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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news articles on “social distancing” during the second wave of the COVID-19 

pandemic in order to explain how the media sets the agenda on the pandemic crisis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focusing on the news articles featured in the news portals. This study first 

analyzed confirmed cases of COVID-19 infection and government announcements during the second 

wave of COVID-19 spread and divided the period into five phases. Then, news articles of 12 media 

companies were collected from online news portals and pre-processed into a 14,011 news corpus. 

The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keyword co-occurrence network, and Top2Vec 

modeling that uses deep learning embedding for time-series visualization. As a result, the articles 

related to “Social Distancing” showed a higher featured news ratio than “COVID-19.” The 

newspapers had a higher ratio of featured news preference than television. For featured news, the 

proportion of national, politics, economy sections and phase 1, 2 were higher than other sections and 

phases. However, the proportion of non-featured news showed more diverse section and increase in 

fifth phase as social distancing was mitigated to level 1. Regarding keyword network, featured and 

non-featured news shared many keywords related to the confirmed cases and social dist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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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es. Still, keywords in non-featured news showed more diverse topic keywords. We found the 

keywords related to the confirmed cases and social distancing in whole phases. In terms of unique 

keywords, each phase reflected conflicts in social distancing and concerns about re-proliferation of 

COVID-19. For the news sections, information about confirmed cases and social distancing were 

found in whole sections. However, except for the national section, all sections showed unique 

keywords linked to conflicts and criticism about social distancing. The embedding topic model 

indicated an imbalance in the featured and non-featured news among some topics. For featured news 

topics, conflicts about social distancing and government announcements were found as major issues. 

For non-featured news, confirmed cases in the local community and various problems related to social 

distancing comprised major issues. In featured news topics, the social and political sections were 

influential in the first and second phases, and non-featured news provided more diverse sections and 

phases. For visualization, topics linked to conflict were concentrated in the first and second phases, 

and effects of policy changes were mostly found in the fourth and fifth phases. Topics that had lower 

correlation with social distancing showed irregular pattern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news companies showed contradictory tendencies in their coverage of social distancing in the 

second wave of COVID-19, in the portal news environment and “feature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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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0년  세계로 확산된 바이러스(SARS-CoV-2),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은 범지구  

사회 변화를 가져왔으며(Béland, Brodeur, & Wright, 2020; Chronopoulos, Lukas, & 

Wilson, 2020), 장기  확산(Pandemic)을 넘어 피해의 재생산(Endemic)에 한 우려를 만

들었다(Phillips, 2021).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은 국가  차원의 통제 방안을 구했으며, 여

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방역 정책이 도입되는 계기가 다. 한국의 경우 2020년 1월 이후, "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 등의 명칭으로 시작된 다양한 방역 정책은, 6월 이후 "사회  거

리두기"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단계 으로 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의 방역 정책  2020년 3월 1차 확산기에 시작된 강력한 인구 통제 정책은 코

로나19 확산을 막고 정부에 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메르스 등의 염병 사례를 통해 

된 정부 경험이 상황에 한 빠른 응과 정보 달로 이어짐으로써 방역 정책에 한 정

 반응을 이끌었기 때문이다(김 욱, 2014; 진나 ·정정주, 2018; Moon, 2020). 이는 1차 

코로나19 확산기 강력한 정치  향력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보도 반에 기와 방역이라

는 의제가 자리 잡는 데 향을 미쳤다(함승경·김혜정·김 욱, 2021; Jo & Chang, 2020). 코

로나19를 공공의 기로 인식시키고, 이를 극복하기 한 정부의 노력이라는 분명한 이야기 구

조를 형성한 것이다(이 웅, 2009).

그러나, 2020년 8월 후로 수도권을 심으로 코로나19 2차 확산이 시작되며 강화된 사

회  거리두기 정책은 이 과 달리 강한 정치, 사회  논의를 불러왔다. 사회  거리두기 정책의 

강화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감이 되고, 2달의 기간 동안 10번이 넘는 정책 단계  세

부 규제 변경이 이 지며 언론의 주요 의제가 극복을 한 정부의 노력에서 규제와 연계된 다양

한 갈등으로 분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인식에 한 정치  극화

(Political polarization) 상은 언론에 한 불신을 넘어 방역 정책 반에 한 의문을 가져

왔으며 기 커뮤니 이션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Bavel et al., 2020; Kim, 

Shepherd, & Clinton, 2020; Koetke, Schumann, & Porter 2021).

캐스퍼슨 등(Kasperson et al., 1988)은 험의 확산 과정을 개념화하며, 험은 객

인 문제 인식보다는 사회  합의를 통해 증폭되고 공공의 문제로 재해석됨을 설명했다. 이런 맥

락에서, 2차 코로나19 확산기 사회  거리두기 보도는 재난 상황에서 효율 인 력과 정보 소

통을 매개하는 언론 역할과 단편  뉴스 단 로 실을 재구성하는 언론 성향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역학을 보여 다(Bennet, 2016). 재난 보도 매체로써 언론은 정보를 탐색하는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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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를 돕고, 험에 한 한 응을 취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으나(Hubner, 2021), 

뉴스를 만들어내는 정보 생산자로 실을 뉴스로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여론을 이끌어 내는 성향

도 갖기 때문이다(Entman, 1993; Tuchman, 1978).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  거

리두기와 같이 정치, 사회  갈등이 필연 으로 존재하는 정책에서 이와 같은 논의는 더욱 심화

된다(Allcott, Boxell, Conway, Gentzkow, Thaler, & Yang, 2020; Simonov, Sacher, 

Dubé, &  Biswas, 2020).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  거리두기를 심으로 2차 확산기 언론 보도를 분석해 보

고자 했다. 사회  거리두기 정책은 2차 확산기 코로나19에 한 정부 응과 이를 둘러싼 갈등

을 분명히 보여주는 주제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이슈에 따른 기사가 양산, 복

제, 소비되는 포털 심의 국내 뉴스 환경에 주목했다(송해엽·양재훈, 2017; 이 웅, 2015; 조

화순·장우 ·오소 , 2012). 언론사가 추천하는 주요뉴스와 선정되지 않은 일반뉴스 사이에서 

언론사의 의도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갈등과 정보 차이가 좀 더 확연히 이해될 수 있다

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데이터 기반 보도 연구를 탐색하여, 잠재 디리쉴  분포(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에 기반한 토픽 모델과 심 키워드의 연결을 재구성한 의미연

결망 연구를 확장했다. 구체 으로 빈도와 연결망에 기반한 주요뉴스 선정 경향과 시간  섹션

에 따른 키워드 연결망을 확인하고, 개별 의제를 분석하여 뉴스의 응집성과 시계열  비  변화

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해 선행 언론 보도 연구에서 활용된 토픽 모델링과 문맥의 세

부 의미를 인공신경망을 통해 악하는 딥러닝 기반의 임베딩 근법을 합한 토픽 투 벡터

(Top2Vec, Topic to Vector) 방법론을 사용하여 단어, 주제, 문서 간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시계열 시각화로 재구성했다(Angelov, 2020; Blei, Ng, & Jordan, 2003).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험 커뮤니 이션 에서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 정부의 방역 정

책을 표하는 사회  거리두기 보도를 분석하여 언론이 기와 응 과정을 어떻게 달했는지 

분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내 포털 뉴스 환경을 고려하여 언론의 의도 혹은 이슈에 한 보

도 태도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언론사 선정뉴스를 다른 일반뉴스와 비교해 형식 , 

내용  차이 과 공통 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는 코로나19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기에 

한 정부의 정책  응을 달  재구성하는 언론의 역할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포털 심의 

뉴스 환경에 맞춰 해석하는 데 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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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논의

1) 코로나19 방역정책과 사회갈등의 심화

 세계  유행을 보이는 코로나19는 재까지 간헐 인 유행 추세를 보이며 사회에 부정  

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 연구가 다양한 거시  수치가 코로나19로 악화 으며(Baker, 

Farrokhnia, Meyer, Pagel, & Yannelis, 2020; Chronopoulos et al., 2020),  양상

이 엔데믹(Endemic)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장기 인 향을 미칠 것을 측했다

(Phillips, 2021).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반복 으로 사회에 악 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eong et al., 2021).

이런 배경에서 여러 국가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고 의료 인력의 고갈을 방지하

기 해 다양한 형태의 방역 정책을 시도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감염 통제를 통해 정책  목표

를 일부 달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방역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갈등을 구체화 시켰다. 마스크 

착용 강화, 인구 이동 제한, 공공시설이나 집단 시설 이용 제한과 같은 통제 정책은 확진자 감소

에 유의미한 향을 주며, 선제 이고 유연한 조치가 이 질수록 효과 이지만(Abouk & 

Heydari, 2021; Dave, Friedson, Matsuzawa, McNichols, & Sabia, 2020; Tian et 

al., 2020; Yilmazkuday, 2020, 2021), 강력한 코로나19 응 정책의 용은 소비심리 등으

로 표 되는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주며 장기 으로 사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Andersen, Hansen, Johannesen, & Sheridan, 2020; Carvalho et al., 2020; Seong 

et al., 2021). 이처럼, 험 통제와 경제  안정이라는 두 목표의 충돌은, 정책을 둘러싼 다양

한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다(Allcott et al., 2020; Koetke et al., 2021).

한국의 경우, 2020년 1월 기 확진자 보도 이후, 2달에 걸친 감염자 증가로 3월 22일을 

시작으로 강력한 15간의 행정 명령을 통한 이동  경제활동 제한이 이 졌다.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은 국  력과 언론의 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공공의 방역 의식을 

제고하는데 향을 줬다(장사랑·손애리, 2020; 최성호, 2020; 탁상우·조성일·강수진·하재 ·박

혜민, 2020). 메르스 등의 사례를 통해 된 정부 소통 경험과 미디어의 연계는, 보도 칙에 

한 비 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한 신뢰 증가와 방역 정책에 한 정  호응을 만들어냈다

(김여라, 2020; 진나 ·정정주, 2018; Moon, 2020).

그러나 2020년 8월 후로 시작된 2차 코로나19 확산에 응하는 사회  거리두기 정책은 

정책 용과 세부 규제에 따른 복잡한 논의를 불러왔다. 수도권을 심으로 한 확산 과정에서 

규모 집회와 연계된 정치  갈등이 심화 고 규제의 강화  장기화에 따른 사회 부담이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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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2차 확산기(2020년 7월~10월 간) 보건복지부 COVID-19 안내 페이지의1) 보도 

자료를 확인하면, 2020년 8월 거리두기 단계 상승부터 10월의 1단계 복귀까지 2달 동안 10회 

이상의 세부 정책 변화가 확인된다. 이는 해당 기간 방역에 요구되는 사회  비용이 크게 상승했

음을 보여 다. 한,  세계 으로 코로나19에 한 정치  극화 경향과 이에 따른 집단행동의 

증가는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배경이 다(Allcott et al., 2020; Bavel et al., 2020; Bruine de 

Bruin et al., 2020).

이런 맥락에서 언론 보도 분석을 심으로 한 국내 코로나19 련 연구는 시기 으로 코로

나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한 1차 확산기(2020년 1월~2020년 3월)의 반  보도 내용에 집

한다. 코로나19 련 기사를 체 으로 취합하고, 이것이 언론의 정치  입장 등에 따라 다른 

강조 양상을 보이는지 악하는데 집 한 것이다(김태종, 2020; 박주 , 2020; 함승경 등, 

2021; Jo & Chang, 2020). 연구 결과는 정치  입장에 따른 임 구성에서 차이가 발견됨

과 동시에, 언론 반에 코로나19 방역과 응에 한 논의가 지배 인 보도 지형이 형성 음을 

보여 다.

