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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기초연금제도 및 청년수당정책과 관련된 국내 5대 언론사의

기사를 내용 분석하여 각 정책에 대한 언론사의 태도(논조) 및 현실 구성

(프레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언론의 프레이밍에 의해 제시되는 각 정책

의 수혜 대상자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이 되는 기사는 정책시행 한 달 전부터 시행 후 한 달까지의

기간 내 국내 5대 일간지에 지면보도된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초연

금 760건, 청년수당 357건으로 총 1117개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

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신문사별로 많이 사용하는 특정 기사 유형이 있

었다. 정책별로는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박스기사가, 청년수당 정책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았다.

두 정책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 논조와 관련하여 기초연금제도의 경

우 보수언론은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 비중이 높은 반면, 중도 및 진보언

론의 경우 부정적 논조의 기사 비중이 높았다. 청년수당정책의 경우는 진

보언론은 긍정적 논조의 기사 비중이 높은 반면 보수 및 중도 성향 언론

사는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은 신문사의 이데올로

기적 성향과 정책에 대한 논조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개 정책의 언론사별 보도프레임 분석을 위하여, 기사에서 나타나는

핵심 주제들을 책임귀인프레임, 정책설명(실행) 프레임,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 감성자극 프레임, 대립·갈등 프레임, 정치 이슈화 프레임, 경제적

영향 프레임의 총 7개 프레임 분석틀을 통해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

연금제도의 경우 각 언론사가 사용하는 특정 프레임은 존재하지 않았다.

청년수당정책의 경우 특히 보수언론에서 대립갈등 프레임, 정치이슈화 프

레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사가 청년수당정책 보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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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어 특정 프레임으로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 두 가지 정책을 서로 비교한 결과, 특히 기초연금제도에서

청년수당정책에 비해 대립갈등 프레임과 정치적 이슈프레임에 대해 보수

적 성향의 언론사보다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가 좀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언론이 두 개 사안에 있어 왜 이런 시각 차이를 보이는지 언론 프레이밍

에 의해 제시되는 청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이미지를 담론분석 방식을 이

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수성향언론과 진보성향언론 간에 노년층과

청년층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었다. 정책수혜대상자의 발언을 인용

한 내용도 신문사간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아

직 행정학 분야에 많지 않은 프레임 연구를 통해 언론이 두 정책을 어떤

시각과 태도로 틀짓고 있는지, 어떤 프레임으로 공중에 전달이 되고 있는

지 알아보았다. 셋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에 대한 시민수용성 및 사회적 공감확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 및 여

론의 형성(반영),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의 제공 등과 같은 정책과정 전반

에서의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뉴스프레임,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배당, 기초생활보장복지

학 번 : 2014-2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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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로인해 드러난 양극화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우리 사회 역시 내수침체와 기술집약적 산업발전,

FTA 체결국가 확대에 따른 기업의 해외이전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악화

가 맞물리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지역격차, 세대격차와 같은 양극화 문제는 사회갈등과 국력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정책의 확대를 중심으

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무상급식 문제를 시

작으로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복지정책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현 대통령인 당시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선별적 복지 및 ‘증세 없는 복지’ 공약과 민주당 문

재인 후보의 보편적 공약이 서로 대립하면서 복지정책 이슈는 한국사회의

핵심의제로 등장하였다(이준한, 2015)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규모나 수준은 낮은 편이다.

OECD가 발표한 2014년 기준 회원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

출(SOCX)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

율이 10.4%로 2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복지정

책의 대상이 되어온 노인빈곤층의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그 심각성이 더 해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청년실업률(15세부터 29세까

지의 실업률)은 매년 상승 추세다. 한국은행이 2016년 11월에 발간한 ‘주

요 선진국의 고령층 고용현황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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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8.8%로 프랑스(3.5%)와 비교하면 14배나 높

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5%에서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9.2%였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

해 9.3%에 이어 내년에는 9.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 환란의

여파가 거세던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여기에 졸업유예자,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15년의 올해의 공감단어로 선정된 ‘헬조선’(한국이 지옥에 가

까운 전혀 희망없는 사회라는 의미)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청년층

의 현실 인식을 잘 보여주는 단어이다. ‘미래가 없다’. ‘헬조선이다’는 말이

청년층 사이에서 공감을 많이 얻으면서 청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느낀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수당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크게 이

슈화되기도 하였다. 지난 6월에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

를 시행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복

지 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를 할 기회가 있는 등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 속에서 심도 있

는 논의를 통해 해당 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나 분석이 충

분히 이뤄져야하지만 실상은 보수 진보, 혹은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진

갈등적 정치문제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층과 청년층에 대한 복지정책적

지원이자,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복지 개념인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

한 성격의 현금성 복지 정책으로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이 있다.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박근혜 정부 공약이자 당선이후 핵심 예산정책으

로서 노인복지 정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여 이전까지 소득과 재산

이 적은 하위 70%에게 월 최대 94,000원을 지원하던 기초노령연금을

2013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고 액수도 두 배(2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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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늘리는 정책이다. 이러한 기초연금제도 공약은 60대 이상의 노인의 투

표율과 당선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정치적 이슈라고도 볼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청년실업률(15세부터 29세까지의 실업률)은 매년 상승

추세다. 2012년 7.5%에서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9.2%였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9.3%에 이어

내년에는 9.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을 상대로 현금 혹은 현금

성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

의 ‘청년수당’ 정책의 경우, 청년수당(배당)의 도입이 극심한 취업난과 3포

세대. 20-30대 청년층에게 크게 호응을 얻었으며 이는 청년층의 압도적

지지율로 이어졌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복지정책의 근거와 중요성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

무를, 제4항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국민의 권리가 파생되어 나온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평생토록 기여한 후 경제활동의 일선에서 은퇴한

노인을 예우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잠재력 있는 청년이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원만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투자하는 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을 넘어 국민에게 근로의 동기와

의욕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국가의 영속적인 발전이라는 복지정책의 궁

극적 목적과 직접 맞닿아 있다. 한편으로, 적용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금

전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의 시행은 국가재정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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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므로, 정책 설계단계에서부터 도입목적과 적용대상, 적용기간의

명확화, 정책시행이 국가재정에 미칠 단기적, 장기적 영향의 분석, 시행효

과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등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의 적용

대상자들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

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알기 쉽게 홍

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2. 두 복지정책에 대한 언론보도의 현황과 연구 필요성

언론은 대중매체(신문,잡지,방송 등)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구성

원 간의 의사전달을 돕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로 인해 언

론은 정책의제설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전반적인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참여자로 볼 수 있다(정정길 외, 2015). 특히 복지정책의

경우, 정책집행 과정상에서 복지정책의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정보전달자로서의 언론의 역할 및 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위

한 공론장적 역할이 부각된다. 그런데 최근 두 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

는 정책 자체의 정확한 내용과 효과에 대한 정보전달에 집중하기보다는,

해당 정책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입장을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를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인용하거나, 정부-정당 및 정당 간 대립과 갈등

을 부각시키고 정치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기사 많은 것으로 언론의

정파적 성향에 따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공직자에

대한 지지나 비판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주민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는 ’수당정치‘, ’

보조금정치‘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대선출마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 해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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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데 이를 해법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

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2016.09.04.)

프레이밍 이론에 따르면, 뉴스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의견이 달라진다. 프레

이밍 된 뉴스는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인 평가를 틀 지울

수 있다(나은경 외, 2008). 즉, 뉴스프레임이 달라지면 같은 사건이나 정책

이슈의 경우라도, 이를 수용하는 개인의 사건해석 및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결국 여론의 형성 및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Chong,

1996;Nelson, & oxley, 1999;Price, Tewksbury, powers, 1997 : 이준웅

(2002)에서 재인용). 언론이 특정한 보도 프레임을 통해 정책을 어떻게 재

구성해서 보도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해당 정책에 대해 받아들이고 이해하

는지가 달라지고, 이는 정책결정(집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언론이 최근 이슈가 되었던 두 가지 중요한 복지정

책에 대하여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두 정책이슈에 대한 보도

프레임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고, 연구결과에서 시사점을 찾는 한편,

복지정책 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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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복지정책 실시 이래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위의 두 개념에 대해 학자별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일

반적으로 <표 1>의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Alvin, 1986 ;

Gilbert & Terrell, 1998). 즉, 선별주의의 경우 저소득층 등 소득을 기준

으로 엄밀히 선별된 일부 국민을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보편주

의는 소득 또는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을 복지의 대상으로 본다. 선

별주의의 경우 복지정책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용효과성이 높다는

점, 소득재분배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복지 대상으로 선별

된 국민들이 느끼는 수치심 및 상대적 박탈감,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

면 보편주의의 경우 수혜자들의 수치심이나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고, 행

정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되며, 정치적인 지지에 따라 안정된 운영이 가능

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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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별주의(selectivism) 보편주의(universalism)

대상 복지기본선 이하 국민 모든 국민

장점

낮은 수준의 자원낭비

(비용효과성),

낮은 수준의 의존성,

높은 수준의 소득재분배,

높은 수준의 민간부문의 복지참

여

수혜자의 수치심 부재,

단순한 행정절차,

급여의 공정성. 사회통합

(사회효과성)

정치적 지지에 따른 안정된 운영

단점

수혜자의 수치심,

복잡한 행정절차,

급여의 불공정성, 사회분열,

정치적 불지지에 따른 불안정한

운영

높은 수준의 자원낭비,

높은 수준의 의존성,

낮은 수준의 소득재분배,

낮은 수준의 민간부문의 복지참

여

단점에

대한

반박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 가능

(사회효과성)

높은 수준의 소득재분배,

낮은 수준의 자원낭비 가능

(비용효과성)

해당

제도

예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국민연금제도, 가족수당제도,

노인수당제도, 의료공영제도 등

해당

국가
미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양승일(2013). p.132, <표 4> 재정리

<표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본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

시하는 제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로서, 선별주의에 기반한 대표적

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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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법의 시행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기본소득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에

서는 1980년대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우

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소수의 학자들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

되었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책은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학술자료검

색사이트에 등록된 기본소득에 관한 논문은 80편 정도에 불과하다. 기본

소득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현실 문제에 대해 다

수의 학자들이 논의를 집약하였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asic income

earth network)라는 단체가 활동 중에 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는

기본소득을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을 기초로 하여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 으로 정의하고 있다(노호창, 2014).

본 연구의 대상인 기초노령연금과 청년수당 정책 역시 이러한 선별주

의와 보편주의의 시각에서 논의 가능하다.

제 2 절 기초연금과 청년수당 정책

1. 기초연금 정책

(1) 기초연금 정책의 내용

기초연금은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복지 증

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노령연금에서 시작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동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

로 대상층을 확대하였다. 신청자는 지자체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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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하며 기초노령연금지원센터의 통합 DB를 통하여 관리된다. 또한 연

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통한 일반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형태를 지닌다.

2014년 7월부터 기존에 시행되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

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법(2007년 4월 제정

되어 공포)에 기초한 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및 재산이 하위 70%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8년 1월부터

는 70세 이상 노인의 60%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9년 1월부터는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다시 한번 확대되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녀의 부양능력, 즉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노인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

산만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2014년 7월부터 실시된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소득하위 70%인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2015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이다.

기초연금제도가 기초노령연금과 차이가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 국민연금과 연계한 점이다. 즉, 국민연금수령액이

많을 경우 적게 지급하고 적을 경우 많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

에 기초연금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2) 기초연금 정책 진행 과정

2012년 11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65세

이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013년

1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구상안을 발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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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보장하되 재원은 대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3월 20일에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출범하였

다. 7월 17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하였는데, 65세 이상

이며 소득이 하위 70∼80%인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9월 26일, 정부는 기초연금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따르면

65세 이상이며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월 10∼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9월 27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

를 표명하였고, 29일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자신의

소신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사퇴 이유를 설명하였다. 10월 2일, 정부는 기

초연급법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11월 25일에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4년 2월 6일, 기초연금 관련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하

였고, 4월 16일에는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회담에서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이 절충안은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 명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5월 2일,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5월 8일, 정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기초연금법 고시안에 대한 입법 예고 하였다. 7월 1일부터 기

초연금에 대해 처음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7월 25일에 65세 이상

노인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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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울거주 1년 이상,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

지원 내용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급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 및 활동현장 연계

선발 과정

1차 정량평가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 기간 등 경제 사

회적 조건)

2차 정성평가 (사회활동참여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 우선 선발

<표 2>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정책 내용

2. 청년수당(배당)정책

(1)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내용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구직이나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

하는 정책이다.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의 청년들 중 중

위소득 60%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졸업유예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

될 경우 대상자는 매월 50만원의 활동보조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예정 대상은 약 3,000명이다.

