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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원조 수혜를 받았던 한국이 공여국으로 본격적으로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

한지도 25년여가 지났다.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설치와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 

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창설에 이어, 1996년 OECD 회원국

이 되었으며, 2009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에 가입하였다. 1993년 

1억 불에 그쳤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

는 2008년에 8억 불, 2016년 현재 GNI 대비 0.14% 수준인 19.6억 불로 약 

2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구정우 ․김대욱, 2011; 정혁, 2016). 2011년 세계개

발원조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면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예외적인 

사례로 주목받았고, 한국형 개발경험에 근거한 지식공유 요청이 전례 없이 

많아졌다(강나연 · 김승주 · 노인혜 · 손욱, 2015).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전 대

통령 탄핵 기간 중 ODA 관련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가 

그러했듯 한국 개발협력의 역사는 매우 역동적이면서 극적인 경로를 밟아 왔

다(임형백, 2014).

한국 ODA 담론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 특히, 언론의 눈, 특히 신문 보도

로 바라본 한국의 ODA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책과 국민 여론의 변화를 

언론은 어떻게 반영했을까? 언론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예견하는 대표적

인 제도로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Scheufele, 

1999). 즉, 언론이 제시하는 ‘프레임’은 단순히 사실 전달로써의 보도가 아니

라 현실을 재구성하는 독자적인 힘을 보여준다(양승목, 1997). ‘우리 머리 속

의 그림’을 바로 언론 보도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Lippmann, 1922). 

특히, 신문의 뉴스 보도는 ODA와 관련된 정부 시책을 알리고 여론을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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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동시에 그 자체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Van Belle, Rioux, and Potter, 2004). 공여국 신문의 ODA 

보도는 수원국 지원에 대한 대중적 지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

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Rioux and Van Belle, 2005; Kim, 2005). 즉, 신

문이 ODA와 관련해 어떻게 보도했고 그 주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일간지의 특성 및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도 양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밝

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담론 경합 혹은 프레이밍 형성 과정의 중요

성에 대한 논의가 국제정치와 개발협력 분야에서 이루어졌지만, 한국 신문의 

ODA 보도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나아가지 못했다. 또한 담론경합의 

성공과 실패의 조건을 실체적으로 밝히는데 한계를 보여주었다(박진우 ․김수

연, 2011; 손혁상, 2013).

본 논문은 1993년부터 2016년의 기간 동안 한국 주요 신문들의 ODA 관

련 보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탐색한다. 이 기간 동안 ODA 관련 내용을 

보도한 8,407건 신문기사들의 주제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확률 토픽모형

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을 통해 보여준다. 분석 대

상이 된 일간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 한

국경제신문, 총 여섯 개로, 보수와 진보 이념, 그리고 경제 분야의 신문사를 균

형 있게 포함하였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은 경제지가 갖는 보수적 속

성을 고려할 때 대표적 보수지인 조선, 동아일보와 공통점을 갖지만, 경제 이슈

로서 ODA가 갖는 특성, 그리고 ODA에 대한 보도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립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ODA 신문 보도의 주제는 시기별로 어

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ODA 신문 보도의 주제가 신문사의 성격 및 이념적 

정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두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탐색을 통해 궁

극적으로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의 ODA 담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이

것이 향후 ODA 관련 정책, 프레이밍, 그리고 인식제고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갖

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분석에 활용된 8,407건의 신문기사들은 저자들이 새롭게 수집한 자료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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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온라인상에 공개된 비정형 텍스트 기사들을 R 기반 웹 크롤링(web 

crawling) 방법을 통해 정형화된 자료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통해 구축되었다. 

이후 저자들은 빅 데이터 분석 유형 중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 특히 이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 신문의 ODA 보

도 내용 및 주제의 역동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형태소 분석

을 통해 언론 보도에서 활용된 단어를 추출하는 것으로, 보도 내용을 모두 

확인하지 않아도 추출된 단어들만으로도 보도 내용 및 주제를 확인할 수 있

도록 해준다(Feldman and Sanger, 2007). 토픽 모델링은 이렇게 추출된 단

어들을 토픽이라는 은닉 변수를 가정하여 기사들을 단어들의 조합으로 재구

성해서 패턴화하는 자동화된 콘텐츠 분석 기법이다(Chemudugunta, Smyth, 

and Steyvers, 2007). 최근 정책, 복지, 인권 등의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활용

되고 있지만(Fariss, 2014; Fariss et al., 2015), ODA 분야에 이 기법이 적

용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론적으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출발했다. 언론의 독자적 프레

임 능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문들은 정부 정책과 국민 여론을 반영하고 이

를 해석 및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ODA 관련 보도를 했을 것으로 가정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지난 24년간 전개된 ODA 관련 정책, 그리고 여론의 추이

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우선 지난 20여 년간 OECD DAC 및 

UN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규범의 국내적 이행보다는 한국의 개발경험과 

비교우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 이슈에 대한 

보도 비중을 낮았을 것으로, 그리고 한국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기술협력, 새

마을 운동 등과 같은 한국형 ODA 모델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을 것으로 예

측하였다. 또한 최근 대외원조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여론 조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ODA 관련 기사 숫자가 2010년대로 

접어들어 점차 줄어들 것이며 국내 ODA 거버넌스 문제에 보다 관심을 집

중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빅 데이터라는 방대한 자료의 특성,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거

대한 자료에서 ‘숨은 지식’을 발굴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론적 유연성이 요구되며 새로운 경험적 발견을 마주하고 대화하려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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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자세가 요청된다. 따라서 저자들은, 자료 자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

는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했으며, “자료가 스스로 말하게끔(let the data 

speak for themselves)” 유도하였다(Bagozzi, Berliner, and Almquist, 2016). 