이는, “코로나19”라는 넓은 의제에서 “사회  거리두기”라는 구체  정책 행 로 옮겨갔을 

때 언론사의 입장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

다. 특히, 코로나19 2차 확산기는 사회  거리두기라는 통일된 명칭으로 방역 정책의 일원화  

단계 변화가 이 졌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을 심으로 확진자가 증하며 집회, 소상공인 지

원, 규제에 따른 업 지, 마스크 착용, 정치  논쟁, 업 등 사회 이슈가 폭발 으로 증가했

던 시기라는 에서 요한 의미를 보인다. 한, 이런 문제는 백신 종 이후 포스트 코로나 단

계에서도 발생 가능한 경제  갈등과 방역 정책 사이의 필연 인 갈등이라는 에서 주요하다.

2) 험 커뮤니 이션과 미디어 보도의 향력

김 욱(2006)의 논의처럼, 험 연구에서 요한 것은 재 사회에서 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이다. 험에 한 기든스(Giddens, 1990)와 벡(Beck, 1992)의 의견처럼,  

사회의 험은 연결된 의 인식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캐스퍼슨(Kasperson, 

1988)은 이를 험의 사회  확산(Social Amplification of Risk)을 통해 설명했다. 험은 

객  문제 인식 과정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을 둘러싼 문화  배경 속 커뮤니 이션을 통해 재

해석 된다는 것이다. 험의 인식과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 달에 한 논의는 다양한 사

1)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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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달하고 확장하는 미디어에 한 논의로 이어진다(Breakwell, 2000; Covello, 

Winterfeldt, & Slovic, 1986; McComas, 2006).

이런 흐름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한 정부 응은 필연 으로 다양한 사회집단의 충

돌과 이에 따른 불안을 불러오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강화된다(김 욱, 

2014; 박주 , 2020; 원용진, 2004). 재난 상황에서 모호한 정보를 제거하고, 긴 한 사태에 

빠르게 응하기 해 정부와 언론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기 때문이다(진나 ·정정주, 2018; 

Moon, 2020).

한, 험 상황에서 의 정보 추구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정보혼란(Infodemic)을 막

고 정확한 정보를 공식 채 로 달하는 신문, 방송과 같은 미디어 채 의 향력은 강화된다

(Casero-Ripolles, 2020; Islam et al., 2020). 페 이라와 보르헤스(Ferreira & Borges, 

2020)는, 코로나19 환경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채 을 이용하여 련 정보를 탐색하지만, 온라

인 뉴스나 텔 비 과 같은 미디어 경로에 더 높은 신뢰를 다는 것을 확인했다. 박한우, 박세

정 그리고 정미 (Park, Park, & Chong, 2020)이 수행한 한국 트 터의 코로나19 정보  

연구 한, 소셜 미디어에서 포털이 매개하는 디지털 뉴스가 선호되는 뉴스 공유 상으로 사용

된다는 을 설명한다.

이는 정책 수용 역까지 향을 미칠 수 있다(Bavel et al., 2020; Stainback, Hearne, 

& Trieu, 2020; Zarocostas, 2020). 시모노  등(Simonov et al., 2020)이 수행한 지역 

이블TV 시청률과 GPS 데이터 분석은 특정 이블 채  시청 증가가 정부에 한 태도 형성

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동을 이고 집에 있으려는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드 코닝

크, 다에넨스, 그리고 마테이스(De Coninck, d’Haenens, & Matthijs, 2020)의 연구는 텔

비  공공채 에 한 시청이 정부 보건 정책에 한 지지와 정 인 계를 보이는 것을 밝혔

다. 미디어 채 의 노출이 정책에 한 태도, 더 나아가 방역 정책 수용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환경에서 언론의 향력 증가는 부정  향 한 내포한다. 이 웅과 

김성희(2018)가 지 한 바처럼, 재난 상황 보도에는 험성을 과장하는 선정  보도 태도와 

체 맥락을 간과하는 사태의 편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난 보도 체계에서 확인되

는 문제 과 속보(Breaking news)에 한 추구 행태와 맞물려 언론을 통해 문제 이 증폭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Lewis & Cushion, 2009; Miller & Goidel, 2009).

오그보도 등(Ogbodo et al., 2020)은 로벌 미디어 채 에서 다 진 코로나19 뉴스를 9

개의 임(경제  손해와 이익, 인간  심, 갈등, 도덕과 종교, 책임 귀인, 정치화, 민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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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오, 희망)으로 구성한 결과, 미디어가 일 성의 부족과 속보에 한 집 으로 공포와 

오 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비 했다. 치피자, 악바리푸르디바자르, 주라 그리고 가토

(Chipidza, Akbaripourdibazar, Gwanzura, & Gatto, 2021)는, 2020년 3월  코로나 

19 뉴스를 매체별로 수집해 토픽 모델을 용한 결과, 공  미디어에서 보건에 한 이슈가 크게 

다 지지 않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지 했다.

이와 같은 문제 은 국내 보도 분석에서도 발견된다. 김여라(2020)는 속보에 한 지나친 

경쟁, 공포를 조장하는 자극  보도, 불필요한 신원 노출로 코로나19 보도 문제를 유형화했고, 

표시 (2020)의 경우 <뉴스 9> 보도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언론이 보도에 있어 문성을 가

질 필요가 있으며, 책임 귀인 보도를 지양하고 종합 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김태종(2020)의 경우, 토픽 키워드를 심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19 언론 보도에서 공포

와 불안 키워드와 연계되는 자극 이고 결과 심 인 임에 비해 방과 연계된 임의 낮

은 비 을 지 했고, 박주 (2020)의 경우, 국내 감염병 보도를 종합하며 정확한 정보 달의 

부족 문제가 재난 보도 임에서 여러 번 지 된 사항임을 확인했다.

이런 흐름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한 언론의 보도 태도 확인은 요하다. 언론의 정

보 달 과정에서, 강조되는 측면과 이슈 반 에 따라 의 험 인식이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1차 확산기와 달리 강화된 정책이 수도권을 심으로 장기간 유지된 

2차 확산기의 경우, 언론의 방역 정보 달이 원활하게 이 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책과 련된 

보도 연구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3) 재난 보도와 언론의 실 재구성

터크만(Tuchman, 1978)이 강조한 것과 같이 뉴스가 실을 재구성하는 매개체이며, 엔트맨

(Entman, 1993)이 주장한 바처럼 원인 진단에서 해결책까지 생각의 흐름을 유도한다고 생각한

다면, 사회  거리두기 보도 연구에서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 달만큼 요한 것은, 해당 기간 발

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한 언론의 해석이다. 아이 거(Iyengar, 1994)는 추상 이고 거시 인 

방향의 주제  임(thematic frame)과 개인 이고 구체 인 사례에 기반한 일화  임

(episodic frame)을 사용함으로써 사건을 바라보는 과 원인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지 한 바 있는데, 이는 방역 상황에서 필연 으로 발생하는 갈등이 언론이 어떤 해석을 덧붙이는가

에 따라, 공공의 기부터 일상생활의 이익 다툼까지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다.

기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심으로 보도 내용을 분석한 

허 (Hubner, 2021)는 코로나19 확산 기에 언론에 다양한 사회집단이 등장함에 따라,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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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 보도를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해당 문제를 공공 보건의 문제보다 폐업과 같은 생활 속 문

제로 받아들이게 다는 을 지 했다. 과거 재난 보도의 경우, 과학자나 의사와 같은 문가의 

출연 비 이 높았던 것에 반해 코로나19 보도의 경우 정치인  이익 집단 표자의 출연 비 이 

높았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연구는 의 기 인식이 빠르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의 코로나19 련 논의가 지속  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미디어를 통한 실의 재구성이 가져오는 결과에 해 리스트를 

포함한 언론의 태도를 설명한 리와 바스냐트(Lee & Basnyat, 2013)의 연구와 연결된다. 해당 

연구는 보도를 달하는 리스트의 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디어의 에 따라 공공 보

건 기 에서 제공한 자료가 편집되며, 사실(the facts) 이상의 내용을 달하기 해 내용 

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을 지 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재구성은 모호한 환경에서 

기를 빠르게 정의하고, 질병에 한 인 인식을 제고 함으로써 질병에 한 인식을 “공공

의 문제”로 환하는 정 인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언론사나 리스트의 입장뿐만 아니라, 기사의 다양한 특징과도 연결

될 수 있다. 정치화(politicization)와 극화(polarization)를 심으로 코로나19 보도를 분석

한 하트, 친, 그리고 소로카(Hart, Chinn, & Soroka, 2020)는 이런 차이가 매체의 차이에서 

확인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문과 TV 네트워크 뉴스의 내용을 인용 빈도  머신러닝으로 분

석한 결과, 두 매체 모두에서 양극화된 보도 경향이 발생 되지만 정치화된 보도라는 측면에서는 

신문이 더 강한 입장을 드러내며, 정치화의 패턴 한 다른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

이다. 연구는 양극화 경향이 정부 차원의 갈등(conflicts)을 통해 만들어지며, 정부 혹은 정부가 

표하는 정책  움직임이 이에 반 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웅(2009)이 “뉴스 틀 짓기” 연구에서 제시한 “거  이야기 구조”는 국

내 코로나19 보도 태도를 바라보는데 주요한 지 을 제시한다. 국내 코로나19 1차 확산 시기 연

구를 확인해 볼 때, 언론 보도는 세 한 역학 조사와 이에 따른 정부의 주기 인 정보를 달하

는 과정에서 해당 질병을 빠르게 “공공의 기”로 환하고, 이를 통해 “성공 인 방역”이라는 이

야기 구조를 만드는 데 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뉴스의 보도 권력과 정치 권력의 상 계, 기

사 생산의 행에 한 논의에서 권력의 상호 작용과 언론사의 행이 실을 한 서사로 재

편하여 뉴스 단 로 달하려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한 베넷(Bennet, 2016)의 주장처럼, 언

론 보도의  다른 속성은 코로나19 방역을 둘러싼 복잡한 논의를 단순화하고 명료한 서사로 

달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서술한 국내 언론의 코로나19 보도 태도 문제에도 불구하

고, 언론이 보도의 심을 코로나19와 응으로 옮기고, 공공의 문제로 빠르게 변화시켰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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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연결된다(김여라, 2020; 표시 , 2020; Moon, 2020).

이에 조원 과 장덕진(Jo & Chang, 2020)은 코로나19 1차 확산기 뉴스를 시기  언론 

성향(보수, 진보, 기타)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구조  토픽 모델(STM, Structural Topic 

Modeling)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주제 집합을 구성한 결과 해당 시기 보도가 1) 일일 확진자 

발표와 시민의 반응 2) 외국의 코로나19 상황과 국제 계 3) 확진자, 의료 정보 4) 경제  

향으로 구성 으며, 국제 주제에서 언론 성향에 따른 정보 구성이 나타남을 확인했다. 연구에 따

르면 해당 시기 방역 정책에 한 국제간의 비교 임이 강조되며, 선진 인 방역 이미지가 뉴

스 수용자들에게 강한 정치 인 향력을 행사했음이 설명된다.

함승경 등(2021)은 코로나19 1차 확산 시기를 5개의 단계로 나눴으며, 정  언론을 

상으로 하여 뉴스를 수집하고 토픽 모델링을 용한 결과 코로나19 보도가 10개 (경제 기, 개

인방역, 정부 응, 정치반응, 정부지원, 생활 향, 감염연구, 지역방역, 해외상황, 교류차단)의 

의제로 정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 언론사의 정치  지향에 따라 의제의 집 이 다르게 나

타나며 시기의 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기별 핵심 의미 간 계에서는 모든 언론이 

응과 방역으로 수렴되는 의제의 통합 상이 찰된다고 서술했다.