(2)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진행 과정

2016년 3월 7일, 서울시는 본 사업의 정책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관

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에 적합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이에 2016년 6월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최종 부동의 의사를 전달했

다. 보건복지부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수당 신청을 접수 받았다. 8월 3일 서울시는 2,831명 청년에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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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8월분(1차) 청년수당을 지급하였다. 이에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청년수

당 사업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다음날 8월 4일 청년수당 사업

을 직권 취소 처분하고 서울시에 환수요청을 하였다. 이 직권취소 처분으

로 청년수당 지급은 정지되었다. 8월 5일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외벽에 직

원취소가 부장함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들

이 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지방자치권 부당 침해”라며 반발하며 8월 7일 공동성명을 냈다. 8월 11

일 정부는 청년수당에 대응하는 청년수당 관련 각 부처 국장들이 모인

‘범정부 청년수당 대응 TF’를 구성하였다. 8월 14일 보건복지부도 정부

서울청사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8월 19일 서울시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청년수당 직권취

소조치에 대한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8월 24일

청년수당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 9월 3일 서울시는 당초 2차 청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대법

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이 오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3)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의 내용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성남 거주 만 24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12만 5천원씩 연 50만원의 배당금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현재는 우선 만 24세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며, 추후 19세부터 24

세까지의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6년 1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으며 1분기 대상자 1만 1,1300명 중 1만574명 수령, 2분기 대상자

1만 1,1162명 중 1만 451명 수령, 현재 3분기 지급 중에 있다.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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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서울시와 달리 성남시는 기초단체이므로 광역단체인 서울시와 달리

처분권한이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복지부 요청으로 집행중지를

권고했지만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라서 시행이 가능하다. 원래 분기

별 25만원 씩 연 1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축

소하겠다고 하면서 절반으로 그 지원 범위를 줄였다. 현재 성남시의 경우

정부가 지자체의 자치권과 교부세 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

판소에 권한 쟁의를 신청한 상태이다.

(4) 서울시와 성남시 청년수당 정책 비교

서울시의 청년 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

지만, 차이가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의 경우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미만 누구에게나 재산, 소득, 직업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와 달

리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서울의 만 19∼29세 청년 중에서도 저소득층

이며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이 대상으로 이중에서도 근로활동 및 창업활동

의 의지를 가진 사람만을 심사해서 지급한다. 지원을 받아 쓸 수 있는 곳

에도 차이가 있다.

청년배당으로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받으면 2550여개 이상 가맹점에

서 사용이 가능하다. 학원, 서점, 미용실, 식당, 화장품, 슈퍼마켓, 치킨, 의

류 도 가능하다. 청년수당의 50만원 지출범위는 구직 및 창업활동 항목으

로 제한된다. 학원수강비, 취업 특강료, 식비 및 교통비 등 ‘취업 및 창업

관련 직간접’ 항목은 허용되나 오락이나 유흥 등의 항목은 제외된다. 영수

증도 첨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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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 만 19-29세 서울거주

- 중위 소득 60% 이하

- 취업활동 의지 가진 미취업자, 졸업

유예자 3000명 대상

- 월 50만원 지급(2개월∼6개월)

- 만 19세∼24세

- 3년 이상 성남거주

- 해당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

- 연 50만원 지급(분기별 12만5천원)

선별적 복지정책 보편적 복지 정책

<표 3> 서울시와 성남시 청년수당 비교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취업활동 보조비 성격에 가

깝고,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에 가깝다. 즉 청년배당이 보편적 복

지, 기본소득 개념을 성남시 청년들에게 적용한 것이라면 청년 수당은 미

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를 지원하는 고용정책에 가깝다. 청년배당에서

청년이 성남시 시민으로서 권리를 배당받는 개념이라면 청년 수당에서 청

년은 취약계층으로서 취업활동을 보조금 성격이다.

이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청년수당정책과 성남시 청년

배당정책에도 상이한 점이 많지만, 기존의 일자리, 취업중심의 청년정책에

서 벗어나 청년 생활 자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청년지

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나 언론

의 경우에도 두 개 정책을 나누어 인식하기보다는 청년생활에 지원하겠다

는 측면에서 비슷한 정책으로 보고 분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두 개 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청년수당정책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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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언론의 현실구성 담론과 프레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경험할

수 없으므로, 매체를 통해 간접경험을 함으로써 정보를 얻고 해당 사건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 이처럼 개인이 매체를 통해 인식하게 되는 현실세

계 혹은 사건을 리프먼은 머리 속에 만들어진 의식의 표상 혹은 의사환경

(pseudo-environment)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사람들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고 표현하며 실제 사건

과 매체를 통해 수용자에게 실제 인식되는 사건(의식의 표상) 사이에 필연

적으로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Lippman, 1922). 즉 언론

을 통해 보도되는 사건이 현실 그 자체를 표현하거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사건이며 이러한 언론이라는 매

체를 통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그 시각에 따라 사건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언론학에서는 지난 30∼40년간 이와 같은 매체를 통한 현실구성에 있

어, 매체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혹은 집단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나 지속적인 해석 과정을 통해 수정되고 재구성된

다는 구성주의적 접근에 관한 연구를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왔다(양승목,

1997). 구성주의적 접근 연구와 관련하여 언론이 수용자의 사회적 현실세

계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 뉴스프레임 분석이 있다.

프레임은 틀, 프레이밍은 틀짓기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자

에 따라 틀짓기, 프레이밍 효과, 뉴스프레임, 미디어 프레이밍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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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개념의 이론화 논의는 고프만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저서인

프레임분석(Frame Analysis)에서 프레임을 해석의 스키마(Schemata)로

보았다. 사회 각 조직에는 사물을 바라보거나 해석할 때 사용하는 각자의

고유한 의미부여 방식이 있으며 이를 ‘틀(Frameworks)’로 개념화 하였다.

고프만의 틀(Frame)개념은 상황에 참여한 개인의 개별적인 의도나 발언,

관점을 의미하기보다는 상황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맥락

(context)의 인식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상황에

대한 상호작용적 전체의미를 파악 할 수 있다고 보았다(Goffman,1974).

사회적 사건에 대한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접근에서 뉴스프레임은 주로

정치나 갈등의 영역에서 뉴스텍스트의 생산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발달

해 왔는데 대표적 연구로 터크만과 기틀린의 연구를 들 수 있다(이준

웅,2000 ; 유영돈,2014).

터크만은 뉴스제작자와 뉴스조직이 수많은 현실 사건들 가운데 선택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공하고 편집한 구성된 현실을 실제 현실 사건을 바

라보는 하나의 틀로서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뉴스제작 과정

에서 언론이 뉴스를 선택하고 배제하여 재구성한 사회적 현실을 통해 사

람들의 인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틀짓기하는 것이다(Tuckman, 1978).

기틀린은 이보다 좀 더 나아가서 뉴스프레임이 구성하는 현실은 제도

화된 현실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관점이나 해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헤게모니 경쟁에 의해 만들어진 현실이라고 보았다. 따라

서 기틀린은 뉴스프레이밍을 현실 인식, 현실의 해석 및 제시, 선택, 강조

또는 배제에 관한 계속적인 패턴이며 이 패턴에 따라 일상적으로 언어적

혹은 영상적 담론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기틀린에게 있어 주

목해야할 점은 하나의 사건이 뉴스프레임을 통과하여 뉴스로 변환되는 과

정에서 그 뉴스프레임에 투영된 특정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그 사건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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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점이다(Gitlin, 1980:7).

틀짓기(fram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터크만과 기틀린의 연구방식

을 조금더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엔트만은 뉴스프레이밍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뉴스프레이밍이란 인지된 현실의 어떤 측면을 선

택하여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특정문제의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 더욱더 현저하고 두드러지게 만들어서, 이를

통해 특정문제의 원인을 해석하여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고 기술한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기능까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프레이밍

이란 현실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켜 보여줌으로써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

는 특정 정보에 더 주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Entman,1993). 한편 엔트만

은 사건의 구성이 유사한 특징을 지닌 현실도 뉴스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현실로 구성될 수 있음을 같은 논문에서 보여주기도 하였다.

쉐펠러는 프레임과 관련한 이전의 논의들을 기반으로 프레임을 유형화

하였다. 쉐펠러가 제시한 프레임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현

실 구성 프레임, 미디어 프레임 및 수용자 프레임,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로서의 프레임이 그것이다(Scheufele, 1999). 쉐펠러에 따르면 미디

어 프레임(media frame)은 개인적 프레임(individual frame)과 대조되는

데, 전자는 특정 사건의 파편들에 의미를 불어넣는 핵심 스토리 및 아이

디어를 말하며, 후자는 개인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기준이 되는,

정신 내면적으로 존재하는 단편적 아이디어들을 말한다(Scheufele, 1999).

아울러 쉐펠러는 프레임의 변화 및 구성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으로

1) 언론인, 2) 언론사의 유형 및 정치적 성향, 3) 언론사 외부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언론인의 경우, 언론인의 개인적인 이념 및 가치관, 내면화된

전문가 규범 등이 프레임에 영향을 미친다. 언론사가 어떤 종류의 정보를

생산하는지, 어떤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가 프레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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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절대적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사 외부의 정부 및 정치인, 각종 이익

단체 등 역시 언론의 프레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정치권력이

언론에 압력을 행사하여 프레임의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의 확대 재

생산을 시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Scheufele, 1999).

프레이밍 이론은 프레임 개념에서 유래한 것으로 언론 매체의 사회적

이슈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언론의 프레이밍 효과는

뉴스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해당 사건이나 뉴스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해석, 혹은 의견이 영향을 받게 되는 효과를 말한

다(이준웅,2002), 뉴스가 구성될 때 뉴스의 내용이나 함의가 가진 영향력

도 중요하지만 해당 이슈가 구성되는 방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개인의 인

식이나 사건에 대한 해석 및 의견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뉴스프레임은 언론이 선택 및 배제 혹은 강조나 상징의 조작 등의 방

법들을 이용하여 뉴스를 구성하여 수용자들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려는 방식이자 현실을 해석하기 위한 틀로 볼 수 있다. 미디

어가 특정 사건을 선택하여 강조하거나 혹은 배제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치중립적인 행동이 아니라 관행이나 지배적인 정치 문화와 연결되어있

는 이데올로기적 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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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프레임 분석 접근방법

뉴스프레임 연구는 텍스트 분석적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 되었다. 이

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뉴스프레임의 편향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현실의 구

성에 중점을 두고 보도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갬슨

(Gamson, 1992) 역시 다른 텍스트 분석적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언론

매체가 보여주는 현실이 ‘구성된 현실’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여기서 갬슨

은 이슈 문화라는 독특한 개념을 제시하는데, 갬슨의 주장에 따르면 이슈

는 생물체처럼 진화한다(Gamson & Lasch, 1983; Gamson & Modigliani,

1987). 뉴스 프레임은, 이러한 변화무쌍한 이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

심 견해이다. 즉, 뉴스 프레임은 한 사회의 이슈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

한 해석적 의미들의 모음(interpretive packages)을 말한다.

언론학 분야에서 프레임 연구의 목적은 뉴스의 내용적 특성을 심층적

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뉴스는 사건 내용의 단순한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특정 사건이 미디어를 통해 뉴스로 만들어지고 전달되면서 사회

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뉴스의 담론 과정(Gans,1979)이라고 한

다. 여기에서 뉴스 프레임은 뉴스 텍스트의 생산 과정 및 텍스트에서 발

현되는 프레임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뉴스프레임 분석이 갖는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텍스트 혹은 영상으로

된 뉴스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심층적이고 정교한 분석방식이다. 단순히 찬반평가나 긍정하거나 부정하

는 식의 표면적 입장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적방법론을 통해 좀더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내용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이차적 의

제설정, 점화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단순히 내용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뉴스를 접한 수용자들이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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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장을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프레임 이론과 관련하여, 행정학에서의 언론프레임 연구는 시작된지 얼

마 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하연섭,2004). 행정

학 분야에서는 프레임 연구를 단독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다른 분야의 개

념이나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을 함께 활용하는 연구들이 이뤄졌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연구목적에 따라 언론의 보도 자료 이외에 설문조사, 문

헌분석, 담론분석, 인터뷰 분석 등의 다양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험이나 서베이를 통해 프레임이 정보의 해석이나 의견 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나현정·민영,2010; 이준웅,2005)

행정학 분야에서는 특히 정책 갈등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이슈들에 있

어서 프레임 연구를 진행한 경우(심준섭·김지수,2009; 이현우·이병관,2003;

정정화,2007; 주경일,2002)가 많았으며 이때 미디어의 역할, 이해당사자 들

이 주장하는 프레임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프레임이론이 정책적 이슈가 되는 사례

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수용자들의 인식적 프레임 영

역보다는 미디어가 사회 이슈를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였는지를 분석하

는 연구들이 다수를 이뤄왔다(우지숙·최정민,2015; 김승민,2014; 조항

민,2013; 유영돈·마정미;2015; 곽정래·이준웅,2009; 강내원,2007).