II. 언론과 ODA

그간 언론과 ODA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은 언론, 특히 신

문 보도가 ODA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적 관점과 이상주의적 관점이 각각 공여국의 이해실현과 수원국의 

필요에 대한 부응 두 가지의 동기를 ODA 금액 배분을 설명하는 기본 축으

로 보았다면, 최근 언론학 분야에서는 공여국 미디어의 신문 보도가 ODA 

재원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Joly, 

2014). 언론 보도가 집중 보도하는 수원국에 대한 원조 금액이 늘어난다거

나, 쓰나미,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개도국에 대한 보도가 이 국가에 대

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유도하는 것은 미디어의 보도가 ODA 자원 배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웅변하고 있다. 유럽 선진 공여국의 ODA 자원배

분 결정 요인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뉴욕 타임즈, 타임, 르몽드, 아
사이신문 등의 신문 보도가 공여국과 수원국의 식민지 관계, 수원국의 빈곤

수준 등과 더불어 ODA 자원 배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Van Belle, 2003). 이러한 관점과 관련 연구들은 언어와 문화매체를 통해 

관련 행위자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책 아젠다를 설정, 변

화시킬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접근을 전제하고 있다(양승목, 1997).

이렇듯 신문 매체를 중심으로 한 언론 보도가 ODA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에 비해 ODA에 관한 언론보도 및 프레이밍이 어떤 메커니즘을 거

쳐 만들어지는 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드물다. 우선, 언론매체의 기본적인 기

능이 정보 전달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ODA의 목적, 주체, 사업, 관

리·운영, 평가 전 과정에 걸쳐 언론 보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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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필요한 정보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KOICA, EDCF,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료기구이며 이들이 추진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한 전달과 이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언론이 수행할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관련 정책의 내용 및 주제에 대

한 보도가 선행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국제적인 프레이밍

이다. 신문은 대부분 관심과 보도를 국내 이슈에 할애하지만, 국제 경제와 정

치, 문화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국내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또 

다른 주요한 역할로 삼고 있다(Chang, Shoemaker, and Brendlinger, 1987). 

어떤 국제적 이슈가 신문 매체로부터 더 많은 호응을 받는지에 관련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뉴스 매체가 국내적, 국제적 뉴스 보도 간에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Chang et al., 1987). 이런 

맥락에서 언론이 국제개발과 관련된 주요 규범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보도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셋째, 여론의 영향력이다. 언론의 또 다른 핵심적인 기능은 여론을 대변하

고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달함으로

써 여론을 결집하고 또 창출하기도 한다. 정책 입안자들의 입장에서 언론 특

히 뉴스 매체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견을 반영하는 주요 통로이자, 자신들의 

내부적인 정치적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Powlick, 1990).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언론의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살피게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신문 매체는 ODA 관련 정

책과 국제적인 동향 뿐 아니라, ODA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견을 주요

하게 반영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Van Belle, 2003).   

특정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가 어떤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이상의 이론적 논의들은 ODA에 관한 신문 보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ODA에 관한 신문 보

도의 주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와 관련된 이론적 예측 및 가설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신문이 국제개발협력을 이슈화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

치는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한국 언론이 ODA를 주제화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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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탐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신문의 프레이밍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이러한 프레

이밍의 역동적인 변화에 영향을 준 행위자, 제도, 문화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물론 이러한 이론적 설명은 언론이 국내외적으로 객

관적인 현실을 그대로 수동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현실과 과정에 뿌리를 두되 신문매체와 보도자들의 적극적인 선택과 

배제를 통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현실을 구성, 재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양승목, 1997).

III. ODA 정책, 국제규범, 여론

한국 개발협력의 시발은 1987년 EDCF 설치와 1991년 KOICA의 설립이

라고 볼 수 있다.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재임 기간, 즉 원조 공여 초창기에

는 대체로 외교 및 국익 달성의 수단으로써 ODA가 활용되었다. 특히, 김영

삼 정부는 세계화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매개체로써 ODA를 인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형백, 2014).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부터 점차적으

로 공여국의 이해 추구라는 좁은 목표를 넘어 수원국의 필요와 보편적 규범

이라는 측면에서 ODA를 바라보게 되었다. OECD DAC 규범에 대한 관심

이 생겨났고 인도주의적인 원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1997~1998

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국내경제 회복,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획득에 두어짐에 따라, 인도주의적, 보편주의적 관점은 여전히 정

책적 우선순위와는 거리를 두게 된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대외

원조개선 종합대책”은 이른바 공여국의 이해와 수원국의 필요, 그리고 국제

규범을 조화시키려는 최초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OECD-DAC 가입이 이루어지고, 같은 해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제

정되면서, 한국의 개발협력 거버넌스가 기틀을 갖추게 된다. 이어 2010년 10

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심의 · 확정하면서, 



180   구정우 ․조성권 

한국은 제도적 선진화 과정을 시작하였고, 그 결실은 2011년 부산 세계개발

원조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지게 된다.