코로나19 1차 확산기 언론을 통한 정부발표  실의 재구성은, 해당 시기 국내의 코로나

19 보도가 질병의 확산을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고, 방역을 한 극복 과정에 집 해야 한다는 국

민  동의를 구성하는 데 향을  것을 보여 다. 이념  향을 차치하더라도 언론 참여자들

이 공동으로 인식하는 응이 정부의 의도와 일정 부분 부합한 것을 보여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 1차 확산기와 달리 정책에 한 갈등 구조가 강화 으며, 1차와 달리 명료한 해결의 서사가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2차 확산기의 보도에 한 탐구 가능성을 제시한다.

4) 포털 기반의 국내 뉴스 환경과 분석 방법론의 문제

여러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뉴스 소비 환경은 구별되는 모습을 갖는다. 뉴스 소비 경

로로써 개별 언론사나 큐 이션 서비스의 향이 큰 해외에 비해, 국내 뉴스는 인터넷 포털을 주 

경로로 여러 언론사를 통해 끊임없이 정보가 공 되는 진  성장 구조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김

근, 2014; 송해엽·양재훈, 2017).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년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달되는 국내 뉴스의 다수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를 심으

로 유통되며, 신문에 더해 라디오, 텔 비  방송 등을 포 하는 뉴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포털 심의 뉴스 소비 환경은 통일된 랫폼으로써 매체 간 격차를 낮추고, 이용자의 심

을 즉각 으로 반 하는 뉴스 보도 경향을 만들어냈지만, 뉴스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포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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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검색어” 혹은 “트 드 단어” 클릭을 목 으로 뉴스를 양산하는 자기 복제  뉴스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향을 미쳤다(송해엽·양재훈, 2017; 이 웅, 2015; 조화순 등, 2012). 이를 개

선하기 해 편집권의 분산  알고리즘 사용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 지만, 이런 상은 2020

년 코로나19 련하여 주요 신문과  방송사 검색 기 으로 약 47만 건의 뉴스가 검색되는 

재까지 여러 형태로 뉴스 소비 과정에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국내 주요 이슈 보도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요구받

는다. 1) 양산된 기사에서 어떤 뉴스가 이슈와 직 으로 연 되며 언론사 입장이 강하게 반

된 뉴스인지 단해야 하며, 2) 규모 뉴스에서 연구 목 에 따른 어휘  의제 추출에 합한 

알고리즘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빅 데이터 기반의 뉴스 연구 논의와 연결된다. 주요 기  

없이 모든 포털 뉴스를 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면, 빈도에 기반한 확률 모델의 특성으로 양산

된 뉴스가 언론사의 입장과 뉴스 내용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포털 뉴스의 문법 혹은 랫폼의 

규격에 따라 설정된 규모 뉴스 데이터의 기본 정보량이 크기 때문에, 정제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한 알고리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알고리즘에 의한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

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코로나19 보도 연구는 규모 데이터가 가진 규모의 효과를 통해 불필요한 기사의 

향력을 이고, 시기나 정치  입장 등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의제와 핵심 어구를 확인

하는 다양한 근을 시도했다(김상미, 2020; 김태종, 2020; 장사랑·손애리, 2020; Jo & 

Chang, 2020). 특히, 단어  문장 분포를 통한 토픽 모델링 기법과 주요 키워드의 의미연결망 

분석이 다수 수행 다. 조원 과 장덕진(Jo & Chang, 2020)은 구조  토픽 모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토픽 모델과 같이 활용하는 분석 방법을 보여줬으며, 함승경 등(2021)의 

경우 시기에 따라 분할된 기사에 한 토픽 모델과 더불어 의미 연결망 내 키워드 심성을 분석

했다. 장사랑과 손애리(2020)의 경우, 언어 연결망을 구성 후 연결망과 키워드 속성에 따른 의

미 커뮤니티의 구성으로 연결망 분석을 심화한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포털 환경에서 언론사가 직  선정하는 “주요뉴스”를 확인하고 선정되지 않

은 “일반뉴스”와 비교하는 것은 재난을 보도하는 언론사의 입장을 더 명료하게 드러내는 유용한 

근법이 될 수 있다. 노출의 빈도를 높임으로써 포털 심 뉴스 환경에서 양산되는 연성 뉴스보

다 언론사의 입장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뉴스를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송해엽·양재훈, 2017; 

안종묵, 2019). 특히, 국내 주요 포털의 공정성 이슈 제기 등으로 인해 언론사의 선택이 편집에 

반 되는 최근의 환경에서, 언론사의 주요 뉴스 선정  배치에 한 탐구는 언론사의 의도, 수

용자의 탐색, 포털의 알고리즘에 따른 뉴스 노출이 주요 이슈의 구성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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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보여 다(김경희, 2016; 이재원, 2021).

이에 더해, 워드 투 벡(Word2Vec, Word to Vector)과 같은 보편화된 신경망 기반 분석 기

법에서 확인할 수 있듯, 뉴스 분석에 있어 신경망 모형의 사용은 메타데이터와 문장, 토픽 모델까

지 포함하는 통합  해석 틀로 사용될 수 있다(Blei et al., 2003; Le & Mikolov, 2014; Mikolov, 

Chen, Corrado, & Dean, 2013; Moody, 2016). 특히, 딥러닝 기반 모델은 기존 토픽 모델링을 사

용했을 때 분석하기 어려웠던 문맥 단 의 학습이 가능하기에, 더 복잡한 단 에서 유연하게 보도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 토픽 모델의 장 이 용량 문서에서 빠르고 쉽게 단어, 문

서, 숨겨진 주제의 계를 분포로 추출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신경망 기반의 분석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다른 여러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시각화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장 을 보여 다.

특히, 최근 자연어 처리에서 강조되는 임베딩(Embedding) 개념은 뉴스를 구성하는 문장과 

단어가 하나의 공간 안에 치하고 가까운 거리를 기 으로 주제를 묶어낼 수 있다는 해석을 제안

한다(Angelov, 2020; Dieng, Ruiz, & Blei, 2020). 이 경우, 규모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에서, 하나의 거  공간에 단어, 문장, 주제 등을 치시키기에 토픽에 속한 기사의 응집도를 계산

하거나, 계 으로 이를 재구성하는 등 연구자의 의도에 따른 편리한 변형이 가능하다. 이는 일자, 

섹션, 언론사, 기자, 사진 등 수많은 메타데이터 추출이 가능한 인터넷 뉴스 분석에서 큰 장 이 된

다.

3. 연구문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언론은 사람들의 정보 충족 요구를 만족시키기 한 정보 제공

창구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구에게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에 한 

수용자 공동 인식에 향을 미친다(김 욱, 2006; Lee & Basnyat, 2013). 더 나아가, 언론

을 통해 사회 반에 형성되는 험 인식은 정책에 한 태도와 실제 응 행동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Hart et al., 2020; Hubner, 2021; Kasperson et al., 1988). 이런 맥락에서 코로

나 1차 확산기 언론은 질병의 확산을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고 방역에 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향을 줬으나, 동시에 코로나19 발표를 경쟁 이고 자극 인 태도로 달하는 모습을 보 다

(김여라, 2020; 김태종, 2020; 표시 , 2020). 이는 험 커뮤니 이션에서 강조하는 재난 보

도의 요한 지 이  공론장의 구축과 이를 통한 유기  력 체계 구성이라는 에서 언론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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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양면  모습을 보여 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  방역 환경에서 수많은 정책 변화와 직간 이고 다양한 갈등이 발

생한 코로나19 2차 확산기를 심으로 요 방역 정책인 사회  거리두기에 한 언론의 보도 

태도를 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의 정책 정보 달과 사회  갈등 달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빠른 속도로 이슈에 따른 뉴스가 생산, 복제, 소비되

는 포털 뉴스 환경에서 언론사가 추천한 주요뉴스와 그 외 일반뉴스를 비교함으로써 언론사가 이

슈에 해 가진 태도와 이슈 추종의 뉴스 생산 환경이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언론

사가 코로나19 방역 뉴스를 포털에 제공하는 략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우선, 범 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와 비교하여 정책, 사회  문제에 가까운 사회  거리두

기 보도가 언론사에서 얼마나 요한 의제로 다 지고 있는지 <연구문제1>로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련 보도에서 매체와 언론사의 정치  성향이 뉴스 내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 지만(박주 , 2020; 함승경 등, 2021; Chipidza et al., 2021; Hart et al., 

2020), 이것이 포털 환경에서 매체  차이나 언론사별 차이로 이어지는지 단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문제 1: 2차 확산기 사회  거리두기 보도에서 언론의 주요뉴스 선정은 매체와 언론사의 향을 

받는가? 이는 동 기간의 코로나19 보도와 비교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다음으로, 사회  거리두기 보도에서 메타데이터 역할을 하는 시기, 섹션, 주요뉴스 여부에 

따라 언론의 뉴스 생산이 어떤 부분에 집 되는지 <연구문제2>로 확인한다. 이는 이슈를 추종하

는 포털 심의 뉴스 환경에서,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 확진자의 증가와 감소 등 여러 변화  어

떤 시기의 변화가 가장 주요한 변화로 인지되고 이것이 사회, 정치, 경제 등 어떤 종류의 문제로 

인식 는지 반  인식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문제 2: 2차 확산기 사회  거리두기 보도량은 섹션과 시기, 주요 뉴스 여부에 향을 받는가?

그다음으로 보도에서 시기, 섹션, 주요뉴스 여부에 따른 심 키워드의 변화와 연결을 <연

구문제3>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각 시기  섹션에 공통 으로 등장하는 키워드와, 해

당 시기  섹션의 고유한 키워드를 확인함으로써 변화되는 인식을 확인하고, 키워드의 연계된 

구조를 통해 보도에 반 된 범 한 인식 구조를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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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2차 확산기 사회  거리두기 보도 반의 핵심 키워드는 시기와 섹션, 주요뉴스에 

따라 어떤 공통 과 차이 을 가지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가?

마지막으로, 빈도  단어 연결에서 악하기 어려운 문장 체의 문맥을 학습하고 이를 통

해 2차 확산기 사회  거리두기 보도의 주요 의제가 어떻게 형성 는지 <연구문제 4-1>로 확인

하고자 한다. 한, 이 과정에서 주요뉴스가 집 하는 의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연구문제 

4-2>로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 이 과정에서, 기 커뮤니 이션 내 언론의 주요 기능

인 정보의 달이 잘 이 지고 있는지, 언론의 실 인식에 따른 갈등의 재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 졌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4-1: 2차 확산기 사회  거리두기 보도의 주요 의제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주요뉴스

에서 집 하는 의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4-2: 2차 확산기 사회  거리두기 보도의 의제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

4. 연구 방법

1) 분석 기간 설정  데이터 수집

사회  거리두기는 3월 12일 종합 정책 시행과 함께 정리  통합 으며, 1차 유행(3월경), 2차 

유행(8~10월), 3차 유행 시기(2020년 11월~2021년 4월, 이후 지속  변화 )를 거치며 단

계  세부사항이 조 다. 종료 없이 변화 과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데이터 추출 시기를 정하

고 정책 변화 과정에 숨겨진 패턴을 확인하기 해 시각화를 이용했다. 이를 해 코로나19 사회

 거리두기 정책, 규제 련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와 존스 홉킨스 학 코로나19 공개 데이터

(COVID-19 Data Repository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at 

Johns Hopkins University)를 결합하여 <Figure 1>과 같이 정리했다(Dong, Du, & 

Gardner, 2020).

