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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supervised machine learning model, this study examined the coverage of COVID-19 by news 

frames—severity, susceptibility, benefits, and barriers—drawing upon the health belief model. In 

particular, linguistic features of each frame were automatically derived from the headline and lead of 

news and they were applied to explore framing features of Twitter messages posted by the major 

newspapers in South Korea. The data included news articles and tweets about COVID-19 from 

Chosun Ilbo, JoongAng Ilbo, Kyunghyang Shinmun, and Hankyoreh. To automatically identify news 

frames, we employed support vector machine(SVM) and naïve Bayes(NB) algorithms by evaluating the 

accuracy of classifying each frame in 2,000 randomly sampled articles. Furthermore, the optimal 

classification algorithm was applied to 2,000 randomly sampled tweets to evaluate the predication 

accuracy for each frame and reveal distinctive linguistic features of each frame on Twitter. Findings 

showed that perceived threat frames of severity and susceptibility were emphasized in the coverage to 

a greater extent than behavioral evaluation frames of benefits and barriers, highlighting the 

risk-aware aspects of Covid-19 prioritized over the costs and benefits of preventive behavior. But we 

also found that severity and barriers frames were not constructed by consistent and distinct features, 

given the reduced accuracy of models compared to susceptibility and benefits frames. Further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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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rames on Twitter were constructed in a more flexible and discriminatory manner insofar as the 

logic of social media engages more personalized and emotional use of language in the content. This 

study sets out a methodology whereby machine learning is employed to code news frames in 

large-scale news coverage of COVID-19 and identify the features of framing language in an 

automated, transparent, and reproducible way.

Keywords: Automated Frame Analysis, Supervised Machine Learning, Twitter News, COVID-19, 

Health Belie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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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동기

뉴스는 개인이 국가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응하기 한 정보 습득의 주요 수단이다. 더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뉴스는 그 방식의 신속성과 참여성에 따라 련 정보의 유통은 

물론 이용자의 태도 형성과 행동 진에 미치는 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유행이라는 기를 극복하기 해 시민 개개인의 건강행

동( : 마스크 착용과 집합 지 등의 사회  거리 두기와 코로나19 감염 진단 검사) 참여에 언

론보도가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에 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이슈에 

비해 건강 련 뉴스에 한 정보 의존도가 높다는 을 고려할 때(Talosig-Garcial & Davis, 

2005), 이용자의 건강행동에 한 인식과 단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보도의 임에 

한 분석이 필요한 시 이다. 무엇보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건강 련 정보의 확산이 빠르게 증가

함에 따라 트 터를 통해서 유통되는 뉴스의 임과 그 구성 방식의 특성에 한 진단 역시 요

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언론보도에서 구성되는 방식, 즉 임을 분석하고 이것이 

트 터라는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어떠한 차별성으로 발 되는지 분석했다.

사실, 언론보도를 통한 건강정보를 습득한 뉴스 이용자가 어떠한 인식  신념체계를 바탕

으로 건강행동에 참여하게 되는지는 건강신념모델을 이론  토 로 활발히 탐색되어져 왔다. 질

병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를 소비한 개인이 건강 방행동을 취함에 있어 지각된 (perceived 

threat)과 행동  평가(behavioral evaluation)로 구분된 인식과 신념체계가 작동하고 있음

을 밝 낸 것이다(Entwistle, 1995; Rosenstock, 1974). 구체 으로, 지각된 은 개인이 

느끼는 질병의  정도에 한 인지  평가로써 감염으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을 지각하는 수

을 나타내는 심각성(severity)과 자신의 험 노출 정도와 감염으로 인한 건강 상실 가능성에 

한 인식 수 인 취약성(susceptibility)으로 구분되어 건강행동에 향을 미치는 신념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김지혜․조재희, 2019; Champion & Skinner, 2008). 반면, 행동  평가는 

방  건강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한 기 가치로써 질병 방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benefits)과 이를 해 요구되는 고통, 불편의 정도, 비용 부담 등의 부정  결과에 한 인식

을 의미하는 장애(barriers)로 구분되어 이러한 주  신념이 건강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 졌다(조성은․신호창․유선욱․노형신, 2012; Janz & Becker, 1984).

그러나 이러한 신념 변인에 향을 미치는 뉴스를 임의 에서 분석한 연구는 상

으로 빈약하다(하진홍․임혜 , 2020; Jung & Brann, 2014; Quick & Bates, 2010). 

건강에 련한 뉴스의 내용이 어떠한 주제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악하는 방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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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추론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Coleman & Thorson, 2002). 이러한 시각은 언론보도가 

특정 이슈를 다룸에 있어 정보를 선택 으로 제시하거나 강조함으로써 문제에 한 수용자의 인

식과 태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  이론에 기 한다(Entman, 1993). 이에, 안순태와 

이하나(2016)가 뉴스 소비자의 건강행동에 언론보도의 직 인 향력이 간과된 경향을 지

하며 메시지가 어떠한 건강신념의 변인을 강조하는지를 분석하여 자살 방을 한 우울증 련 

정보가 련 뉴스에서 다 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향성과 문제 이 있는지를 고찰한 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코로나19 뉴스가 사회  거리두기와 진단 검사 

 백신 종 같은 감염 방행동에 향을 미치는 언론보도의 특성을 건강신념모델의 주요 변인

으로 살펴보고자 뉴스기사의 임을 분석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더욱 주목하고자 하는 은 이러한 코로나19에 한 언론보도 임이 

트 터라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어떻게 발 되고 있는가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유통

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은 트 터 계정을 생성하고 자사의 뉴스를 게시하며 트윗

에 메시지를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 형태는 사용자들에게 뉴스의 헤드라인과 리드가 

아닌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 뉴스를 하게 되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그 내용  차별성에 한 분

석을 요구한다. 이것은 개인 간의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는 방식으로 뉴스가 유통되는 

소셜미디어의 매체  특성이 건강 련 보도에 미치는 향을 탐색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생각과 감정의 공유가 뒤섞여 일어나는 경향(Welbers & 

Opgenhaffen, 2019)이 뉴스보도의 임 특성에 반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련 뉴스가 트윗으로 게시될 때 추가되는 메시지에서 어떠한 임이 강

조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에서 악된 결과와 비교했다. 이를 통해 트윗 

메시지에서 포착된 코로나19에 한 임이 뉴스 헤드라인과 리드에서 도출된 건강신념모델의 

임과 공명하는지, 아니면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 재구성되는지를 평가했다.

트 터가 통  뉴스매체와는 다른 콘텐츠 생성 원리를 보인다면 건강커뮤니 이션에서 

작동하는 뉴스 임 역시 트윗 메시지에서는 어떻게 발 되는지에 한 분석을 요구한다. 감염

증 확산의 개 상황과 방 수칙은 물론 되는 문제에 한 객 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요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트 터에 게시되는 언론보도의 임은 사용자의 험 인식과 방 

행동에 미칠 수 있는 향이 클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정보의 유통과 이용자에 

한 효과에 있어 소셜미디어 역할을 진단해 온 연구는 주로 미디어 이용 정도에 이 맞춰져 

왔다(김주미․최정화․박동진, 2018; 김지혜․조재희, 2019). 반면, 건강정보 습득과 질병에 

한 인식, 그리고 건강행동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뉴스가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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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기 해 그 내용  특성을 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에 한 허 정

보(disinformation)와 오정보(misinformation)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이용

자의 정보 습득에 상당한 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Apuke & Omar, 2021)를 고려한다

면 언론보도가 트 터를 통해 유통될 때의 임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건강행동에 한 인식과 

신념이 격차를 보이는 원인 진단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언론보도의 임 구성이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다르게 발 되고 있음을 주장하기 해 코로나19 련 뉴스에 한 임을 분석했다. 우선, 코

로나19 련 언론보도의 임을 건강신념모델에 기반한 주요 네 가지 변인들인 심각성, 취약

성, 이득, 장애로 구성했다. 그리고 뉴스기사에서 발견되는 각 임의 언어  특성을 도출한 

후, 이를 트윗 메시지의 임 별에 용했다. 이를 해 지도기계학습을 활용한 자동화 방식

의 임 별을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먼 , 텍스트의 언어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련 뉴

스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에서 각 임을 별하는 분류 알고리듬을 학습에 용했다. 그리고 

표본에 한 측 시험 성능을 인간 코더의 별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해 최 의 모델을 선택했

다. 이 게 훈련된 임 분류 알고리듬을 동일 뉴스에 한 트윗 메시지에 용하여 그 언어  

특성의 유사성을 측정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한 언론보도 임이 트 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에게 제시될 때 발생하는 차별  메시지 특성을 악하고 그 함의를 고찰했다. 

2. 문헌 검토
 

1) 코로나19의 확산과 미디어의 임 효과

2019년 말 국 우한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코로나19는 호흡기를 통해 쉽게 되는 특징을 

보이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세계  유행이 빠르게 확산된 신종 감염증이다. 국내의 경우에

도 2020년 1월 국 우한에서 입국한 국 국 의 35세 여성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정을 

받은 후 신천지 신도를 심으로 구․경북 지역에 수천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생겨남에 따라 

국  유행 국면에 어들게 되었다(최성호, 2020). 물론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치사율은 평균 

3%로 보고되고 있어 질병 자체의 험이 높지 않다는 시각도 있으나,1) 기 질환자와 노인에게

1) 물론, 감염환자의 치사율을 최고 10.8%(이탈리아)에서 최  0.8%(독일)로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0년 3월 29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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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치명 일 뿐만 아니라 완치자의 상당수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을 방하는 

행동에 시민들의 참여가 구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해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5인 이상 사 모임 지 등의 사회  거리두기와 감염 진단검사로 표되는 방역 조치를 

펼쳐오고 있다. 한, 최근에는 집단 면역을 목표로 백신 종에 극 참여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해 시민들의 외출과 모임이 자제되면서 지역 경제는 

물론 교육  종교와 여가생활에 걸친 사회 반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 이 있다. 