2012년 9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결의하면

서 한국 ODA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된다. 한국이 가진 

발전경험과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형 ODA 콘텐츠 제작이

라는 정책 목표가 수립되었다. 총 159개로 구성된 한국형 ODA 프로그램은 

신규 사업 발굴시, 그리고 유상 및 무상원조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시 참고

하도록 했다. 이는 별도의 ODA 모델을 제시하지 않는 OECD DAC 회원국 

대부분의 관행과 다른 것이며, 높은 유상원조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스페인의 모델을 참조한 것이다. “한국형 ODA 모델” 패러다임은 박근혜 정

부에 그대로 이어졌으며, 이는 “코리안 에이드”, “새마을 운동의 확산” 등의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원조 프로젝트로 집약되었다(임형백, 2014).

요컨대, 2000년대 초중반을 거쳐 ODA에 대한 협소한 이해방식에서 벗어

나, 국제적 규범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2010년 전후를 거쳐 개도국의 복지증

진과 경제사회개발이라는 목표에 근접했지만, 이후 유럽 발 재정위기와 국내 

정치적 구도가 상호작용하면서 공여국 중심의 접근법이 다시 지배적인 정책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대외원조와 경제협력을 연계시키려는 

정책적 요구, 그리고 한국개발에 근거한 지식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와 

맞물리면서 안착되었다.

국제규범 및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1990년대 들어 냉전이 해체되면서 원

조의 목표가 약화되었고 원조 피로기가 조성되었다. 원조의 영향력 및 효과

성에 대한 관심과 반성이 일었고, 어떤 조건 속에서 원조가 개도국의 경제·사

회적 개발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체제전환이 일어나고, 제3파 민주주의가 확산하면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과 원조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Lancaster, 2007). 

이 밖에도 기후변화 대응, 양성평등, 인권실현 등의 새로운 글로벌 가치들이 

부상하면서, ODA가 이러한 전 지구적 가치 실현에 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구정우 ․김대욱, 2013). 무엇보다 2000년 UN을 필두로 세계의 정

상들이 새천년개발계획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세기에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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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은 국제규범의 변화를 낳은 획기적 사건이었다(김은

경 ․한정연, 2011).

한편 2003년 로마와 2005년 파리, 그리고 2008년 아크라를 거쳐 2011년 

부산에 이르기까지 총 4번의 원조효과성 고위급 회의(High Level Forum)가 

개최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 간의 효과적인 파트너십, 수원국의 

주인의식, 성과의 공개와 책임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제개발 규범이 구

체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선진 공여국의 원조관리체계에 대한 재구조화에 대

한 요구도 커졌다. 원조의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조관리 및 운

영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고,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도입되

었다(박복영, 2013). 공여국들의 연합체로서 OECD DAC의 위상과 지도력

이 강화되면서, 국내정책 및 관행과 국제적 규범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인

식이 커졌다(김은미 외, 2016).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원조 공여국들

은 국제개발협력의 거버넌스화, 그리고 복합적 네트워킹 구축에 정책적 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김태균, 2012).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와 2009년 유럽 발 재정위기를 경과하면서 견고

하게 느껴졌던 국제개발협력 국제규범이 도전받게 되고, 공여국들이 국익추

구를 ODA와 연계하려는 시도들이 늘었다. 많은 유럽 공여국들이 ODA 금

액을 동결하거나 줄이는 정책을 폈고, 이는 지속적인 ODA 금액의 증가, 보

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대한 문제제기로 비춰졌다

(Leach-Kemon et al., 2012). 이어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을 중심으

로 한 신흥 공여국들이 상호호혜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기존의 OECD DAC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모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국제사회가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대체할 새로운 규범으로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규범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SDG는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의 의사결정과정을 동시에 반영함으로

써 독자성을 갖는 국제개발협력 레짐의 가능성을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주용식, 2017). 경제적 불평등 및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개

발협력”의 필요성이 천명되었으며, 양적 성장 보다는 질적 성장을,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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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방점을 두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되고, 민주주의, 인권, 환경보호 등의 보편적 가치가 도전받

는 새로운 국제정세가 전개되면서, SDG를 둘러싼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이러한 대외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은 SDG 달성 및 재원 확보

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정책규범과 가

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김은미 외, 2011).