시각화 결과 1) 단계 으로 강화-완화-종료(1단계 복귀)의 단계를 거치며 2) 정책  확진자 

수 변화가 1주기 단 로 크게 변화하는 패턴을 보임이 확인 다. 이에 따라, 확진자 수 변동  정

책  발표가 이 지는 일요일을 기 으로 삼았다. 구체 으로, 확진자 수가 격히 증가한 첫 번

째 주인 2020년 8월 16일을 시작 으로,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이후 1단계로 회귀(2020년 10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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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여 사회  거리두기 개편을 고한 2020년 10월 20일과 실제 개편이 이 진 11월 1일 사이의 10

월 25일을 종료 시 으로 삼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세부 인 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의 험 주기를 활용하는 방식

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질병의 특성  정책  향력을 고려하여 확진자  정책  변화를 활용

한 방식이 사용된 바 있다(김태종, 2020; 박주 , 2020; 이다인·김유섭, 2020; 장사랑·손애리, 

2020; 함승경 등,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정책  응인 사회  거리두기를 상으로 하

며, 2차 확산기 이후 정책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개편  확장 기 때문에 연속성을 고려하여 정

책  변화와 확진자 수를 기 으로 세부 시기를 구분했다. 각 기간의 구분  주요 정책 변화  

발표는 <Table 1>과 같다.

Figure 1. Social distancing policy changes and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vertical line color : stages of COVID-19 infection, vertical line width : social distancing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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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리두기 기사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년 언론 수용자 조사>를 기 으로 

인터넷 뉴스 이용 경로로 가장 많이 언 된(86.6%) 네이버 뉴스 포털의 온라인 기사를 크롤링

(Crawling)했다. 수집 기간은 2차 유행 기간으로 간주한 2020년 08월 16일 ~ 2020년 10월 

17일을 기간으로 삼았으며, 1) <2020년 언론 수용자 조사>의 설문결과(열독률, 수용자의 향

력 인식, 앱 이용, 구독 여부 등)과 재난 보도와 련된 기존 뉴스 보도 연구를 참고하여 6개 신

문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앙일보, 한겨 , 한국일보, 경향신문)과 6개 지상   종합 편성 

방송(KBS, SBS, MBC, YTN, JTBC, TV조선)을 상 언론사로 삼았다.

수집 내용으로는 포털 뉴스페이지에 기록된 뉴스 문  메타데이터(기록일자, 제목, 본

문, 언론사, 기자명, 언론사 지정 섹션, 언론사 선정 기사 여부 등)를 수집했다. 스포츠, 연  뉴

스의 경우 별도 섹션이 존재하며, 상 으로 빈도가 낮기에 분류에서 제외 다. 섹션은 언론사

가 직  지정한 분류(사회, 정치, 경제, 생활, 세계, 오피니언, IT)를 사용했으며 따로 섹션을 지

정하지 않았을 경우 미분류, 두 개 이상의 주제가 설정되어 있다면 복합주제로 분류했다. 마지막

으로 언론사 선정 기사 여부의 경우 언론사가 편집하여 포털 뉴스에 “Pick”으로 표기한 뉴스를 

“주요뉴스”, 그 외의 경우를 “일반뉴스”로 분류했다.

검색 결과 14,132건의 기사가 수집 으며, 이  언론사가 직  포털에 요청하여 주요 뉴스로 

선정한 언론사 주요뉴스는 3,815건이었다. 세부 으로는 언론사별 KBS(2,948), YTN(2,459), 

앙일보(1,314), 한국일보(1,219), MBC(1,081), SBS(1,069), 경향신문(898), 동아일보(844), 

조선일보(785), 한겨 (751), JTBC(506), TV조선(259)과 같이 기사가 수집 다.

Phase Tendency Main Changes

Phase 1

(8.16~8.29, 14 Days)
Enhanced

8.16 Seoul, Gyeonggi (Level 2)

8.19 Enhanced social distancing in capital area

8.19 Ban gathering of more than 50 people (100 for outdoor)

8.23 Social distancing Level 2 (nationwide, from 23, August, 

for 2 weeks)

Phase 2

(8.30~9.13, 15 Days)
Enhanced

8.30~9.6 Enhanced social distancing in Capital Area (2.5 Level)

9.7~9.13 Extend Social distancing (1 week)

9.7~9.20 Extend Social distancing (2 weeks, nationwide, Level 2)

Phase 3

(9.14~9.27, 14 Days)
Moderated

9.14 ~ 9.27 Social distancing in capital area (from level 2.5 to 2)

9.20 ~ 9.27 Extend social distancing Period (Level 2)

Phase 4

(9.28~10.11,14 Days)
Moderated

9.28 ~ 10.11

End of social distancing in Capital Area

Social Distancing (for Chuseok) Starts

Phase 5

(10.12~25, 14 Days)
End

10.12 Social distancing change (from level 2 to 1, nationwide)

10.20 Announcement for reorganization of social distancing

(from 11, November)

Table 1. Major Changes in Social Distancing Policies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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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처리

자연어 처리 방법론(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반 연구에서는 텍스트 데이터의 

한 처리가 요하다. 모델의 알고리즘  입력 데이터 처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

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뉴스 데이터와 세부 메타데이터를 결합한 정렬된 

데이터 형식(Tidy data)을 구성했다(Wickham, 2014).

우선, 기사 체에서 반복되고 불필요한 어구를 확인  삭제했다. 삭제된 어구 목록에는 

흔히 인터넷 신문에서 사용되는 마무리 문구(제보요청, 언론사 URL, 기자 이메일 등)와 인터뷰 

등에서 사용되는 문구(인사말, 기자 소개 등), 불필요한 문자열(특수문자, 복된 공백 등)이 삭

제 다.

그다음, 뉴스 본문에 한 토큰화를 수행했다. 문서를 분석 단 인 토큰으로 분해하는 방식

은 크게 의미 해석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형태소 태깅 방식과 높은 분류 성능을 한 워드 피스

(Word Piece) 방식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는 의미 분석이 요하기 때문에, 이썬(Python) 

형태소 분석기 카이(Khaiii, Kakao Hangul Analyzer III)를 이용하여 토큰화  품사 태깅

을 수행했다. 신조어나 인물명이 인식되지 않을 수 있기에, 이썬 한  자연어 처리 패키지

(Soynlp)를 이용하여 명사를 추출한 결과와 다음 인명사 에서 제공하는 자주 검색되는 인물 

500명의 이름을 합해 분석 사 에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해석에서 요한 명사, 형용사, 동사, 형사와 일반 부사를 제외한 나

머지 토큰을 필터링했다. 이후, 토큰화 과정을 거쳐 사라진 문장(공백)이나 해석이 어려워진 단

어 조합을 필터링하고, 남은 문장을 결합하여 14,011건의 뉴스 말뭉치로 정리했다. 정리된 뉴스 

말뭉치는 이후 분석에 따라 추가 형태소 추출  필터링 되어 분석에 사용 다.

 

3) 분석 모델  방법론 선택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경우 빈도를 심으로 한 분석을 용할 수 있으며, 처리를 통

해 추출한 정렬된 데이터 형식을 활용하여 메타데이터 조합별 빈도를 확인했다. 따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용되지 않았지만, 매체별 향력 확인 과정에서 카이제곱 검정이 사용 다.

<연구문제 3>의 경우, 사회  거리두기 보도를 분석하기 한 주요 키워드가 메타데이터에 

따른 특징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둔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각 섹션마다 불균형한 기사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는 의미 형성이라는 측면

에서 단어의 빈도에 더해 단어가 맺는 연결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사회연결망 근법을 사용하여, 상  100개 단어의 동시 출  키워드 연결망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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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했다. 이 경우 빈도에 더해 의미 연결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성(Centrality)을 통해 키워드

의 연결성을 확인하고, 군집을 악하여 단어가 맺는 응집된 의미 집단(Community)을 확인할 

수 있다(Wasserman & Faust, 1994; 최수진, 2016).

<연구문제 4>의 경우, 토픽 투 벡터(Top2Vec, Topic to Vector) 방법론을 사용했다. 해

당 방법론은 딥러닝 기반 문서 임베딩과 토픽 모델링을 결합한 방식으로, 단어 문맥을 학습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서 단어와 문장의 계를 고려하여 단어와 문장간 유사성을 세 하게 분석

에 반 할 수 있다(Angelov, 2020).

해당 기법은 문장 단 의 임베딩으로 유사한 단어 구조를 가진 문서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

고, 반 의 경우 거리를 멀게 만들고, 단어 치를 학습한다(Dai, Olah, & Le, 2015; Le & 

Mikolov, 2014; Mikolov et al., 2013). 이후, 유맵(UMAP, Uniform Manifold 

Approximation and Projection)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 견고하게 공간정

보를 압축시킨다(McInnes, Healy, & Melville, 2018). 마지막으로 에이치디비스캔

(HDBSCAN, Hierarchical 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 알고리즘으로 공간상의 집된 곳을 악한 후(McInne, Healy, & Astels, 2017), 

심 (Centroid)을 주제로 설정한다.

특히, 정보 이득량(Information Gain)을 통해 자동으로 주제 수를 설정하고, 계 으로 

재구성할 수 있기에, 토픽 모델링에 필요한 반복 인 주제 수 설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한, 이 과정에서 공간상의 의 좌표로 문서의 순서(Index)와 치(Vector)를 모두 보존하기 

때문에 토픽에 속한 문서의 메타데이터 통계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주제에 맞지 않는 문서

(Outlier)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4) 모델 세부 수치 설정

<연구문제 3>의 경우, 용언을 포함하면 해석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기에 명사만을 추출한 말뭉

치를 재구성했으며, 각 뉴스를 세부 문장으로 나 어 한 문장에서 같이 출 한 명사를 연결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경우, 빈도가 높은 단어가 부분 연결되기 때문에, 분포를 확인하여 상  

10% 연결 빈도를 심으로 연결망을 재구성하고 표 화된 심성을 구했으며, 보편 으로 활용

되는 루뱅(Louvai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단어 집단을 확인했다(최수진, 2016; Blondel, 

Guillaume, Lambiotte, & Lefebvre,  2008; Wasserman & Faust, 1994).

<연구문제 4>의 경우, 토픽 투 벡터 기법이 자동으로 토픽 수를 탐색하고, 이상 값을 가진 

문서를 제외하지만, 토픽 수가 많아지는 문제 이 있다. 이에 따라, 상  빈도 주제만 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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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방법이나 계 으로 주제를 묶어 주제군을 확인하는 방법이 고려 다. 자의 경우 분

류 성능이 높아지지만 체 내용을 악하는 과정이 어렵고, 후자의 경우 주요 주제군이 신 하

 주제가 제 로 분석되지 않는 문제 이 있다. 본 연구는 계 으로 주제군을 설정했는데, 해

당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Ghasiya & Okamura, 2021)와 재난 보도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바

와 같이 지나치게 많은 토픽 수 설정이 분석을 어렵게 할 수 있기에 10~31개 주제군을 설정하

여 각 토픽의 벡터 좌표에 k-means를 용했다(이 웅·김성희, 2018; 함승경 등, 2021). 오류

를 막기 해 해당 작업을 반복 수행한 경과 토픽 수가 21개가 되는 지 에서 토픽 간 거리가 

격히 어드는 지 (Elbow Point)이 발생했기 때문에 토픽 수를 21개로 설정했다. 이는 엄

히 말해 토픽 수 계산법이 아니지만, 벡터 기반 분석에서 간략하게 주제 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연구결과

1) 사회  거리두기 보도와 언론사 주요뉴스 선정

<연구문제1>은 포털 검색에서 노출도가 높고, 언론사의 편집이 향을 미치는 주요뉴스의 선정 

경향이 사회  거리두기 련 보도에서 강화되는지 코로나19 련 기사와 비교하고, 이를 매체

와 언론사별로 확인하는 데 목 을 둔다.