최근의 행정학 관련 프레임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최근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김성용·오세준(2016)의 연구가 있다.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이를 접하는

수용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 혹은 우려와 같은 인식이 형성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언론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프레임을 갖고 보도하

고 있는지 분석하여, 보수 및 진보 언론사간의 프레임 차이가 있음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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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3법에 대한 언론사의 시각이 여야의 합의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차

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손승혜·이귀옥·이수연(2014)의 연구는 김영삼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의료복지 정책의 변화를 언론이 어떻게 구성

및 전달해 왔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대상은 조선, 중앙, 동아, 한겨

레신문, 경향일보의 5대 일간지의, 1993년부터 2012년까지의 의료복지 관

련 기사 약 2,000건이다. 연구 결과, 의료복지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프레임은 정책 실행과 정책 비판으로 나타났다. 주요 프레임의 대부분은

정책 실행 전달이나 갈등 지향적인 성격을 나타냈다. 또한 보수지의 경우

이명박 정권에서는 정책 비판 프레임이 급감하면서 경제적 영향 프레임의

비중이 높아진 데 반해 진보지의 경우 이명박 정권에서 정책 비판 프레임

시기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면서 경제적 영향 프레임의 비중은 가장 낮

은 등 미디어의 이념성에 따라 의료복지정책의 프레이밍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조항민(2013)의 연구는, 2012년 기상재해에 대한

국내 언론의 재해보도 태도에 대해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2012년

한 해 동안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신문의 4대 국내 주요일간지에 실린

태풍, 폭우, 폭염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기

상재해 관련 보도는 대부분 스트레이트 형태의 기사가 많고, 해설, 분석

또는 기획, 연재 등의 심층적인 기사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정보원의 활용에 대해서는, 기상청과 지방, 중앙정부에 대

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전문가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것을 문제점으로 보

았다. 임양준(2010)의 연구는, 한반도 운하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슈의 성격을 규정하는지를 알

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 언론사별로 뚜렷한 프레이밍 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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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겨레신문의 경우 환경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대운하 건설

의 부당성 및 문제점을 보도하였고, 한국일보는 대운하 사업의 비민주적

진행과정 및 정부의 권위주의적 추진방식을 비판하였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근거를 활용하여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는 보도 형식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돈·마정미(2015)의 연구는, 세종시 및 신행

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의 유형 및 논조, 보

도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대상 일간지는 조선일

보, 경향신문, 대전일보, 중도일보, 전북일보, 영남일보, 강원도민일보이며,

2004년, 2009년, 2013년의 일부 기간을 선정하여 기사를 발췌하였다. 분석

결과, 세종시 관련 보도에서 대부분의 언론사는 중립적인 논조를 보인 데

반해 대전일보는 가장 긍정적인 논조를, 조선일보는 가장 부정적인 논조

를 보였다. 또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및 2009년 행정

중심복합도시 계획 관련 갈등을 둘러싸고 조선일보 및 충청지역 신문들

간의 논조가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언론사들은 세종시 갈

등과 관련하여 자사의 이념에 맞는 정책 평가에만 치중하고, 대안제시 촉

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언론과 정부의 정

책은 시민의 정책 이해 및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며 언론에 의해 어떤 틀

로 정책이 보도되느냐에 따라 공중의 인식에의 영향 및 사회적 담론이 형

성되는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 역시 언론

이 어떤 틀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정책 이해 및 정

책 수용도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영

향을 받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언론과 정부의 정

책은 시민의 정책 이해 및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며 언론에 의해 어떤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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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책이 보도되느냐에 따라 공중의 인식에의 영향 및 사회적 담론이 형

성되는데 차이가 있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는 단순히 정책을 어떻게 설

계하여 집행하는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책을 어떻게 국민에게 인

식시켜 정책수용도를 높일 것인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하연섭,2014). 복잡

한 사회를 프레이밍(framing)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을 대상

으로 한 복지 정책 역시 언론이 어떤 틀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느냐에 따

라 시민들의 정책 이해 및 정책 수용도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사

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받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 관련된 언론프레임연구는 거의 전무하고, 아직 그 시행이

각각 2-3년도 채 되지 않은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에 대해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연구한 논문은 아직 없다. 기초생활복지정

책이며 일정 연령층에 대하여 현금지급이라는 지원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는 두 개 정책 사례에 대해 언론이 보도하는 방식을 분

석하여 각 정책에 대하여 국내 언론이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4 -

3. 담론 분석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은 페어클로

(Fairclough)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페어클로는 특히 미디어 담론 및 그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 부분에 주목하여 담론 및 사회의 변화 사이의 관계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Fairclough, 1998).

관련된 국내연구로, 김원용·이동훈(2005)의 연구와 이선민·이상길

(2015),전미선(2015)의 연구가 있다. 김원용·이동훈(2005)의 연구는 프레임

연구의 형식적 비체계성을 보완하고 이론적 엄밀화를 위한 방법으로 미디

어 담론을 프레임 유형특성에 적용하였다. 이선민·이상길(2015)은 담론에

내재된 사회적인 의미와 이념적 표상을 분석하는 방법론인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를 기본틀로 연구하고 있는데, 세

월호와 관련하여 주된 쟁점과 주제들의 행동이 어떤 단어들을 통해 범주

화되는지 보고 이를 통해 미디어가 해당 쟁점 및 대상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시각에서 인식하도록 하는지를 해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텍스트 내에서 관련 행위자들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는지 어떤 수사

적 표현들을 쓰고 있는지 텍스트 내용을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고 있다. 전미선(2015)의 연구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사례를 국민

대타협기구 회의록 및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록과 신문의 사설

및 칼럼 기사를 대상으로 담론분석하여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선민·이상길(2015)의 연구에서 활용된 담론연구 방법

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언론이 노년층과 청년층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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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문제

기존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 기초생활보장, 사회부조적

측면에서의 선별적 복지 개념이었다면, 2012년 대선후보였던 현 박근혜

정권이 일정연령의 모든 노인에게 일정금액 지급을 공약하면서, 우리 사

회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논의할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복지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

에서 국민의 이해를 수반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의

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이라는 새로운 복지 담론의 등장과 빈곤청년에 대한 사회보장이 새로이

우리사회의 공론화된 문제로 등장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은 이러한

논의의 공론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특정 이슈만을

부각해서 다루거나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책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Iyengar, Peters, Kinder. (1982). 또한 여론을 형

성하거나 혹은 형성된 여론을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알려주는 창구의 역할

을 하기도 한다(정정길 외, 2015).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프레임이 각각의

논의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즉, 주요 언론들이 기초연금제도 및 청

년수당정책을 보도하는데 있어 어떤 논조와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통해 이를 수용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정책 이슈

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이 부각되어 전달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답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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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연구기간 내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에 대한 언론

의 논조는 어떠하였는가?

[연구문제 2]

(2-1) 연구 기간1) 내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기사의 언론사별 보도 프레임

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2-2) 연구 기간2) 내 청년수당정책에 관한 언론사별 보도 프레임은 어

떤 특징을 보이는가?

(2-3) 연구 기간 동안 각 두 개 사안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언론 보도

프레임의 특성과 차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언론이 두 개 사안에 관련된 보도를 함에 있어 언론의

프레이밍에 의해 제시되는 청년/노년의 이미지는 무엇인

가?

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뉴스 프레임의 구성이나 프레임의 변화는 미디어의 유형이

나 미디어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Scheufele, 1999:115)는 선행연

1) 2013년 7월 1일(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발표가 있는 달)부터 2014년 8월

31일(기초연금 첫 지급 약 한달 후)까지

2) 2015년 9월 1일(청년배당 입법예고가 있는 달)부터 2016년 9월 30일(청년수당

시행 약 한달 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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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라 각기 다른 보도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5개

종합일간지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문사간 프레임 차

이를 보기 위해 기존의 연구(이건호·고흥석, 2009; 고영신, 2007; 박기수,

2011)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두 개 신문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비교적 중립적 시각의 1개 신문사(한국일보), 진보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두 개 신문사(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 총 5개 종

합일간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 내 지면에 실린 기사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기초연금, 청년수당 및 청년배당을 제목이나 내용

에 포함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검색하였다.

기사 검색은 각각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였다. 검색된 기사들

중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가 단순히 제도를 언급만 하고 있어 실질

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기초연금 760건,

청년수당 357건으로 총 1117개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분석기간은 두 개 사안의 경우 모두 시행 한 달 전에 법 또는 조례 제

정하여 정책시행 준비 작업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정책시행 한 달

전부터를 기사 수집 시작 시기로 한다. 따라서 각각 정책의 기사수집 대

상이 되는 연구기간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의 경우, 제도도입을 위한 민간합동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

회의 합의문 발표가 있었던 2013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첫지급된 후 약

한 달 후인 2014년 8월 까지 (2013년 7월 1일∼2014년 8월 31일) 약 1년

2개월을 연구대상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기초연금의 전 제도로 볼 수 있

는 비슷한 취지의 정책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었

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초연금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제도를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청년수당정책의 경우 성남시 청년배당의 입법예고가 있는 2015년 9월



- 28 -

부터 부터 서울시 청년수당(청년취업수당) 정책이 시행된 지 약 한 달 후

인 2016년 9월 30일까지(2015년 9월 1일∼2016년 9월 30일) 약 1년 1개월

을 연구대상기간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분석 방법 및 기준

(1)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이상에서 수집한 1117개의 기사를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키워드 검색을 바탕으로 수집된 기사들 중 키워드

를 포함하고 있지만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기사들을 제외하고 기초연금

제도 관련 기사 986건, 청년수당정책관련 기사 467건, 총 1453건의 기사를

1차적으로 수집하였다. 1차적으로 수집된 전체 기사를 다시 간단히 애벌

읽기하면서 연구와 관련없는 기사들을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이 되는

1117개 기사를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약 300여개(연구대상이 되는 총

기사의 약 25%)의 기사를 대상으로 세멧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의 5가지 프레임을 기본으로 하여 연역적 방법과 귀납

적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프레임을 추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연역적

으로 설정한 5개 프레임에 기사를 임의로 적용해보고 해당 프레임의 카테

고리로 추출이 어렵거나 다른 프레임이 주로 등장하는 경우, 프레임을 수

정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7개 프레임을 추출하였다. 한 기사

내에서 프레임이 혼합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주된 프레임이 있는 경우 해

당 프레임을 중심으로 코딩하였지만, 균등한 정도로 2개 이상의 프레임이

등장하는 경우 중복코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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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단신기사 1단 정도의 분량으로 사실만을 간략하게 쓰는 기사

스트레이트

(보도기사)

사실, 정보전달에 목적을 둔 형태의 기사

일정시점에 초점이 있음. “-이렇습니다”

박스

(해설기사)

사건의 과거 혹은 배경, 미래에 대한 영향 및 전망 등을 반영

하며, 일정한 ‘시간’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는 기사

스트레이트 기사 내용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일정 기간을 다루는 기사

기획

(해설기사)

기획기사는 해당 주제를 그날 발생한 사건을 보도하는 사건기

사와 비교해 더 깊고 길게 보도하는 형식의 기사.

사설

(의견기사)

신문 기사와 달리 주관적 판단 내용이 자유롭게 반영되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비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편이며, 사설

<표 4 > 기사 유형 구분

(2) 연구 분석 기준

연구 대상이 되는 기사는 뉴스가 어떤 형식으로 보도되는지 기사의 유

형의 분석유목을 먼저 살펴보고, 이후 내용분석을 통해 기사의 논조 및

기사의 프레임 분석을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사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서로 엄격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맨델(Mandel, 1962)이 제시한 전통적인 8가지 기사유형3)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기사 유형을 8가지로 새롭게 구성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사 유형을 단신기사, 스트레이트 기사, 박스기사,

기획기사, 인터뷰 기사, 사설, 칼럼, 기타 기사로 구분하였다.