언론은 이러한 코로나19의 성격과 확진자 규모  형태, 그리고 경제 , 사회  피해 상황

을 시시각각으로 보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계식 보도 못지않게 감염증의 확산을 억제하고 

방하기 한 건강행동, 즉 사회  거리두기와 진단검사에 한 정보 달이 요하게 다 져야 하

는  한 사실이다. 즉, 질병 리청을 비롯한 책임있는 기 에서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언론보도를 통해 효과 으로 달될 때 시민 개개인의 자발  참여가 필수 인 사회  거리두기

와 진단검사 조치가 성공 으로 운 되어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라는 목 을 달성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언론이 코로나19 련 보도를 어떠한 시각과 에 맞춘 뉴스로 구성하고 제공

하는 지가 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이  이론에 따라 질병 련 뉴스 소비자의 

신념은 물론 방 행동이 언론보도에서 강조되고 있는 문제의 측면에 향을 받는다는 에 기

인한다. 다시 말해, 뉴스기사가 어떠한 정보를 선택하고 강조하는지에 따라 들의 질병에 

한 험 인식과 방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안순태․이하나, 2016; Coleman & Thorson, 

2002; Yanovitzky & Blitz, 2000). 이러한 은 코로나19 련 뉴스기사를 구성하는 메시

지의 성격에 따라 사회  거리두기와 진단검사라는 건강행동에 한 자극과 진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는 에 주목하여 미디어 임을 분석하는 시도의 이론  토 를 제공한다.

본 연구가 코로나19 언론보도 분석에 용하는 이  효과 이론은 뉴스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해석의 틀이 미디어를 통해 선택 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에 기 한다는 제로 

미디어의 효과를 뉴스가 해당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을 맞춘다(Gamson & Modigliani, 

1989; Pan & Kosicki,1993; Scheufele,1999).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뉴스의 정보가 구성되는 

틀, 즉 임이 뉴스 소비자가 해당 이슈 혹은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이

웅, 2001; Edy & Meirick, 2007; Mcleod & Detenber, 1999). 물론, 임은 메시지를 통한 

정보 달 방식은 물론 뉴스보도를 구성짓는 과정과 이용자의 정보 처리와 인지의 구조, 혹은 이러한 

모든 과정의 상호작용을 의미할 수 있다(김종화․유홍식, 2012a; 이 웅, 2000). 하지만 본 연구

가 주목하는 해석  방식으로서의 임(Goffman, 1974)은 뉴스를 구성하는 정보들이 선택 으

로 강조되는 패턴으로써 이용자가 언론보도를 통해 실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틀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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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에 기반한다(Entman, 1993; Price, Tewksbury, & Powers, 1997). 이러한 차원에

서 뉴스 임을 분석해 온 연구자들은 의 인식과 태도  행동의도는 언론보도가 강조하는 특

정 정보와 이 선택 으로 제시되는 텍스트  속성에 향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해당 이슈의 어

떠한 측면과 맥락이 부각되고 있는지를 악하여 그 효과를 추론했다(김은정․유홍식․한규 , 

2019; 김효정, 2017; 이 웅․김성희, 2018; Scheufele, 1999). 

이  효과 이론은 건강 혹은 험에 련된 뉴스보도가 이용자의 방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악한 연구에 활발히 용돼 왔다(김종화․유홍식, 2012a; 2012b; 김효정, 2017; 정

재선․이동훈, 2012; 조혜림․정민수, 2019). 이러한 임연구는 카네만과 티버스키

(Kahneman & Tversky, 1979)의 ‘ 상이론(Prospect Theory)’이 제시하는 불확실한 험 

상황에서 련 메시지의 획득․손실 임에 따라 이용자의 행동 선택이 달라지는 효과에 근거

한다(김수진․차희원, 2009). 가령, 건강행동으로 인한 확실한 이득이 강조된 메세지(획득 

임)에 노출된 의사결정자는 험을 방 혹은 회피하려는 경향을 띄는 한편, 행동의 결과가 이득

으로 확실히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되는 피해가 강조된 메세지

(손실 임)에 더 반응하여 행동의도가 고취되는 에 착안해 임 분석을 시도하여 미디어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김종화․유홍식, 2012b; Tversky & Kahneman, 1981).  연구결과

는 코로나19와 같은 건강 험을 다루는 뉴스의 임이 감염 방행동에 한 이용자들의 인식

과 평가  참여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다. 하지만 획득․손실 임의 이분법  

메시지 구성 방식을 넘어 질병 방을 한 행동 결정에 향을 미치는 세부 인 인지 요인들을 

이  효과 이론에 기 해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안순태․이하나, 2016; Quick & 

Bates,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델에 기 해 코로나19 방 행동을 설명하는 네 가

지 인지  요인(심각성, 취약성, 이득, 장애)으로 련 뉴스의 임을 악하고자 한다.

2) 건강신념모델과 뉴스 임 

코로나19가 빠르고 범 하게 확산됨에 따라 질병에 한 이해와 감염 방이 요해지자 

에게 련 정보를 달하고 사회  거리두기와 진단검사로 변되는 건강행동 진에 언론의 역

할이 주목받고 있다. 질병 련 언론보도를 구성하는 뉴스 임에 따라 의 험 인식은 물

론 방과 치료를 한 행동 유발이 직 으로 향받기 때문이다(김수진․차희원, 2009; 김지

혜․조재희, 2019; 정재선․이동훈, 2012). 따라서 코로나19 뉴스가 어떤 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건강신념모델에 기 해 분석해 방 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언론이 의 건강행동에 미치는 향력을 고려하여 건강신념모델을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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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틀로 활용해 코로나19 련 뉴스의 특성과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베커(Becker, 1974)와 로젠스탁(Rosenstock, 1974)에 의해 헬스커뮤니 이션 분야의 

연구에 본격 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건강신념모델은 어떠한 동기  요인으로 질병을 방하거나 

진단하는 행 를 선택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기 되는 보상

이나 이익에 따라 행  발생의 동기가 형성된다는 기 이론에 기 하여 건강 련 행동을 유발하

는 심리  기제를 설명한다. 그리고 건강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질병에 노출되어 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각된 (perceived threat)과 이를 방하는 행동의 결과에 

한 기 가치인 행동  평가(behavioral evaluation)로 구분된 개인의 태도와 신념이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한다(Andreeva, Unger & Pentz, 2007; Tanner-Smith & Brown, 2010). 

이  지각된 은 심각성(severity)과 취약성(susceptibility)으로 구분되어 보다 세부 인 

요인 탐색이 이 져 왔다. 심각성은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개인의 신체에 미치는 향 는 사회

 측면에서 감염  그 결과의 심각성에 한 주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된 심각성이 

높을수록 질병에 한 극  방  치료 행동이 이 진다(김지혜․조재희, 2019; 장해․박주

식․이경식, 2020). 취약성은 이러한 질병 험에 자신이 노출될 가능성에 한 신념으로 높은 

심각성에 더해 취약성에 한 지각 수 이 높을 경우 매우 극 으로 건강행동을 실천한 의도를 

가진다(Janz & Becker, 1984). 이러한 에서 안순태와 이하나(2016)는 뉴스 메시지가 심

각성과 취약성을 강조할 경우 자살을 방하는 행동으로의 우울증 치료 의도가 진될 것으로 봤

다. 본 연구 역시 같은 시각에서 언론이 코로나19에 한 심각성( : 치명률과 부작용 혹은 사회

경제  피해)과 취약성( : 확진 황 계  일상  감염경로)을 강조하는 뉴스 임으로 이

용자가 지각하는  수 을 높여 건강행동을 자극하고 유도하는 맥락을 살피고자 한다.

행동  평가는 방 행동의 결과에 한 주  신념으로 지각된 이득과 장애로 구분된다

(Janz & Becker, 1984). 우선, 지각된 이득(perceived benefits)은 질병의 험을 회피하

거나 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에 한 기  수 을 의미한다(Rosenstock, 1974). 즉, 

질병을 방하는 행 의 결과가 얼마나 효과 이고 정 일 것인가에 한 개인의 인식으로써 

그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에 한 방  행동이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한규훈, 

2011). 지각된 장애(perceived barriers)는 건강행동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측되는 부정

 측면에 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한다(Rosenstock, 1974). 건강행동에 수반되는 물질  비

용은 물론 불쾌감이나 통증  부작용에 한 염려와 같은 정신  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주  

신념으로써, 높은 장애 지각은 질병을 방하기 한 행  결정을 해하는 것으로 밝 졌다(김

명혜, 1997; Hyman, Baker, Ephraim, Moadel & Philip, 1994). 뿐만 아니라 지각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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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과 장애는 치료나 진단 목 이 아닌 방을 한 건강행동인 경우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Carpenter, 2010). 이 결과는 건강행동의 종류에 따라 각 주  신념

이 미치는 향이 다르다는 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Janz & Becker, 1984), 

코로나19를 방하기 한 사회  거리두기와 진단검사를 진하는 과정에는 이 행 가 수반하

는 이득과 장애에 한 신념이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뉴스보도는 건강과 련한 정보를 제공해 들의 련 지식 향상 뿐만 아니라 질병을 방

하기 한 행 를 유도하기도 한다(Coleman & Thorson, 2002; Entwistle, 1995). 가령, 스

트라이커(Stryker, 2003)의 연구에 따르면 마리화나 사용의 부정  결과를 강조한 뉴스보도의 

증가는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제를 진하는 반면, 정  결과를 다루는 뉴스보도의 증가는 청

소년들의 마리화나 제를 해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일으켰다. 이는 뉴스보도가 건강 행 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연구로 미디어의 메시지가 어떠한 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 즉 뉴스 임에 따라 의 인식과 태도는 물론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Clarke, McLellan, & Hoffman-Goetz, 2006). 이는 감염

병의 확산으로 공 보건의 기가 발생했을 때 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해 어떠한 행

동을 결정할 것인지를 측하기 해서는 미디어가 문제를 다루는 임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

야 함을 의미한다(Shih, Wijaya, & Brossard, 2008). 특히, 건강신념모델에서 제시하는 네가

지 신념요인인 심각성, 취약성, 이득, 장애는 질병 방을 한 행 의 가치 단에 향을 미쳐 

실질  행동 변화의 의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김지혜․조재희, 2019), 각 요인이 미디

어에서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임 분석으로 살펴 으로써 건강행동에 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실제, 안순태와 이하나(2016)는 ‘자살’과 ‘우울증’의 키워드로 검색된 련 뉴스기사를 건

강신념모델에 기 해 내용분석하여 자살의 심각성은 강조되고 있는 반면 우울증에 한 일반 인 

취약성은 간과되고 있고, 우울증 치료의 이득과 장애에 한 정보 제공 한 미흡한 을 발견하여 

자살 방 행동을 유도하는 미디어의 효과가 미진함을 추론했다. 한편, 하진홍과 임혜 (2020)은 

염병 이슈를 다루는 뉴스보도를 내용분석하여 언론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임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의 기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함을 발견했다. 이는 질병의 심각성이나 

취약성과 같은 부정  임이 이용자의 인식 변화에 갖는 효과가 제한 이므로 건강행동으로 인

한 이득을 강조하거나 이를 해하는 장애를 지 하는 정  임의 요성을 의미한다.