이에, 동일 기간에 “코로나” 검색어 결과에서 주요 기사 선정 비율과 “거리두기”에 한 선

정 비율을 <Table 2>과 같이 분석했다. 언론사의 경우 매체나 정치  성향 외, 다양한 요인이 

주요뉴스 선정에 향을 미칠 수 있고 언론사의 정치  성향 악도 일부를 제외하고 설정하기 

어렵다는 을 고려하여 결과를 언론사별로 나눠 반 인 경향을 비교했다.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색 결과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련 주제에서 사회  거리

두기보다 더 많은 일반뉴스가 생성 다. 한, 언론사 반에 걸쳐 일반뉴스의 생산이 주요뉴스

보다 많으며, JTBC와 동아일보만이 주요뉴스를 더 많거나 비등하게 선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언론사가 주요뉴스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보다 사회  거리두기를 더 주요한 

단어로 선정하며, 언론사별 주요뉴스 선정에 존재하는 반  경향이 두 주제 사이에 공통 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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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석 이후, 매체와 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정렬된 데이터를 <Table 3> 과같

이 매체와 주요 뉴스 선정 여부로 나 고, 해당 결과에 카이 스퀘어 검정을 수행했다. 검정 결과 통

계치 X2(df=1, N=14011) = 173.564, p < .001 로 사회  거리두기 보도에서 주요뉴스의 선정경

향과 매체 사이에 유의한 계가 있음이 확인 으며, 승산비 신뢰구간(1.53 ~ 1.78)에 따라 신문

이 방송보다 사회  거리두기 보도를 주요뉴스로 선정하는 경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거리두기 련 보도에서 두 매체가 선정한 주요 뉴스가 비슷한 빈도(1905, 1902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방송사에서 사회  거리두기 보도를 할 때, 일반뉴스를 더 많이 생산한다고 단할 수 

있다.

 Selected by Newsroom 

 Media    Featured News Non-Featured News Total 

 Newspaper

 Count  1905  3850  5755 

 Expected count  1563.7  4191.2  

   (% within row)  33.1 %  66.8 %  

 Television

 Count  1902  6354  8256 

 Expected count  2243.2  6012.7  

   (% within row)  23.0 %  76.9 % 

 Total 
 Count  3807  10204  14011 

   (% within row)  27.1 %  72.8 %  

Note. χ2 = 173.564, N=14011, df=1 ***p < .001 

Table 3. Number of Articles of Featured, Non-Featured News with Expected Values

Search Query

COVID Social Distancing

Media 

Companies
Non-Featured Featured Ratio Non-Featured Featured Ratio

JTBC 852 1167 0.73 190 310 0.61

KBS 4656 450 10.35 2520 381 6.61

MBC 3252 1174 2.77 672 409 1.64

SBS 3628 772 4.70 792 273 2.90

TV Chosun 770 462 1.67 160 99 1.62

YTN 4102 716 5.73 2020 430 4.70

Kyunghang 

shinmun
3585 824 4.35 691 167 4.14

Dongailbo 2105 2076 1.01 316 521 0.61

Chosunilbo 3684 749 4.92 648 133 4.87

Jungangilbo 3619 1004 3.60 1000 310 3.23

Hankyoreh 2472 1163 2.13 470 280 1.68

Hankookilbo 4604 2207 2.09 725 494 1.47

* Note : Upper cell is television, bottom is newspaper

Table 2. Comparing Featured News Selection Ratio of “COVID”, “Social Dist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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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기와 섹션에 따른 사회  거리두기 보도량 변화

<연구문제2>은 사회  거리두기 보도에서 강조되는 섹션, 시기를 통해, 언론이 집 하는 지 이 

주요뉴스와 어떤 계를 맺는지 확인하여 거리두기가 어떤 섹션의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변화했

는지 확인하는 것에 목 을 둔다. 이에 <Table 4>를 구성하여 메타데이터 조합에 따른 뉴스의 

빈도 차이를 확인했다. 다른 섹션은 표기를 유지하되, 사회의 경우 외신을 참고하여 섹션을 국내

(National)로 표기했다.

사회  거리두기 보도에서 가장 비 이 높은 섹션은 사회(62.5%), 정치(11.2%), 경제 

(9.5%) 섹션으로 세 섹션이 합쳐 다수(83.4%)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주요뉴스와 일반뉴스

에서 같았지만, 주요 뉴스의 경우 사회(66.2%), 정치(12.8) 섹션의 비 이 일반뉴스의 사회

(61.2%), 정치(10.7%) 섹션보다 높았다. 반 로, 일반뉴스의 경우 경제(10.5%)와 생활

(4.7%) 섹션의 비 이 주요뉴스의 경제(7.1%)와 생활 (1.8%) 섹션의 비 보다 높았다. 시기

별로는 1기(30.8%), 2기(27%), 3기(16.2%), 4기(11.9%), 5기(13.8%)로 사회  거리두기 

정책 강화가 이 진 1기와 2기에서 련 보도의 반 이상이 기록 고, 완화  종료 단계에서 

보도가 감소했다.

이는 거리두기 정책의 완화보다는 강화에, 확진자의 감소보다는 증가에 언론 보도가 집

되는 것을 보여주며, 코로나19 1차 확산기 보도 연구에서 제시된 바처럼 속보를 심으로 하는 

사건 심의 보도 경향이 포털 뉴스 환경에도 그 로 반 됨을 보여 다. 다만, 주요뉴스의 경우 

1기에서 5기에 이르기까지 보도 비 이 지속해서 감소한 데 반해, 일반뉴스에서는 5기에 보도 

비 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 다. 이는 섹션을 통해 확인할 때 1단계로 거리두기 정책이 복귀하면

서 1~4기 사이에 규제 던 다양한 분야의 활동 재개가 뉴스 생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주요뉴스가 다루는 문제가 방역 강화  확진자 증가에 집 되어 있으

며, 일반뉴스의 비 이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른 다양한 활동과 더 연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기와 섹션, 주요기사 여부를 교차시켜 보았을 때 경제와 세계 뉴스에서 2기

의 비 이 증가한 것이 주요 뉴스와 일반뉴스 양쪽에서 찰 다. 이는 사회  거리두기 강화 시

기에 경제 문제에 심이 집 음을 보여주며, 비교군으로써 해외 사례에 한 심이 증가한 

것을 보여 다. 이는 사회  거리두기에 따른 규제가 경제  문제를 심으로 언론에서 인식된 

측면이 큰 것을 보여 다,

섹션과 시기에 한 빈도 분석은 사회  거리두기가 사회 이슈를 심으로 인식되나, 여러 

경제, 정치, 생활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 다. 한,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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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면이 강하며, 이러한 갈등 구조에 주목하는 경향은 주요 뉴스에서 더 

확연히 나타남을 보여 다. 그러나, 빈도를 통해서는 해당 경향이 어떤 이슈와 구체 으로 연계

되는지 확인하기 모호하며, 이에 따라 <연구문제 3>의 키워드 심 연결망 해석이 필요해진다.

3) 사회  거리두기 보도 키워드 연결망

<연구문제3>은 <연구문제2>에서 확인한 주요뉴스와 시기, 섹션에 따른 언론의 강조  인식이 

보도 키워드 연결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 방법론  세부 수치에 

따라 키워드 연결망을 구성했으며, 가 치를 고려한 연결 심성을 계산하여 모든 변화에 공통되

는 언론의 인식과 시기, 섹션별 특징을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뉴스

를 구성하는 개별 문장에서 같이 출 한 단어는 연결이 있다고 가정했으며, 이에 따라 뉴스를 문

장 단 로 분해하여 연결망을 구성했다. 한, 이 과정에서 상  10% 연결을 필터링하여 모든 

키워드가 연결되는 상을 방지하고, 도가 높은 연결망을 추출했다.

주요뉴스와 일반뉴스를 상으로 한 요 상  키워드와 문장에 걸친 빈도(document 

frequency)는 <Table 5>과 같이 정리 다. 주요뉴스와 일반뉴스에 걸쳐 순 는 다르지만, 

부분의 상  단어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주요뉴스의 경우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정부(government), 발생(occurrence), 수도(capital)가 일반 뉴스의 경우

(case) 부분(part), 사람(people)이 상  단어에서 겹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News Phase
Section

Total
National Politics Business World Life IT Opinion Unknown Mixed

Non

Featured

News

1 1813 519 272 110 125 19 86 85 37 3066

2 1580 293 399 122 112 10 100 70 46 2732

3 1077 121 178 96 81 14 57 44 36 1704

4 793 73 95 89 66 10 33 20 13 1192

5 984 85 129 96 100 6 38 58 14 1510

Total 6247 1091 1073 513 484 59 314 277 146 10204

Featured

News

1 795 235 74 34 21 5 17 9 73 1263

2 699 131 109 37 19 2 9 6 51 1063

3 402 58 36 31 9 4 7 6 21 574

4 325 35 21 56 12 3 5 6 13 476

5 298 27 32 45 8 0 5 7 9 431

Total 2519 486 272 203 69 14 43 34 167 3807

* Note. Society section as “National”, “Unknown” section is unlabeled by press, “Mixed” has multiple section

Table 4. Frequency of News Phase, Section by Featured, Non-Feature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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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  연결 빈도로 연결망을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두 뉴스 간 상  등장 빈도 키워드가 

유사한 집단을 형성하지만, 연결 빈도를 기 으로 확인했을 때 다른 단어가 연결망 심으로 나

타남을 보여 다. 구체 으로 각 뉴스의 고유 키워드를 살펴보면 (유지, 제한, 일부, 방문, 국내, 

시행, 통령, 수업, 업, 가운데, 완화, 운 , 상, 트럼 , 경기, 기 , 하루, 이날, 증가, 서

울시, 격상, 카페, 배, 연장)으로 주요뉴스에서 거리두기 규제와 련된 키워드가 다수 확인되

며, 일반 뉴스의 경우 (효과, 문제, 사실, 표, 이야기, 의원, 시간, 가족, 부분, 백신, 얘기)과 

같이 백신이나 가족 등 넓은 범 의 이슈 련 키워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와 같이 각 키워드 연결망의 응집된 하부 집단인 커뮤니티를 확인했을 때, 주요 

뉴스에서 6개, 일반 뉴스에서 5개의 커뮤니티가 구성 다. 다만, 10% 이상 키워드 비율을 갖는 

심 커뮤니티는 주요뉴스와 일반 뉴스모두 3개가 존재했으며 커뮤니티의 주제가 “확진자 황, 거

리두기 단계, 방역수칙”으로 유사했다. 주요 뉴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교, 종교시설”이, 일반뉴

스의 경우 “재난지원 ”과 “등교”가 지엽  커뮤니티를 구성한 것이 확인 다. 결과 으로 커뮤니티 

단 로 묶어서 보았을 때, 주제 집단에서 두 뉴스 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요뉴스에

서 거리두기 방역정책과 직 으로 연계된 단어가 좀 더 큰 비 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세부

인 키워드 연결 구조가 달라지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는 키워드의 연결성을 반 하는 큰 사이즈의 

노드(Node)가 양쪽 시각화에서 비슷한 분포와 규모로 확인되나, 세부 연결을 반 하는 하  키워

드 집단 커뮤니티와 연결 정도(Edge weight)에 따른 배치가 차이를 보이는 것과 연계된다.