3) 맨델(Mandel)의 8가지 기사 유형은 스폿 뉴스(spot news), 인터뷰, 연설보도, 피처, 인

사동정, 논평과 칼럼, 공고(publicity), 논설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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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

정

· 정책과 관련한 긍정적인 측면을 상세 보도 혹은 홍보하는 경우

·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지지하는 코멘트가 있는 경우

· 기사의 해석이 정책에 동조적인 경우

· 정책에 긍정적인 증거자료나 취재원의 코멘트만 등장하는 경우

· 기사 제목에 긍정적인 해석이 들어간 경우

<표 5> 기사 논조 구분

은 해당 언론사의 입장이 나타나는 기사

칼럼

(의견기사)

사설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판단 내용이 반영될 수 있으며 특정

정치성향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이 드러나는 기사로 외부

필진이 쓴 칼럼의 경우는 해당 언론사의 논조, 편집방향과 차

이가 있을 수 있음

인터뷰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실은 경우

기타 이상의 기사 이외의 유형 기사

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기사의 논조를 크게 긍정, 부정, 중립의 3가지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사 전반의 내용에 대한 긍부를 기준으로 할 것

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신문사의 태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

지 기사의 논조의 긍정, 부정 혹은 중립을 판단할 기준이 되는 대상설정

과 관련하여, 청년이나 노인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신문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자체에 대한 논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기사 전반의 논조를 대상으로 하되, 일부분만 나온 경우 해당정책을 설명

한 부분을 중심으로 제목을 함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기사 논조 구

분에 있어서 긍정이나 부정 혹은 중립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아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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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립

· 단순히 사실 중심의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

· 의견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 판단이나 해석이 없고 양쪽 정보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

· 긍정적 입장이나 부정적 입장의 서술이 균형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 기사의 중심 내용이 정책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

부

정

· 정부나 정치권에게 해당문제의 발생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경우

· 기사의 해석이 정책에 부정적인 경우

· 정책에 부정적인 증거자료나 취재원의 코멘트만 등장하는 경우

· 정책 내용과 운영에 관련된 수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 인용되는 발언이나 예제가 부정적인 경우만 등장하는 경우

· 기사 제목에 부정적인 해석이 들어간 경우

(2) 연구 프레임 틀 구축

세멧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는 뉴스에서 발견되

는 프레임에 대한 선행연구를 리뷰한 후 뉴스 프레임의 유형을 구분하였

다.

관련 주체간의 대립과 갈등관계를 부각하는 ‘갈등’(conflict)프레임, 행

위를 유발한 사건을 표현하는데 있어 감정에 초점을 두거나 극화하는 ‘인

간적 흥미’(human interest)프레임, 행위를 유발한 사건의 결과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강조를 하는 ‘경제적 중요성’(economic consequences)

프레임, 행위유발 사건의 결과 관련 사회규범 및 가치를 강조하는 ‘도덕

성’(morality)프레임, 행위를 유발한 사건의 책임소재를 강조하는 ‘책임 귀

인’(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프레임의 5가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멧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의 5

가지 프레임을 기본으로 하여, 일차적으로 수집된 약 300개의 기사를 예

비적으로 읽어가면서 연구 프레임 틀을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프레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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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및 추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책임귀인프레임, 정책설명(실행) 프레

임,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 감성자극(인간적 흥미) 프레임, 대립·갈등

프레임, 정치 이슈화 프레임, 경제적 영향 프레임의 총 7개의 프레임 분석

틀을 구축하였다.

① 책임귀인 프레임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을 규명하려는 프레임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

문제(기초연금정책)나 청년문제(청년수당정책)을 누가 해결해야한다고 보

는지에 관한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복지정책의 문제이므로 대부분

국가책임이라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국가나 사회, 특정조직 혹은 개인 자신에게 책임이

나 혹은 능력이 있다고 보는 프레임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

독거노인 수는 이미 전체 노인의 20.4%로 125만2,000명에 달하고, 지금 추세

라면 그 규모는 갈수록 급증할 것이다. 이들을 보살피고 지원해줄 사회안전망 구

축은 물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일보, 고령사회의 그늘, 2013.10.11.)

② 정책설명(실행) 프레임

정책에 대한 일반적이고 단순한 소개를 하는 프레임이다. 정치인들의

각 정책에 대한 개인 생각을 단순 언급(인용)한 부분들도 이에 해당한다.

정책실행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회

의를 진행하는 등 제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나 설명이 아니라 관련하여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한 상황묘사에 그치는 내용들도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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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원은 청년수당’ 문제를 두고선 “좁은 한국땅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에 사는 청년이나 (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에 사는 청년이나 국가에서

같은 취업지원 혜택을 받는 게 정의로운 상식”이라며 “정의롭지 않다”고 했

다. (경향신문, 유승민 “공수처, 반대할 이유 없다, 2016.09.07.)

③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

기초연금제도나 청년수당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민주적인 대화, 합의의

내용을 언급하는 기사나 문제의 구체적인 진단 및 처방을 제시하는 기사

가 해당된다. 사회문제 해결방식으로서의 기초연금제도나 청년수당정책

(제도필요성 혹은 불필요성)도 해당된다. 기조연금제도나 청년수당정책 자

체가 갖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내용의 언급도 해당된다.

“빈곤층 비율이 높은 노년층에 현금이 지원될 경우 거의 대부분이 소비돼 시

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저성장 기조를 극

복하는 방안으로도 복지 체제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년

층 빈곤 문제라는 생존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정치적 대결을 피하고

해법 도출을 위해 머리를 모아야 한다. (한겨레신문, 복지공약 후퇴 놓고 ‘현실론’

vs ‘발상 전환론’, 2013.09.24.)

④ 감성자극(인간적 흥미) 프레임

이슈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받는 개인 혹은 집단을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람들의 감정이나 분노, 동정심 등의 감정적인 측면을 묘사

하는지 분석하는 프레임이다. 감성을 유발시키는 개인의 사적인 일화적

스토리나 그림, 사진 등을 제공하는 기사, 흥미위주의 자극적인 내용의 기

사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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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게 20만원은 매우 큰 돈이다. 기초생활급여로 월 48만8000원을 받으면,

20만원은 쪽방 방값, 4만원은 휴대전화 요금으로 나간다. 남은 24만원으로 쌀과

반찬을 사며 한달을 버텨야 한다. 대부분 기부받은 재활용 옷을 입는다. 담배는

안 피우고, 술은 한달에 한두번 입에 댈까 말까 한다. 아주 가끔 동묘 앞 벼룩시

장에서 1000∼5000원짜리 옷을 사는 게 사치라면 사치다. (경향신문, [멀고 먼 노

인 복지]“기초연금 줬다고 수급비서 20만원 뺏어… 이게 딱 조삼모사”,

2014.08.19.)

⑤ 대립·갈등 프레임

이슈와 관련한 원인, 경과, 결과, 문제 해결 등의 과정에서 각각의 이

익이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주체끼리의 의견충돌, 대립 혹은 갈등이 나타

나는 프레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갈등,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갈

등, 세대간 갈등, 정치권 내, 정부 내 갈등, 정치권 간의 의견대립이 나타

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시장의 정책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을 하고 나

섰다. 대면 공방이 아닌 언론을 통한 간접 설전이 벌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격의 선수를 잡았다. 김 대표는 지난 25일 당 최고회의에서 작심한

듯 이 시장을 공개 비판했다. (중앙일보, ‘김무성 vs 이재명’의 공허한 설전,

2016.01.27.)

⑥ 정치 이슈화 프레임

해당 이슈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가려는 프레임이다. 표심을 얻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 묘사되거나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정책 자체보다는 논란이 되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에 더 집중이 되는 경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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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발표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업적

쌓기'를 위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거나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 업적쌓기 서두르는 박원순… 이번엔 ‘청년수당’,

2015.11.06.)

⑦ 경제적 영향 프레임

기초연금, 청년수당의 도입에 따르는 개인, 집단, 기구 지역, 국가에 경

제적 혹은 재정적 결과를 의미하는 프레임이다. 단순히 예산이 필요하다

정도의 설명에 기치는 경우가 아니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거나, 숫자

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혹은 재정적 결과를 예측하거나 자세히 기

술하고 있는 기사면 해당이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복지정책이라는 주제

의 성격상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경제적이라는 부분보다

영향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파급효과를 제시하는

등의 경우를 이 프레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5년에 한 번씩 대폭 오르는 기초연금 정부안의 소요 재정은 시행 4년차인

2018년 12조3000억원에서 2019년 16조원으로 뛰고, 9년차인 2023년 21조8000억원

에서 2014년 28조1000억원으로 올라 6조3000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향신문, 정부 ‘기초연금안’ 그대로 시행 땐 현 20세, 평생 4260만원 손해 본다,

20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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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더 간 신뢰도 검증

이와 같이 연구 프레임 틀을 설정한 후 신문사의 논조와 프레임을 대

상으로 코더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양

의 자료를 읽으면서 자신의 관점을 변경하거나 선호되는 가설을 선택적으

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내용분석의 경우 연구과정에서 모든 분석 단위

가 동등하게 처리 되어야하며, 해당 분석이 누가, 언제, 어디서 수행되는

지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이뤄져야한다. 따라서 내용분석 측정의 일관성

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자 이외의 코더들을 통해 확인하는 작

업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Krippendorff,1989).

본 연구에서는 측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정책학 전공자

2명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코더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원 두명

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코딩방법을 훈련하였다. 연구 대상

이 되는 총 1117개의 신문기사 중 약 10%인 112개의 기사를 무작위로 추

출하여 코더 본인을 포함한 3명이 코딩하였다. 코딩 시 불일치를 보인 부

분은 토의의 과정을 거쳐 개념을 일치시키거나 조작적 정의를 정교화 하

였다.

기사의 종류와 같은 비교적 객관적 성격의 항목을 제외한 논조 및 7개

프레임 항목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코더 일치도는 크리펜

도르 알파 측정방식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그 결과 아래<표6>과 같이 코

더 간 일치도가 모두 80%이상을 보여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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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Krippendorff’s alpha

기사 논조 0.905

책임귀인 프레임 0.806

정책설명(실행) 프레임 0.831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 0.837

감정자극 프레임 0.971

대립·갈등 프레임 0.868

정치이슈화 프레임 0.826

경제적 영향 프레임 0.863

<표 6> 코더 간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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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계

기초연금 129 156 149 201 125 760

청년수당 47 48 75 95 92 357

계 176 204 224 296 217 1117

<표 7> 언론사별 정책 기사 보도량 (건)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정책별 기사보도현황

1. 각 정책관련 시기별 기사 보도량

기사보도량은 해당 이슈에 대한 신문사의 보도 적극성 및 관심의 정도

를 보여준다. 기초연금제도와 관련 분석 시기 내 5대 일간지 기사 수는

총 760건이며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각각 129건, 125건, 한국일보가

149건, 조선일보가 156건으로 대부분의 신문사가 비슷한 수준의 보도를

한 반면 경향신문의 경우 201건으로 다른 언론사에 비해 비교적 많은 수

준의 기사 보도량을 보이고 있다(<표7>참고). 기초연금제도와 관련된 이

슈에 대해 경향신문이 다른 언론사보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수당정책의 경우 총 보도기사 개수 357건 중 보수언론인 중

앙일보와 조선일보가 각각 47건, 48건인 반면 중도성향의 한국일보는 75

건,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각각 95건과 92건으로 약 두 배

정도 많은 기사를 보도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언론사의 정치적 성

향에 따라 보도량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수당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진보성향의 신문사일수록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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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월 별 기초연금제도 관련 기사 보도량

이와 같은 각 정책 이슈와 관련된 언론보도는 시기에 따라 어떤 증감

추이를 보이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초연금제도와 관련된 분석시기 내 보도된 기사건수를 월별

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기사 수집 시작일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연금합의문을 발표한 시

점인 2013년 7월로 설정하였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2012년 박근혜 당

시 대선 후보가 공약했던 기초연금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출범한 민관

합동기구이다. 여기서 발표된 합의문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

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합의문의 발표가 있는 7월과 이어 8월까지는 기사가 평균 하루 1건

