 따라 토론이 공정하게 이 졌는지 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2) 표정

두 번째 연구문제는 TV토론에 등장한 선 후보들의 표정(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한 

것이다. 각 후보의 표정을 분석하기 해 분노, 짜증, 만족, 무표정 네 가지 유목으로 분석해 자

세한 결과는 <Table 3>에 후보별로 제시하 다. 1차 토론에서는 짜증 표정이 가장 많이 등장했

다. 문재인(60.0%), 심상정(35.7%), 홍 표(56.7%), 안철수(83.2%) 네 후보가 이 표정을 

여러 번 지었고, 유승민 후보는 무표정을 58.5% 보 다. 2차 토론에서는 문재인(44.5%), 심상

정(41.4%), 안철수(42.9%) 세 후보가 짜증 표정을 가장 많이 지었고, 유승민 후보는 무표정을 

42.7%, 홍 표 후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30.9% 보 다. 3차 토론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무표

정을 반 이상인 51.5% 지었고, 그 외 후보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가장 많이 보 다(문재인 

38.9%, 심상정 63.5%, 홍 표 52.6%, 안철수 53.0%). 이러한 분포는 4차 토론에서도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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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나 유승민 후보는 무표정을 무려 85.0% 지었고, 다른 후보들은 짜증낸 얼굴을 가장 많

이 보 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짜증을 반 이상인 50.5%, 51.1% 보 고 문재인 후

보는 42.6%, 홍 표 후보는 38.4%로 나타났다. 5차 토론에서는 의 경향성이 조  달라졌는

데, 유승민 후보는 무표정을 89.9% 보 고, 문재인 후보도 무표정을 가장 많이, 39.7% 지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심상정, 홍 표, 안철수 후보는 짜증 표정을 가장 많이 지었는데, 세 후보들의 

짜증스러운 표정은 모두 반 이상인 62.5%, 51.6%, 50.7%로 나타났다. 마지막 6차 토론에서

는 문재인(45.0%), 유승민(86.3%) 후보와 더불어 홍 표 후보가 33.6%로 무표정을 가장 많

이 지었고, 심상정 후보는 분노를 44.2%, 안철수 후보도 58.6% 분노한 표정을 보여 감정을 드

러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Unit: case(%)

Angry Irritated Satisfied Neutral

Moon

 First debate 1530(2.2) 42604(60.0) 19018(26.8) 7884(11.1)

 Second debate 2832(7.2) 17533(44.5) 10375(26.3) 8668(22.0)

 Third debate  1060(1.6)   25265(38.9)   23302(35.8)   15400(23.7) 

 Fourth debate  5987(7.6)   33741(42.6)   20269(25.6)   19137(24.2) 

 Fifth debate  2138(5.4)   13374(33.6)   8467(21.3)   15768(39.7) 

 Sixth debate  6875(15.2)   10116(22.4)   7904(17.5)   20328(45.0) 

 Total 20422 119143 89335 87185

Hong

 First debate 11645(18.6) 35571(56.7) 4309(6.9) 11171(17.8)

 Second debate  6977(18.1)   10306(26.8)   11887(30.9)   9335(24.2) 

 Third debate  3706(9.6)   20318(52.6)   10057(26.0)   4547(11.8) 

 Fourth debate  6997(18.4)   14602(38.4)   4841(12.7)   11582(30.5) 

 Fifth debate  9726(23.6)   21274(51.6)   5459(13.2)   4792(11.6) 

 Sixth debate  9871(31.9)   5349(17.3)   5327(11.8)   10380(33.6) 

 Total 48922 107420 41880 51807

Ahn

 First debate 8364(10.4) 66671(83.2) 491(0.6) 4607(5.7)

 Second debate  22159(42.3)   22447(42.9)   6891(13.2)   885(1.7) 

 Third debate  13071(22.7)   30508(53.0)   2637(4.6)   11293(19.6) 

 Fourth debate  17288(17.9)   49358(51.1)   2797(2.9)   27183(28.1) 

 Fifth debate  13471(28.9)   23616(50.7)   2111(4.5)   7384(15.9) 

 Sixth debate  27735(58.6)   8523(18.0)   3775(8.3)   7329(15.5) 

 Total 102088 201123 18702 58681

Table 3. Comparison Analysis of facial expression of Candidates 



346 한국언론학보 64권 5호 (2020년 10월)

선 TV토론의 표정 분석 결과를 후보별로 살펴보면 아래 <Figure 5>와 같다. TV토론은 

통령 후보들끼리 정책과 가치 에 하여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표를 행사할 국민들이 

지켜보는 로그램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가장 정 인 표정을 지었는지 살펴보는 것

이 의미 있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표정 유목들 가운데 가장 정 인 

만족 표정의 비율을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 게는 17.5%에서부터 많을 때는 35.8%의 

비 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 다. 홍 표 후보의 경우 1차 토론에서는 6.9%에 불과했지만 2

차 토론에서는 30.9%로 만족한 표정을 지었고, 이후 6차 토론까지 10%  반의 비율을 유지

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첫 번째 토론에서 만족한 얼굴이 0.6%에 불과했고 2차 토론에서는 

13.2%로 상승했으나 이후 네 차례 토론에서는 10%에 미치지 못 하는 비율로 만족한 표정을 지

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첫 번째 토론에서는 15.7%의 만족한 표정이었고 4차 토론까지 비슷

한 비율을 유지하다가, 5차 토론에서 3.9%, 6차 토론에서 6.2%로 감소했다. 유승민 후보의 경

우 반 으로 무표정을 압도 으로 많이 지었는데, 반인 1차, 2차, 3차 토론에서는 만족한 얼

굴을 20%에서 36.9%까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보 다. 이후 4차, 5차, 6차 토론에서 무표정이 

80% 로 증가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은 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Unit: case(%)

Angry Irritated Satisfied Neutral

Yoo

 First debate 1826(2.9) 11734(18.6) 12564(20.0) 36817(58.5)

 Second debate  571(1.9)   5503(18.5)   11010(36.9)   12717(42.7) 

 Third debate  779(1.4)   9401(16.4)   17687(30.8)   29623(51.5) 

 Fourth debate  1714(2.2)   8064(10.4)   1879(2.4)   66143(85.0) 

 Fifth debate  1324(2.2)   2052(3.5)   2587(4.4)   53302(89.9) 

 Sixth debate  1189(2.3)   4215(8.3)   1573(3.5)   43814(86.3) 

 Total 7403 40969 47300 242416

Sim

 First debate 13205(22.8) 20667 (35.7) 9099(15.7) 14929(25.8)

 Second debate  27648(33.7)   33934(41.4)   10550(12.9)   9902(12.1) 

 Third debate  6308(11.5)   34817(63.5)   11166(20.3)   2579(4.7) 

 Fourth debate  12830(20.9)   31048(50.5)   6610(10.8)   10962(17.8) 

 Fifth debate  15092(21.8)   43358(62.5)   2716(3.9)   8201(11.8) 

 Sixth debate  22924(44.2)   17692(34.1)   2821(6.2)   8406(16.2) 

 Total 98007 181516 42962 54979

Table 3. Comparison Analysis of facial expression of Candidates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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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acial expression of Candidates at debates.