Featured News Network Non-Featured News Network

(Nodes : 88, Edges : 494) (Nodes : 75, Edges : 495)

Words Centrality Frequency Words Centrality Frequency

disease prevention 0.827 0.630 disease prevention 0.864 0.630

level 0.758 0.633 infection 0.824 0.585

confirmed case 0.724 0.497 situation 0.743 0.482

infection 0.643 0.585 confirmed case 0.662 0.497

society 0.436 0.776 level 0.635 0.633

capital 0.436 0.399 patient 0.500 0.241

social distancing 0.402 0.697 part 0.432 0.197

government 0.390 0.457 case 0.405 0.331

situation 0.379 0.482 society 0.378 0.776

occurrence 0.367 0.358 people 0.364 0.350

* Note. Frequency : document frequency

Table 5. Top Centrality Keyword of Each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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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빈도 키워드에서 주요 뉴스와 일반 뉴스 키워드가 다수 겹치기 때문에 시기별 구분에

서는 주요 뉴스와 일반뉴스를 통합하여 연결망을 구성했다. 시기별 변화를 확인하기 해 다섯 

시기 키워드 연결망  겹치는 노드를 확인한 결과 모든 시기에 걸쳐 발견되는 키워드는 47개로, 

이  모든 시기에서 심성 기  상  30개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종합한 결과 (상황, 정부, 경

우, 사회, 방역, 단계, 정도, 문제, 생각, 발생, 환자, 가능, 검사, 부분, 감염, 지역, 확진자, 거

리두기, 사람)과 같이 확진자 상황  거리두기 단계가 심을 이루고 있었고, 그 외 키워드로는 

(마스크, 서울, 바이러스, 집회, 집단)과 같이 집단행동  수도권 확산과 련된 키워드가 확인

다. 이는 기존 방역  확진자 황에 더해, 정치  갈등과 수도권 심 논의가 모든 시기에 

요하게 다 짐을 보여 다.

모든 시기에 존재하는 상  키워드를 제외한 시기별 고유 키워드의 연결망을 확인한 결과

는 <Table 6>과 같이 정리 다. 시기별 키워드를 확인해 보자면, 시기1 에서는 집회와 집단감

염, 시기 2에서는 재난지원 , 시기 3에서는 추석기간 거리두기와 백신(독감, 코로나 포함), 시

기4 에서는 추석과 집단감염, 시기 5에서는 규제 완화 (등교와 종교행사)가 시기별 이슈로 제시

다.

Figure 2. Keyword network and community a) featured news b) non-featured news. 
Each community has a different color. Node size reflects the degree of the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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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  섹션인 사회, 정치, 경제, 세계의 키워드 연결망을 확인한 결과 <Figure 

3>과 같이 시각화가 수행 다. 모든 섹션에 걸쳐 확인되는 단어는 18개로 부분 방역  확진

자와 련된 단어가 확인 다 (이번, 확진자, 경우, 이상, 지역, 거리두기, 조치, 이후, 방역, 확

산, 사회, 조사, 정부, 정도, 상황, 사람, 가능, 련). 이는 모든 섹션의 논의가 방역 정책에 따

른 사회  변화를 반 하고 있음을 보여 다. 공통 단어를 제외하고 상  단어를 확인한 결과 

<Table 7>과 같은 결과가 확인 다. 이를 커뮤니티로 확인하면 사회의 경우 사회  거리두기와 

확진자 발표, 정치의 경우 정책에 한 정치 논쟁, 경제의 경우 재난지원 , 세계의 경우 미국의 

정치  상황과 정책 련 키워드가 한 연결을 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정치 섹션의 경우 커

뮤니티가 2개로 구성되어 다른 섹션보다 심 키워드 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단체, 정당명이 시기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반복해

서 등장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해당 정보와 시각화를 연계하면, 내용  키워드가 집 된 경

제, 세계의 경우 낮은 수의 키워드 집단이 구성 으며, 상  키워드 노드의 집 도가 높아지면서 

큰 사이즈 노드가 다수 등장하는 구성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항을 종합 으로 확인한다면, 2차 확산기 사회  거리두기에서 가장 주요하게 제기되

는 키워드는 코로나19에 1차 확산기 연구와 같이 방역  확진자 련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Phase Unique Top Keyword Issues

1 church, story, Sarang-Je-Il church, lawmaker, business rally and mass infection

2 subsidy, Chuseok, effect, extension, truth disaster subsidy

3 Chuseok, vaccine, holidays, vaccination, flu social distancing in Chuseok, flu vaccine

4 holidays, Chuseok, period, hospital, case mass infection case in Chuseok

5 class, school, student, attending class, church changes in restrictions

Table 6. Unique Keyword and Issues of Each Phase

Section Unique Top Words (except from common top words list) Issues

National infection, level, patient, occurrence, part, capital, confirmed 

case

social distancing, confirmed case

Politics nation, thought. lawmaker, part, problem, story, 

representative

public announcement, discussion

Business subsidy, business, payment, level, purchase, sales, decrease disaster subsidy

World Trump, United States, mask, president, Biden, infection, 

White House

United States politics and policy

Table 7. Unique Keyword and Issues of Each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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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슈에 따른 뉴스 생산 과정에서 다수의 키워드가 공통되더라도 일반 뉴스에서 다양한 키

워드가 제시되며, 주요 뉴스에서 정부 발표 등 정책과 연계된 키워드의 집 도가 더 높은 차이가 

확인된다. 특히, 세부 인 섹션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인해 볼 때, 1차 확산기와 비교하여 집

회를 포함한 집단행동에 한 논의와 재난지원 으로 표되는 경제  지원이 주요한 이슈로 제

기되고 있으며, 사회  거리두기 단계 변화와 이에 따른 지원  지 , 등교, 종교 활동 등의 경

제, 사회, 정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국가 이슈에 있어 

미국을 심으로 한 논의가 요하게 다 지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해외 방역 정책의 비교 

상으로써 언론이 미국의 사례  논의에 집 한다는 사실을 보여 다. 이는 1차 확산기와 비교

하여 방역 정책이 경제  갈등 구조와 정치  속성을 강하게 보이며, 이로 인해 비교 상으로써 

해외의 범 가 미국으로 좁 지지만, 정책 으로는 더 복잡해진 을 보여 다.

Figure 3. Keyword network community a) National, b) Politics, c) Business, d) World. Each 
community has a different color. Node size reflects the degree of the node.



코로나19 2차 유행기 “사회  거리두기” 보도 분석 275

4) 코로나19 보도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의제 설정

<연구문제4>는 사회  거리두기의 세부 의제가 어떻게 형성되며 이것이 주요뉴스  섹션, 시기

의 조합 아래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여 언론이 기와 갈등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확인하는 것

에 목 을 둔다. 이를 해 문맥을 포함한 표 상의 분석이 가능한 토픽 투 벡터 모델을 사용한 

분석이 수행 다.

시기, 섹션, 주요뉴스 여부의 경우 <연구문제 3>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통 주제에서 섹션

이 분화되고, 연속된 사건  보도가 이 지기 때문에 시계열 기반 토픽 모델링 근법을 참고하

여 모든 문서를 학습에 투입한 후 메타데이터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했다(Blei 

& Lafferty, 2006; Lee & Song, 2020; Roberts, Stewart, Tingley, & Airoldi, 2013). 

알고리즘의 추천 토픽 수는 200개 으나, <연구방법> 항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계  선행

연구의 설정을 참고하여 10~31개의 주제군 범  내에서 주제 벡터 간 거리가 최소화되는 21개

의 주제군 수를 설정, 벡터 거리를 이용한 계  주제 묶음 기능을 통해 200개의 주제를 21개

로 재구성했다.

계  구조에서 하  주제 내용이 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주제 내 기사 

 주제와 가장 가까운 기사 10건, 임의 추출한 기사 10건을 확인하고, 토픽 상  단어를 고려하

여 토픽별 주제를 설정했다. 한, 체 주요 뉴스와 일반 뉴스의 비율이 0.27, 0.73이기 때문에 

주요뉴스가 비율 0.2~0.3 이하, 이상의 비율을 갖는 경우 해당 토픽을 각각 일반뉴스 토픽, 주

요뉴스 토픽으로 지정했다. 마지막으로 문서 간 상 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을 이용하여 토

픽 벡터와 가까운 상  100개 뉴스의 토픽과의 거리 평균을 뉴스 응집성(News Coherence)으

로 정의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편차나 토픽 내용의 특이성을 반 하지 않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토픽에 속한 뉴스의 주제 일치성을 보기에 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해당 내용을 비율이 높은 토픽부터 확인하면, ‘경제 기와 

지원(economic crisis and support)’, ‘지역  사례(local transmission case)’, ‘등교 수

업 (attending school)’, ‘다 이용시설 규제(regulations publicly used facilities)’, ‘홍보 

기사(public relation news)’, ‘종교 행사 집단 확산’(mass infection case in worship)’, ‘문

화행사 변화(cultural event changes)’, ‘방역 정책  지원 논의(debate about quarantine 

and subsidy)’, ‘일일 확진 사례(Daily confirmed case)’, ‘해외 사례(foreign cases)’, ‘지역 

활동(local activities)’, ‘생활 변화 – 사회(changes in life, national)’, ‘생활 변화 – 경제

(changes in life, business)’, ‘방역 계획 발표(announcement for social distancing 

changes)’, ‘방역 정보 – 정부 발표(covid-19 information from government)’, ‘집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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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Mass infection in group facilities)’, ‘방역 정보 – 문가(covid-19 information 

from experts)’, ‘의사 업(strikes of doctors)’, ‘추석 방역 기간(Chuseok - special 

social distancing period)’, ‘군  내 감염(mass infection in the military)’, ‘코로나19 정

부 책 회의 (COVID-19 government response meeting)'과 같았다. 1차 확산기와 비교하

여 집 된 주제로써 경제 기와 집단 확산에 한 비율이 높아진 것이 확인 으며, 특히 카페와 

스토랑 같은 다 이용시설 제한과 정치  지원 논의가 엮인 갈등 구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확인 다.

연구문제에 따라 주요뉴스가 집 되는 토픽을 확인했을 때, 주요뉴스의 주제군은 크게 두 

가지로 규제에 따른 정책 갈등과 정부의 공  발표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의 경

우 ‘방역 정책  지원 논의’,‘다 이용시설 규제’, ‘종교 행사 집단 확산’, ‘생활 변화 – 사회’, ‘집

단 시설 감염’이 속해 있으며, 후자의 경우 ‘일일 확진 사례’, ‘방역 계획 발표’, ‘방역 정보 – 정부 

발표’, ‘코로나19 정부 책 회의'가 속해 있었다. 시기 으로는 1기와 2기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집단 시설 감염’의 경우 거리두기 정책 완화 과정에서 나타난 재확산 우려로 인해 5기의 기사 비

이 가장 높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섹션의 경우 부분이 토픽에서 높은 사회 섹션 

비율이 확인 지만 ‘방역 정책  지원 논의’와 ‘코로나19 정부 책 회의’와 같이 정치 섹션의 비

율이 높은 토픽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토픽의 응집성을 기 으로 봤을 때, 평

균보다 높은 응집성이 확인 는데, 정보원이 정부로 통일되고, 유사한 의제를 다루기에 토픽의 

집 도가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 로 일반뉴스가 집 되는 토픽을 확인했을 때, 일반뉴스의 주제군은 코로나19 확산 정

보와 사회  거리두기 내 생활로 묶이며, 자의 경우 ‘지역  사례’, ‘방역 정보 – 문가’로 

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홍보 기사’, ‘문화행사 변화’, ‘지역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시기의 

경우 자는 코로나 2차 확산이 시작된 1기와 2기, 나머지 토픽은 상 으로 고른 시기  특징

을 보인다. 특히, 코로나19에 한 확산 정보에서 일반 뉴스는 지역 확진 사례의 비 이 높았고, 

사회  거리두기 내 생활 뉴스의 경우 갈등 구조보다는 변화과정  사례가 다수 다. 문가 정

보의 경우 상 으로 토픽에 한 응집성이 낮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정부 발표와 비교하여 

코로나 정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지만, 통일된 정부 발표와 달리 문가의 주장과 다양한 