ODA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9년 코이카에

서 코리아리서치에 위탁하여 실시한 조사가 처음이다. 이후 2002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실시되었다(김은미 외, 2011). 2008년

도에는 외교통상부와 국제개발협력학회의 지원으로 한국개발전략연구소가 

‘개발원조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라는 명칭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전승훈 ․
김소원, 2009). 2010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ODA에 대한 대국민 인

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유 · 무상원조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이 중

심이 된 국민 여론조사가 2011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권율 · 박수경 · 이주

영, 2011). 

1999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1%가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2002년에는 ODA 확대 의견이 응답자의 75.6%, 현 규모 유지 및 축소 

의견이 23.5%에 달해, 지지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2005년도에는 확대 의견

이 47.6%, 현 규모 유지 및 축소 의견이 48.8%로 높아졌다. 2008년 조사에서

는 현재 수준이 적다는 의견이 13.6%에 그쳤고, 현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4%, 그리고 많다는 의견이 33.4%에 달했다(김은미 외, 2011). 그러나 2000년

대의 조사들은 각 조사마다 다른 질문지를 사용하고 있고, 동일 항목 숫자가 

적어 체계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고, 표본 자체의 대표성도 낮은 편

이었다. 따라서 수치상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국민들의 의견을 신뢰성 있게 반

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내적으로 해외 원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여론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은 2000년대 중 ․후반의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대한 파병 

및 구호를 시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후 2010년 G20과 11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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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총회 개최를 기점으로 국민인식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졌다. 

점차 많은 국민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개도국을 포함한 

외국을 방문한 경험들도 점차 누적되는 시기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젊은 층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규모가 커졌고, ‘국격’을 정책방향으

로 설정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상호작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가 올라간 시기로 평가해 볼 수 있다(박복영 외, 2014). 

따라서 2010년을 전후한 즈음부터 언론 역시 국민여론 추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를 뉴스 보도에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2015년으로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의 개도국지원의 필요성, 한국 정부의 대

외원조제공 인지도 및 지지도, 대외원조의 확대의 필요성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인지도 및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월드리서치가 수

행한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대외원조 제공에 대해 반대하는 주요 원인으로 

한국이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유, 그리고 “국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특히 국

내문제 해결이 대외원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6년 조사에

서 37%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의 26.8%보다 9.9% 포인트 증가한 수치

이며, 2011년 조사의 8.2%보다는 무려 28.8% 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또한 2015년을 경유하면서 한국 ODA의 효과성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비

율이 늘었다.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원

조 정책 집행에서의 투명성 부족”을 꼽는 비율이 높아졌고, “원조집행 기관 

간 협력 및 소통 부족”을 지적한 비율 역시 증가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

서 이러한 투명성 문제와 협력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여론의 변화는 자연스레 ODA와 관련된 국내 거버넌

스 및 시스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언론 역시 이를 반영하여 

관련된 보도에 집중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월드리서치, 2016).

언론의 ODA 보도가 이상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지

만, 각 요인들이 동등하게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

선, 분야를 막론하고 언론이 대체로 국제보다는 국내 이슈에 대한 관심이 압

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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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의 정책, 국내 여론 등의 국내적 동향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ODA 수행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여전히 공적개발원조에 대

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적 요인들 중에서도 국민 여론 보

다는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

락 속에서 지난 20여 년간 한국 언론의 ODA 보도의 방향 및 내용은 다음

과 같은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정부의 ODA 관련 정책은 국제규범에 대한 수용과 

이행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한국의 개발경험과 비교우위 그리고 이에 근거한 

사업추진에 더 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상원조, 

비구속원조, 수원국의 필요 등의 정책 선호 못지않게 무상과 유상 간의 균형, 

경제협력, 기업진출 등 국내 상황과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적 선택이 빈번하

게 이루어졌다. OECD DAC 중심의 국제규범에 대한 이행보다는 한국형 

ODA를 정당화하고 이를 기술협력과 사업추진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두드

러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정책적 방향을 언론이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전

제할 때, 우선 ODA와 관련된 국제적 이슈보다는 국내적 이슈에 더 많은 보

도를 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형 ODA 모델 중에서도 수

출증진, ICT, 새마을 운동 등 같은 한국적 개발 경험을 반영한 사업이 많은 

주목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국민여론의 경우 2000년대 중 ․후반을 기점으로 점차

적으로 대외원조제공의 인지도, 지지도,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등 다양

한 차원에서 ODA에 대한 관심과 지지 수순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16년에는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

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대외원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5년 

들어 45.5%로, 2014년 32.7%에 비해 12.8% 포인트가 증가했다. 이렇듯 약

화된 국민여론의 흐름을 언론이 일정 정도 반영했다고 전제할 때, 201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ODA에 관련된 보도 기사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 줄어

들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ODA와 같은 인도주의적 이슈보다 국내의 

경제, 복지 문제 등이 더 많은 주목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

한 원조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원조 집행 기관 간의 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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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최근 언론의 관심이 국내의 개발협력 거버넌스 

문제에 집중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IV. 자료와 연구 방법

1. 자료

분석을 위해 선택한 신문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이다. 자료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보수, 진보, 경제지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두 개의 신문을 선택하였다. 보수 이념의 경우 중앙일

보가 발행부수 순위 2위이나 유료로 제공하는 기사가 많아 분석에서 제외하

고 3위인 동아일보를 선정하였다. 이념적으로는 보수 신문들과 중복될 가능

성이 있지만 ODA에 대한 기사량과 보도 비중을 고려하여 경제지로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조선일보와 동

아일보는 각각 해당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나머지 신문사 기사들은 한국언론

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 포털 ‘카인즈(www.kinds.or.kr)’에서 기사를 추

출하였다.