3) 언론사의 트 터를 통한 뉴스 제공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라 빠르게 발  인 소셜미디어는 재난 커뮤니 이션의 주요 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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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주목받고 있다(최재웅, 2012). 특히, 트 터는 140자로 이 진 간결한 메시지를 연속 으로 

게시할 수 있는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이자 팔로잉(following)하는 사용자의 트윗이 제공되는 소

셜미디어로써 신속한 커뮤니 이션이 이 질 뿐만 아니라  해시태그를 통한 검색 기능으로 재난 

상황에서 효과 이고 조직 인 정보의 교류와 공유가 가능한 구조로 평가받는다(이 재, 2009). 

가령, 배병걸, 이보람, 최선화(2015)는 트 터를 통한 지진 측이 기상청 발표보다 약 4분, 통 

미디어 매체보다는 약 10분 정도 빠른 것으로 찰 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트 터는 메시지 생

산자와 이용자의 경계가 모호한 “참여문화”를 바탕으로 오 라인 환경에서는 찰되지 않던 새로운 

사회  연결망에 따른 변화하는 정보 교류 양상을 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Jenkins, 2006). 실

제, 박효찬과 박한우(2017)는 2016년 경주지진이 트 터를 통해 어떻게 소통되고 있는지 분석하

여 지진 발생 직후 네트워크의 향력 차이(팔로워의 수)를 불문하고 모두가 정보 교류에 참여하

는 공동체의 구조를 보 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박 형, 류법모, 오효정(2017)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는 사회  재난 상황에서 트 터가 신속한 응을 한 여론 수렴의 소통창구로 

역할 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더욱이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용자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뉴스가 소비

되고 확산되는 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통  매체에 기반한 언론사 역시 뉴스 보

도의 주요 창구로써 트 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물론, 트 터를 통해 구

성된 사회  계망은 가짜뉴스로 변되는 허  정보(disinformation)와 오정보

(misinformation)의 무분별한 생산과 빠른 가 일어나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비  시각 

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유재원․ 희조, 2018). 그럼에도 트 터는 신속하고 참여 인 정보 

교류에 용이한 소셜미디어로써 재난 상황에 그 활용 가치가 큰 커뮤니 이션 수단이다. 

이러한 트 터의 속성은 코로나19 확산의 기를 극복하기 한 사회  거리두기와 진단

검사라는 정부의 방역지침이 신속하고 폭넓게 되기 해 트 터상에서 련 정보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기커뮤니 이션의 주요 주체로써 언론이 

코로나19 련 보도를 달함에 있어 트 터라는 커뮤니 이션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에 한 분석으로 문제에 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트 터로 제공되는 뉴스는 방향 커뮤니

이션을 통한 참여  소통 방식으로 통  매체와 구별된 방식의 정보의 교류와 공유를 진하

기 때문이다(Hermida, Fletcher, Korell, & Logan, 2012). 우선, 트 터에서는 사용자 

구나 정보의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트윗 기능을 이용하여 각자의 사회  네

트워크로 달하는 자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리트윗은 작성한 을 달받는 사람이 자신

의 팔로워에게 재 송하여 다른 사람도 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정보 확산에 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김지 , 2015). 한, 해시태그 기능을 통해 특정 이슈에 한 트윗으로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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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직화된 공동체 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트 터 사용자의 정보 습득과 태도 형성은 물론 행동 

참여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Bennett & Segerberg, 2013). 실제로 트 터 내에서 많은 팔

로워를 가진 인 루언서(influencer)는 그 메시지가 통 인 뉴스매체에서 보도될 만큼의 

향력을 행사하는데, 사회  계망을 통해 정보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의제를 설정하여 공론장을 

조성하는 의견지도자(opinion lead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박효찬․박한우, 2017). 

따라서 트 터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메시지는 그 구성 방식이 통  매체 환경의 그

것과는 다른 원리로 이 진다. 통 으로 뉴스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는 수동  메시지 이용자

인 독자 혹은 시청자의 주목을 받는 것과 함께 보도내용의 핵심을 간결히 달하는 목 을 가진

다(Andrew, 2007; Kuiken, Schuth, Spitters & Marx, 2017). 그러나 트 터와 같은 소

셜미디어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심끌기나 효과 인 정보 달을 넘어 ‘댓 달기’, ‘리트윗’, ‘좋아

요’ 등으로 표 되는 극  형태의 커뮤니 이션 참여 유도를 통한 메시지의 바이럴(viral) 확

산이 언론의 이  효과에 선행되는 조건이 된다(Garcia-Perdomo, Salaverria, Kilgo & 

Harlow, 2018; Hermida et al., 2012). 이런 에서 어떠한 메시지의 특성이 소셜미디어

에서의 바이럴 뉴스를 야기하는 지에 한 분석이 산업  차원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활발히 논

의되고 있다. 를 들어, 뉴스가 공유할 만한 속성(sharibility)이 있는지가 소셜미디어 환경에

서의 새로운 뉴스 가치로 부상했음을 주장하며(Harcup & O’Neill, 2017), 이는 그 내용이 웃

음을 유발하거나 분노를 자아내는 등의 감정  동요를 일으킬 때 사용자들의 공유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에 주목한다(Al-Rawi, 2019; Newman, 2011). 실제 언론보도의 언어  

구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통  매체 환경에서의 헤드라인과 리드에 비해 트 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 게시 시 추가되는 상태 메시지에서 주  의미의 어휘와 정  감정 표

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한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Welbers & Opgenhaffen, 

2019). 뉴스의  과정이 언론사와 수용자의 일방  계가 아닌 소셜미디어의 사용자들 간의 

자유롭고 일상 인 연결 계를 통함에 따라 개인의 의견과 감정 표 의 주  언어가 사실 주

의 객  언어보다 선호되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 기에 한 올바른 정보 달은 물론 

감염 방행동을 진하기 한 건강커뮤니 이션의 주요 행 자인 언론의 역할을 진단하고 평가

하기 해서는 뉴스보도의 임이 트 터라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악하는 것이 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트 터를 통한 언론의 이 은 감염병에 련한 

뉴스를 하는 사용자들의 인식과 태도는 물론 방을 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

다(장해․박주식․이경식, 2020). 즉, 코로나19의 유행이라는 재난 상황을 간 으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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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트 터 사용자는 뉴스보도의 임에 따라 건강신념이 향받는다는 을 고려하면 언론이 

어떠한 메시지를 제공하는지에 한 분석은 사회  거리두기와 진단검사를 진하는 언론의 건강

커뮤니 이션 효과를 추론하기 해 필요하다. 특히, 통 인 미디어 환경에서 헤드라인과 리드

를 통해 언론이 뉴스의 요 을 달하고 독자의 심을 유도해온 것에 비교하여 마찬가지로 함축

인 메시지이지만 공유될 만한 가치를 포함하기 해 트윗은 보다 감정 인 언어로 구성될 것이

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특성이 건강신념 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실증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갈수록 확장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이 코로

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 기를 공 에게 효과 으로 달하고 사회  거리두기와 진단검사

라는 방행동에 공 의 참여를 유도하는 건강커뮤니 이션에 련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코로나19 련 언론보도에서 이용자의 인식구조를 결정하는 해석  틀로서의 임을 

건강신념모델에 기 해 탐색하고 트 터라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발 되는 임의 차별성을 

분석했다. 트 터의 차별  임을 추 하는 시도는 언론사의 기사 헤드라인과 리드에 비해 같

은 뉴스의 소셜미디어 게시 이 주  감정 표 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연구결과(Welbers & 

Opgenhaffen, 2019)에 기반한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소셜미디어의 메시지가 개인의 감정이 드

러난 자기표 일수록 사용자들의 소통 참여가 증가한다는 도 감안했다(Berger & Milkman, 

2010). 결국, 언론사의 트윗 게시 이 사용자 개인에게 소구함으로써 공감을 표시하거나 자신의 

사회  계망에 공유(혹은 리트윗)하는 등의 여도를 높이기 해 링크로 제공되는 뉴스기사에 

감정  표 의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사용자의 공감과 

댓 달기, 그리고 공유가 정보 확산에 요한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Klinger, 2013), 뉴스기사

의 형식은 물론 내용 역시 매체  특성에 맞춰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Stieglitz & 

Dang-Xuan, 2013). 결국, 트 터를 통해 게시되는 뉴스기사와 함께 작성되는 메시지가 헤드라

인과 리드와는 구별된 내용  으로 임을 구성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 다. 

물론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건강 험 련 뉴스의 경우 정치  이슈가 아닌 국민의 안

과 생계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보수와 진보로 나뉜 언론사의 이념  지향 차이가 언론보도 

임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했다(이민규․이 리, 2012; 이 웅․김성희, 2018). 한, 이

념  지향과 같은 조직 차이은 물론 코로나19라는 험의 개 상황에 따라 뉴스 임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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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차이를 보이는 도 참고했다(조민정․이신행, 2021; Shih et al. 2008). 결국, 코로나19 뉴

스의 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별, 시기별 차이를 넘어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발 되는 

임의 특성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통  매체 환경에서 확인된 뉴스기사 임의 언어  

특성을 헤드라인과 리드에서 도출하고 이를 트윗 메시지와 비교했다. 결국, 소셜미디어의 정보 확

산 원리를 고려해 건강 커뮤니 이션에서의 언론이 가진 역할이 변화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함

의를 논의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 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시하 다.

RQ 1. 코로나19 련 언론보도의 경우 어떠한 언어  특성과 알고리듬이 건강신념모델의 심각

성, 취약성, 이득, 장애 요인으로 구성된 임을 기계학습모델로 별하는데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가?

RQ 2. 코로나19 련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심각성, 취약성, 이득, 장애 임은 각각 트 터 환

경에서 발 된 뉴스 임으로 어떻게 표 되고 있고 그 차이는 무엇인가?