정도로 보도되다가, 보도 기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2013년 9월

과 2013년 10월이다. 이시기에 몇가지 두드러지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9월

26일, 정부에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

계해 매달 10∼2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발표하였고, 제도를 구체화

하는 중에, 최초 대선공약과 달리 내용의 수정이 많이 이루어지자,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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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는 내

용의 사과내용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약속과 복지 현실에 대한 내용이

사회에서 큰 논의에 중심이 되며, 9월에 가장 많은 기사가 등장하였다. 이

어 9월 27일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이 수정된 기초연금 수정안이 자

신의 소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퇴하고 10월 초에는 정부가 ‘기초연금법 제

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많은 수의 기사가 쏟아졌다. 이 후에는 큰 이슈 없

이, 수정된 기초연금 내용을 설명하거나 진단, 분석하는 기사들이 한 달 평

균 40∼50건 가량 씩 6∼7달 동안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 그림 2 > 월 별 청년수당정책 관련 기사 보도량

분석 기간 내 청년수당정책과 관련된 월별 기사건수는 <그림2>와 같

다. 기사 수집일은 성남시 청년배당사업 시행 입법예고일이 있는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후 2015년 11월부터 1월까지는 성남시 청년배

당 정책이 실제 시행되면서 정책 실효성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원방

식과 관련된 마찰 등 각종 논란이 있던 시기였다. 이때 신문 기사수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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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계

단신 0 (0) 1 (1) 0 (0) 1 (0) 0 (0) 2 (0)

스트레이트 37 (29) 47 (30) 53 (36) 71 (35) 39 (31) 247 (33)

박스 51 (40) 49 (31) 37 (25) 69 (34) 32 (26) 238 (31)

인터뷰 4 (3) 3 (2) 7 (5) 5 (2) 3 (2) 22 (3)

기획 8 (6) 7 (4) 12 (8) 8 (4) 8 (6) 43 (6)

<표 8> 각 신문사별 기초연금제도관련 보도기사 종류 (건, %)

자기 증가하였다가 1차 지급 후 기사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

는데 이후 서울시 청년수당정책 시행으로 관련 기사수가 다시 크게 증가

하였다. 서울시 청년수당정책은 2016년 7월에 청년수당 지급 신청을 받았

고, 2016년 8월 4일 1기 청년활동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1차분 50만

원을 발표와 동시에 지급하였다. 이에 복지부가 9시를 기해 직권취소처분

을 내렸으나 처분 전에 대상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이 모두 종료되었다. 복

지부의 반대에도 수당지급을 강행한 서울시와 이에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

책을 직권취소하는 복지부의 대립으로 많은 기사가 8월에 몰려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2. 각 정책관련 신문사별 기사유형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기사가 어떠한

빈도로 보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5대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를

형태별로 분류(<표8>,<표10>참고)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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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 (6) 14 (9) 13 (9) 19 (9) 8 (6) 62 (8)

칼럼(기고) 10 (8) 15 (10) 13 (9) 13 (6) 17 (14) 68 (9)

칼럼(기자) 6 (5) 7 (4) 12 (8) 9 (4) 13 (10) 47 (6)

기타 5 (4) 13 (8) 2 (1) 6 (3) 5 (4) 31 (4)

계 129
(100)

156
(100)

149
(100)

201
(100)

125
(100)

760 
(100)

χ2 =  90.5646,   df = 32,   Pr = 0.000 (<0.01)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특정 주제나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 보도가 중앙일보 37건(29%), 한국일보 53

건(36%), 한겨레신문 39건(31%)로 5개 일간지가 대부분 비슷한 정도의

보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한 해설이나 분석, 전망과

관련된 내용을 담는 박스기사는 5대 일간지 중 중앙일보가 전체 보도기사

대비 40%(51건)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박스기사를 보도하였으며 한겨레

신문이 전체 보도기사 대비 26%(32건)로 가장 낮은 비중으로 박스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스기사 보도의 경우 진보나 중도 성향의 신문

간 비율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인터뷰기사의 경우 한국일보가 7건(5%)

으로 가장 많은 인터뷰 기사 보도량을 보였으며 한겨레신문의 경우 3건

(2%)로 5개 일간지 중 가장 적은 인터뷰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기사 역시 한국일보가 전체기사 대비 8%(12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경향신문이 전체기사대비 4%(8건)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터뷰와 기

획기사의 경우 5대 일간지에서 모두 낮은 수준의 보도량을 신문사간 큰

차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사와 달리 주관적 판단 내용이 반영

되고, 언론사의 입장이나 의견이 나타나는 사설 및 칼럼의 비율의 경우,

중앙일보가 24건으로 전 보도기사 수 대비 19%로 가장 낮고,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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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계

단신 5 (11) 0 (0) 0 (0) 0 (0) 0 (0) 5 (1)

스트레이트 17 (36) 11 (23) 34 (45) 51 (54) 40 (43) 153 (43)

박스 9 (19) 18 (38) 18 (24) 11 (12) 27 (29) 83 (23)

인터뷰 1 (2) 0 (0) 8 (11) 4 (4) 0 (0) 13 (4)

기획 1 (2) 0 (0) 2 (3) 2 (2) 1 (1) 6 (2)

사설 4 (9) 10 (21) 4 (5) 5 (5) 6 (7) 29 (8)

<표 10> 각 신문사별 청년수당정책관련 기사 종류 (건, %)

이 총 기사 수 대비 30%(38건)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계

사설 8 14 13 19 8 62

칼럼(기고) 10 15 13 13 17 68

칼럼(기자) 6 7 12 9 13 47

소계
(%)

24
(19)

36
(23)

38
(26)

41
(20)

38
(30)

177
(23)

<표 9> 기초연금제도 사설 및 칼럼 보도 비중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함을 목적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기자의

해설적 의견이 들어가는 박스기사의 모든 신문사에서 비중이 60%이상으

로, 대부분 두 기사의 비중이 비슷한 편이다. 중앙일보가 박스기사가 스트

레이트 기사에 비해 조금 많고, 한국일보의 경우 박스기사가 스트레이트

기사에 비해 조금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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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2 (4) 5 (10) 7 (9) 19 (20) 9 (10) 42 (12)

칼럼(기자) 5 (11) 2 (4) 1 (1) 1 (1) 6 (7) 15 (4)

기타 3 (6) 2 (4) 1 (1) 2 (2) 3 (3) 11 (3)

계 47 (100) 48 (100) 75(100) 95
(100)

92
(100)

357
(100)

χ2 = 101.8838,   df = 32,   Pr = 0.000 (<0.01)

한편 청년수당 정책의 경우, 중앙일보의 5건(총기사수 대비 11%)을 제

외하고 단신기사의 경우 나머지 4개 신문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스트

레이트 기사의 경우 보수언론인 중앙일보가 총기사수 대비 36%(17건), 조

선일보가 총기사수 대비 23%(11건), 중도성향의 한국일보가 총기사수 대

비 45%(34건),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각각 총기사수 대비

54%(51건), 43%(40건)의 비율로 보도하였다. 이를 통해 보수언론보다 중

도, 진보성향의 언론이 정보 전달적 성향의 기사(스트레이트 기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보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박스 기사의 경우,

총 보도기사 수 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문사는 조선일보가 전

체 기사수 대비 38%(18건)이며, 경향신문이 12%(11건)으로 가장 낮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중앙일보가 총기사수 대비 19%(9

건), 한겨레신문이 29%(27건)로 의 비중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나, 박스

기사는 신문사의 이념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신

문사간 비중의 차이는 큰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와 기획기사의 경우 기초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낮은 기사수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경우 인터뷰기사가 한건도 없었으며 한국일보가 8건(전체기

사수 대비 11%)으로 비교적 많은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각각 1건(2%), 4건(4%)의 보도량을 보였다.

이는 인터뷰 및 기획기사의 성격상 절대적인 보도량에 있어 기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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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계

사설 2 5 7 19 9 42

칼럼
(기고) 5 2 1 1 6 15

칼럼
(기자) 3 2 1 2 3 11

소계
(%)

10
(21)

9
(19)

9
(12)

22
(23)

18
(20)

68
(19)

<표 11> 청년수당정책 사설 및 칼럼 보도 비중

유형의 기사보다 절대적인 기사량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상당부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좀더 해당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뤄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획기사가 1건 내지 2건, 조선일보의 경우 단 한건도 없는 등, 상당

히 낮게 나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인물중심의 인터뷰기사가

비교적 많이 나와 청년수당정책에 있어서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보도보

다는 인물중심 보도에 조금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설 및 칼럼의 비율은 한국일보가 9건(12%)으로 가장 낮고 경향신문

이 22건(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향신문의 경우 사설이 19건(20%)

로 가장 낮은 사설 기사수와 비중을 보인 한국일보 4건(5%) 등 다른 신문

에 비해 해당 정책에 대한 신문사의 의견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 관련 기사는 청년수당정책의 스트레이트

기사 비중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사 분류에서, 신문사의 종류에 관계없

이 비슷한 수준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청년수당정책 기초연금제도에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함을 목적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중이 각

각 153건(43%), 247건(33%)와 기자의 해설적 의견이 들어가는 박스기사

의 비중이 기초연금제도 238건(31%), 청년수당정책 83건(23%)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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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년수당정책이 객관적인 정보전달의 성격을 띤 기사 비중이 조금 더

높고,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해설과 전망을 담은 박스기사 비중이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 2 절 언론의 논조 분석

기초연금제도 및 청년수당정책에 대해 5대 언론사들이 어떤 논조로 보

도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두 개 정책에 대한 각 언론사의 태도 및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에 대한 언론의 논조는 어떠하

였는가?

연구문제 1에서는 5대 일간지가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에 대해

어떤 논조로 보도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

자체의 목적이나 취지에 관한 부분은 5개 신문사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신문사의 논조는 각 제도들의

시행 배경이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인 현행 제도에 대한 신문사의 서술 태도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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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논조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기초연금 27
(3.6)

472
(62.1)

261
(34.3)

청년수당 104
(29.1)

201
(56.3)

52
(14.6)

전체
131

(11.7)
673

(60.3)
313

(28.0)

χ2=170.772,   df=2,   Pr = 0.000(.<0.01)

<표 12> 정책별 논조 (건, %)

기초연금제도 및 청년수당 정책에 관한 신문사의 보도 논조는 <표12>

와 같다. 두 개 정책 모두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을 함께 반영하

거나 있는 중립적 논조로 보도된 기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각 정책에

있어 긍정적 논조의 기사와 부정적 논조의 기사 보도비중에는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261건(34.3%)로 긍정적인 기사 27건(3.6%)보다 높은 수준의 기사 수와 비

율을 보이고 있다. 청년수당의 경우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104건(29.1%)로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 52건(14.6%)보다 높게 나왔다. 이

는 신문들이 현행 기초연금제도(혹은 시행예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을 갖고 보도하는 비율이 긍정적인 논조의 보도보다 많다는 것과 청년수

당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부정적 논조의 기사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 48 -

구분
논조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언론사

중앙일보 10
(7.8)

92
(71.3)

27
(20.9)

조선일보
5

(3.2)
106

(67.9)
45

(28.8)

한국일보
7

(4.7)
98

(65.8)
44

(29.5)

경향신문
4

(2.0)
112

(55.7)
85

(42.3)

한겨레신문
1

(0.8)
64

(51.2)
60

(48.0)

전체 27
(3.6)

472
(62.1)

261
(34.3)

χ2=37.329,   df=8,   Pr=0.000(.<0.01)

<표 13>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언론사별 논조 (건, %)

기초연금정책 기사의 경우(<표13>참고) 5대 일간지 모두가 높은 비율

로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 건수 및 비중이 긍정적 논조의 기사 건수 및 비

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논조는 중앙일보가 전체기사 수

대비 긍정적 논조의 기사 비율이 7.8%(10건)으로 5개 신문사 중 가장 높

았으며, 한겨레신문이 1건(0.8%)으로 가장 낮은 건수와 비율을 보이고 있

다. 부정적인 논조의 경우 한겨레신문이 전체 기사수 대비 부정적 논조의

기사가 48%(60건)로 5개 신문사 중 부정적 논조의 기사가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일보가 27건(전체 기사수 대비 부

정적 논조의 기사수 비중 20.9%)으로 가장 낮은 건수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립적 논조의 기사는 중앙이 92건(71.3%)로 가장 높고 한겨레신문