검색 키워드 선택을 위해 ODA 활동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개념들로 사전 

기사 검색을 실시해보았다. 원조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용례상 aid보다는 

origin의 의미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카인즈 기준 약 4만 건) 검색키워

드로는 적절하지 않아 해외원조, 개발원조로 대체하여 검색키워드로 카인즈

에서 검색한 결과 약 4,000개의 기사가 확인되었다. 또한 원조 주체나 형태 

등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양한 검색어

들을 활용했다. 공여국과 수원국(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이후 중점협력국

이 혼용되어 검색어에 추가)이라는 개념은 학적으로는 통용되지만 실제 신문

기사 검색 결과 각각 2건, 150여 건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나 국내외 ODA

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볼 수 있는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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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 OECD DAC, KOICA, EDCF를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검색했

다. 그리고 최근의 ODA 활동에서 중요한 주제인 MDG, SDG 역시 검색어

에 추가시켜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ODA에 관한 기사들이 대부분 추출될 수 

있도록 시도했다.

기사 추출은 통계 및 빅 데이터 분석에서 주로 활용되는 R 프로그램을 통

한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활용했다. 웹 크롤링은 홈페이지의 소스 코드

를 분석하여 원하는 정보만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법이다. 웹 크롤링을 통

해 기사 업로드 시간, 기사 제목, 기사 내용을 수집한 뒤, 동음이의어로 수집

된 기사들, 부처 간 인사이동과 같이 ODA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

사들, 중복된 기사들을 제거하여 총 8,407개의 기사를 확보하였다. 신문사별 

수집된 기사 개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자료 수집 방법: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은 기존의 여론이나 인식 연구를 위해 주로 활용되던 설문

조사가 조사목적을 위해 정형화되어 있어 이로 인한 무응답, 사회적 바람직

성에 대한 편견(social desirability bias)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비판

(Groves and Lyberg, 2010)에서 출발하여 SNS나 신문기사 등의 텍스트 자

료를 분석하여 즉각적인 여론 파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법으로 최근 각광받

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은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모든 어휘들을 형태소 단위

로 분절하여 소위 말뭉치(corpus)라 불리는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한 뒤, 이

들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용어(不用語)를 제외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총 계

1577 1087 696 890 2391 1766 8407

자료: 이하 모든 표 저자 정리.

<표 1> 1993∼2016년 ODA 각 신문사별 ODA 보도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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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pre-process) 과정을 반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만을 추출했는데 

단어 추출을 위해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를 사용했다. TF-IDF는 특정 문서 내에서 단어 빈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전

체 문서들 중 그 단어를 포함한 문서가 적을수록 그 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문서에 흔하게 나타나는 단어를 걸러내는 효과가 있다.

3. 연구 방법: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토픽 모델링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은 대규모의 

문서들 집합에서 잠재변수인 토픽을 발견하고, 토픽을 기반으로 문서들을 재분

류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서들도 주어진 토픽을 통해 분류가능한 생성 모델을 바

탕으로 한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은 ‘bag of words’ 방법을 사용하여 단어의 순

   × log



wx,y 문서 y 내에서 개별 단어 x에 사용된 횟수에 대한 계산

tfx,y 단어 x가 문서 y 내에서 쓰인 빈도

dfx 단어 x를 포함하는 문서들의 수

N 전체 문서 숫자

<표 2> TF-IDF 산출 방식

     
  



  : θ에 의해 문서에서 토픽 Zn이 생성될 확률

   
  



   : 토픽 생성 확률에 따른 단어 생성의 확률

자료: 이하 모든 그림 저자 정리.

<그림 1> LDA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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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상관하지 않고 출현 유무만을 계산한다(Asuncion, Welling, Smyth, and 

Teh, 2009). 두 번째 가정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토픽에 포함될 수 있다

(polysemy)는 것이다(Steyvers and Griffiths, 2007). 일반적인 자연어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사용되기 때문에 잠재 디리클레 할당에서도 이것을 분석방법의 

한 틀로 사용한다. 단어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 활용되는 디리클레 분포

(Dirichlet distribution)가 다항분포인 것도 이러한 논리에서 출발한다.