4. 연구방법

1) 분석 상

본 연구의 분석 상으로 국내 주요 종합일간지 조선일보, 앙일보, 한겨 , 경향신문이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보도한 코로나19 련 뉴스를 수집했다. 뉴스매체 선정은 

국종합일간지로서의 보도 향력은 물론 보수와 진보의 이념  정 성을 표하는 언론사를 포

함했다. 한, 자료수집 기간은 코로나19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시 을 기 으로 감염 확산

세가 등락을 거듭하며 기가 지속돼 온 1년이다. 이 기간은 코로나19의 기 상황에 따라 1차 

유행 - 안정세 - 2차 유행 - 3차 유행의 4시기로 구분된다. 1차 유행 시기는 국내 확진자 

발생이 시작된 2020년 1월 20일부터 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집단을 심으로 이어진 확산세

가 잦아든 시 인 2020년 5월 5일까지이다. 이후의 안정세는 2020년 8월 23일까지로 이 시기는 

정부의 방역조치가 생활 속 거리두기인 1단계에 머물 다. 2차 유행 시기는 2020년 8월 24일

부터 수도권을 심으로 시작된 감염 확산에 의해 사회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상향된 기간

으로 국  감염 확산의 조짐으로 정부의 고강도 방역조치가 시작된 2020년 11월 24일 이 까

지이다. 이후 시기는 3차 유행이 지속돼 온 2021년 1월 19일까지의 기간으로 선정했다. 그리

고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문제를 다루는 뉴스보도를 수집하기 해 “코로나”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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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함과 동시에, “우한 폐렴” 한 코로나19의 확산 기에는 공식 명칭과 함께 

사용 기 때문에 뉴스 검색 키워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우선, 종합일간지의 뉴스기사 수집을 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를 

이용해 검색 키워드가 헤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뉴스를 검색하여 조선일보 12,644건, 앙일보 

9,713건, 한겨  2,635건, 경향신문 3,987건, 총 28,979건의 뉴스기사를 CSV 일로 다운로드 

받았다. 한 본 연구의 분석도구로 활용한 R 환경에서 ‘rtweet’ 패키지를 이용해 각 언론사의 트

터 계정에서 키워드가 메시지에 포함된 트윗을 검색하여, 조선일보 621건, 앙일보 1,252건, 

한겨  1,903건, 경향신문 1201건으로 구성된 총 4,977건의 트윗 데이터를 수집했다.2) 

2) 종속변인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감염 방을 한 사회  거리두기를 건강행동으로 제하고, 언론보도를 

취약성, 심각성, 혜택, 장애의 건강신념 임으로 구성된 분석 틀로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소

셜미디어를 통한 코로나19 언론보도의 특징을 악하고자 언론사 뉴스기사에서 포착된 임이 

같은 기간 트윗에서 공명하는지를 지도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지도기계학습을 이용해 

임별로 뉴스기사를 자동 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

털화된 단  자료를 효율 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 뿐만 아니라 인간 코딩의 분류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정확성 측면에서도 신뢰할 만한 성능을 보인다는 에서 임 분석방법으로서

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연구자에 의해 미리 정해진 조작  정의에 따라 뉴스기사

에서 채택된 임을 별하는 방법을 학습한 지도기계학습모델은 인간 코딩을 모방해 단  

자료를 효율 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는데 그 합성이 확인되어 왔다(Burscher, Odijk, 

Vliegenthart, Rijke & Vreese, 2014; Kananovich, 2018; Opperhuizen, Schouten, 

& Klijn, 2019). 임 분석을 한 지도기계학습은 인간코더가 표집한 뉴스기사에 해서 확

인되는 임의 존재 여부를 기록한 훈련(training) 데이터 셋에서 개별 어휘들의 등장 혹은 

조합으로 도출된 언어  특성으로 새로운 데이터 셋의 임 존재 여부를 측 후 별하는 방

식이 표 이다(De Grove, Boghe & De Marez, 2020). 다시 말해, 인간코더가 표집된 뉴

스기사에 존재하는 임을 확인하고 별한 규칙을 컴퓨터가 기계학습하여 이를 재 하는 성

능을 검증하고 단 의 모집단 자료에 한 자동화 임 분석에 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2) ‘rtweet’ 패키지를 이용해 트윗에 한 상태 아이디(status id), 게시 날짜, 계정 이름(screen name), 트윗 메시지

(text) 등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임 형식의 트윗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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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 탐지를 해 활용되는 규칙이 어휘  특성에 기반한다는 제하에 각 뉴스기사

에서 도출가능한 어휘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해 종속변인인 건강신념모델의 4가지 임

이 각각 등장하는지의 여부를 측하는 지도기계학습을 실행했다.

종속변인으로써 각 뉴스기사에 등장하는 임을 측하기 해 다음의 차로 기계학습을 

한 표집된 뉴스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3)의 조합 2000건과 트윗 메시지 2000건에 해 각 

임 존재 여부를 기록한 훈련용 데이터 셋을 생성했다.4) 이 데이터 셋은 언론사 간의 코로나19 

보도량 차이가 임 분포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언론사의 뉴스기사 500건씩을 

빅카인즈와 트 터 데이터 셋에서 단순 무작  방식으로 표집하는 방법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임 확인은 뉴스기사의 경우 헤드라인과 리드, 그리고 트 터의 경우 트윗 메시지에 기반해 진행

했는데 기사의 보도내용을 이해하고 사안에 한 평가를 내리기 해 사용되는 인지  틀짓기, 즉 

이 에 헤드라인이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연구결과(Andrew, 2007)를 고려해 분석단

를 결정했다. 한, 제주지역의 신문들이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 의제를 어떠한 임으로 

다루는지를 분석하기 해 련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를 분석하여 임을 별한 고 철과 최

낙진(2006)의 연구도 참고했다. 한, 트윗의 텍스트 메시지는 링크로 첨부된 언론사의  기사를 

소비하는 사용자의 뉴스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이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임

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단 의 개념화를 바탕으로 2명의 인간코더가 건강신념모델에서 도출된 

심각성, 취약성, 이득, 장애 임을 각각 뉴스기사에서 확인하고 그 존재 여부를 단하기 해 

분석항목에 한 조작  정의를 체계 이고 반복 으로 숙지하는 과정을 거쳤다.5) 그리고 코더 

간 신뢰도 검증을 해 훈련용 데이터 셋  150건에 한 네가지 임 확인 결과의 상호간 일

치정도를 측정하 고, Cohen’s Kappa 계수가 심각성은 0.76, 취약성은 0.96, 이득은 0.90, 장

애는 0.96으로 그 평균값이 0.89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 인 것으로 확인 다.

3) 빅카인즈는 각 기사의 헤드라인은 물론 본문의 앞머리 200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사의 리드로 

조작화하여 분석하 다.

4) 기계학습의 훈련용 데이터 셋을 구성하기 해 추출된 뉴스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의 조합 혹은 트윗의 내용이 보건

복지부나 질병 리청 등 정부 기 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기반하여 작성되어 상당히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례들은 

첫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거하 고,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지만 코로나19과 련한 뉴스보도와 직  연 이 없는 

사례들도 제외하 다. 

5) 2인의 인간코더는 언론학 공자로 뉴스 텍스트에 한 내용분석 경험이 있는 석사 과정 학생들이다. 코더 훈련을 

해 본 연구자들은 코더들에게 코딩의 목 과 각 임에 한 개념과 조작  정의를 설명한 후, 실제 사례에 한 비

검사(pilot-test)를 통해 측정방법을 공유했다. 그리고 연역 으로 도출된 심각성, 취약성, 이득, 장애 임에 한 조

작  정의 항목을 활용해 2000건의 뉴스기사와 2000건의 트윗 메시지에 해 각 임의 출  여부를 각각 측정하

고, 코더 간 측정값이 불일치하는 사례에 해서는 연구자와의 토론으로 최종 측정값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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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s Definitions Subcategories

Severity

This frame focuses on 

damages caused by the 

disease and infection

Fatality of the disease 

Serial infection

Economic damage such as unemployment, close-down   

Social damage such as social blame, stigma 

Aftereffect 

Susceptibility

This frame is characterized 

by the likelihood of being 

easily and widely exposed to 

infection threats 

Risk of (mass) infection in everyday life

Dangerous facilities such as church, gym, or sauna  

Vulnerable groups by age, religion, or hobby

Benefits

This frame stresses the 

rewards of performing a 

healthy behavior

Effectiveness of social distance

Effectiveness of vaccination 

Incentives for social distance

Barriers

This frame refers to barriers 

to performing a healthy 

behavior 

Social barriers such as family gathering or holiday going out

Psychological barriers such as loneliness or fear

Physical barriers such as shortage of masks or job responsibility

Table 1. Framing Typology of Health Belief Model in COVID-19 News Coverage

뉴스기사에서 제시되는 건강신념모델의 심각성, 취약성, 이득, 장애 임의 존재 여부를 

각각 별하기 해 사용한 분석항목의 조작  정의는 선행연구들(안순태․이하나, 2016; Jung 

& Brann, 2014; Quick & Bates, 2010)을 참고해 <Table 1>과 같이 마련되었다. 우선, 지

각된  차원에서의 심각성 임은 코로나19 확산의 험이 국민의 삶 반에 향을 미치

는 과정과 그 결과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임으로 정의하여 일상  감염의 험과 이에 따른 

효과로 구분하 다.  다른  요인으로서의 취약성 임은 일반  취약성과 집단  취

약성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질병과 국민의 련성을 부각하

는 임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행동  평가 차원에서의 이득 임은 건강행동을 취했을 때 

행 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강조한 임으로 장애는 건강행동을 하는 데 있어 행 자가 느

끼는 어려움의 원인, 즉 건강행동을 가로막는 방해요소를 부각한 임으로 정의하 다.

3) 독립변인 

종속변인으로서의 임을 측하는데 사용된 독립변인은 4개 종합일간지와 코로나19 유행의 

4시기를 각각 구별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들과 뉴스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 그리고 

트 터 메시지에서 도출된 언어  특성이다. 엔트만(Entman, 1993)에 따르면 뉴스 임은 

기사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특정 키워드나 상투 인 표 으로 발 되기 때문에 헤드라인과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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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떠한 어휘들이 사용되고 있는가로 임 측을 하는 방법은 합하다고 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임이 해당 이슈에 한 언 에서 선택되는 단어와 비유(metaphor)로 발 된다

는 제로 규모 텍스트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의 공기(co-occurrence) 패턴으로 그 의미 계

를 악하여 분석했다(Sagi, Diermeier, & Kaufmann, 2013). 가령, “테러”라는 단어가 “범

죄”가 아닌 “ 쟁”이라는 임으로 사용되는 경우 “테러”와 함께 사용되는 혹은 가까이 등장하

는 단어(공기어)들은 “범죄”보다는 “ 쟁”과 공기하는 단어들과 보다 비슷하게 구성된다는 것이다

(Sagi et al., 2013). 따라서 뉴스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될 때 즉, 공기어

들이 비슷할 때 가까운 의미 계를 가지고 있다는 제로 같은 임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사

용을 추 하고자 다음의 과정으로 각 기사  트윗의 언어  특성을 추출했다.