이 64건(5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초연금정책 기사의 경우 전반적

으로 기초연금정책에 대해 중립적 성향의 기사를 많이 내고 있으며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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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사의 비중이 긍정적 기사의 비중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수 성향 언론 및 중도성향 언론

인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의 경우 보다 진보적 성향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서 긍정적인 기사 보도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보수 및 중도 성향 언론이 비교적 적

은 기사 수 및 빈도를 보이고 있고 진보성향 기사가 높은 기사수와 빈도

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논조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언론사

중앙일보 4
(8.5)

26
(55.3)

17
(36.2)

조선일보
2

(4.2)
22

(45.8)
24

(50.0)

한국일보
22

(29.3)
46

(61.3)
7

(9.3)

경향신문
39

(41.1)
55

(57.9)
1

(1.1)

한겨레신문
37

(40.2)
52

(56.5)
3

(3.3)

전체 104
(29.1)

201
(56.3)

52
(14.6)

χ2=104.798,   df=8,   Pr=0.000(.<0.01)

<표 14> 청년수당정책에 대한 언론사별 논조 (건, %)

청년수당정책에 관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논조와 각 신문사 간의

관계를 <표14>와 같이 분석하였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경

우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부정적 논조의 기사가 각각 17건(36.2%), 27건

(50%)로 진보적 성격의 경향신문이 1건(1.1%), 한겨레신문 3건(3.3%)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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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나타났다.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의 경우 반대로, 경향신문 39건

(41.1%), 한겨레신문 37건(40.2%)로 중앙일보 4건(8.5%), 조선일보 2건

(4.2%)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신문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청년수당정책에 대하여 보수언론사들은

부정적인 시각의 기사비중이 높고 긍정적인 시각의 기사비중이 낮은 반

면, 중도 및 진보 언론사의 경우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 비중이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 비중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제 3 절 언론사별 보도프레임의 특징 분석

연구문제 2는 연구기간 내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에 관한 언론

사별 보도 프레임의 구성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2-1] 연구기간4) 내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기사의 언론사별 보도

프레임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연구기간 내 기초연금정책에 관한 언론사와 언론보도 프레임 간의 관

계를 카이제곱 검정 한 결과가 <표15>에 제시되어 있다. 검정결과, p값이

Pr = 0.40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초

연금정책의 신문사별로 특정 언론프레임을 사용하는 경향이 보이지 않는

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기초연금정책관련 기사의 언론사별 프레임 등장빈도 및 비중을

4) 2013년 7월 1일(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발표가 있는 달)부터 2014년 8월 31일(기초

연금 첫지급 약 한달 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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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조선일보를 제외한 4개 신문사 모두에서 문제해결 및 모색프레

임이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중앙일보 54건(23.4%), 조선일보 55건

(20.1%), 한국일보 58건 (22.6%), 경향신문 76건(25.2%), 한겨레신문 51건

(25.4%)으로 각 신문별 전체 기사 수 대비 비율로 볼 때 약 25%정도의

비율로 해당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일보의 경우

에도 다른 프레임과 1%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5개 신문사

에서 모두 문제해결 및 모색프레임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민주적인 대화, 합의의 내용을 언급하는

기사나 문제의 구체적인 진단 및 처방을 제시하고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기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제해결 프레임은 신문사를 막론

하고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히 어떤 언론사에서 사용되는 프

레임으로 볼 수 없다.

정책에 대한 단순설명이나, 정치인들의 해당 제도에 대한 발언을 옮긴

것 등이 해당 되는 정책설명(실행) 프레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기사 수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각각 전체기

사수 대비 19.9%(46건), 19.9%(60건)로 높게 나타났고 한국일보가

15.6%(40건)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정책설명 프레임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갖지 않아, 해당 프레임이 특정 언론사에

서 특히 많이 보이는 경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사용

빈도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립갈등 프레임의 경우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각각 60

건(35.71%), 58건(33.72%), 중도성향의 한국일보가 49건(30.06%)이었으며,

보수성향의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각각 22건(22%)로 나타나 진보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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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중도성향의 신문사의 경우 대립갈등 프레임이 좀 더 많은 빈도로 등

장하며, 해당 프레임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신문사들은

논조에서도 기초연금정책에 관해 긍정적인 논조를 좀 더 많이 쓰는 것으

로 나타나 대립갈등적인 프레임 사용이 중도 및 진보성향의 언론사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책임귀인 프레임의 경우도 신문사별로 비슷한 비중의 보도기사수를 보이

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오지는 않았다. 정부에서 일정 정책

적 목적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성격이라, 이미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문

제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이외 각 프레임을 살펴보면, 책임귀인 프레임, 감정자극 프레임, 정치

이슈화 프레임경우는 각각 한국일보 21건(12.9%), 경향신문 10건(6%), 조

선일보 18건(18%)으로 다른 언론사에 비해 빈도수가 높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다.

기초연금정책을 보도하는 신문사의 이념적 성향이나 경향에 상관없이

언론프레임이 선택되고 있으며, 신문사가 사용하는 언론프레임의 빈도가

높은 경우가 있지만 특정 프레임만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조사된 전체 보도의 비중과 관련하여 5대 신

문사 모두에서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과 정책설명(실행)프레임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복지 정책에 관련된 기사의 경우 비교적 정보전달이

나 일반적인 정책설명에 관한 내용이 많이 보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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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프레임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책임귀인
24

(10.4)

26

(9.5)

28

(10.9)

37

(12.3)

24

(11.9)

정책설명
46

(19.9)

49

(17.9)

40

(15.6)

60

(19.9)

38

(18.9)

문제해결
54

(23.4)

55

(20.1)

58

(22.6)

76

(25.2)

51

(25.4)

감성자극
15

(6.5)

14

(5.1)

11

(4.3)

18

(6.0)

8

(4.0)

대립갈등
44

(19.0)

62

(22.7)

56

(21.8)

44

(14.6)

46

(22.9)

정치이슈화
23

(10.0)

27

(8.1)

30

(11.7)

35

(11.6)

18

(9.0)

경제적 영향
25

(10.8)

45

(16.5)

34

(13.2)

32

(10.6)

16

(8.0)

합계
231

(100.0)

227

(100.0)

255

(100.0)

302

(100.0)

201

(100.0)

χ2=25.0272,   df=24,   Pr=0.404

<표 15> 기초연금제도 관련 기사의 언론사별 프레임 구성

* 프레임은 다중응답으로 코딩하여 분석된 기사의 프레임 총 개수는 실제

분석된 기사 건수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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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2] 연구기간 내5) 청년수당정책에 관한 언론사별 보도 프레임

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청년수당정책에 관한 프레임 등장 빈도를 먼저 살펴보면, 보수언론을

표방하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경우 각각 32건(전체 프레임 대비 32%),

29건(전체 프레임 대비 29%)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진보성향의 경향신문

38건(22.6%), 한겨레신문 36건(20.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설명

프레임을 보수 성향의 신문이 진보 성향의 신문보다 더 많이 사용함을 의

미하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치인 개인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단순 의견이나 정책에 대한 단순하고 일반적인 소개를 하는

내용인 정책설명(실행)프레임이 많이 나온 것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귀인 프레임의 경우 중도성향의 한국일

보가 21건(12.9%)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언론이

진보언론보다 비교적 책임귀인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으로 확인된다.

중도를 표방하는 한국일보 및 진보경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경

우 모두 대립갈등 프레임6)이 각각 49건(30.06%), 60건(35.71%), 58건

(33.72%)로 프레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대립갈등 프레임의 경우 경향

신문이 60건(35.71%)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겨레신문

5) 2015년 9월 1일(청년배당 입법예고가 있는 달)부터 2016년 9월 30일(청년수당 시행 약

한달 후)까지

6) 갈등프레임에서 갈등 주체별 세부 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

등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178건, 82.41%)이 가장 많고,

이어 당내 대립을 포함한 정치권간 의견대립(15건, 6.94%)이 많이 측정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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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도 58건(33.72%)로 높은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장 비중이 낮

게 나타난 중앙일보가 전체 기사 대비 22.0%(22건)으로 같은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가 27건(25.7%)으로 나타나 신문사의 이념성 성향에 따라 대립갈

등 프레임을 사용하는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보수성향의

언론사보다 진보성향의 언론사가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대립갈등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한 값을 가

진다. 대립갈등 프레임이 많이 나타난 것은 청년수당정책의 대립갈등 부

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정적 문제 및 독

립적 행정 등에 관한 논의를 하는 취지의 기사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청년수당정책의 보도에 있어 이를 정치적 이슈로 보려는 프레임인 정

치이슈화 프레임의 경우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서 15건(15%), 18건(18%),

한국일보 8건(4.9%), 경향신문 5건(3%), 한겨레신문 22건(12.8%)으로 나

타났다. 보수 성향의 신문일수록 정치이슈화 프레임을 다른 언론사에 비

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의 정치 이슈화 프레임 사용

비중은 22건(12.8%)로 보수언론보다는 낮지만 진보성향의 다른 신문보다

비교적 높은 것은 신문기사에서 좀 더 해당 시장 등 인물에 초점이 된 기

사가 많은 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청년수당정책에 관한 언론사별 언론프레임 간의 관계는 카이제곱 검정

한 분석결과 Pr = 0.001 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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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프레임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책임귀인
8

(8.0)

9

(8.6)

21

(12.9)

8

(4.8)

12

(7.0)

정책설명
32

(32.0)

29

(27.6)

39

(23.9)

38

(22.6)

36

(20.9)

문제해결
11

(11.0)

12

(11.4)

31

(19.0)

35

(20.8)

26

(15.1)

감성자극
8

(8.0)

7

(6.7)

6

(3.7)

10

(6.0)

9

(5.2)

대립갈등
22

(22.00)

27

(25.7)

49

(30.06)

60

(35.71)

58

(33.72)

정치이슈화
15

(15.0)

18

(17.1)

8

(4.9)

5

(3.0)

22

(12.8)

경제적 영향
4

(4.0)

3

(2.9)

9

(5.5)

12

(7.1)

9

(5.2)

합계
100

(100.0)

105

(100.0)

163

(100.0)

168

(100.0)

172

(100.0)

χ2=49.9915,   df=24,   Pr=0.001(<0.01)

<표 16> 청년수당정책 관련 기사의 언론사별 프레임 구성

* 프레임은 다중응답으로 코딩하여 분석된 기사의 프레임 총 개수는 실제

분석된 기사 건수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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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3] 해당 기간 동안 두 개 사안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언론프

레임의 특성과 차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1번과 2-2번에서 각각 정책에 대한 신문사별 언론프레임

특성을 알아보았다면 연구문제 2-3번에서는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

책 두 개 사안에 대한 언론프레임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표17>

참고). 전반적인 프레임 등장 빈도수를 보면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프레임

유형이 신문사에 관계없이 프레임별 비중이 비교적 균등한 모습으로 등장

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복지정책의 성격상 두 개 사안 모두 정책을

설명하거나 분석하는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과 정책에 대한 단순한 설

명이나 정책 도입이나 실행과정에서 생기는 사건을 묘사하는 정책설명(실

행)프레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초연금수당과 청년수당정책, 두 개 정책에 관한 언론 보도 프레임

비교는 아래 <표 16>과 같다. 정책별 언론 보도 프레임 간의 관계를 카

이제곱 검정한 분석결과는 Pr = 0.001 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각각 세부 프레임별로 살펴보면, 먼저 책임귀인 프레임의 경우 기초연

금제도 관련 기사가 139건(18.3%)으로 청년수당정책 관련 기사 58건

(16.2%) 보다 조금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노년문제(기초연금

정책)나 청년문제(청년수당정책)을 누가 해결해야하는지를 보도하는 내용

이므로 비교적 많은 빈도로 나타났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기초연금제도

와 청년수당제도 간 책임귀인 프레임은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정책설명(실행) 프레임의 경우 기초연금제도에서 233건(30.7%), 청년수

당정책에서 174건(48.7%)으로 청년수당정책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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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

기 보다는 정책(제도)에 대한 정치인들의 단순 언급이나, 일반적이고 단순

한 소개를 하는 프레임으로 기초연금에 비해 청년수당이 단순한 형태의

기사를 많이 보도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책설명(실행)프레임에서 중계식 보도를 하는 기

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중계식 보도란, 사안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설명하

기보다 갈등이 되는 주체들의 발언을 그대로 중계하듯이 옮겨 쓴 기사를

의미한다. 중계식 기사의 예는 아래와 같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청년수당을 거론하며 ‘포퓰

리즘적 복지사업’으로 못박았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

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

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일보, 2015.11.19.)