3) 응시방향  

세 번째 연구문제는 선 후보들의 응시방향에 한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자세인 정면을 어떤 

후보가 많이 응시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후보들의 응시방향은 상하, 좌우, 기울기 세 축을 기

으로 12가지 유목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이들 유목 가운데에서 가장 정면을 향하고 있는, 이상

이라고 단되는 것은 5번 유목이다. 상하, 좌우, 기울기 모든 요소들이 -15도에서 15도 사이

에 치한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바람직하게 단되는 유목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나 좌

우로 15도를 과한, 에 치한 후보를 보는 각도인 7번 방향이다. 바른 자세를 취하면서도 상

 후보를 쳐다보며 토론을 하게 되면 이 유목에 속하게 된다. 이외에, 정면을 향하되 고개를 각

각  아래로 15도 이상 향한 1번과 9번 유목도 머리의 치는 정면을 향하면서 , 아래를 응시

하는 것으로 다른 유목들에 비해 비교  올바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5번과 1

번, 9번, 그리고 7번 유목에 주목했고, 후보자들의 선 TV토론별 응시방향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했다.

1차 토론의 경우, 문재인 후보는 앞쪽을 향하면서 고개를 15도 이상 아래쪽으로 향한 9번 

방향을 가장 많이, 52.1%에 해당하는 37,009회로 응시했다. 문재인 후보와 반 로 안철수 후보

는 앞쪽으로 바른 방향이지만 를 향하는 1번 유목으로 가장 많이 향했다. 37.0%에 해당하

는 29,685회 다. 그 외 세 후보는 정면을 바로 응시한 5번 방향을 가장 많이 응시했는데 홍

표 후보는 24,366회(38.9%), 심상정 후보는 21,043회(36.3%), 유승민 후보는 16,468회

(26.2%)로 분석되었다.

2차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보면 를 향한 1번 방향은 64.2%에 해당하는 25,298회로 

나타났고, 안철수 후보도 1번 방향은 23.0%에 해당하는 12,05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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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보는 정면이면서 아래를 향한 9번 방향을 가장 많이 응시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46,678

회(56.9%), 홍 표 후보의 경우 11,562회(30.0%), 유승민 후보의 경우 8,396회(28.2%) 9번 

방향으로 시선을 두었다.

3차 토론에서는 다시 정면을 바로 높이에서 쳐다보는 5번 방향을 가장 많이 응시한 후

보들이 등장했다. 홍 표 후보가 43.8%에 해당하는 16,913번, 안철수 후보는 39.6%인 

22,799번 정면을 응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아래쪽을 향한 정면인 9번 방향을 17,374번

(30.2%) 보 다. 문재인 후보는 를 향한 정면인 1번 방향을 반이 넘은 50.8%, 33,056번 

보았고, 심상정 후보도 1번 방향을 가장 많이 40.4% 22,179번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토론에서는 아래를 향한 정면, 9번 방향을 응시한 후보들이 많았다. 문재인 후보 

22,070회(27.9%), 심상정 후보 19,813회(32.2%), 안철수 후보 21,387회(22.1%)로 나타났

다. 유승민 후보는 를 향한 정면인 1번 방향을 21,830회(28.1%) 보았다. 홍 표 후보는 2번 

방향을 11,751회(30.9%)로 가장 많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 을 기 으로는 정

면을 취하지만 를 향하고 고개는 삐딱한 포즈이다. 5차 토론에서도 홍 표 후보는 2번 방향을 

가장 많이 응시했다. 42.6%인 17,590회를 앞을 보며 고개는 를 향하고 으로 갸우뚱한 방향

을 바라본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상하, 좌우, 기울기 모두 기 인 15도를 과한 4번 방향을 5차 토론에서 

가장 많이 응시했다. 쪽을 향하고 갸우뚱한 상태에서 고개를 돌린 것은 9,177회(19.7%) 다. 

유승민 후보는 를 향한 정면인 1번 방향을 27.4%에 해당하는 16,254번 보았다. 문재인 후보

와 심상정 후보는 9번 방향을 가장 많이 응시했는데, 각각 23,794회(59.9%), 25,995회

(37.5%) 다. 마지막 6차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9번 방향을 66.5%인 30,059회 보았고, 

홍 표 후보도 25.8%에 해당하는 7,985회를 9번 방향으로 바라보았다. 유승민 후보는 를 

향한 정면인 1번을 40.2%인 20,426회 응시했고,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정확한 정면을 

가장 많이 보았다. 심상정 후보는 13,264회(25.6%), 안철수 후보는 10,271회(21.6%)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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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case(%)

5(Front) 7(Side) 1(Upper front) 9(Lower front)

Moon 

 First debate 8305(11.7) 874(1.2) 15756(22.2) 37009(52.1)

 Second debate 6066(15.4) 537(1.4) 25298(64.2) 3111(7.9)

 Third debate 11503(17.7) 3725(5.7) 33056(50.8) 7545(11.6)

 Fourth debate 15469(19.5) 1866(2.4) 16447(20.8) 22070(27.9)

 Fifth debate 4381(11) 2734(6.9) 148(0.4) 23794(59.9)

 Sixth debate 7833(17.3) 1259(2.8) 512(1.1) 30059(66.5)

 Total 53557 10995 90705 123588

Hong

 First debate 24366(38.9) 3461(5.5) 6132(9.8) 7197(11.5)

 Second debate 6483(16.8) 5387(14) 2234(5.8) 11562(30)

 Third debate 16913(43.8) 4780(12.4) 1554(4) 6526(16.9)

 Fourth debate 2004(5.3) 1159(3) 652(1.7) 6306(16.6)

 Fifth debate 5071(12.3) 3043(7.4) 3340(8.1) 1238(3)

 Sixth debate 3004(9.7) 2717(8.8) 3581(11.6) 7985(25.8)

 Total 57841 20547 17493 40814

Ahn

 First debate 8440(10.5) 5048(6.3) 29685(37) 17160(21.4)

 Second debate 5655(10.8) 485(0.9) 12059(23) 2609(5)

 Third debate 22799(39.6) 2434(4.2) 2641(4.6) 8702(15.1)

 Fourth debate 16507(17.1) 1849(1.9) 4504(4.7) 21387(22.1)

 Fifth debate 8739(18.8) 2346(5) 2620(5.6) 8230(17.7)

 Sixth debate 10271(21.7) 3745(7.9) 7816(16.5) 2496(5.3)

 Total 72411 15907 59325 60584

Yoo 

 First debate 16468(26.2) 2001(3.2) 7979(12.7) 6973(11.1)

 Second debate 5848(19.6) 423(1.4) 5152(17.3) 8396(28.2)

 Third debate 10646(18.5) 845(1.5) 645(1.1) 17374(30.2)

 Fourth debate 9188(11.8) 2796(3.6) 21830(28.1) 8795(11.3)

 Fifth debate 8008(13.5) 941(1.6) 16254(27.4) 11046(18.6)

 Sixth debate 11939(23.5) 446(0.9) 20426(40.2) 5177(10.2)

 Total 62097 7452 72286 57761

Sim

 First debate 21043(36.3) 1257(2.2) 7634(13.2) 18522(32)

 Second debate 8194(10) 1914(2.3) 2539(3.1) 46678(56.9)

 Third debate 8518(15.5) 799(1.5) 22179(40.4) 172(0.3)

 Fourth debate 5274(8.6) 426(0.7) 1932(3.1) 19813(32.2)

 Fifth debate 12035(17.3) 1610(2.3) 11414(16.5) 25995(37.5)

 Sixth debate 13264(25.6) 1261(2.4) 11598(22.4) 4432(8.5)

 Total 68328 7267 57296 115612

Table 4. Comparison Analysis of gaze of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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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Figure 6>에는 다섯 명의 선 후보별로 TV토론에서 응시방향의 비율이 어떠했

는지 체 유목의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그래  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여섯 차례의 토론에서 

가장 일 되게 아래와 를 보았지만 정면을 응시하는 1번, 9번의 경우가 많았고  가장 일 된 

비율을 보 다. 홍 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가장 정확히 정면을 향하는 5번 방향을 응시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를 향하고 삐딱한 자세인 2번 방향의 응시비율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한 홍

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차수별로 응시방향의 편차가 높았다. 특히 안

철수 후보는 가장 많이 응시한 방향이 매 토론마다 달라졌다.