전체 문서 집합은 M개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서는 N개의 단어 

W들로 이루어져 있다. 단어 W는 잠재변수인 토픽 Z 중 하나와 해당 토픽

에 포함되는 단어의 확률 분포인 f에 따라 문서를 구성한다(Blei, Ng, and 

Jordan, 2003). 토픽 Z는 다시 각 문헌들의 토픽 분포 확률인 q에 따라 결정

되는데, 전체 문서 내의 토픽 분포와 토픽 내의 단어 분포는 각각 다항분포

를 이루기 때문에, 단어의 확률 분포를 사전 켤레 분포인 디리클레 분포로 

가정하고 분석을 시작할 때 q에 확률값을 입력하고 분석하여 최적화된 값을 

찾아나가면서 결과를 찾아낸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의 특징은 기존의 신문기

사에 대한 담론분석이나 내용분석이 연구자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 하나의 기

사를 하나의 주제로만 분류되던 방식을 탈피하여 다항분포과 확률에 근거하

여 기사를 분류한다는 데 있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전체 기사에서 추출된 명사의 말뭉치들 중에서 가

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 5,000개를 대상으로 사전에 설정된 f과 q을 설정하

여 설정된 토픽의 개수에 따라 기사를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은 이러한 방식을 모두 확률론에 근거하며 연구자는 확률값만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잠재 디리클레 할당의 분석 결과를 통해 해당 토픽에 

어떠한 단어들이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

다. 모든 기사가 어떤 토픽에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그 확률값 또한 확

인가능하며, 각 기사들의 게시 시간에 따라 해당 토픽에 대한 보도량이 어떻

게 변화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토픽에 연결된 단어들과 

각 토픽마다 연결된 기사 15~20개를 확인하여 해당 토픽의 제목을 설정했

다. <그림 3>은 수집된 8,407개의 기사를 해당 방법으로 재분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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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분석 결과

<그림 2>는 1993~2016년 기간 동안 ODA와 관련된 신문사별 기사량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4년 동안 매우 역동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

다. 최초의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드라이브와 맞물려 관심이 

올라갔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오히려 언론 보도 빈도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노무현 후반기에 증가하기 시작한 기사숫자는 국제개발협

력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이명박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나다

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하는 1996년 전후와 OECD DAC에 가입하는 2010년을 전후하여 

ODA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크게 올라갔다. 특히 2009년 11월 26일에 

OECD DAC에 가입하고, 2010년 부산세계원조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정,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마련 등 한국 ODA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신문사별로는 경제 신문이 가장 많은 보도를 했고, 보수 신문이 뒤를 이었

<그림 2> 신문사별 연간 기사량, 199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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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진보 신문이 가장 적은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 기간

까지 대체로 경향, 한겨레 등 진보적 성향의 신문사보다 경제지와 보수 신문

사가 ODA에 대해 더 많은 보도를 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전체적인 기사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특히 경제지

인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의 기사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패턴은 경제지와 보수지가 ODA를 보도하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간접적으

로 웅변하고 있다. 

수집한 신문 기사들에 대해 20개의 토픽을 설정하여 토픽 모델링을 수행

하였다. 이후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이 20개의 토픽을 4개의 영역 혹은 담론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4개의 영역은 한 국가의 ODA 활동을 개괄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大)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한국 ODA의 흐름

을 살펴볼 때 바탕이 되었던 주제들이기도 하다. ‘공여국의 이해’는 원조 제

공국인 한국의 국익을, ‘수원국의 필요’는 원조를 제공받는 국가들의 필요를, 

‘글로벌 규범’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그리고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는 국내의 

원조관리체계를 의미한다. 각 영역에 해당되는 토픽들은 아래의 <표 3>에 제

시되어 있다.

20개의 토픽을 설정한 이유는 토픽이 과도하게 추상적인 수준 혹은 구체

적인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즉 장기간의 담론 변동을 잡아내기 위한 최

적의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각각의 토픽들은 <첨부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10개 이상의 키워드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키워드의 

조합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주제어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따

구 분 토 픽

공여국의 이해
EDCF 차관, 북한 문제, 새마을운동, 수출 및 기업 진출,
아세안 경제협력, 아프리카 자원외교, 파병 및 구호활동

수원국의 필요 기술 · 교육 협력, 기업의 글로벌 사회 공헌, 에너지 및 환경, 봉사단 파견

글로벌 규범 OECD 의제, UN 활동, 부산총회, 국제협력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정치권 대응, ODA 예산, 교육 및 인력 양성, 정상회담

<표 3> 주요 담론별 토픽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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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 과정에서는 일정한 자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설정된 4개의 

영역에 최대한 부합되게 명칭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제와 토픽 간

의 접목이 매우 선명한 경우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존재한

다. 가령, ‘공여국의 이해’ 영역 아래의 ‘아프리카 자원외교’ 토픽의 경우, 아

프리카와 자원이 나란히 중요도가 가장 높은 1위, 2위 키워드이고, 이하에서

도 경제(3위), 정부(4위), 기업(5위) 등 유관 키워드들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

다.