우선, 비정형 데이터인 뉴스 텍스트 내용의 의미와 직  련 없는 문장 부호와 언론사명 

혹은 코  제목 등을 제거했다. 트윗 메시지의 경우 HTML 태그와 이모티콘은 물론 URL을 삭

제했다. 한, 언어  의미가 구성되는 기본 단 로 단어를 설정하고 “Mecab”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 텍스트의 문자열을 형태소 단 로 토큰화(tokenization)하는 과정을 거쳤다.6) 이후 단

어(명사)들의 사용 패턴에서 임 별을 한 규칙이 발생한다는 제로 단어주머니(bag of 

words)와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의 방법으로 특성을 추출했다.7) 단어주머니 방법으

로 뉴스기사와 트 터 자료에서 등장하는 체 단어들  헤드라인과 리드 조합  트윗 메시지

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의 빈도수를 기록한 문서-용어 행렬(document-term matrix)을 생성했

다. 그리고 체 문서에서 드물게 등장하는 단어들은 임 별에 유의미한 향을 갖지 못할 

것으로 단하고 빈도수가 5회 이하인 단어들은 제거했다. 한, 많은 문서에서 공통 으로 빈번

히 등장하는 단어들은 성 으로 사용되어 내용  구분에 유용하지 않아 그 가 치를 낮추고 특

정 문서에서만 많이 등장해 해당 문서의 특성을 주어 다른 기사들과의 차별성을 높이는 단어들의 

가 치는 높이는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용하여 

어휘 특성에 기 한 임 별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했다. 더 나아가, 개별 어휘 단 를 넘어 

복합명사나 구와 과 같이 복수의 형태소가 결합된 바이그램(bigram)을 추출하여 보다 풍부한 

언어  특성에 기반한 임 별의 성능을 비교했다. 

6) “Mecab” 형태소 분석기의 성능은 다른 형태소 분석기와 비교했을 때 정확성 측면에서는 비슷하고 처리 속도에서는 

큰 강 을 보여 한국어 텍스트 분석을 한 토큰화 작업에 활발히 활용되어 왔다(Lee & Lim, 2019). 본 연구에서는 R 

환경의 “RcppMeCab” 패키지를 이용했다.

7) 한국어 텍스트는 명사와 조사 는 동사 어간과 어미가 결합되어 있어 외형 으로 의미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명사만을 추출하여 의미분석을 하는 방식이 사용된다(이종 ․길우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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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어주머니 방법은 동일 문서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의 빈도수로 그 특성을 도출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들이 얼마나 등장하는가를 기 로 문서들의 내용  유사성과 차별성을 평가한

다. 그러나 헤드라인과 리드는 평균 49.4개(SD = 6.25)의 단어(명사)를 포함하고 있어 평균

으로 14.2개(SD = 6.95)의 단어로 구성된 트윗보다 확연히 많은 언어  특성을 보여 같은 

임의 메시지도 기사와 트윗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한, 유의어와 반의어 

등의 어휘  의미 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빈도수 만으로 

임을 별하는 모델은 트 터에서 도출된 특성에 합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기사와 트 터

는 보도 형식과 기능의 차이로 메시지 구성 방식이 달라 등장하는 단어 역시 그 등장 빈도와 분

포가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1> 참조).8) 이는 단어주머니 방법으로 뉴스기사의 

단어 출  빈도를 학습한 모델은 트윗과 같이 단어 출  확률이 다른 메시지에 한 임 

별이 타당하고 효과 인 방식으로 이 지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뉴

스보도의 본문 체 자료에서 포착되는 공기어 패턴으로부터 도출된 단어들의 의미  특성을 

헤드라인과 리드, 그리고 트윗 메시지에 용하는 단어 임베딩 방법으로 임을 별하고 그 

성능을 비교했다. 

Figure 1. Comparing the frequency of words appearing in newspaper and Twitter

8) 물론 기사와 트 터에서 출 하는 단어들은 그 출  빈도가 증가할수록 그 비  차이가 어드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98 한국언론학보 65권 3호 (2021년 6월)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s)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은 같은 의미 맥락에서 함께 등

장하는 단어들이 유사하다는, 즉 비슷한 문맥에서 등장한다는 제로 단어들의 공기

(co-occurrence) 패턴으로부터 포착된 의미  계를 다차원의 벡터 공간에 분산 표상

(distributed representation)하는 방법이다(Mikolov, Sutskever, Chen, Corrado & 

Dean, 2013). 이러한 단어 임베딩으로 결과로써 단어벡터(word vector)를 도출하면 단어들간

의 의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실제로, 단어들의 공기 패턴으로부터 표상화된 맥락 정보를 

사용해 그 의미 계를 측정하는 방법은 정치  담화는 물론 뉴스보도에서 특정 이슈가 해석되는 

경향을 추론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돼 왔다(Sagi et al., 2013; Sagi & Dehghani, 

2014). 이에 본 연구는 단어 차원에서의 의미  계를 고려한 문서 분류를 해 빅카인즈 데이

터 셋의 키워드 항목9)에 표시된 단어 목록에 “GloVe” 알고리듬(Pennington, Socher, & 

Manning, 2014)을 용하는 단어 임베딩 방법을 사용했다.10) 우선, 수집된 체 뉴스기사 본

문에서 5회 이상 등장하는 43,876개 단어(명사)들의 목록을 추려 5개의 연속된 단어로 정의된 

동일 맥락을 기 로 단어 간 공기패턴을 측정한 후, 100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 공간상에 

각 단어의 의미 정보를 표 하는 벡터를 도출했다. 그리고 각 기사와 트윗에 등장하는 단어들에 

해 빈도수 신 단어 임베딩으로 도출된 단어 벡터를 입하고 각 문서의 단어 벡터들의 평균 

벡터를 구하는 방식으로 각 문서에 한 언어  특성을 측정했다. 

와 같은 단어 임베딩 방법으로 측정한 기사와 트윗의 언어  특성은 내용이 아닌 메시지 

길이  단어 출  확률의 차이로 발생하는 임 별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극복했다. 우선, 

각 문서에서 등장하는 모든 단어 벡터들의 평균을 구해 문서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메시지 길이 차

이가 아닌 단어들의 의미 정보로 문서 특성을 구성했다. 한, 보도내용 체에서 단어들의 맥락 

정보를 도출해 유의어와 반의어와 같은 어휘  의미 계를 반 한 문서 특성을 구성하여 매체 간 

단어 분포 차이를 상쇄했다. 를 들어, “불안”이라는 단어는 같은 맥락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걱정”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에서 등장하는 단어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불안”이 등장한 헤드라인

과 “걱정”이 등장한 트윗은 비슷한 특성값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기사와 트윗에

서 등장하는 단어들의 특성값을 평균하여 문서의 언어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매체 간 단어 분포

는 물론 메시지 길이의 차이로 인한 임 별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했다. 실제로, 기사와 트윗

9) 빅카인즈 서비스는 키워드 검색의 결과로써 해당 뉴스기사의 헤드라인과 앞머리 200자 뿐만 아니라 기사에 등장하는 

모든 명사를 순서 로 추출하여 “키워드” 항목에 표시하고 있다. 

10) R 환경의 “text2vec” 패키지를 이용하여 단어 임베딩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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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문서 단 로 측정한 평균 벡터 체에 해 측정한 코사인 유사도는 평균이 0.86(SD = 

0.12)으로서 1이 같은 문서 간의 수치임을 고려할 때 기사와 트윗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더

욱이, 조선일보(M = 0.79, SD = 0.17)를 제외하곤 동일 언론사의 기사와 트윗 유사도 평균이 

체 문서 간의 유사도 평균보다 더 높고 표 편차도 작았다( 앙일보 M = 0.87, SD = 0.10; 

한겨  M = 0.88, SD = 0.08; 경향신문 M = 0.89, SD = 0.07). 이는 헤드라인과 리드에

서 도출한 기사의 언어  특성과 트윗의 특성이 같은 언론사일 경우 그 차이가 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서의 특성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한 단어 임베딩 방법의 합성을 보여 다.

4) 모델링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델에 기 해 코로나19 련 뉴스보도를 구성하는 임이 해당 문서에서 

등장하는지를 언어  특성에 따라 별하는 지도기계학습모델을 이용했다. 이를 해, 각기 다른 

조합으로 구성된 독립변인으로서의 문서 특성에 자동화 문서 분류 알고리듬을 용한 임 

별이 인간 코더의 임 분석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측정하는 성능 비교를 수행하여 정확

성(accuracy)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로 측 작업을 진행했다. 사용된 알고리듬11)은 문서 

분류에 있어 우수한 성능으로 미디어 텍스트 분석에도 활발하게 용되고 있는 나이  베이즈

(Naive Bayes, 이하 NB)와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s, 이하 SVM)이다

(De Grove, Boghe, & De Marez, 2020). NB와 SVM은 특히 뉴스에서 찰되는 성차별  

언어 특성(Leavy, 2019)이나 트윗 메시지에서 확인되는 오 표 (Vidgen & Yasseri, 

2020)을 분류하는데 다른 알고리듬에 비해 상 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 기사와 트윗에서 발

견되는 임을 별하는데 합하다고 단했다.

자동화 임 별 모델은 인간코더가 임 별 작업을 마친 2,000건의 뉴스기사 표본 

 무작 로 선택된 75%의 훈련 데이터 셋에 한 학습으로 결정했다. 이 때, 신뢰성있는 모델 

선택을 해 훈련 데이터 셋을 동일한 크기의 10개 하  데이터 셋으로 구분한 후 반복된 학습 

결과의 평균 정확도를 교차 검증하여 최 의 별 모델을 도출하는 10겹 교차검증(10-fold 

cross-validation)을 거쳤다.12) 그리고 훈련 과정을 통해 최종 으로 선택된 최 의 별 모델

11) 기계학습모델에는 R 환경의 “tidymodels” 패키지를 활용했다. SVM 모델은 “kernlab” 패키지를 통해 linear 모델

에 비해 더 정확한 분류를 기 할 수 있는 RBF 커 (kernel)기반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했다. 