Figure 6. Result of gaze of Candidates at each debate.

4) 다층모형 분석결과

TV토론에서 선 후보들의 표정(분노, 짜증, 만족, 무표정)에 따라 패  조사 응답자의 호감도

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층 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 다. 다섯 후보들의 네 

가지 표정에 노출 수는 설문 응답자들의 TV토론 시청 횟수에 각 후보들의 표정을 곱하여 산출하

여 분석에 사용하 다. 이 분석에서는 통제변수로 연령과 성별, 교육수 , 가구소득, 정치성향 

등 인구통계학  요인과 투표여부, TV토론 시청 횟수를 사용하 다. 한 설문 응답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지상 , 종합편성채 , 인터넷) 집단에 따라서 후보들의 표정 노출에 따른 호감

도 평가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주 이용 미디어 집단과 후보들의 표

정별 상호작용 효과까지 알아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우선, 반 으로 통제변수로 투입한 변수에서부터 각 표정에 해 고정 효

과(fixed effect)가 상당히 일 되게 존재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먼 ,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

다 후보들의 표정 노출빈도에 따라서 호감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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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무표정의 세 표정에 노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호감도가 변화하지 않았고 이 차이는 남성 집

단에 비해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은 변화이다. 짜증난 표정의 경우도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남성보다 여성의 변화가 었다. 가구 소득과 TV토론 시청 횟수의 경우, 증가할수록 네 가지 표

정의 노출 빈도에 따라 각 후보에 한 호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고정

효과 분석 결과는 투표 여부이다. 투표를 한 그룹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만족스러

운 표정에 한 호감도 변화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 후보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많이 보일수록 해당 후보에 한 호감도가 높아졌는데, 이 호감도 변화가 투표를 하지 않은 그룹

보다 투표를 한 그룹에서 더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표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치성향 변수의 경우 보수 일수록 표정 변화에 따라 더 정 으로 호감도가 변화한 것으로 나

타났다.

두 번째로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에 따라 집단별로 호감도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

았다. 우선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은 분노한 표정뿐이었다. 분노한 표정을 많이 볼수

록 후보에 한 호감도는 모든 미디어 이용 집단에서 어들었는데, 종편을 주로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분노한 표정에 노출될수록 호감도가 어드는 정도가 지상 나 인터넷 미디어를 주로 사용

하는 사용자에 비해 게 나타났다. 이 외에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분노와 짜증 등 부

정 인 표정에 노출될수록 후보에 한 호감도는 어들었고 무표정의 경우 호감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 다. 정 인 표정 분류 던 만족의 경우, 오히려 종편을 주로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호감도가 어들었고,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호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장 으로 분석하고자 했던 각 표정의 노출에 한 호감도 평가 변화에 

있어서는 ‘짜증’을 제외한 세 표정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유의수  .10에서 만족

스러운 표정을 많이 볼수록 후보에 한 호감도는 정 으로 변화했고(β = 1.17, SE = .60, 

p = .05), 분노의 경우 부정 으로 변화했다(β = -1.04, SE = .33, p = .05). 무표정에서

도 호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주목할 은 평가의 방향이 정 이라는 것이다(β = .77, SE 

= .38, p ＜ .05). 정치인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그 로 드러내는 것보다 무표정을 하더라도 호

감도를 높이는 데 정 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TV토론에서 정치인이 어떤 

표정을 얼마나 짓는지에 따라서 실제 그 인물에 한 호감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주 이용 미디어와 표정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분노 표정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는데, 이때는 종편이 주 사용 미디어인 집단에서 분노 표정에 해 호감도 변화가 지상 가 주

사용 미디어인 사람들에 비해 호감도 변화가 더욱 정 으로 나타나는 것이 찰되었다. 정도는 

낮았으나, 인터넷이 주 미디어 사용 매체인 사람들 역시 지상  사람들에 비해 호감도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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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었고, 변화의 방향도 정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정 효과와 련하여 마지막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이나 무표정의 경우는 해당 표정에 노출

될수록 호감도 변화가 정 으로 증가하는 것이 통계 으로 유의미했던 반면, 분노한 표정의 경

우는 호감도 변화가 부정 으로 변화하는 것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임의효과(random effect)의 경우 만족과 분노 표정에서는 원래 해당 표정의 수 이 높을

수록 호감도 변화의 폭이 감소하는 기울기 효과가 감지되었다. 짜증스러운 표정과 무표정의 경우

는 공산비 검증 테스트를 통해서 임의효과 기울기와 편의 공분산이 없는 모형과 있는 모형 간 

통계 인 차이의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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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의 

TV토론은 단순한 미디어 이벤트가 아니라 유권자의 투표결정 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한 선

거과정의 일부이다. 특히 19  통령 선거는 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 실시되었기 때문에, 평

소 정치에 심이 없었던 유권자들에게 TV토론은 후보자들을 비교분석하고, 후보들의 이슈태도

를 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실제로 19  선에서 유권자의 16% 정도가 TV토론을 

시청한 뒤 지지후보를 변경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지선․이 우, 2018). TV토론에서 정책 

등에 한 토론보다는, 정치인들의 표정이나 자세, 의상, 몸짓 등의 비언어 인 요소를 포함한 

정치인의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많은 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Exline et al., 1968; 

Sullivan & Masters, 1988) TV토론에서의 후보자별 등장빈도, 표정, 응시방향에 한 분석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인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해 2017년 선 후보들이 여섯 차례의 TV토론

에 등장한 모습을 조사했다. 일반 으로 상물의 내용을 분석할 때 필수과정인 샘 링을 거치지 

않고 상 체에서 1 에 30장씩 추출해 조사했기 때문에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에 의미가 있다. 특히 정치인이 미디어에 등장할 때 필수 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시간 배분의 

공정성인데, 체 상물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보다 실제에 가깝게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심상정 후보가 3회의 토론회에 걸쳐 가장 많이 등장하 고, 그 다음 안철수 후보는 2회, 문재인 

후보는 1회의 토론회에 가장 많이 등장했다. 가장 게 등장한 후보자는 홍 표 후보 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 원회는 선거방송심의에 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시사정

보 로그램의 경우 선거 련 출연자들의 선정, 발언 횟수, 발언 시간 등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특히 12조에는 담 토론의 계에 해 ‘선거와 련하여 다른 언론기  

는 단체 등이 개최하는 담, 토론 등을 다룰 때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선거방송의 규제는 지나치게 방송의 표 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일부 주장되고 있