‘수원국의 필요’ 영역 하의 ‘봉사단 파견’ 키워드의 경우 역시 봉사단(1위), 

병원(2위), 해외(3위), 파견(4위), 학교(5위), 아이들(6위) 순으로 나열되어 

있어, “해외 병원과 학교 부분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단 활동”과 

같은 해석이 쉽게 나올 수 있다. 반면,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영역 아래의 

‘정치권 대응’ 토픽의 경우, 의원(1위), 정부(2위), 대통령(3위), 국회(4위), 의

혹(5위) 등의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확히 ODA 추진주체 및 시스템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ODA 예산배정과 감사 등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

부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정 정도 추진체

계와 연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은 6개 신문사를 성향 및 이념적 관점에 따라 각각 경제지, 보수, 

진보 성향으로 묶고, 이러한 성향 및 이념에 따라 4가지 영역을 어떻게 보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y축은 전체 문서들을 20개의 토픽으로 분류했을 때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는 토픽의 확률 분포를 계산하여 이를 모두 더한 값이

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y값이 높을수록 전체 ODA 기사에서 해당 담론이나 

토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전체적인 담론 추이를 살펴보

면 우선, ‘공여국의 이해’ 영역이 전 시기에 걸쳐 가장 신문 보도가 활발한 

영역으로 나타난다. 둘째, 1990년대와 2000년도 전반에 걸쳐 매우 관심이 낮

았던 ‘수원국의 필요’ 영역에 대한 관심이 2009년, 2010년을 거치면서 크게 

올라갔고, 이명박 정부 후반부에는 ‘공여국의 이해’와 더불어 ODA 신문 담

론의 양대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 기간 늘어난 기사

량과 더불어 4개 담론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시기에 

모든 영역에서 관심이 줄어드는 하락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각 정부별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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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빈번하게 활용된 주요 키워드 40개는 <첨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에 보도의 정점을 기록하고 이후 전체 기사량의 축

소와 더불어 대부분 영역의 기사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글로

벌 규범’에 해당되는 토픽들의 감소 패턴이 선명하며, ‘수원국의 필요’ 역시 

‘글로벌 규범’에 비해 정도는 덜 하지만 비교적 분명한 감소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공여국의 이해’와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는 박근혜 정부 시기 중에도 

과거와 유사한 보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려 했던 정책들이 이후 후퇴하면서, ‘공여국의 이해’ 담론이 상

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패턴이다. ‘글로벌 규범’ 담론의 경우 특히, 경제지

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경제지에서 보도했던 ‘글로벌 규범’ 관련 

ODA 기사들이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2010년 OECD DAC 가입이나 

2011년 부산 총회와 같은 행사 중심의 보도였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영역은 이명박 정부 시기 이전에는 거의 주목 받

지 못한 주제였으나,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관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분석된다. ODA 적정예산, 적합한 관리체계, 성과평가, 유무상 조정 등

의 이슈들이 중요해진 것과 맥락과 맞닿아 있다. 또한 ‘거버넌스 및 추진체

계’ 담론에는 ODA 교육 및 인력 양성과 같이 일반 대중과 접촉 빈도가 높

은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분야의 담론이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이지

만, 여전히 비중이 낮은 것은 재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신문사의 성격 및 이념의 차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사량이나 

담론의 추이에 있어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경제 신문 및 보수 신문과는 달

리, 진보적 성향의 신문사들의 ODA 보도량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는 국

제적 이슈와 관련해서 진보 신문들에 비해 보수 신문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기존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나(Koo and Kim, 2016), 진보 신

문이 대변하는 진보적 독자층이 ODA에 대한 더 높은 지지를 보인다는 기

존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Chong and Gradstein, 2008), 다소 역설적인 

결과이다. 

다음으로 4가지 영역 및 담론의 세부 주제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공여국의 이해’와 ‘글로벌 규범’ 담론의 세부 주제들의 변동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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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적해 본다. 먼저 <그림 4>는 ‘공여국의 이해’에 속하는 7가지 토픽의 시기

별 변화 그리고 신문사의 성격 및 이념에 따라 구분된 토픽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공여국의 이해’ 담론은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목적의 ODA 활동

에 초점을 맞추는 기사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북한 문제’의 경우 다소 예외

로서 한국의 개발정책 및 활동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공여국들이 북

한에 제공한 개발원조의 추이와 이에 대한 평가가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국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공여국의 이해 영역의 한 토픽으로 구성하

였다. 포함된 7개의 토픽은 ‘북한 문제’ 이외에 ‘EDCF 차관’, ‘새마을운동’, 

‘수출 및 기업 진출’, ‘아세안 경제협력’, ‘아프리카 자원외교’, 그리고 ‘파병 및 

구호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EDCF 차관’, ‘수출 및 기업 진출’, ‘아세안 

경제협력’ 등 경제 이슈와 관련된 토픽들이다. ‘EDCF 차관’과 ‘수출 및 기업 

진출’은 전 기간 동안 일관되게 비중 있는 주제들이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그 비중이 커졌다. ‘아프리카 자원외교’는 노무현 정부까지는 거의 부

각되지 못하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수출 및 기업 진출’ 토픽을 압도하는 

수준까지 비중이 상승하였다. ‘새마을 운동’ 토픽 역시 이명박 정부에 비중이 

크게 올랐고, 이후 박근혜 정부 집권 후기인 2016년에 매우 높은 비중으로 

상승하였다.