배경의 정보에서 내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 다. 홍보 기사의 경우 모든 시기에 기

사가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는 해당 기사가 홍보 키워드로써 거리두기를 사용한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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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N Main topic with top 7 related keyword Main Section
Main

Phase

Featured

Ratio

News

Coherence

1
1022

(0.07)

‘economic crisis and support’

small enterprise, employment, small enterprise owner, 

emergency subsidy, Bank of Korea, service, shock

Business 0.6

National 0.2
1(0.44) 0.26 0.54

2
896

(0.56)

‘local transmission case’

community spread, Sunglim church, Gwangju, table tennis 

club, Gyeongsangnam-do, order, Suncheon, recover

National 0.9
1(0.45)

2(0.28)

0.09

Non-

Featured

0.56

3
884

(0.06)

‘attending school’

Ministry of Education, school, attending school, Office of 

Education, parents, class, semester, grade

National 0.93 1(0.35) 0.22 0.72

4
875

(0.06)

‘regulations publicly used facilities’

cafe, franchise, eating, shop, table, store, bakery, 

restaurant

National 0.86 2(0.52)
0.42

Featured
0.57

5
862

(0.06)

‘public relation news’

boss, leader, sound bar, base, competition, contribution, 

meditation, winner

National 0.48 All

0.13

Non-

Featured

0.47

6
786

(0.05)

‘mass infection case in worship’

church, worship, minister, Christian Council of Pusan, 

force, rally, church member

National 0.79
1(0.50)

2(0.22)

0.34

Featured
0.53

7
765

(0.05)

‘cultural event changes’

audience, work, show, opening, actor, stage, movie, seat

Life 0.33

National 0.26

1(0.28)

5(0.23)

0.11

Non-

Featured

0.55

8
743

(0.05)

‘debate about quarantine and subsidy’

Deobooleoh Democratic Party, the opposition party,  

Democratic Party, the opposing parties, the ruling party, 

intraparty, Lee Nak-yeon

Politics 0.79
1(0.53)

2(0.30)

0.30

Featured
0.52

9
665

(0.04)

‘Daily confirmed case’

inflow, new,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quarantine, foreign, accumulate, digits, confirmed

National 0.95
1(0.26)

2(0.26)

0.51

Featured
0.68

10
663

(0.04)

‘foreign cases’

Donald Trump, field, Biden, The White House, campaign, 

Washington, United States

World 0.81 All 0.29 0.53

11
662

(0.04)

‘local activities’

enjoy, colored, walking road, vibe, admire, relish, tourist
National 0.70 All

0.17

Non-

Featured

0.56

12
583

(0.04)

‘changes in life, national’

wedding, outside, high risk facilities, chapel, inside, 

national 

National 0.88
1(0.35)

5(0.20)

0.36

Featured
0.63

13
577

(0.04)

‘changes in life, business’

consumer, cancellation charge, wedding business, clause, 

wedding, conflicts, Fair Trade Commission

Business 

0.48

National 0.33

2(0.36) 0.23 0.55

14
576

(0.04)

‘announcement for social distancing changes’

head, Yoon Tae-ho,  a senior official,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Disaster Management, 

movement, Son Young-Rae

National 0.89 2(0.32)
0.32

Featured
0.64

Table 8. Detailed Information of Each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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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시기에 따른 토픽의 변화과정을 확인하기 해 일별 언론 보도량을 <Figure 

4>와 같이 시각화했다. 이에 따르면, 2차 확산기 사회  거리두기 보도 토픽들은 주기 으로 반

복되는 정부 회의나 발표를 제외하고 시기에 따라 집 되는 부분이 다르며, 확진자  집회 련 

문제와 연계된 다수의 토픽 비 은 1,2기에 집 되어 있고, 사회  거리두기 정책 변화와 연계된 

토픽은 4기와 5기에 걸쳐 비 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 으로 확인한다면, 

2차 확산기 사회  거리두기 정책을 다루는 언론 논의는 격한 확진자 증가 사례, 장기 인 방

역 정책에 한 반응,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정부 발표, 이슈와 무 한 지엽  의제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기사 빈도가 없거나 낮은 토픽과 일정한 주기로 

낮은 빈도가 반복되는 토픽의 경우 실질 으로 사회  거리두기와 련이 거의 없거나 낮은 요

성을 보이는 기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opic N Main topic with top 7 related keyword Main Section
Main

Phase

Featured

Ratio

News

Coherence

15
573

(0.04)

‘covid-19 information from government’

Pandemic,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Deputy 

Director, control, part, Kwon Jun-wook, Jeong Eun-kyeong

National 0.78
1(0.31)

2(0.21)

0.31

Featured
0.54

16
565

(0.04)

‘Mass infection in group facilities’

Hadderak, hospital, nursing, rehabilitation, Dana, 

Dobong-Gu, confired

National 0.95
5(0.28)

2(0.23)

0.30

Featured
0.59

17
501

(0.44)

‘covid-19 information from experts’

patient, now, number, little, severity, considerably, mild 

symptoms

National 0.79
1(0.44)

2(0.22)

0.19

Non-

Featured

0.45

18
467

(0.03)

‘strikes of doctors’

suspension, group action, resident, strike, Medical 

Association, general strike, 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Politics 0.53

National 0.35

1(0.65)

2(0.22)
0.26 0.55

19
459

(0.03)

‘Chuseok - special social distancing period’

window seat, returning home, train, return to Seoul, 

Korail, enshrinement, Sungmeow

National 0.76

2(0.33)

3(0.27)

4(0.28)

0.28 0.59

20
450

(0.03)

‘mass infection in the milita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ase, soldier, enlisted 

soldier, civilian, commissioned officer, pass

National 0.58
1(0.21)

2(0.24)
0.23 0.52

21
434

(0.03)

‘COVID-19 government response meeting’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Prime minister(CDSCHQ), Chung Sye-kyun, 

deputy,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chair, CDSCHQ(same as first word)

National 0.55

Politics 0.36

1(0.27)

2(0.30)

0.41

Featured
0.57

Note. N(Frequency), Values in parentheses indicate ratio,

Set “Featured News” based on ratio 0.30, “Non-Featured” as 0.20

News coherence calculated by average of top 100 document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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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포털 뉴스 환경에서 확진자 증가, 방역 정책 강화, 정책 강화 반응, 강화에 따른 경제

 어려움과 지원과 같이 의제가 연계되어 비 이 증가, 감소하며 이런 흐름에서 벗어난 련 뉴

스의 경우 비 의 변화를 측하기 어렵거나 일정한 주기를 갖는다는 을 보여 다. 한, 기 

커뮤니 이션 배경의 코로나19 1차 확산기 언론 보도에 한 해석에서 볼 수 있듯이, 2차 확산

기에도 거리두기라는 구체  정책에 한 보도 기사라 하더라도 다양한 확진 사례나 거리두기 강

화와 같은 자극  이슈에 보도가 집 된다는 것을 보여 다. 결과 으로 2차 확산기 사회  거리

두기 언론 보도 의제는 1차 확산기와 같이 확진자와 응이 심이 되나 정책 으로는 경제  문

제와 정치  입장이 얽힌 사회  갈등으로 인식 고, 주요뉴스를 통해 보도의 심이 되는 방역 

 확진자 정부 발표가 달 으며, 일반뉴스를 통해 기타 지엽  이슈 등이 달 다. 다만, 지

역 확진 사례에서는 많은 수의 기사 양산이 이 지며, 일반뉴스의 비 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 Time series visualization of the number articles for each topic. circle size : 
number of articles for each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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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사회 험은 범 한 연결을 통해 확산하는 정보 흐름이며,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다양한 정

보를 매개하고 사건에 한 재구성을 수행하는 언론은 사회가 험을 공공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빠르게 처하도록 의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김 욱, 2006; Beck, 

1992; Entman, 1993; Giddens, 2013; Iyengar, 1994; Kasperson, 1988).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수용자 기 인식은 정부의 방역 정책을 받아들

이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큰 향을 미칠 수 있다(Breakwell, 2000; Hubner, 

2021; Lee & Basnyat, 2013).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19 1차 확산기 언론 보도는 이 코로

나19를 공공의 으로 인식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코로나19에 한 이슈 추구 과정에

서 미흡한 문성과 보도 객 성을 보이기도 했다(김여라, 2020; 김태종, 2020; 박주 , 2020; 

표시 , 2020; 함승경 등, 2021).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2차 확산기 동안 “사회  거리두기”라는 정부 응 정책의 장기화

와 이에 따른 갈등 심화 과정을 언론이 어떻게 의제화했는지 분석했다. 이는 재난에 한 언론 

보도의 역할과 보도에 내포된 편향성  당  입장을 포 하는 논의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과

정에서 국내 인터넷 소비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포털 뉴스 랫폼 환경을 바탕으로 언론사가 

추천한 주요뉴스와 그 외 일반뉴스를 분석했다. 이를 해, 방역 책 강화에 한 기 인식과 

더불어, 규제에 따라 필연 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해 언론이 어떤 섹션  키워드로 이를 달

하는지 악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악하는 근을 취하고자 했다. 한, 기존 규모 뉴스 

분석 연구가 취했던 토픽 모델링, 사회연결망 분석에 더해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임베딩 방법론

을 취함으로써, 상 으로 미흡했던 문맥을 포함한 심도 있는 해석과 더불어 벡터 기반의 연산 

확장을 통해 시각화  뉴스 응집성과 같은 응용된 분석 기법을 수행하고자 했다.

우선, 사회  거리두기 련 주요뉴스 비 을 확인한 결과 포털 뉴스 환경에서 JTBC와 동

아일보를 제외한 언론사들은 사회  거리두기 보도에서 주요뉴스보다 일반뉴스를 더 많이 생산

하는 경향을 보 으며, 이런 경향은 일반 으로 방송매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비슷한 

주제를 포 하는 코로나 련 뉴스와 비교했을 때, 언론사의 주요뉴스 선정 경향은 코로나와 거

리두기 련 뉴스 양쪽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 으나, 일반뉴스의 비율은 코로나 련 뉴스에서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언론사가 포털을 통해 추천하는 주요뉴스, 그 외 일반

뉴스 사이에 매체에 따른 차이와 언론사별 경향이 존재하며, 거리두기와 같이 구체 인 이슈와 

련된 뉴스일수록 주요 뉴스의 선정 비율이 올라감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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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시기와 섹션에 따라 주요뉴스와 일반뉴스 비율을 비교한 결과, 주요뉴스와 일

반뉴스 모두, 상  3개의 섹션으로 사회, 정치, 경제가 확인 으며, 시기 으로는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회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된 1, 2기에 뉴스의 다수가 생산 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다

만, 세부 비율로 확인했을 때, 주요뉴스에서는 정치와 사회 비 이 높고 시간이 갈수록 뉴스 생

산량이 감소했으나, 일반 뉴스에서는 상 으로 그 외 섹션의 비율이 높고, 거리두기 정책이 1

단계로 회귀한 5기에서 뉴스 생산량이 반 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 다. 이에 따라 주요뉴스가 

집 하는 이슈는 방역활동  확진자 증가와 연계되어 있으며, 일반뉴스의 경우  집 된 이슈가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른 여러 지엽  사항과 연계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특히, 시기와 섹

션, 주요기사 여부의 상호작용을 확인했을 때, 거리두기 정책의 강화가 경제 문제를 심으로 하

는 정치  논의와, 비교군으로써 해외 사례를 포 하는 복합  이슈로 다 졌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후, 주요뉴스 여부, 시기, 섹션의 조합을 상  키워드 공동 등장 연결망으로 재구성한 결

과, 2차 확산기 사회  거리두기 키워드 연결망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해당 시기 기 

응에서 요구되는 정보인 방역 정책  확진자 련 키워드 다. 다만, 세부 구조를 살폈을 때, 

주요뉴스에서는 정책  확진자 련 단어가 집된 구조를 보 으며, 일반뉴스에서는 백신 등의 

주제에서 확장된 키워드가 확인 다. 특히, 연결의 비 을 반 하는 심성과 키워드간 연결이 

집된 하 집단인 커뮤니티를 통한 분석은 같은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일

반뉴스와 주요뉴스 사이에 연결 구성 차이가 큰 것을 보여줬다. 이는 유사한 보도 내용이지만, 

정보원이나 논조, 이슈에 한 집 도 등의 차이가 연결망 구성에 향을 줬다는 을 확인시켜 

다.