으나(차재 ․이창 , 2009), 본 연구 결과 이러한 규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간의 

등장빈도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회 토론의 경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 33.3%, 가장 게 등장하는 홍 표 후보의 경우 19.8%로 후보자들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했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지지도 선두를 달리고 있던 문재인 후보자에게 다른 후보자들이 

집 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으로 고려된다. 방송 계자들은 공정한 TV토론을 해 모든 후보

자들에게 골고루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비슷한 비율로 방송되도록 노력했지만, 결과 으로 살펴

보면, 제 19  선 토론은 양 인 측면에서는 공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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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의 표정은 비언어 인 요소 가운데 가장 쉽게 악되고  시청자에게 이되는 

것도 쉽다(Knapp & Hall, 2002; Mehbrabian, 1968). 그 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TV토론

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형성하기 해 표정을 리한다. 분석 결과 2017년 선 

후보 TV토론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가장 많이 지은 것은 문재인 후보 다.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장 었던 6차 토론에서는 17.5%(7,904 임)이었고, 문재인 후보가 등장한 상의 

35.8%(23,302 임)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인 토론도 있었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정

인 표정만 지은 것은 아니고 짜증을 내는 표정이 많은 횟수도 있었지만, 여섯 차례의 토론에 

걸쳐 체 으로 정 인 표정을 많이 보 다. 홍 표 후보의 경우 3회의 토론에 걸쳐서 짜증내

는 표정을 50% 이상 지은 것으로 나타나, 후보들  가장 표정 리가 되지 않은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민 후보는 여섯 번의 TV토론에서 게는 42.7%(12,717 임)에서 많게는 

89.9%(53,302 임)까지 무표정을 지어서 후보자들  가장 무표정한 후보 다. 

TV토론에서 정치인이 어디를 응시하는지 분석한 것 역시 지 까지 시도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 분석 결과 후보들이 고개를 기울이지 않고 정면을 바로 응시하는 비율은 

홍 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타났지만, 두 후보의 응시방향은 매 토론마다 편차가 심한 

편이었다. 아래쪽으로 시선을 회피하는 1번 방향의 응시도 다섯 후보에게서 꽤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응시 방향은 상 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후보자 평가에 정  향을 미

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 후보의 응시방향 분석결과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후

보와 유승민 후보의 그래 는 매 토론마다 상당히 일정한 방향을 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딥 러닝을 통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분석하 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살펴 볼 

수 없었던 정 한 분석이 가능했다. 각 후보들의 등장비율의 경우, 상을 샘 링해서 직  수동

으로 분석하거나, 표 임을 추출해서 분석하는 경우 신(scene)의 지속시간을 측정할 수 없

어 후보들의 차이를 정확히 알기 힘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정치인들의 얼굴

이 등장하는 장면을 1 에 30 임으로 단 로 분석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 로 분석이 가

능했다. 한 여러 명의 후보들이 한 장면에 등장하는 경우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는 에

서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로 표정의 경우도 정확하게 각 토론 회차 별, 각 후보들의 표정 비율을 

계산할 수 있었다. 특히, 표정은 매우 미묘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코딩하는 경우 코더간 불일치

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본 연구에서는 표정에 한 기계학습을 통해 매우 높은 수 의 정확도

로 일 된 분석을 할 수 있었다. 응시방향의 경우도 수동으로 측정하기 해서는 정지 임을 

샘 링하고, 매 임을 각도기로 측정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상하, 좌우, 기울

기 세 축을 기 으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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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후보들의 응시방향을 정확하게 분석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워낙 방 하기 때문에, 그 풍부한 데이터를 한 연구

에 담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후보들의 등장, 표정, 응시방향의 지속시간, 후보자간의 상호

작용 등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할 정이다. 한, 본 연구 이 구축한 선 후보

자들에 한 상자동분석 시스템은 다른 동 상에 용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

에서는 19  선에 한 방송뉴스 보도 상에 용해 다섯 후보들의 뉴스 등장빈도, 표정의 비

율, 응시방향 등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다. 

패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다층모형 연구에서는 실제 TV토론에서 선 후보들이 지은 표

정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에 따라서 해당 후보에 한 호감도 평가가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선 만족스러운 표정과 무표정은 해당 표정에 노출될수록 호감도 변화가 정 으로 증가했고, 

반 로 분노한 표정의 경우는 호감도가 부정 으로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TV토론에서 후

보자들의 표정에 따라 이를 시청한 사람들이 후보자들에게 느끼는 호감도가 실질 으로 변화한

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분석 결과 얼굴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인 경우에도 호감도 평

가가 정 으로 변화했다는 에서, 정치인들의 비언어  행 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함을 알 수 있다. 추가로, 투표를 한 그룹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만족스러운 

표정에 한 호감도 변화폭이 매우 큰 것으로 감지되었다. 이는 지지하는 후보가 뚜렷한 경우, 

TV토론에서 해당 후보자가 만족스럽고, 즐겁고, 행복한 표정을 많이 지을수록 그에 한 확신이 

더 강해짐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만족스러운 표정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에 지지층의 호감도

를 높이고자 하는 략이 필요한 후보에게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미디어를 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후보자들의 표정이 후보자들에 한 호감도 변화에 

미치는 향에도 집단별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만족스러운 표정에 노출되는 경우, 지상 를 주

로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서 종편 주사용 집단은 호감도 평가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 로, 인터넷이 주 미디어 사용 매체인 집단의 응답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 노출에 하여 지

상 를 주로 이용하는 집단보다 호감도 평가가 오히려 어드는 결과를 보 다. 추가 분석이 필

요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종편과 인터넷 이용자들은 TV토론 외에도 다양한 채 을 통해 후보

자들에 한 정보를 습득하 기 때문이라고 고려된다. 를 들어 19  선토론에서는 TV토론

을 시청하면서 동시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TV토론에 한 화를 하

는데, 이러한 미디어 이용이 조 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상한다. 이는 어떤 후보의 만족

스러운 표정을 하더라도 있는 그 로 받아들이는 경우와 좀 더 비 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주

로 이용하는 미디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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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의 노출량 외에도, 후보자에 한 호감도 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

하기 때문에 호감도 변화가 단순히 표정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

다. 이 다층 모형의 분석의 설명력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해당 분석을 통해 얻은 설명력 한 개

인 수 에서 3%, 집단 수 에서 7%로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19  선에서는 TV토

론에 한 심이 높았던 만큼,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석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동 상에 한 분석은 텔 비 과 인터넷 동 상인 유튜  등의 상 콘텐츠를 연구하는 

커뮤니 이션학 외에, 공학과 문헌정보학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자공학  기

공학 분야에서는 동 상 처리(video processing)에 한 연구가 이 부터 연구되면서 자동으로 

동 상의 신(scene)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었고(김호근 외, 2010; 

조완  외, 2003),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한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더욱 발달하게 되었

다. 즉, 기존의 화소 색이나 밝기 변화로 동 상 장면 변화를 감지하던 연구에서 벗어나(김호근 

외, 2010; 조완  외, 2003), 최근에는 직  사물을 학습시키고 인지하는 방식으로 동 상 처리 

기술이 발달한 것이다(Zhao, Ouyang, Li, & Wang, 2015). 를 들어 고양이나 강아지를 딥 

러닝을 통해 학습시키면, 모든 동 상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등장할 때, 그 형태를 바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과 결합하여, 자동차가 앞에 고양이나 강아지

가 지나가면 바로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커뮤니 이션학에서도 꾸 히 이러한 동 상 

분석 기술을 연구에 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김윤환 외, 2017). 본 연구는 이러한 공학에서 

연구되는 딥 러닝 동 상 처리 분석 기술을 TV토론의 공정성을 측정하는데 용했다는 데 그 의

의가 있다. 