12) 10겹 교차검증에 사용된 10개의 하  데이터 셋은 각각 동일한 언론사 비율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임 분포는 

불균형 상태로서 교차 검증시 각 항목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는 계층  10겹 교차검증(stratified 10-fold 

cross-validation)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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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뉴스기사 표본의 25%에 해당하는 시험(test) 데이터 셋에 용하여 그 성능을 평가했다. 이 

때, 문서분류 알고리듬은 분류 방식을 학습 과정에서 각 항목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제하기 

때문에 훈련과 검증, 그리고 시험 과정이 용되는 데이터 셋에서 각 임의 존재가 확인되는 

비율이 반씩 차지하게 표본을 조정하는 균형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최  모델을 체 뉴스기사 데이터 셋에 용하여 각 임의 사용 여부를 별하는 작업에 활

용했다. 마지막으로, 신문기사의 임 별에 용한 최  모델을 2,000건의 트윗 메시지의 

임 별에 용하여 그 합성을 평가하고 트 터를 통한 뉴스보도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각 

임의 언어  특성을 살폈다. 특히, 기계학습모델로 임을 별한 결과를 인간 코딩 결과

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살핌으로써 트 터에서 나타나는 코로나19 뉴스보도의 차별성을 객

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출했다.

5. 분석 결과

1) 표본에 한 인간 코더의 분석 결과

코로나19와 련한 언론의 뉴스기사와 트윗에서 각각 2,000건씩 표집한 데이터에 해 인간코

더가 임 별 작업을 실시하 고 그 분포를 악했다(<Figure 2> 참조). 우선, 뉴스기사와 

트윗에서 모두 심각성 임이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었고 취약성, 이득, 장애 임의 순서

로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2,000건의 뉴스기사 표본  심각성 임이 934건(47%), 취

약성 임은 786건(39%), 이득 임은 364건(18%), 장애 임은 582건(29%)에서 확

인 다. 마찬가지로 2,000건의 트윗 표본  심각성 임은 825건(41%), 취약성 임은 

792건(40%), 이득 임은 288건(14%), 장애 임은 619건(31%)에서 확인 다. 한, 

지각된  차원에서의 심각성  취약성 임의 출  빈도는 뉴스기사 표본의 경우 약 85%

의 문서에서 트윗 표본의 경우 약 81%의 문서에서 확인되어 약 47%의 뉴스기사와 45%의 트윗

에서 확인된 행동  평가의 이득  장애 임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율로 제시되고 있음을 발

견했다. 더 나아가, 이득과 장애 임은 특히 뉴스기사와 트윗에서 출 하는 빈도가 그 지 않

은 경우에 비해 히 낮은 불균형 데이터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인간코더의 임 별 결과

를 지도기계학습을 한 훈련 데이터 셋으로 활용하기 해 뉴스기사와 트윗에서 확인된 임

의 출  빈도를 각각 반 하여 동일한 수의 임의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뉴스기사와 트윗을 

무작  추출 방식으로 표집하는 균형화 작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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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frequency of frames in covid-19 new coverage, identified by human coders  

2) 뉴스기사의 임 별  

인간코더가 분석한 뉴스기사 표본의 75%를 임의로 추출하여 훈련 데이터 셋으로 활용해 임

을 별하는 최 의 자동화 분류 모델을 선택하기 해 10겹 교차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

교했다(<Table 2> 참조). 다시 말해, 훈련 데이터 셋의 뉴스기사에서 추출한 특성으로 임을 

별하는 성능 비교를 해 10겹 교차검증을 실시하여 각 모델이 보인 별 정확도(accuracy)

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최  모델을 도출했다. 별 정확도는 기계학습모델이 각 임이 등장하

는 것으로 측한 기사와 그 지 않은 것으로 측한 기사가 인간 코더에 의해 임 사용이 확

인된 기사와 그 지 않은 기사에 일치하는 비율이다. 이러한 모델의 성능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뉴스기사 임 별에 있어 SVM이 NB보다 더 뛰어난 정확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헤드

라인과 리드 조합의 텍스트에서 추출한 단어들의 빈도수 특성으로 임을 별한 기  모델

(baseline model)에 비해 시기와 언론사 정보를 추가한 모델(Model 1)이 모든 임 별에 

있어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함을 발견했다. 그러나 뉴스기사의 어휘  특성을 보다 풍부하게 추

출하기 해 바이그램을 추출해 구성한 어휘 특성 모델(Model 2)과 시기  언론사 정보를 추

가한 모델(Model 3)은 취약성과 이득 임에서만 그 성능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어휘 빈도

수가 아닌 단어임베딩의 방법으로 뉴스기사의 특성을 추출한 모델(Model 4)은 이득 임 

별에서 그리고 여기에 시기와 언론사 정보를 추가한 모델(Model 5)은 심각성과 취약성, 그리고 

장애 임 별에 있어 가장 뛰어난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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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로 훈련 데이터 셋을 이용해 각 모델의 성능을 검증했고, 각 임 별에 

가장 정확한 결과를 도출한 모델을 선택하여 시험 데이터 셋에 용해 그 성능을 평가했다(<Table 

3> 참조). 뉴스기사의 임 별에 용된 최 의 기계학습모델이 인간 코더에 비교해 신뢰할 만

한 결과를 도출하는지 그 성능을 평가하기 해 정확도는 물론 정 도(precision)와 재 율

(recall), 그리고 F1 스코어를 검토했다. 이러한 평가 지표  정 도는 기계학습모델이 임이 

제시되는 것으로 별한 기사 에 인간 코더에 의해 임이 확인된 건의 비율을 의미하고, 재

율은 인간 코더에 의해 임이 확인된 기사 에 기계학습모델이 임의 출 으로 별한 건의 

비율을 뜻한다. 그리고 F1 스코어는 정 도와 재 율을 결합한 지표이다. 이러한 성능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건강신념모델에 기 한 임이 뉴스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지에 한 여부를 자동 으

로 별하는 기계학습모델의 성능을 검토했다. 그 결과, 취약성 임이 가장 높은 정확도로 별

되고 있었고 이득과 장애, 그리고 심각성 임의 순서로 뉴스기사에 한 정확한 임 별이 

이 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무엇보다, 심각성 임을 제외하고 모든 임 별의 정 도가 70%

를 상회하고 있어 자동화 모델이 신뢰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했다(Van Rijsbergen, 

1979). 물론, 심각성 임 별 정확성의 조는 포 인 조작  정의로 인해 인간 코더 간의 

별 불일치가 높았던 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 이득과 장애 임 별의 경우 재 율

이 정 도에 비해 상 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는 시험 데이터 셋에서 포착된 뉴스기

사의 특성이 훈련 데이터 셋으로 학습된 모델에 충분히 반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Feature set Algorithm Severity Susceptibility Benefits Barriers

Baseline Model:

Text (Headline & Lead)

NB 55.5% 86.3% 71.8% 64.2%

SVM 58.6% 87.9% 76.3% 66.2%

Model 1: Text +

Phase + Organization

NB 56.1% (0.6%) 86.5% (0.2%) 72.0% (0.2%) 64.8% (0.6%)

SVM 62.3% (3.7%) 88.2% (0.3%) 77.1% (0.8%) 66.8% (0.6%)

Model 2: Text (Bigram) NB 54.6% (-0.9%) 86.7% (0.4%) 71.8% (0.0%) 64.0% (-0.2%)

SVM 57.1% (-1.5%) 88.2% (0.3%) 79.7% (3.4%) 65.8% (-0.4%)

Model 3: Text (Bigram) +

Phase + Organization

NB 56.3% (0.8%) 86.7% (0.4%) 72.1% (0.3%) 63.9% (-0.3%)

SVM 61.6% (3.0%) 88.4% (0.5%) 78.4% (2.1%) 66.8% (0.6%)

Model 4: Word embeddings NB 62.3% (6.8%) 87.3% (1.0%) 77.5% (5.7%) 67.8% (3.6%)

SVM 65.0% (6.4%) 89.5% (1.6%) 82.8% (6.5%) 70.7% (4.5%)

Model 5: Word embeddings

+ Phase + Organization

NB 63.1% (7.6%) 87.3% (1.0%) 77.2% (5.4%) 67.6% (3.4%)

SVM 67.8% (9.2%) 89.6% (1.7%) 82.1% (5.8%) 71.0% (4.8%)

Note. Average values of classification accuracy of 10-fold cross-validation. Net change in accuracy from baseline 

in parenthesis.

Table 2. Selecting the Training Model of Frame Classifier over 10 F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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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으로는 이득과 장애 임의 경우 감염 확산의 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건강행동의 효용에 

한 평가가 변화했고, 한 백신(치료제) 도입과 사용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토 로 뉴스기사의 

임이 재구성되었지만 훈련 과정에서 과소 평가 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3) 트윗의 임 별

뉴스기사의 임을 별하는데 사용한 기계학습모델을 인간 코더에 의해 임이 별된 트

윗 데이터 셋에 용하여 그 성능을 평가했다. 그 결과, 모든 임에 있어 별 정확도가 떨어

졌음을 발견했는데 이는 뉴스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텍스트에서 추출된 

임의 언어  특성은 트윗 메시지에서 나타나는 임의 특성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

음을 의미한다(<Table 4> 참조). 특히, 행동  평가 역인 이득과 장애 임에 비해 지각된 

으로서의 심각성과 취약성 임 별의 정확도 하가 두드러졌다. 이는 트 터에서 언론

이 코로나19로 인한 을 보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로써 심각성  취약

성 임의 언어가 이득과 장애 임보다 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뉴스 생성 원리가 가진 

차별성이 반 된 결과로 추론된다. 