대립갈등 프레임의 경우 216건(60.5%)로 기초연금제도보다 청년수당정

책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문

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 경제적 영향 프레임이 청년수당정책에 비해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한 값을 갖는다. 정책

설명프레임은 174건(48.7%)으로 기초연금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및 모색프레임의 경우 기초연금제도에서 294건(38.7%), 청년

수당정책에서 115건(32.2%)으로 기초연금제도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써 정책적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이나 분석을 하는 기사가 청년수당정책보다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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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 높은 비율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 공약이던 기초연금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안이 등장하고 이를 신문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

하여 기사를 제공하는 기사들이 보도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별 감성자극 프레임의 경우 기초연금제도는 66건(8.7%), 청년수당

40건(11.2%) 으로 청년수당에서 감성자극 프레임을 좀더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감성자

극 프레임의 경우 기초연금이나 청년수당에서 특히 사용되는 프레임으로

보기 어렵다.

대립갈등 프레임의 경우 청년수당(216건(60.5%))이 기초연금(252건

(33.2%))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수당을 다루는 기사에서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

의 대립갈등 상황을 묘사하거나 부각하는 프레임을 좀 더 사용하는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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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형

프레임
기초연금 청년수당 전체

책임귀인 프레임
139

(18.3)

58

(16.2)

197

(17.6)

정책설명 프레임
233

(30.7)

174

(48.7)

407

(36.4)

문제해결 프레임
294

(38.7)

115

(32.2)

409

(36.6)

감성자극 프레임
66

(8.7)

40

(11.2)

106

(9.5)

대립갈등 프레임
252

(33.2)

216

(60.5)

468

(41.9)

정치이슈화 프레임
128

(16.8)

68

(19)

196

(17.5)

경제적 영향 프레임
152

(20)

37

(10.4)

189

(16.9)

합계
760

(68.0)

357

(32.0)

1117

(100.0)

χ2=66.1832,   df=6,   Pr=0.000 (<0.01)

<표 17> 정책별 언론 프레임 유무 (건, %)

* 프레임은 다중응답으로 코딩하여 분석된 기사의 프레임 총 개수는 실제

분석된 기사 건수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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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화 프레임의 경우 기초연금제도가 128건(16.8%), 청년수당정

책이 68건(81%)으로 청년수당 정책에서 정치이슈화 프레임을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진 않는

다. 따라서 정치 이슈화 프레임이 청년수당에서 좀 더 많이 관측은 되었

지만 기초연금 비교하였을 때 청년수당이 특별히 해당 프레임 선택이 많

다고는 볼 수 없다.

경제적 영향 프레임의 경우 기초연금제도가 152건(80.4%), 청년수당정책

이 37건(19.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금의 경우 경

제적 영향 프레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값은 통계

적으로도 유의미한 값을 갖는다. 기초연금의 경우 재원의 확보와 관련되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재정적 영향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기사의 비중

이 높으며 따라서 기초연금제도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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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언론 프레임에 의한 정책대상자 이미지 분석

[연구문제 4] 언론은 두 개 사안에 관련된 보도를 함에 있어 정책대상자

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언론의 프레이밍에 의해 제시

되는 청년/노년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해당 사회의 정책대상자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어떠한가는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광

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복지정책 필요성 및 방

법에 대해 사회가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경우 해당 정책의 정책 도입과 집

행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 공감대를 형성

하는데 있어 언론의 영향력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

이처럼 언론은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에 의해 재현된 노

년과 청년에 대한 이미지 묘사에 있어서 언론의 보도 태도나 입장이 어떠

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언론을

통해 제공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기초연금과 청년수당정책

에 대한 우리 사회 내 담론은 어떠한지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연구는 앞에서 연구대상이 되었던 신문기사들 중 노년이나 청년에 대

해 묘사하는 부분을 문단단위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기사는 노

년층 관련기사 25개, 청년층 관련기사 9개, 총 34개 기사이다. 사설과 칼

럼을 중심으로 수집하였으나 일반기사에서 정책대상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경우 이를 함께 수집하였다.



- 63 -

1. 언론이 제시하는 노년의 이미지

기본적으로 보수언론은 노년층에 대하여 한국을 현재의 수준에 있게

한 일꾼들이며, 삶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로

표현하면서 국가 또는 사회가 이들을 위한 복지체계를 갖추어야한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이 등장하는 기사들은 대부분 보수 언론이

많았고, 진보적 시각의 언론에서는 노인층이 사회적 존경을 받아야할 대

상이므로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서술을 찾기 어려웠다.

과거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축적된 삶의 지혜 덕분에 노인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다. ······노인들은 ‘한강의 기적’의 주역들로서 젊은 시절을 국가

경제 건설과 자녀 교육에 바친 분들이다. 당신들의 부모님들을 스스로 극진히

모셨기에 노후에는 당연히 자녀들의 부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별다른 노

후 준비 없이 노년기를 맞았다. 그러나 그동안 세태가 변해 노부모 부양의 상

당 부분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바뀌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

은 아직 허술한 편이다. (중앙일보, 2014.06.14.)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통장을 들고 활짝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는 기

쁨보다는 가슴이 아프다. 손마디가 닳도록 뼈 빠지게 나라를 일으킨 그들에게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중앙일보, 2014.07.29.)

우리는 아직 연륜과 혜안을 가진 80세 전후 지성인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

이 많다. '뒷방 늙은이', '조용한 걸음' 같은 말은 겸양의 표현이겠지만, 안타

까움도 생기는 이유다. 그분들이 좀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젊은 사람들이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꾸짖어주셨으면 좋겠다. (조

선일보.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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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 허리가 휠 정도로 일해 우리나라를 경제대국 반열에 올려놓고

자녀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웠지만 현재 상황은 곤궁하기 짝이 없다 ······ 어

떻게 보면 우리 노인들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성장시켜 놨으니 국가가 이 정

도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한국일보,

2014.07.30.)

진보성향의 신문에서는 기초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에서 노년

층에 대한 묘사나 설명보다는 노년층에서도 특히 빈곤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술하는 기사가 많았다.

한국에서 노인들의 삶은 매우 고달프다. 높은 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이 이를 잘 설명한다. ······ 고령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데다 가족 내의 부양문화가 사라지고 있어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50대 중·후반인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경향신문, 2014.08.20.)

노년층 복지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태도 역시, 젊은 세대도 역

시 나중에 부양을 받을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노년층이 복

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하다 자기가 늙으면 후세대의 부양을 받게 된다.

그리 생각하면 지금의 부담이 억울할 게 없다. 기초연금 논란 과정에서 어르

신들은 ‘어른다운 모습’을 보였다. ”소득 상위 30%는 받지 않겠다”고 먼저 나

섰다. 아파트에다 약간의 저축이 있고 얼마간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상위 30%

에 들기도 한다. 모두가 ‘부자 노인’이 아닌데도 나라 곳간부터 걱정했다. (중

앙일보,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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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갖고 있거나 자식에게 물려준 경우 등, 일정한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를 줄이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 역시,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

를 생각한 노인들의 연금을 줄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

다.

정부는 며칠 전 발표한 '기초연금 개선안'에서 앞으로 전 재산 1억원을 자

녀에게 준 노인은 5년간, 3억원을 준 노인은 15년간 기초연금을 주지 않겠다

고 했다. 기초연금을 받겠다고 서둘러 재산을 물려준 몰염치한 노인으로 보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사업에 실패한 자녀를 외면할 수 없고, 집 팔

아 돈 대주면 부모를 모시겠다는 자식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부모 마음

이다. 수십억원도 아닌 전 재산 고작 3억원만 물려줘도 죽을 때까지 기초연금

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배짱이 놀라울 따름이다. (조선일보.

2013.12.27.)

경향신문에서는 노년층과 청년층 간의 갈등적 상황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

기사도 등장한다.

노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응은 좋지 않다. 젊은이들도 노인들

못지않게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자신들의 어려움

이 노인을 포함한 기성세대의 탐욕과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철을

타보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가 점점 줄고 있다. 노인

세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인 것 같다. (경향신문,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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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제도 수혜대상자 입장

기초연금제도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처음 현 정부가

공약했던 기초연금제도의 지급금액이나 지급 대상자의 범위가 축소되는

과정이었다. 보수언론이 기사화하는 정책수혜대상자들의 목소리는 기초연

금 지급 대상 축소가 괜찮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서양화가 곽훈(72)씨는 65세가 한참 지났지만 지하철 요금을 꼬박꼬박 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능력 있는데 공짜로 타면 사람이 처량해 보이지 않겠는

가”라고 그는 말한다. 며칠 전 TV토론에서는 서울대 오종남(61) 교수가 “몇 년

후 정부가 나보고 20만원을 받으라 하면 20만원 이상의 걱정이 들 거다. 나는

20만원 안 받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중앙일보,

2013.10.01.)

진보성향의 언론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목소리를 실으면서 노년

층 중에서도 기초연금이 노년빈곤층에게 기초생활보장적 측면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2년째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는 김호태씨(68)는 달력 속 ‘20일’을 가리키다

금세 씁쓰레한 표정이 됐다. 20일은 그에게 기초생활급여 48만8000원이 들어오

던 날이었다. ······ 정작 가장 가난한 계층인 김씨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

게 된다. ······ 서울 용산구 후암동 쪽방촌에서 만난 김씨는 “이럴 거면 아예

기초연금을 준다고 하지나 말지. 왜 줬다가 빼앗아가느냐”며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기초연금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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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이 제시하는 청년의 이미지

청년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수언론사나 진보언론사나 이념

적 성향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언론사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들 인정하고 있다. 청년들의 고통은 “아

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부터 ‘헬조선’까지 다양하게 지적되어 왔다.······미래도

불안하지만, 지금 당장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삶은 고약하다. 청년들도

시민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지만, 주권자로서의 대접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

다. 국가든 기성세대든 재벌대기업이든 그런 점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다. (경

향신문, 2015.11.05.)

'나이가 벼슬인 국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욕심이 되는 국가' '열쩡(열

정)과 노오력(노력) 두 단어로 모든 사회 문제를 외면하는 국가'…. 인터넷에

서 '헬 조선'을 검색하면 이런 정의가 쏟아진다. 20∼30대가 대한민국을 가리

켜 '지옥 같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분노와 냉소가 깊이 배 있다. 하지만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더러 "왜 노력하고 도전해 보지도 않고 주저앉느냐"며

혀를 찬다. (조선일보, 2016.01.02.)

나아가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력만 강조하는 기성세대를 비판하

기도 한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낚싯대 정도는 사주고, 아사 직전의 젊은이에겐

밥부터 먹이는 게 어른이 할 일이다. 지금 사정을 모르는 옛 말씀을 들이대며

‘최저시급 6030원’에 목매는 젊은이들에게 시절 모르는 훈계를 하는 건 어른

이 할 일이 아니다. (중앙일보,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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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적인 신문사들은 정부의 소극적이고 청년 비판적

인 태도에 대해 보도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사에 담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반대 입장을 알리

기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에 “정책 효과를 알 수 없는 현금 지급으로 인해 청

년들의 열정과 패기가 사라질까 걱정스럽다”고 적어 청년 누리꾼들이 반발하

고 있다.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모른 채 편견에 찬 문구”라는 지적이다. (경

향신문, 2016. 8.10)

3포세대, N포세대로 스스로를 명명하는 현재 청년들의 현실을 기술하

는 기사도 있다.

어렵게 입시경쟁을 치르고 많은 비용을 들여 스펙을 쌓아 사회에 나와도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눈높이를 낮추어 가려 해도

그런 일자리로는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높은 집값과 집세로 인해

괜찮은 일자리를 얻은 젊은이마저 부모의 도움 없이는 결혼이 쉽지 않다. 결

혼을 해도 육아 부담과 교육비 문제로 애를 낳기 어렵다. (경향신문,

2014.08.20.)

4. 청년수당 정책 수혜자 입장

청년정책의 대상자들은 본인들을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언론과 사

회에 대해 억울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자신들을 ‘불신’이 아닌 ‘신뢰’로 바라봐달라고 했다. ㄱ씨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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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노력하지 않는 애들이 쉽게 돈을 받아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억

울하다”며 “꼭 필요한 청년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에서 제대로 홍보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2016.08.17.)