이러한 딥 러닝을 이용한 상분석 방법은 다른 역에 한 연구에서도 활용가능하다. 딥 

러닝을 통해 폭력 인 장면들을 학습시키는 경우, 자동 으로 폭력 인 장면들을 구분해낼 수 있

다. 이러한 상 자동 분류 알고리즘이 구축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분양의 동 상의 폭력성을 짧

은 시간에 자동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한 주 이 개입하는 코더들에 의해 분석하는 것보다 높

은 수 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거 (Gerbner, 1980)의 문화계발이론은 TV방송이 시

청자들이 TV 세상을 기 으로 세계를 보는 시각(way of seeing the world)을 형성하는데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계발이론은 특정 로그램에 한 시청효과를 설명하

기보다, 방송되는 로그램들 체가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  사회의 가치를 반

하고 있고, 시청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TV에 노출되다 보면 TV가 재 하는 세계를 실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계발이론의 창기 연구에서는 방송되는 방 한 양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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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체를 분석하여 ‘문화지표(cultural indicators)’를 구성하려고 하 다. 유사하게 아도르

노와 호크하이머도 문화산업론(Adorno & Horkheimer, 1947)에서 미디어 메시지는 편재하

면서 같은 사상과 가치 을 주기 으로 반복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계발이론은 방 한 양의 로

그램을 연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 특정 로그램의 효과에 한 연구로 축소, 변형되었다

(Potter, 2014). 본 연구에서 시도한 상 자동분석 로그램이 추후 활발하게 활용된다면, 문

화계발 연구에서 제시한 명제를 실증 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한 존재한다. 상자동 분류 알고리즘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발언 내용

을 고려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미묘한 감정  표 은 제 로 코딩하지 못했을 수 있다. 를 들

어 냉소 인 비웃음과 환하게 웃는 웃음을 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코딩했을 수 있다. 한 기

존의 다른 연구들과 다르게 네 종류의 표정으로 통합해서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표정의 경우, 인간의 기본 인 감정은 많은 연구를 통해 7가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Ekman, 1992a, 1992b), 많은 연구에서 7가지 표정을 범주화하여 연구하고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네 종류의 표정으로 통합해서 분석하 다. 7가지 유목으로 분류를 시도했다가, 4가지 표

정으로 수정하면서 TV토론에 참여하는 후보들의 표정을 분류할 수 있는 기 을 제시하려고 하

으나, 그 과정에서 이론 인 검토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는 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석이 정확도  객 성, 분석의 용이성, 분석의 속도, 분석의 다른 

상에의 용 등 많은 면에서 획기 인 분석방법이지만, 알고리즘 구축단계에서 학습을 정확하

게 시켜야한다는 한계 이 존재한다. 즉, 학습을 부정확하게 하는 경우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 있

다. 응시방향의 경우, 아래를 보는 각도의 기 을 5도 혹은 15도로 설정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표정의 경우도 정확하게 ‘분노’와 ‘짜증’ 표정을 규명하고 학습시켜

야 신뢰도가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딥 러닝은 수많은 학습을 기반으

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학습에 이용하는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고 정당해야 올바른 학습이 

가능하고 이후 분석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는 한계 을 안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치인들의 비언어  표 을 언어  내용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들의 표정에 한 체빈도를 분석했는데, 얼굴표정과 

응시방향의 연속 인 지속시간에 한 분석이 가능한 만큼, 추후연구에서는 정치인들의 표정과 

응시방향에 한 지속시간을 살펴 야 할 것이다. 한 상 샷의 사이즈가 클로즈업 되는 경우

(Mutz, 2007), 두 명의 후보자들을 분할 화면으로 방송하는 경우(Cho, Shah, Nah, & 

Brossard, 2009) 더 후보자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화

면의 구성에 한 연구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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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상분석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개되길 기 한다.

  본 연구는 커뮤니 이션학에서는 매우 드물게 자 기공학 공 연구진과 업한 융합연구이

다. 커뮤니 이션학이 최근 4차 산업 시 를 맞아 미디어 공학, 데이터 사이언스 등 새로운 학문

과 융합을 시도하면서 변화를 모색하는 시 에, 본 연구는 하나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상물 분석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개되길 기 한다.



360 한국언론학보 64권 5호 (2020년 10월)

References

Abelson, R. P., Kinder, D. R., Peters, M. D., & Fiske, S. T. (1982). Affective and semantic components in 

political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4), 619–630.

Adorno, T. W., & Horkheimer, M. (1947).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In Adorno, 

Gesammelte Schriften. Amsterdam: Querido.

Argyle, M., Alkema, F., & Gilmour, R. (1971). The communication of friendly and hostile attitudes by verbal 

and nonverbal signal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385–402.

Argyle, M., & Trower, P. (1979). Person to person: ways of communicating. London: Multimedia 

Publications Inc.

Benoit, W. L., & Hansen, G. J. (2004). Presidential debate watching, issue knowledge, character evaluation, 

and vote choi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0(1), 121-144.

Benoit, W. L., Hansen, G. J., & Verser, R. M. (2010).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viewing U.S. 

presidential debates. Communication Monographs, 70(4), 335-350.

Birdwhistell, R. L. (2010). Kinesics and Context: Essays on Body Motion Communication.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Bucy, E. P. (2011). Nonverbal communication, emotion, and political evaluation. In K. Doveling, C. von 

Scheve, & E. A. Konijn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emotions and mass media (pp. 195-220). 

New York, NY: Taylor & Francis.

Burgoon, J. K., Buller, D. B., & Woodall, W. G. (1989). Nonverbal communication: The unspoken dialogue. 

New York, NY: Harpercollins College Division.

Cha, J., & Lee, C. (2009). 17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fairness of broadcasting: Broadcast news, TV 

debate, and opinion polls. Journal of Social Science, 20(1), 189-205.

Cho, J., Shah, D. V., Nah, S., & Brossard, D. (2009). “Split screens” and “spin rooms”: Debate modality, 

post-debate coverage, and the new videomalais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3(2), 

242-261.

Cho, H., & Park, C. (2008). Good behavior of etiquette and non-verbal commun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Women's Culture, 17, 121-149. 

Cho, W., Park, S., & Park, J. (2003). Methods for segmentation of video and extraction of representative 

frames using statistical characteristics.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딥 러닝(Deep learning)기반 동 상 처리 알고리즘을 통한 19  선 TV토론 상분석 361

30(1B), 295-297.

Choi, Y. (1999). Nonverbal Commun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Choi, Y. J., & Lee, J. H. (2007). Effects of image–issue and positive–negative scene orders in broadcast 

news. Mass Communication & Society, 10(1), 43-65.

D'Alessio, D., & Allen, M. (2000). Media bias in presidential elections: A meta‐analysis. Journal of 

Communication, 50(4), 133-156.