 Severity Susceptibility Benefits Barriers

Accuracy 59.7% (-9.0%) 79.6% (-9.2%) 71.9% (-8.3%) 68.2% (-4.6%)

Precision 58.6% (-10.2%) 87.9% (0.6%) 68.1% (-20.5%) 60.0% (-17.5%)

Recall 59.9% (-8.3%) 75.4% (-15.4%) 73.7% (4.8%) 71.8% (5.1%)

F1 score 59.2% (-9.3%) 81.2% (-7.8%) 70.8% (-6.7%) 65.3% (-6.4%)

Table 4. Performance of Frame Classifiers on Test Data from Tweet Message

실제, 심각성 임은 정 도와 재 율에 있어 그 성능이 각각 10.2%와 8.3%씩 하되

어 뉴스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에서 표 된 방식은 트윗 메시지에서 확인된 심각성 임의 그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 도의 하락은 기계학습모델이 특정 임을 

 Severity Susceptibility Benefits Barriers

Accuracy 68.7% 88.8% 80.2% 72.8%

Precision 68.8% 87.3% 88.6% 77.5%

Recall 68.2% 90.8% 68.9% 66.7%

F1 Score 68.5% 89.0% 77.5% 71.7%

Table 3. Performance of Frame Classifiers on Test Data from Headline and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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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 메시지에서 확인한 것으로 별했지만, 인간 코더의 별은 달랐던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로

써 뉴스기사의 임에 사용된 언어  특성이 트 터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정 도의 하는 임 별에 있어 거짓 양성(false positives)의 사례가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표  사례들을 검토하여 트 터를 통한 코로나19 련 뉴

스보도의 특징을 살펴봤다. 

1. 산안이 통과되면 국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지 된다. 코로나19 여 로 정상 인 

경제활동이 막힌 비정규직 노동자 등 5만여 명이 상이다. 

https://t.co/XJJep5HQvE 경향신문, 2020/03/10

2. 코로나19 상황이 확연한 2차 확산기에 어들면서, 세계 경제 망도 다시 어두워지고 있다. 

코로나19 추세에 따라 경제 망이 낙 과 비  사이를 오가는 것은 지난 9개월 동안 반복

된 상이다. V, W, U, K형 회복 망  세계 경제 회복 망 정답은? 

https://t.co/CBhwLd4yDH 한겨 , 2020/10/02

의 두 트윗 메시지는 기계학습모델이 가장 높은 확률로 심각성 임으로 측했으나 인간 

코더의 별 결과는 그 지 않았던 표  거짓 양성의 사례이다. 이들에서 공통 으로 발견되는 특

징은 메시지의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극복 방안에 한 논의로써 심각성 임의 낮

은 정확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보여 다. 즉, 질병 감염이 개인의 신체에 미치는 향 혹은 이로 

인한 사회  비난과 경제  손실은 물론 이로 인한 심리  고통 등이 심각성 임의 주된 특성인

데  메시지는 개인  측면을 넘어 사회  차원에서 감염증 유행의 효과에 주목하는 보도로

써 이에 한 명확한 구분이 인간 코딩은 물론 기계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 재 율의 하는 인간 코더가 트윗 메시지에서 확인한 임을 기계학습모델이 

측하지 못한 경우, 즉 거짓 음성(false negatives) 사례들이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계 

측과 인간 별 간의 큰 격차를 보이는 아래의 표  거짓 음성 사례들에 기 해 같은 심각성 

임의 뉴스보도가 트 터 공간에서 어떻게 다른 특징을 보이는지 고찰했다. 

1.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후유증을 조사한 결과 3개월 뒤엔 탈모와 운동 때 숨찬 증상이, 6개월 

뒤엔 피로감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 다. 일부 확진자들에게선 폐 기능 하

나 폐 섬유화도 찰 고, 정신  우울감과 외상 후 스트 스 장애 증상도 보 다. 

https://t.co/AxVxFanekF 한겨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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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를 빌미로 이웃 간 감시가 일상화되는 ‘스몰 러더 시 ’가 다.” 

https://t.co/gNKj4xyVlL 조선일보, 2020-12-30

 거짓 음성 사례를 통해 심각성 임의 뉴스기사 헤드라인  리드에서 추출한 특성을 

학습한 자동화 별 모델로는 같은 임의 트윗 메시지를 구별해 낼 수 없는 원인을 살펴보았

다. 즉, 트 터 공간에서만 발 되는 심각성 임의 뉴스보도가 보이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고

찰했다. 첫째, 트윗 메시지는 뉴스의 헤드라인과 리드에서 발견되는 체 기사에 한 개   요

약보다는 자극 인 표 과 극단  시를 제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주목을 이끌고자 했다. 가령, 코

로나19가 후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뉴스의 요 이 아닌 후유증의 구체  시를 열거하는 방

식이다. 둘째, 링크로 연결된 언론사의 웹 페이지로 트 터 사용자의 방문을 유도하는 클릭미끼

(clickbait)로 트윗 메시지가 활용된다는 이다. 를 들어, “코로나를 빌미로 이웃 감시가 일상

화되는” 이유와 사례에 한 언 이 없는 메시지는 사용자의 궁 증을 유발하고 내용 확인을 한 

링크 클릭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다.

한편, 취약성 임의 경우 정 도의 차이는 미미한 반면 재 율에 있어 임 별의 성

능이 크게 하된 을 고려할 때 트 터 공간에서만 인간 코더에 의해 확인된 뉴스 임의 언

어  특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두 트윗 메시지는 인간 코더가 취약성 임

을 확인했음에도 기계학습모델이 가장 높은 확률로 같은 임의 출 을 부정한 거짓 음성 사례

로써 뉴스기사로는 측할 수 없는 트 터 보도 임만의 특성을 보여 다.

1. 수많은 미국인이 자신은 이미 코로나19에 걸렸을 것으로 확신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t.co/TSLf577SNc 앙일보, 2020-05-07

2. “ 국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구나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험한 상황입니다.” 

https://t.co/znNLrAajTa 한겨 , 2020-08-21

 사례에서 공통 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메시지의 작성 방식이 짧고 건조하게 표

되는 일반 스트 이트 기사와는 달리 방송 리포트 형식의 존칭 구어체로 구성 다는 이다. 특

히, 첫 번째 사례는 링크된 기사에는 존칭 없는 문어체로 작성되어 있는 문장을 존칭을 붙인 구

어체로 변환한 이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이는 트윗 작성자가 뉴스를 달하는 방식을 방송 리

포트와 같이 이 아닌 말로 달하는 형태로 친근하고 편안한 정보 달에 주안 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인용문으로 트윗 메시지를 신한 두 번째 사례는 정은경 앙방역 책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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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언 만 트윗 내용으로 달해 책임당사자의 주  단이 드러나는 의견으로 심각성 

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뉴스 정보의 달방식에 있어 사실 주의 객  보도가 아닌 가치

단이 개입된 감정  언어가 강조되는 형태로써 언론사의 뉴스보도가 소셜미디어에서는 개인화된 

감정표 이 바이럴 확산에 유리한 특성에 맞춰져 있음을 제시한다.

추가 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득과 장애 임의 경우 뉴스기사 별 모델의 성능이 

정 도에서만 크게 하되고 재 율에 있어서 오히려 상승했다는 이다. 즉, 기계학습모델이 트

윗 메시지에서 이득  장애 임이 사용된 것으로 별한 사례들  상당수가 인간 코더의 

단과는 달랐던 반면, 인간 코더에 의해 확인된 임 출  사례들 부분을 기계학습모델이 동일

하게 측했다는 결과다. 이는 거짓 양성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증가했다는 의미로써, 뉴스기사 헤

드라인과 리드에서 확인된 이득  장애 임의 특성이 동일 임의 트윗 메시지에서 도출한 

특성을 정확히 반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다. 따라서 기계학습모델이 높은 확률로 이득  장

애 임의 트윗 메시지로 별했지만, 인간 코더의 결과는 반 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1.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련 긴  기자 간담회

를 연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수도권에서 사회  거리두기 2단계가 일주일째 유지되는데도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추가 인 방역 강화 방침이 발표될지 심이 모인다. 

https://t.co/wrt1FNCwy0 한겨  2020-11-29

2. 코로나19 유행 속에 세계의 은행들이 1245억달러(약 135조원)의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

다. 수수료 수익으로는 역  최 치다. 

https://t.co/b9nkcotNrc 경향신문 2020-12-30

에서 제시된 트윗 메시지는 이득 임에 한 표  거짓 양성 사례이다. 첫 번째 사

례의 경우 사회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이득의 차원에서 코로나19 보도를 구

성한 것이 아닌 오히려 그러한 방역 방침이 기 되는 효과를 낳고 있지 못한 상황을 지 하고 있

다. 이는 기계학습모델이 사회  거리두기라는 건강행동과 그 향에 한 언 을 바탕으로 이득 

임의 출 을 측한 결과로 추론된다. 두 번째 사례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기에서 

은행은 최 치의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 다는 보도로 개인의 건강행동이 가져올 혜택과는 무

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득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은행 기 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사의 헤드

라인과 리드에서 악된 이득 임의 어휘  특성이 트 터를 통한 코로나19 보도에서는 내용

 의미의 변화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트 터의 뉴스 속성은 언론보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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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반 하기도 하지만 사안에 한 을 바꾸거나 다른 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다 

사용자들의 이목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1. 연구 은 “어린이의 권리와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기 해 공 보건 개입은 코로나19 쇄

의 을 등교 지에서 학교의 사회  가치를 달성하고 교육을 지속하는 데까지 넓 야 한

다”고 밝혔다. https://t.co/XiaWKtM3si 경향신문 2021-01-20

2. 식당과 상가는 손님이 없어 한산하다. 모임과 행사도 잇따라 취소된다...‘신종 코로나’가 아

니라 불안과 공포 때문에 모두 망하겠다는 얘기가 과장이 아니다 

https://t.co/VPffd9SLTx 한겨  2020-02-11

마지막으로, 기계학습모델이 별한 장애 임의 트윗 메시지  표  거짓 양성으로 

악된 의 사례들에 기 해 그 특징을 고찰했다. 장애 임은 건강행동에 수반되는 비용과 

방해요소에 한 강조로써 거리두기 등의 방역 방침은 개인의 권리는 물론 등교 교육과 같은 사

회  필요를 제한하는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 은 별에 요한 특성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트윗 메시지의 내용은 건강행동에 한 어려움보다는 건강행동

의 목표가 요한 사회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즉, 이득 임

의 거짓 양성 사례와 마찬가지로 뉴스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에서 장애 임을 강조하는 주요

한 언어  특성이 트 터에서는 해당 임의 차원으로만 다 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건강행동

으로 인한 사회 , 경제  부담에 해 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 다. 결국, 국내 언론의 코로

나19 련 보도에서 강조되는 건강 행동 임이 트 터에서 그 로 재 되기보다는 사안에 

한 뚜렷한 입장과 주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임의 재구성을 구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