시기에 따른 키워드 연결망 변화에서는, 방역 정책  확진자 키워드가 시기에 향을 미

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해당 부분을 제외한 개별 시기의 고유 키워드 연결을 확인한 결과, 집

회와 집단감염(1기), 재난지원 (2기), 추석 기간 거리두기와 백신(3기), 추석 기간 집단감염(4

기), 규제 변화(5기)와 같은 키워드 연결망이 찰 다. 섹션 단 에서 공통된 주제 한 방역 

정책  확진자 키워드 으며, 고유한 키워드를 확인했을 때, 사회  거리두기와 확진자(사회, 

체 공통 키워드와 유사), 정책 발표  논쟁(정치), 재난지원 정책(경제), 미국 정치와 정책

(세계)이 확인 다. 정치 섹션의 경우 주요 키워드에서 정당과 정치인 키워드의 반복으로 거 한 

노드와 집된 커뮤니티가 형성되며, 세계 섹션의 경우 이슈에 한 비교 상으로써 미국의 

향력이 크다는 것이 확인 다. 결과 으로 2차 확산기 섹션  시기에 따른 보도 집 에서 갈등 

구조는 정치 , 경제  속성을 강하게 보이며, 이로 인해 1차 확산기 언론 보도에 비해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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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한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임베딩 기반의 토픽 모델을 통해 2차 확산기 사회  거리두기 보도의 의제 분

포와 주제에 한 응집도를 주요뉴스 비율과 섹션, 시기에 따라 21개의 계  토픽으로 분석한 

결과, 주요뉴스와 일반뉴스 비율이 토픽 반에 유사하게 유지 지만, 각 뉴스의 집 도가 다른 

토픽이 확인 다. 비율이 다른 토픽을 거  주제로 묶은 결과 주요뉴스 련 토픽은 사회  거리

두기에 따른 정책 련 갈등과 정부의 공  발표, 일반뉴스 련 토픽은 코로나19 확산 정보, 사

회  거리두기 내 생활 변화로 묶일 수 있었다. 한, 주요뉴스의 경우 주요 섹션이 사회 지만, 

정치 섹션이 비 이 높은 토픽이 다수 존재했다. 일반뉴스의 경우 주요 섹션이 사회인 사실은 같

지만, 정치나 사회에 더해 다른 섹션의 비율이 높거나 섹션 간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토픽이 다

수 존재했다. 특히, 토픽에 가까운 상  문서 100개를 심으로 토픽 응집도를 비교해 봤을 때, 

주요뉴스 토픽의 반 인 응집도가 일반뉴스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각 문서의 토픽 별, 일별 문서 비율을 시각화하여 토픽 간 유사한 시계열 패턴

을 확인해 보았을 때, 2차 확산기 사회  거리두기 보도의 주요 토픽들은 주기 으로 반복되는 

정부 회의나 발표, 1,2기에 집 된 확진자  규제 강화, 이와 유사한 시계열  패턴을 보이나 

4, 5기의 비 이 다시 증가하는 사회  거리두기 규제 변화, 사회  거리두기 이슈와 낮은 상

계를 갖는 지엽  이슈나 홍보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차 확산기 사회  거

리두기라는 세부 인 내용에 한 보도 기사의 시계열  특성을 살폈지만, 코로나19 1차 확산기 

언론 보도에서 분석에서 드러난 확진자  규제 강화에 집 하는 이슈 심  보도 태도와 큰 차

이가 나지 않는 것이 확인 다.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는 코로나19 2차 확산기 사회  거리두기 보도 과정에서 

언론사가 확진자  방역 정책이라는 정보를 심으로 뉴스를 구성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갈등을 경제와 정치 문제 심으로 구성하여 주요 보도 의제로 삼았다는 사실이 악된다. 특히, 

포털을 심으로 한 뉴스 소비 환경에서 언론사는 주요 뉴스 선정을 통해 정부 정책과 이에 따른 

문제를 달함과 동시에, 연성 뉴스 추구에 따른 지엽  이슈 확장과 뉴스 양산 경향을 보여

다. 이는 뉴스 소비 경로와 주제에 따라 가속화되는 속보 주 보도 환경에서, 언론사가 가진 뉴

스 보도 성향과 이슈 추구  뉴스 소비자 유인이 이 인 뉴스 생산 양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설명한다.

세부 으로 본다면, 방역 정책의 장기화와 강화에 수반된 다양한 논의 형성 과정에서 방역 

정책의 경제  과 이에 따른 지원책의 정치  논의가 묶여 2차 확산기 반에 강력한 향력

을 보여줬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을 심으로 한 규제에 한 문제 제기와 반론이 주요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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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축을 구성하는 것을 키워드  토픽 연  기사를 통해 악할 수 있었다. 일반 뉴스의 경우, 

주요뉴스의 범 에 속한 기사를 생산하지만, 그 외 여러 의제에 비율이 분산된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수도권을 심으로 한 방역 정책  갈등과 연계된 주요뉴스 토픽과 달리 일반뉴스는 지역 

확진 사례를 다수 보도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방역정책과 연 성이 낮거나 갈등 계에서 독립

인 홍보 기사나 문화행사 보도 비율이 높았다. 이는 공식  정부 발표와 여 에 집 된 주요뉴스

와 비교하여 상 으로 지엽 , 단편 으로 구성된 뉴스의 비 이 높은 일반뉴스의 특성을 반

한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2차 확산기 사회  거리두기 보도에 한 분석을 통해, 이론 으로 

험 커뮤니 이션과 언론 보도 임 논의에서 주장 던 공공의 방역 인식을 제고하고 정확한 정

보를 달하는 언론의 기능과, 실의 다층 인 서사를 간략화하고 언론사의 례  입장에 따

라 속보 심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성향이 국내 코로나19 사회  거리두기 보도에서 어떻게 반

는지 확인하려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언론이 험에 한 인식과 갈등 구조를 어떤 섹션 

주로 해석했고, 이것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했다. 이를 해 포털 심

의 뉴스 양산  소비 환경에 주목하여 언론사가 선정한 주요뉴스와 그 외 일반뉴스라는 새로운 

메타데이터를 통해 보도 분석을 수행했으며, 기존 토픽 모델링과 언어 연결망 분석을 딥러닝 기

반의 임베딩 분석으로 확장함으로써 문맥을 포함한 심도 있는 분석과 토픽 응집성과 시각화 같은 

응용된 분석 기법을 시도했다. 이는  분석 내용과 더불어 본 논문의 기여 이라 볼 수 있다.

7. 한계  후속연구

본 연구는 “사회  거리두기”에 한 뉴스 보도 연구지만, 2차 확산기에 집 된 연구로써 이후 5

단계  4단계의 변화를 포 하는 반 인 연구를 비교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

구 문제에 따른 언론의 태도 변화가 “사회  거리두기”라는 주제에 의한 것인지, 언론 보도의 일

반 인 특성인지 명확하게 악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한, 포털 기반의 환경에서 주요뉴

스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의 태도가 반 된다고 가정했으나, 해당 과정이 언론사의 입장을 

실제로 반 되는 것인지 알고리즘이나 검색어 노출에 유리한 략  행 인지 단하기 어렵다

는 문제 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법론  사용에 있어 분석 도구로써 딥러닝 기반 임베딩 

방법론을 토픽 모델링 근법과 결합하여 사용했지만, 모델링 측면에서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

화된 토픽 설정을 이용했기에 토픽 모델링 기반의 혼잡도(Perplexity) 같은 평가 지표를 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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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고 수정하기 어려운 문제 을 가지고 있다. 그 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  거리두기 변화 과정에서  기간의 보도를 수집하여 시기  특이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

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고, 혼잡도 신 주제 일치성(Topic Coherence)과 같은 방법론을 

활용하여 모델의 개선과 세부 수치 조 이 가능한지 탐구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가진 자연어 처

리 알고리즘의 활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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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코로나19 2차 유행기 “사회적 거리두기” 보도 분석

딥러닝을 중심으로 한 언론사 선정 주요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이규호

(서울 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이 환

(서울 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 연구는 코로나19 2차 확산기 사회  거리두기 언론 보도를 분석하여, 언론이 기에 한 정부 응을 

어떻게 의제화했는지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뉴스 포털의 추천 뉴스에 집 했다. 이를 해, 코로나19 확

진자와 정부발표를 분석하여 5개의 시기를 설정했고, 12개 언론사의 뉴스를 온라인 포털에서 수집  

처리하여 14,011개의 뉴스 말뭉치를 구성했다.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키워드 공출 연결망, 딥러닝 

임베딩을 활용한 Top2Vec과 시계열 시각화가 사용 다. 분석결과, 언론사는 “코로나19”보다 “사회  거

리두기”를 주요뉴스로 선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 방송사가 신문사보다 주요뉴스를 게 생산하는 경

향이 확인 다. 주요뉴스에서 “사회  거리두기” 보도는 사회, 정치, 경제 섹션을 심으로 구성 으며, 시

기로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정책이 강화되는 1기와 2기의 비 이 높았다. 하지만, 주요뉴스 외 일반뉴스

에서는 더 다양한 섹션 분포가 확인 고, 정책이 완화되는 5기에서 뉴스 비 의 증가가 보 다. 키워드 연

결망에서는 주요뉴스와 주요뉴스 외 일반뉴스가 확진자와 정책 변화와 련된 다수 키워드를 공유했지만, 

키워드의 다양성은 일반뉴스에서 더 높았다. 한, 키워드를 시기 기 으로 구성했을 때, 체 시기에서 

확진자와 정책변화가 다수 공통 키워드 지만, 사회를 제외한 섹션에서 정책에 련된 갈등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우려를 반 하는 키워드가 강조 다. 임베딩 토픽 모델 결과에서는, 주요뉴스와 주요뉴스 

외 일반뉴스 비율이 치우쳐진 토픽이 다수 확인 다. 주요뉴스 주 토픽에서는 거리두기와 련된 갈등

과 정부 공식 발표가, 주요뉴스 외 일반뉴스 주 토픽에서는 지역 확진자 사례와 사회  거리두기와 련

된 다양한 문제가 요 이슈 다. 토픽의 섹션과 시기를 확인하면, 주요뉴스는 1, 2기의 사회와 정치섹션

이 강조 지만, 주요뉴스 외 일반뉴스는 강조되는 섹션과 시기가 고 여러 섹션과 시기에 걸친 분포가 확

인 다. 토픽 시계열 시각화에서는 사회  거리두기에 따른 갈등이 1,2기에, 정책 변화에 따른 향은 

4,5기에 집 되는 것이 확인 다. 하지만, 사회  거리두기와 무 해질수록 시계열 패턴은 일 성이 떨어

졌다. 연구 결과는 포털 뉴스 환경 “주요뉴스” 시스템에서, 코로나19 2차 확산기 사회  거리두기를 보도

하는 데 있어, 이 인 보도 경향을 갖는 것을 보여 다.

핵심어 : 코로나19, 사회  거리두기, 험 커뮤니 이션, 딥러닝, 언론사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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