Davis, D. F. (1981). Issue information and connotation in candidate imagery: Evidence from a laboratory 

experiment.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4), 461-479.

Dayan, D., & Katz, E. (1992). Media events: The live broadcasting of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DeVito, J. (2000). Human communication. New York, NY: Longman, USA.

Dodd, C. H. (1998). Dynamic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5th ed.). New York, NY: McGraw-Hill.

Druckman, J. N. (2003). The power of television images: The first Kennedy-Nixon debate revisited. The 

Journal of Politics, 65(2), 559-571.

Ekman, P. (1965). Differential communication of affect by head and body c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726-735.

Ekman, P. (1992a). An argument for basic emotions. Cognition & Emotion, 6(3-4), 169-200.

Ekman, P. (1992b). Are there basic emotions? Psychological Review, 99, 550-553.

Exline, R. V. (1985). Multichannel Transmission of Nonverbal Behavior and the Perception of Powerful 

Men: The Presidential Debates of 1976. In S. L. Ellyson & J. F. Dovidio (Eds.), Power, Dominance, 

and Nonverbal Behavior (pp. 183-206). New York, NY: Springer.

Exline, R. V., Gottheil, I., Paredes, A., & Winklemeier, D. (1968). Gaze direction as a factor in judgment of 

non-verbal expressions of affect. 76th Annual Convention of the APA Association, Washington, DC.

Gerbner, G. (1980). Aging with television: images on television drama and conceptions of social reality. 

Journal of Communication, 30(1), 37-47.

Grabe, M. E., & Bucy, E. P. (2009). Image bite politics: News and the visual framing of elec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raber, D. A. (1990). Seeing is remembering: How visuals contribute to learning from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40(3), 134-155.

Hellweg, S. A. (1993). Campaigns and candidate images in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s. Lanham, MD: 



362 한국언론학보 64권 5호 (2020년 10월)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Heritage, J., & Greatbatch, D. (1986). Generating applause: A study of rhetoric and response at party political 

conferenc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1), 110-157.

Hinton, G. E., & Salakhutdinov, R. R. (2006). Reducing the dimensionality of data with neural networks. 

Science, 313(5786), 504-507.

Imamun93[GitHub]. (n.d). Retrieved 11/18/19 from https://github.com/imamun93/animal-image-classifications

Jang, B., Hwang, D., & Choi, S. (2020). The analysis of screen composition method in 19th presidential 

candidate TV debates. Journal of Broadcast Engineering, 25(1), 67-82.

Jang, Y., & Chung, D. (2019). Technology trend for image analysis based on deep learning.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17(1), 113-122.

Kim, H., Jeong, B., & Park, H. (2010). Key frame detection based using change of motion in video. Korea 

Multimedia Society, 105-108.

Kim, K. (2019). An analysis of video shots shown in presidential debate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0(5), 937-946.

Kim, K., & Park, Y. (2018). Analysis of candidate persuasion strategies in 19th presidential election 

broadcast debate. Korea Regional Communication Research Association, 18(2), 35-69.

Kim, M., & Na, Y. (2005). Effects of nonverbal communication in national assembly candidates' broadcasted 

speech on viewers depending on involvement: Voice, gaze and gestur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9(3), 42-103.

Kim, S., & Yoon, K. (2018). Timeline synchronization of multiple videos based on waveform. Journal of 

Broadcast Engineering, 23(2), 197-205.

Kim, Y., Gil, W., & Lee, J. (2017). Agenda-setting and priming effects of emotion: A mixed model analysis 

with visual frames and survey data on the 19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4(4), 53-98.

Kim, D. (2016).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Kim, W., & Jang, S. (2004). Nonverbal Communication. Seoul: Nanam Publishing Co.

Kim, Y. (2005). Persuasion Communication. Seoul: Nanam Publishing Co.

Kinder, D. R. (1986). The continuing American dilemma: White resistance to racial change 40 years after 

Myrdal. Journal of Social Issues, 42(2), 151-171.

Kinsey, G. B. (2010). The nonverbal advantage: Secrets and sciences of body language at work. Personnel 



딥 러닝(Deep learning)기반 동 상 처리 알고리즘을 통한 19  선 TV토론 상분석 363

Psychology, 63(2), 498-501.

Kleinkie, C. L. (1986). Gaze and eye contact: a research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0(1), 78–100.

Knapp, M., & Hall, J. (2002).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interaction (5th ed.). Belmont, CA: 

Wadsworth.

Knapp, M. L. (1978).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interaction (2nd ed.). New York, NY: Holt, 

Rinehart & Winston. 

Kook, K. (2019). Examples of applications by AI technology and industry sectors. Weekly Technical Trends, 

20, 15-27.

Kraus, S. (1996). Winners of the first 1960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 between Kennedy and Nixon. 

Journal of Communication, 46(4), 78-96.

Kwon, S., Kwon, J., Kim, D., & Lee, W. (2013). A study on the fairness of the 18th KBS presidential election 

report. Seoul: KBS Broadcast Research Institute.

Kwon, H. (2006). The Theory and Practice of Media Elections. Seoul: Communication Books.

Lanzetta, J. T., Sullivan, D. G., Masters, R. D., & McHugo, G. J. (1985). Viewers’ emotional and cognitive 

responses to televised images of political leaders. In S. Kraus & R. Perloff (Eds.), Mass media and 

political thought (pp. 85-116). Beverly Hills, CA: Sage.

Lee, J., Jeon, J., Park, Y., & Kwon, I. (2016). On metaphoric gestures of candidates in the U.S. presidential 

debate. Discourse and Cognition, 23(2), 53-79.

Lee, J. (2018). A method of eye and lip region detection using faster R-CNN in face ima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8), 1-8.

Lee, J., & Lee, H. (2018). Analysis of discrepancy of popularity and votes of presidential candidate Ahn 

Cheol-soo: TV debate effect or regression of political orientatio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2(1), 101-123.

Lee, S. (2017). Recent AI development trends and future evolution directions.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2, 30-31.

Lewis, K. M. (2000). When leaders display emotion: How followers respond to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of male and female leader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1(2), 221-234.

Maddox, W. S., & Nimmo, D. (1981). In search of the ticket splitter. Social Science Quarterly, 62(3), 

401-408.



364 한국언론학보 64권 5호 (2020년 10월)

Masters, R. D., & Sullivan, D. G. (1989). Nonverbal displays and political leadership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Political Behavior, 11, 123-156.

Masters, R. D., & Sullivan, D. G. (1993). Nonverbal behavior and leadership: emotion and cognition in 

political information processing. In S. Iyengar & W. McGuire (Eds.), Explorations in political 

psychology (pp. 150-182).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Matsumoto, D. (1992). More evidence for the universality of a contempt expression, Motivation and 

Emotion, 16(4), 363-368.

McHugo, G. J., Lanzetta, J. T., Sullivan, D. G., Masters, R. D., & Englis, B. G. (1985). Emotional reactions 

to a political leader's expressive display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6), 1513- 

1529.

Mehrabian, A. (1968). Some referents and measures of nonverbal behavior. Behavior Research Methods & 

Instrumentation, 1(6), 203-207.

Mehrabian, A. (1981). Silent messages: implicit communication of emotions and attitudes. Belmont, CA: 

Wadsworth.

Miller, O., Wattenberg, M. P., & Malanchuk, O. (1986). Schematic assessments of presidential candid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2), 521-540.