한 결과는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공감이나 공유가 뉴스 유통에 필수 인 조건에서 언론사 역시 

립 이고 객 이기 보다는 편향된 언어의 명확한 임으로 같은 시각의 이용자들에게  소구

하여 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6. 결론과 논의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를 논의하기에 앞서 코로나19 련 뉴스의 언어  특성으로 임을 

별하기 한 지도기계학습모델의 방법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단  뉴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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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는 공기어 패턴에 기 해 설정된 단어들의 의미 계에 따라 언어  특성을 도출하는 단어 

임베딩 방법을 자동화 뉴스 임 분석에 용해 측정의 신뢰도  타당성을 높 다. 그리고 분

류 알고리듬으로 임 출  가능성을 측하는 확률 기반 모델을 활용하여 계량  분석기법으

로서 기사와 트윗에서 임이 발 되는 차이를 객 으로 측정하여 인간 코더들의 주  해

석에 따른 내용분석에 의존하는 분석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물론, 이러한 자동화 

임 별 모델의 정확성은 임 간 격차가 존재했다. 가령, 심각성과 장애 임의 경우 취약

성과 이득 임에 비해 모델의 성능이 낮은 결과를 보 는데 이 결과는 컴퓨터를 이용해 뉴스

에서 임을 자동 으로 별하는 방법의 타당성 부족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성 

임 별의 부정확성은 코더 간 별의 불일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훈련 데이터 셋이 일 인 기

계학습의 조건을 제공하지 못한 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

를 지도기계학습모델에 기반한 임 분석의 한계로 평가하기보다 다른 임과의 차별성을 

객 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즉, 심각성과 장애 임은 

취약성과 이득 임에 비해 임에 한 추상  개념을 식별하기 한 실체화 된 언어  특

성이 다양할 뿐더러 임이 표 되는 방식 한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특성이 있음을 제시

한 것이다. 

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뉴스가 코로나19에 한 건강 련 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에서 확인된 언어  특성으로 임을 별한 모델로 트

윗에서의 임 출 을 측하 고 그 정확성을 검증했다. 이를 통해 기사에서 확인된 임의 

특성이 트윗 메시지에서 얼마나 유사하게 발 되는지를 평가했고 그 측 성능의 변화가 어떠한 

언어  차이 혹은 의미  변화에 기인하는지를 추 했다. 결국, 반 인 모델 성능의 하락을 발

견해 트 터에서 뉴스 임을 표 하는 어휘의 종류와 구성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포착했

다. 한 본 연구는 임 차이의 원인을 추론하고자 모델의 정 도와 재 율을 통해 인간 코딩

과 알고리듬의 측이 불일치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가령, 정 도의 하는 인간 코딩과 달리 

알고리듬 측으로 임이 출 한 것으로 별된 사례인 거짓 양성이 증가한 결과로써 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에서 도출한 임의 어휘  특성이 트 터에서는 다른 의미를 표 하기 해 

사용된 경우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이는 헤드라인과 리드에서 도출된 어휘들이 비교  고정된 

방식으로 임을 구성하는 반면 트 터에서는 그러한 어휘들이 보다 유연하고 자유로운 방식

으로 다양한 의미를 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재 율의 하는 인간 코딩이 트윗 메시지

에서 확인한 임의 출 을 알고리듬 별 모델은 측하지 못한 거짓 음성 사례가 증가한 결

과로써 트 터 뉴스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임이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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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 연구는 기계학습모델을 인간 코딩의 용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닌 임에 한 부

정확한 측에 향을 미친 메시지 특성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해 결과의 함의를 도출

함으로써 임 분석 방법의 지평 확장에 기여하고자 했다(De Grove et al., 2020). 

본 연구는 이처럼 지도기계학습모델을 이용해 자동화 임 분석이 인간 코딩을 그 로 

재 하는가에 한 타당성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코더의 결과는 물론 다른 속성의 미

디어 간에 임을 구성하는 언어  특성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체계 이고 객 으로 진단하

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단  기사자료에서의 임을 자동화 방식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의 

확장 차원에서 지도기계학습모델의 용 가능성을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코더의 주  해

석과 평가가 아닌 신뢰성과 재  가능성을 수반하여 뉴스 임의 특징을 객 으로 악했다

는 의의를 가진다.

이상의 방법  의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련 언론보도의 임을 구성하는 

언어  특성과 이것이 트 터에서 차별 으로 발 되는 양상을 바탕으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했

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련 뉴스기사의 표본을 상으로 인간 코더가 건강신념모델에 기

한 네 가지 임을 분석했다. 그리고 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에서 도출된 언론보도의 임 

비 은 트윗 메시지에서도 에 띄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을 필두로 취

약성을 강조하는 지각된  임이 으로 강조된 반면 이득과 장애의 행동  평가 

임은 상 으로 부각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뉴스 이용자가 갖는 코로나19에 한 인식과 신념

이 건강행동의 비용과 편익 차원에서 이 지기보다 질병과 감염에 한 의식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뉴스기사의 헤드라인  리드에서 발견된 이러한 임 양상은 트윗 

메시지에서도 재 되는바 소셜미디어가 뉴스 임의 선택에 있어 미치는 향은 제한 임을 

제시한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련 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에서 임의 출  여부를 측하

는 지도기계학습 모델을 활용해 심각성 임은 68.7%, 취약성 임은 88.8%, 이득 임

은 80.2%, 그리고 장애 임은 72.8%의 정확성으로 별해 심각성과 장애 임의 별에 

있어 기계학습모델의 정확성은 취약성과 이득 임에 비해 떨어짐을 발견했다. 이는 임을 

구성하는 언어  특성이 확연한 차별성을 보이는가의 문제로써, 코로나19의 심각성과 건강행동

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내용은 일 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

한 임 특성은 그 추상  개념이 다양한 어휘와 표  방식의 사례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한, 기의 양상에 따라 혹은 언론사별 차이에 의해 임의 언어  패턴이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음을 보여 다. 반면 감염의 취약성이나 건강행동에 따른 이익을 다룬 뉴스는 그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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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을 표 하는 분명한 어휘군과 통일된 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러한 임

의 언어  특성이 언론사와 기 양상에 따라 변화하는 폭은 상 으로 작다는 것이다. 이 결과

는 취약성과 이득 임은 일 된 방식으로 뉴스 이용자에게 제시되는 반면 심각성과 장애 

임은 코로나19 확산의 양상에 따라 그 주제  특성이 변화해갈 것임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뉴스 에 있어 그 향력이 커지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진

단하고자 트 터에서 발 되는 임의 특성을 탐색했고 다음의 함의를 도출했다. 우선, 트 터

는 언론사의 뉴스 임의 선택에 미치는 향은 제한 이지만 이를 구성하는 언어  특성은 다

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즉, 언론보도에서 강조하는 임은 트윗 메시지에서도 그 성이 확

인되었으나 뉴스의 헤드라인과 리드로 훈련된 임 별 알고리듬이 트윗 메시지에서 나타나

는 임을 측하는 데 있어 그 성능이 크게 하됨으로써 내용  구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이 트윗 메시지를 통해 뉴스보도를 달하는 방식의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소셜미디어의 신속성은 물론 이용자의 참여가 메시지 의 요 기제로 작용하여 보다 

개인 인 차원에서의 감정 인 언어 사용이 임에 자주 드러나고 있음을 제시한다. 가령, 헤

드라인과 리드에서 확인된 임에 비해 트윗 메시지는 자극 인 표 과 극단  사례를 부각하

여 이용자의 심을 이끈 후 덧붙인 링크를 클릭해 기사의 구체  내용을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한, 개인의 주  의견이 강조되거나 사안에 한 명확한 입장으로 구성된 

임은 같은 시각을 가진 이용자들의 참여로 진되는 소셜미디어 뉴스의 확산 원리에 맞춘 트

윗 메시지의 특성으로 발 되고 있었다. 이 결과는 갈수록 확장되어 가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언론이 임을 구성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트 터를 통해 되는 뉴

스보도는 이미지나 상이 헤드라인  리드와 함께 링크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이지만 

작성된 트윗 메시지의 내용이 기사와는 구별된 방식의 임으로 이용자의 인식과 태도에 향

을 미칠 가능성에 해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본 연구가 방법론의 지평 확장으로 

이론  논의 발 에 기여한 으로 지도기계학습모델을 임 분석에 용하는 후속 연구에 참

조를 제공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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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지도기계학습을 이용한 트위터 뉴스의 프레임 특성 분석

코로나19 보도 프레임의 자동화 판별 방법을 중심으로

이주연

( 앙 학교 미디어커뮤니 이션학과 석사과정)

이신행

( 앙 학교 미디어커뮤니 이션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지도기계학습으로 코로나19 련 언론보도를 건강신념모델에 기 한 심각성, 취약성, 이득, 장

애의 임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에서 확인된 각 뉴스 임의 언어  특성으로 

언론사의 트 터 게시물에서 드러나는 임을 별하여 소셜미디어가 언론보도에 미치는 향을 추론했

다. 분석 상은 국내 주요 종합일간지인 조선일보, 앙일보, 경향신문, 한겨 가 코로나19와 련해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보도한 기사와 트윗이다. 지도기계학습을 이용한 자동화 

방식의 임 별을 해 임의로 추출된 기사 표본 2000건에 한 모델 정확성을 검증했고 이를 2000

건의 트윗 표본에 용하여 측 정확성을 평가하고 언어  특성의 차이를 살폈다. 그 결과, 심각성과 취

약성의 지각된  임이 이득과 장애의 행동  평가 임에 비해 언론보도에서 부각되고 있어 코

로나19에 한 험 인식 측면이 감염 방행동의 비용과 편익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심

각성과 장애 임은 취약성과 이득 임에 비해 기계학습모델의 측 정확성이 하된 이 두드러져 

임의 언어  특성이 상 으로 불규칙 이고 다양함을 포착했다. 더 나아가, 트 터에서는 이용자의 

참여에 기반한 소셜미디어의 뉴스 확산 원리에 따라 임이 보다 유연하고 차별 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개인  차원에서의 감정 인 표 이 임에 자주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기계학습을 활

용해 단 의 뉴스기사로부터 임을 분석하여 인간 코더의 주  해석이 아닌 투명하고 재  가능한 

자동화 방식으로 임 언어의 특징을 도출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핵심어 : 자동화 임 분석, 지도기계학습, 트 터 뉴스, 코로나19, 건강신념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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