항의하는 수십건의 댓글이 달렸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빈 주머니 사정

이 청년들의 열정과 패기를 사라지게 하고 삼포세대를 만든 거 아니냐”고 말

했다. 또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는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지원대책으로 기업들

의 열정과 패기가 사라질까 걱정이다”라고 꼬집었다. 한 청년“청년수당이 지

급되면 술 마시고 흥청망청 쓰느라 미래는 뒷전일 것 같나. ‘헬조선’의 청년들

을 알고나 하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경향신문, 2016. 8.10)

돈으로 지원을 하면 흥청망청 쓸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청년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ㄷ씨

는 “청년수당에 관한 뉴스를 보고 걱정이 돼서 지원금을 아직 쓰지 않고 있

다”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취업계획을 새로 짜놨는데 계획이 쓸

모없어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들어 유일한 합격이라

매우 기뻤다”며 “새로운 진로를 고민할 시간이 생겼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2016.08.17.)

“알바 인생으로 끝나는구나 좌절했던 저에게 이제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힘

이 됩니다. 수당을 받는 청년들은 인생에 목표도 없는 방구석 쓰레기로 보는

편견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청년수당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문을 조금이

라도 줄일 수만 있다면 선정자를 공개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창피

할 것도 없습니다.” (경향신문, 20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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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책대상자에게는 청년수당정책이 기회이자 정부 혹은 사회의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복지에 대한

경험은 사회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5. 소결

국내 5대 일간지가 청년과 노년에 대한 이미지 프레이밍을 어떻게 제

시하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사의 경우 주 독자층

인 노인층을 겨냥한 듯 노인층에 대한 ‘지혜롭고 너그러운 어른’의 이미지

로 서술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

언론사에서는 노년층에 대한 긍정적 프레임으로 기사를 구성한다기보다

노년층 중 빈곤층에 대한 관심에 더 초점을 두고 이들의 생활 보장에 대

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종

류의 도움이 더 필요한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청년에 대한 이미

지는 기본적으로 보수언론, 진보언론에 관계없이 현실 생활이 녹녹치 않

음을 묘사하고 있다. 청년에게 노력만을 강조하고 사회적인 보호 울타리

는 없다는 사실에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기사가 전 언론사에서 확인되었

다. 다만,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에 대한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

다. 현금성 복지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지원을 청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와 관련하여, 청년을 바라보는 신문사간 시각차이가 발생한다. 보수

언론사의 경우 현금성 복지를 할 경우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고

있다. 의도한 목적에 쓰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진보적 언

론은 지원된 금액에 대한 사용처 선택은 청년 스스로가 제대로 할 수 있

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청년신뢰의 이슈가 발생한다.

각 신문사들은 정책대상자들의 목소리를 담기도 했는데 이를 살펴보

면,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에 등장하는 노년층은 기초연금 삭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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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어려우니 이해해야한다,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이며 돈으로 하는

복지보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는 의도의 발언들을 많이 싣고 있

다. 아직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원로들의 모습을 제시하기도 하면

서 노년층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 등 진보신문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당장 하루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라에서 지원되는 복지금액이 그

들의 삶에 어느정도로 절실한 것인지를 정책대상자 본인의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청년들의 경우 청년수당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기성세대에 대해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억울해하거나 분노를 표시하는 경우

가 많았다. 실제 대상자의 경우 나라가 힘든 자신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적 관심을 갖고 바라봐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

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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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과 관련된 국내 5대 언론

사의 기사를 내용분석하여 각 정책들에 대한 언론사의 태도(논조) 및 현

실 구성(프레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각 정책의 대상자에 대한 언론의

인식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정책이지만,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변화하

는 시점에서 시행되는 복지 정책으로 특정 계층에게 지원을 한다는 점, 1

년 차이로 같은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

고 보았다. 기초연금제도와 달리 청년수당정책 시행과 관련해 마찰이 많

았던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언론이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하고 사회에서 정책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

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언론의 보도 프레임 방식과

정책 대상자에 대한 언론사의 인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각 정책의 시행 입법예고(조례)가 있는 시행일 전 한달 전부터 정책이

시행되고 한달 후까지를 연구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여 기사를 수집하였다.

먼저, 이렇게 수집된 5대 종합일간지들의 기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스

트레이트와 박스기사의 비중이 높으며,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박스기사가,

청년수당 정책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이 나왔으며, 청년수당정책의

경우 기자의 의견이나 현재이외에 과거의 내용이나 미래의 전망 등을 제

시하며 스트레이트 기사를 심도 있게 기사화하는 박스기사가 정보에 치중

한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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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번에서는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에 대한 언론사 간

논조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두 제도 모두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제

도를 설명하거나 제도에 대한 각 주체들의 입장을 모두 기술하는 기사가

대부분으로 확인되지만, 긍정적 논조나 부정적 논조를 보인다고 평가된

기사의 경우 신문사간 차이가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기초연금

제도의 경우, 보수언론으로 평가 받는 중앙일보는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

가 많은 반면 진보신문으로 평가받는 한겨레신문의 경우 긍정적인 노조의

기사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부정적 논조의 기사 비중의 경우도 마찬가지

로, 보수언론인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서는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적은

반면,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서는 그 비율이 높았으며 이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번에서는 두 개 정책에 관한 언론사별 보도프레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책임귀인프레임, 정책실행프레임, 문제해결 및 모색 프

레임, 감성자극 프레임, 대립갈등 프레임, 정치이슈화 프레임, 경제적 영향

프레임의 7가지 프레임을 유형화하여, 연역적으로 5대 일간지의 신문기사

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의 언론사 프레임 유형은 기사 빈도를 볼 때 정책설명

(실행)프레임과 문제해결 프레임에 해당되는 기사 비중이 5개 언론사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정책의 성격상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

하거나 정책을 진단하는 기사가 많아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도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기사수와 관련하여,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총 기사수가 5개 언론사 모두 비슷한 반면, 청년수당정책의 경우 보수언

론사의 기사 수가 진보성향 언론사의 기사수의 반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이슈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

었다. 기초연금제도 언론보도 프레임의 경우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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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는 높게 나왔으나 언론사가 특정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

서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특정언론사가 사용하는 언론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수당정책 언론프레임의 경우 카이제곱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청년수당정책의 경우 특히 대립갈등 프레임

과 보수성향의 언론사보다 진보성향의 언론사가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대

립갈등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이슈로 보려는

프레임인 정치이슈화 프레임의 경우 역시 보수 성향의 신문일수록 정치이

슈화 프레임을 다른 언론사에 비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정책의 언론사별 프레임 분석결과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신

문사가 어느 특정 프레임으로 보도하려는 경향이 없었고, 청년수당정책의

경우 대립갈등프레임과 정치이슈화프레임을 보수언론일수록 더 많이 사용

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 두 가지 정책의 언론프레임 간의 보도

특징과 관련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고, 이는 매우 유의미한 값을

갖는다고 측정되었다. 특히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청년수당정책에 비해 대

립갈등 프레임과 정치적 이슈프레임에 대해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보다 진

보적 성향의 언론사가 좀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번의 경우, 언론이 노년과 청년에 대해 어떤 프레임으로 바

라보고 있는지 기사를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보수언론은 노년

에 대해 지혜롭고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라는 긍정적이 프레임으로 바라보

고 있는 반면, 진보언론은 노년층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노년빈곤층에 집

중된 관심으로 그들의 생활상 어려움을 좀 더 조명한다. 청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청년현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청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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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책의 대상자로서의 청년은 보수언론의 경우 특히 충동적이고 의도된

방식으로 쓰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를 보이면서 청년 스스로 내리는 결

정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신문사

의 시각을 뒷받침하듯 각 신문사들은 정책대상자의 시각도 함께 반영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노년층의 사회 긍정적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

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경향에서는 노년빈곤층의 발언들을 많이 싣

고 있다. 청년층에 대한 기사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옮기는 경우는 거

의 없고 청년수당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기성세대의 발언을 쓰는 경

우가 많았다.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적 성향의 언론에서 청년들의 목소리

가 등장하는데 현재의 어려운 현실상황에 대해 기성세대에게 분노를 표하

거나 이해를 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수당정책에 대해서도 현금지원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국가와 사회가 자신들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는 점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던 기초연금정책과 청

년수당 정책을 다룸에 있어 서로 다른 보도 프레임을 사용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보도를 함에 있어 신문사의 이념적 성향

차이에 따라 프레임 선택이 달라지거나 언론사가 사용하는 특정 언론 보

도 프레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5개 일간지

모두 특정 프레임을 활용한 보도를 하기보다는 비슷한 수준으로 프레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청년수당 정책의

경우 해당 시장들의 정치적 행보와 연관되면서 정치적인 이슈화로 이어져

실제로 이뤄져야 할 정책에 대한 논의는 많은 부분 이뤄지지 못하고 주체

간 갈등관계를 묘사하거나 정치인들 개인의 생각을 그대로 옮기는 식의

중계식 보도에 그치는 등 어느 특정 프레임에 치우쳐 보도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성격의 복지정책이 나왔을 때 사회 구성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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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공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을 언론이 담당할 수 있다

면 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이 사회적 공감을 확보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

당정책 두 가지를 노년과 청년이라는 사회의 특정 계층에 대해 현금성 복

지를 한다는 점에서 큰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프레임 연구를 비교하였으

나, 제도가 진행되는 방식이나 만들어진 배경 등 해당 정책의 세부 내용

에 있어서는 두 제도가 상이한 점이 많아서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었다.

두 정책(제도)이 모두 최근 2-3년 안에 시행된 정책으로, 시의성은 있

지만 시계열 분석을 할 정도의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

다.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2016년 8월에 지급되었고 지급된 후 바

로 복지부에 의해 직권취소처분을 받으면서 이후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기는 어려웠다.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하고 각 사안

들 속 의미 있는 사건들을 연관하여서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면 조

금 더 정교한 프레임 연구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방법론 상의 한계도 존재한다. 프레임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 본인

개인판단에 따라 각 신문사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가능한 객관적 분석을

위해 프레임 유목을 여러 차례 수정하고 정교화 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일

부 기사에 대해 2명의 코더와 함께 코더 간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연구자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리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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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 analyze contents of articles from five major media

in Korea related to the basic pension system and youth allowance

policy to examine how the media’s attitudes(tones) and their reality

configuration(frame) of each policy are expressed, and the image of the

recipient of the policy.

The articles covered in this study were articles published in five

major daily newspapers in Korea within a month before the

enforcement to a month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policy. A total of

1,117 articles were collected, including 760 basic pensions and 357

youth allowanc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ypes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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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ed, there were some types of articles that are widely used by

each newspaper company. By policy, boxed articles in the case of the

basic pension system and straight articles in the case of the youth

allowance policy were many.

Regarding the tone of the reports of each press on the two

policies, in the case of the basic pension system, the conservative

press has a high proportion of positive articles, while the middle and

progressive media have a high proportion of negative articles. In the

case of the youth allowance policy, the progressive media has a high

proportion of positive articles, while the media has a high proportion of

negative articles.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ideological tendency of the newspaper and the argument about the

policy.

In order to analyze the news report frames of the two policies,

the main topics appearing in the articles are categorized into seven

different frames including the responsibility attribution frame, the

policy explanation frame, the problem solving and searching frame, the

emotional stimulus frame, the confrontation and conflict frame, political

issue frame, and economic impact fram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no specific frame used by the media in the case of the

basic pension system. In the case of the youth allowance policy,

especially in the conservative media, the confrontation and conflict

frame and the political issue frame were frequently used, indicating

that the media tended to transmit it to the specific frame in reporting

the youth allowance policy.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two policies

with the basic pension system and the youth allowance policy, it is

found that liberal media companies have tendency to use the

confrontation and conflict frame and the political issue fram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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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en in comparison with conservative media companies.

I analyzed the images of young people and older people presented

by media framing using the discourse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viewpoints of the elderly

and young people between the conservative media and the liberal

media. There was also a difference between the newspapers in quoting

the comments of the policy beneficiari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asic pension system and the youth allowance policy, which are issues

in our society, were studied. Secondly, I examined how the media are

framing the two policies through the frame research which has not

been frequently use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rough

which frames those policies are being transmitted to the public. Third,

in the context of securing citizen acceptance and social empathy for

policies that are essential for achieving policy objectives, it can

contribute to emphasizing the role of media in providing the public

sphere in which information are provided, public opinions are created

and discussions take places.

keywords : news frame, basic pension, youth allowance, youth

dividend, basic livelihood security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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