Moon, H., Yang, A., & Kim, J. (2018). CNN-based hand gesture recognition for wearable applications. 

Journal of Broadcast Engineering, 23(2), 246-252.

Moon, S., Jang, S., Lee, J., & Lee, J. (2016). Trend of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technology.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33(10), 49-56.

Mutz, D. C. (2007). Effects of "in-your-face" television discourse on perceptions of a legitimate oppos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4) 621-635.

Nam, J. (2004). Objective Avitus in Korean Newspapers: Focused on the Strategic Consciousness of Formal 

Real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Nam, J., & Choi, Y. (2010). Comparison of the Korean and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coverage: Scene 

unit analysis of structural and content balanc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4(4), 87-121.

Nam, Y. (2020). Analysis of emotions in broadcast news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24(8), 1064-1070.

Oh, C. (2007). The meaning of media economic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iberalism and communalism: 



딥 러닝(Deep learning)기반 동 상 처리 알고리즘을 통한 19  선 TV토론 상분석 365

Focused on interpretation of public and private dualistic broadcasting systems.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6, 5-41.

O'Grady, C. R. (2014). Integrating service learning and multicultural education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New York, NY: Routledge.

O'Keefe, G. J. (1975). Political campaigns and mass communication research. Political communication: 

issues and strategies for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Olivola, C. Y., & Todorov, A. (2010). Elected in 100 milliseconds: Appearance-based trait inferences and 

voting.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34(2), 83-110.

Park, H. (2018). Mediatization of politics: A theoretical review and prospect.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5(2), 5-44.

Park, J., & Kang, D. (2015). Traffic sign recognition with convolution neural network.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52-53. 

Park, J., Kim, J., & Kim, D. (2019). An analysis of verbal messages and facial expressions of the candidates 

in the 2016 U.S. presidential TV debates. Locality & Communication, 23(4), 33-68.

Park, S., Han, K., & Jang, W. (2018). CNN deep learning acceleration algorithm for mobile system.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16(10), 1-9.

Patterson, M. L., Churchill, M. E., Burger, G. K., & Powell, J. L. (1992). Verbal and nonverbal modality 

effects on impressions of political candidates: Analysis from the 1984 presidential debates. 

Communication Monographs, 59(3), 231-242.

Patterson, T. E. (2000). Doing well and doing good: How soft news and critical journalism are shrinking the 

news audience and weakening democracy—and what news organizations can do about it. Cambridge, 

MA: Joan Shorenstein Center.

Potter, W. J. (2014). A critical analysis of cultivation theory. Journal of Communication, 64(1), 1015–1036.

Rahn, W. M., Aldrich, J. H., Borgida, E., & Sullivan, J. L. (1990). A social cognitive model of candidate 

appraisal. In R. G. Niemi & H. F. Weisberg (Eds.), Controversies in voting behavior (pp. 187-206).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Richmond, V. P., McCroskey, J. C., & Payne, S. K. (1991). Nonverbal behavior in interpers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Samovar, L. , Porter, R., & Jain, N. (1981). Understand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oston, MA: 

Wadsworth Cengage Learning.



366 한국언론학보 64권 5호 (2020년 10월)

Scheufele, D. A., Kim, E., & Brossard, D. (2007). My friend's enemy: How split-screen debate coverage 

influences evaluation of presidential debates. Communication Research, 34(1), 3-24.

Schrott, P. R., & Lanoue, D. J. (2013). The power and limitations of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ssessing 

the real impact of candidate performance on public opinion and vote choice. Electoral Studies, 32(4), 

684-692.

Sears, D. O., & Chaffee, S. H. (1979). Uses and effects of the 1976 debates: An overview of empirical 

studies. In S. Kraus (Ed.), The great debates. Carter vs. Ford, 1976 (pp. 223-261).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Seiter, J. S. (1999). Does communicating nonverbal disagreement during an opponent's speech affect the 

credibility of the debater in the background? Psychological Reports, 84(3), 855-861.

Seiter, J. S. (2001). Silent derogation and perceptions of deceptiveness: Does communicating nonverbal 

disbelief during an opponent's speech affect perceptions of debaters' veracity?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8(4), 334-344.

Seiter, J. S., & Weger, H. (2005). Audience perceptions of candidates' appropriateness as a function of 

nonverbal behaviors displayed during televised political deb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2), 225-236.

Shah, D. V., Hanna, A., Bucy, E. P., Wells, C., & Quevedo, V. (2015). The power of television images in a 

social media age: Linking bio-behavioral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via the second screen.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59(1), 225-245.

shamangary[Github]. (n.d.). Retrieved 11/18/19 from https://github.com/shamangary/FSA-Net

Shim, H., & Sim, G. (2019). Design of emotional state estimation system in continuous time using deep 

learning.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29(1), 76-81.

Son, Y. (2011). Public's perception on the fairness of television new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5(5) 122-158.

Song, S. (2009). The effect of nonverbal cue in televised political debate: An experimental study.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3(4), 88-127.

Sullivan, D. G., & Masters, R. D. (1988). “Happy Warriors”: Leaders' facial displays, viewers' emotions, and 

politic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2), 345-368.

Todorov, A., Mandisodza, A. N., Goren, A., & Hall, C. C. (2005). Inferences of competence from faces 

predict election outcomes. Science, 308(5728), 1623-1626.



딥 러닝(Deep learning)기반 동 상 처리 알고리즘을 통한 19  선 TV토론 상분석 367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s of objectiv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4), 660-679.

Um, G. (2017, 5, 18). The recipient of a TV Debates: Yoo Seung-min > Hong Joon-pyo > Sim Sang-jung. 

Naeil. Retrieved 11/18/19 from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37583.

Won, H., & Youn, S. (2015). A content analysis on the fairness of the main news of Korean general 

programming TV stations: Centered around main news during the 18th pre-presidential election 

period.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9(1), 117-148.

Wyer, R. S., Budesheim, T. L., & Shavitt, S. (1991). Image, issues, and ideology: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about political candid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33–

545.

Yang, T. Y., Chen, Y. T., Lin, Y. Y., & Chuang, Y. Y. (2019, June). Fsa-net: learning fine-grained structure 

aggregation for head pose estimation from a single imag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A.

Zhang, K., Zhang, Z., Li, Z., & Qiao, Y. (2016). Joint face detection and alignment using multitask cascaded 

convolutional networks. IEEE Signal Processing Letters, 23(10), 1499-1503.

Zhao, R., Ouyang, W., Li, H., & Wang, X. (2015, June). Saliency detection by multi-context deep learn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Boston.

최  투고일  2020년 06월 12일

게재 확정일  2020년 09월 28일

논문 수정일  2020년 10월 05일



368 한국언론학보 64권 5호 (2020년 10월)

부록

국경완 (2019). 인공지능 기술  산업 분야별 용 사례. <주간기술동향>, 20권, 15-27.

권상희․권장원․김동윤․이완수 (2013). <제18  KBS 선보도 공정성 연구>. 서울: KBS 방송

문화연구소.

권 남 (2006). <미디어 선거의 이론과 실제>. 서울: 커뮤니 이션북스.

김경호 (2019). 샷 분석을 통한 통령선거 TV 토론회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0권 

5호, 937-946.

김 규․박연진 (2018). 19  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설득 략 분석. <언론

과학연구>, 18권 2호, 35-69.

김 호 (2016). <4차 산업 명>. 서울: 커뮤니 이션북스.

김명주․나은  (2005). 방송 연설 후보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고ㆍ 여 시청자에게 미치

는 향: 제17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목소리, 응시, 손동작을 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9

권 3호, 42-103.

김신․윤경로 (2018). 소리 형을 이용한 다수 동 상 간 시간축 동기화 기법. <방송공학회논문지>, 

23권 2호, 197-205.

김 석 (2005). <설득 커뮤니 이션>. 서울: 나남출 .

김우룡․장소원 (2004). <비언어 커뮤니 이션>. 서울: 나남출 .

김윤환․길우 ․이종  (2017). 미디어 정서의 의제설정과 화 효과 연구: 제 19  선 후보 

상분석과 설문 조사를 연결한 혼합모형 분석. <사이버커뮤니 이션학보>, 34권 4호, 53-98.

김호근․김병정․박형섭 (2010). 비디오 상에서 움직임 변화를 이용한 표 임 검출. <한국멀

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05-108.

남 자 (2020). CNN을 활용한 방송 뉴스의 감정 분석.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4권 8호, 

1064-1070. 

남장군 (2017). <딥 하이퍼네트워크를 이용한 TV 드라마의 멀티모달 학습>. 서울 학교 학원 석사

학  논문. 

남재일 (2004). <한국 신문의 객 주의 아비투스: 형식  사실주의의 략  의례를 심으로>. 고려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남지나․최윤정 (2010). 한국과 미국 TV 뉴스의 선 보도 비교: 신 단 의 형식과 내용의 공정성을 

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4호, 87-121.



딥 러닝(Deep learning)기반 동 상 처리 알고리즘을 통한 19  선 TV토론 상분석 369

문성은․장수범․이정 ․이종석 (2016). 기계학습  딥 러닝 기술동향.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

통신)>, 33권 10호, 49-56. 

문 철․양안나․김재곤 (2018). 웨어러블 응용을 한 CNN 기반 손 제스처 인식. <방송공학회논

문지>, 23권 2호, 246-252.

박성우․한경호․장우  (2018). 모바일 시스템을 한 CNN 딥 러닝 가속화 알고리즘. <한국정보

기술학회논문지>, 16권 10호, 1-9.

박제강․강동  (2015).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교통 표지  인식. < 한기계학회 춘추학술

회>, 52-53. 

박지혜․김재홍․김  (2019). 2016년 미국 선 TV토론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메시지와 얼굴표

정의 특징 분석. <지역과 커뮤니 이션>, 23권 4호, 33-68.

박홍원 (2018). 정치의 미디어화: 이론  검토  망. <언론정보연구>, 55권 2호, 5-44.

손  (2011). TV 뉴스 공정성에 한 시민 인식 조사: 시민은 동등 비 의 원칙을 더 원한다. <한

국방송학보>, 25권 5호, 122-158.

송석화 (2009). TV 토론에서 정치인의 비언어  요소가 이미지, 투표 의사에 미치는 향. <한국방

송학보>, 23권 4호, 88-127.

심희린․심귀보 (2019). 딥 러닝을 이용한 연속 시간 감정 상태 추론 시스템 설계. <한국지능 시스템

학회논문지>, 29권 1호, 76-81.

엄경용 (2017, 5, 18). TV토론 수혜 : 유승민 > 홍 표 > 심상정. <내일신문>. Retrieved 11/18/

19 from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37583

오창우 (2007).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에서 매체경제화가 지니는 의미: 공ㆍ민  이원론  

방송체계에 한 해석을 심으로. <정치커뮤니 이션 연구>, 6권, 5-41.

원희 ․윤석민 (2015). 종합편성채 의 보도 공정성에 한 연구: 제 18  통령 선거에 한 메

인 뉴스 분석을 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권 1호, 117-148.

이승훈 (2017). 최근 인공지능 개발 트 드와 미래의 진화 방향. <LG 경제연구원>, 12호, 30-31.

이정은․ 진리․박 은․권익수 (2016). 미국 선 후보 공개토론회에 나타난 손짓 언어: 은유  

손짓을 심으로. <담화와 인지>, 23권 2호, 53-79.

이정환 (2018). 고속 R-CNN을 이용한 얼굴 상에서   입술 역 검출방법. <한국융합학회논

문지>, 9권 8호, 1-8.

이지선․이 우 (2018). 19  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 변화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

보>, 52권 1호, 101-123.



370 한국언론학보 64권 5호 (2020년 10월)

장병민․황동 ․최성진 (2020). 제19  통령후보 TV 토론회 화면구성방법 분석. <방송공학회논

문지>, 25권 1호, 67-82.

장윤정․정 원 (2019). 딥 러닝 기반의 상 분석 기술 동향.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7권 1호, 

113-122.

조완 ․박순 ․박종  (2003). 통계  특성을 이용한 비디오의 분할  표 임의 추출방법.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0권 1B, 295-297.

조희진․박찬옥 (2008).  바른 행동과 비언어  의사소통.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7권, 121-149.

차재 ․이창  (2009). 17  통령선거와 방송의 공정성. <사회과학연구>, 20권 1호, 189-205.

최윤희 (1999). <비언어 커뮤니 이션>. 서울: 커뮤니 이션북스.

Adorno, T. W., & Horkheimer, M. (1947).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In Adorno, 

Gesammelte Schriften. Amsterdam: Querido. 김유동 (역) (2001). <계몽의 변증법>. 서울: 문학과 

지성.



딥 러닝(Deep learning)기반 동 상 처리 알고리즘을 통한 19  선 TV토론 상분석 371

국문 록

딥 러닝(Deep learning)기반 동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통한 

19대 대선 TV토론 영상분석

후보자들의 등장빈도, 표정, 응시방향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인공지능 딥 러닝 기술을 용한 알고리즘을 구축해, 2017년 19  선 기간에 진행된 TV토

론 자료  정치인들의 표정  응시방향을 분석했다. TV토론에서 후보들이 보여  비언어  메시지, 구

체 으로 표정(분노, 짜증, 만족, 무표정)과 응시방향을 분석하기 해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해 분류 네트

워크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6차례의 토론 데이터를 분석했다. 한 상분석결과를 패  설문조사 데이터

와 통합하여 TV토론에서 후보들이 보여  표정의 비율에 따라 후보에 한 호감도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

는지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문재인 후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가장 많이 지었고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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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다층모형 분석결과, 정  이미지인 만족스러운 표

정은 후보의 호감도를 더 정 으로 평가하도록 유의한 향을 미쳤는데, 변화의 폭은 투표를 하지 않은 

그룹보다 투표를 한 그룹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지상 , 종합편성채 , 온라인 미디어 등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로 집단을 구분한 분석에서는 분노한 표정에 따라 호감도 변화가 유의하게 달랐다. 분노한 표정에 

노출된 경우 후보에 한 호감도가 유의하게 변화하는데 종편을 주로 사용하는 그룹은 지상  주 이용 그

룹보다 후보를 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TV토론에서 정치인의 비언어  메시지

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향을 밝혔고, 이후 정치인들의 표정과 응시방향을 자동 으로 분류할 수 있는 알

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핵심어: 선 TV토론, 인공지능 상분석, 다층모형분석, 표정분류 알고리즘, 정치인의 응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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