신문 형태별, 이념별 차이도 눈에 띈다. 우선,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두 개

의 경제지는 전 기간 동안 ‘수출 및 기업 진출’과 ‘EDCF 차관’을 중심으로 보

도를 수행했던 반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개의 보수 신문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양 진보 신문의 경우 공히 ‘북한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보수 신문의 경우 ‘수출 및 기업 진출’ 

등의 토픽과 비교적 유사한 비중으로 보도를 했던 반면, 진보 신문의 경우 압

도적으로 ‘북한 문제’에 보도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 운동’ 

토픽의 경우 보수 신문, 진보 신문을 막론하고 박근혜 정부 시기의 가장 비중

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역시 보수의 경우 여타의 토픽과 함께 보도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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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면, 진보 신문의 경우 ‘북한 문제’와 더불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의 관

심을 보여주었다. 진보신문의 경우 2016년 1위 토픽이 ‘새마을 운동’이었고, 

이는 관찰 시기 내내 1위에 머물렀던 ‘북한 문제’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림 5>는 ‘글로벌 규범’에 해당되는 4가지 토픽의 시기별 변화를 신문사

별 차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4가지 토픽은 ‘OECD 의제’, ‘UN 활동’, ‘부

산총회’, ‘국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대체로 ODA와 관련한 국제기구나 국

제사회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규범’은 한국 언론이 

얼마나 국제적 의제와 규범의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국내에 소

개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공여국으로서 한국

이 얼마나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규범’에서 가장 관심을 많은 받은 토픽은 ‘국제협력’과 ‘OECD 의

제’로 나타난다. ‘국제협력’은 정부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ODA 사업, 

국제경제협력 사업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토픽으로서, 국제사회의 ODA에 

관한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주제이다. ‘OECD 의제’는 경제발전과 빈곤퇴치 

등 선진국들의 클럽인 OECD DAC이 주도하는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김

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상의 ‘글로벌 규범’ 해당 토픽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ODA를 ‘국격’으로 프레임했던 이명박 시기

에 이르러 비중이 커졌지만, 이러한 늘어난 관심의 상당 정도는 경제 신문이 

주도한 측면이 크다.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로 당해에 이에 대

한 언론의 보도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4개의 영역 20개의 토픽을 모두 

통틀어 가장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후기인 2011년

과 12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면서 ‘글로벌 규범’의 보도 비중이 급격

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공여국의 이해’ 비중이 줄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추세와 큰 대조를 이룬다. 신문 형태를 막론하고 전 시기 동안 

UN 활동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았다.

신문 형태와 이념별로 나누어 보자면, ‘글로벌 규범’과 관련해서 전체적으

로 경제 신문들이 보도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 진보 신문들의 보

도 비중과 비교해 볼 때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준다. 보수, 진보 신문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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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비중이 눈에 띄지만, 보수 신문들이 이명박 정부 시기 동안 상대적으로 

‘글로벌 규범’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반면, 진보 신문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

기의 보도 비중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진보 신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영역과 토픽에 있어, 경제 신문이나 보수 신문에 비해서 낮은 관심

을 보여주었으나, 특히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관심을 보여준다

는 점이 특징이다.

‘수원국의 필요’과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영역의 시기별 변화 추이는 <첨

부 그림 1>와 <첨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수원국의 필요’에 속하는 ‘기

술 · 교육 협력’,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 ‘봉사단 파견’, ‘에너지 및 환경’ 네 

토픽은 노무현 정부 시기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미미한 주목을 

받았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 ‘글로벌 규범’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보

도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술 · 교육 협력’과 ‘봉사단 파견’ 

관련 토픽의 상승이 눈에 띈다. 또한 2007년도까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매우 중요한 토픽으로 급부상하

였다. 기업, 교육, 학교, 베트남, CJ, 현지, 기부 등이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

헌’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임을 고려할 때, 민관협력이 증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개발협력 담론이 접목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구정우 · 김율리 · 김대욱, 2014). 그러나 특정 신문을 막론하고 박근혜 정

부에 들어 ‘수원국의 필요’ 영역 보도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주목을 요

하는 대목이다.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도 ‘수원국의 필요’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시기에 그 보도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권 

대응’, ‘ODA 예산’, ‘교육 및 인력 양성’, ‘정상회담’ 네 개의 토픽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수원국의 필요’ 담론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그 보도 비

중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효과적인 개발사업 수행과 추진체계의 중

요성, 인력양성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 성과 평가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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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토론

본 연구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 

도약해 나갔던 1993년에서 2016년의 기간 동안, 신문이 ODA에 대해 어떻

게 보도했는지를 확률 토픽 모델인 LDA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

국의 신문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예측했었던 거시적인 ODA 담론의 변화

에 매우 근접한 방식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보도 행태를 보여주었다.

우선, 한국 신문은 OECD DAC 가입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그리고 

부산 세계원조총회 등을 기점으로 글로벌 규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나 이

후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과 박근혜 정부로 옮겨오면서 이에 대한 보도 비중

을 현격히 줄여나갔다. 부산총회에 대한 보도 역시 2011년에 일시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가 이내 급격히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주며, UN에 관한 주제는 

분석 기간 내내 한국 언론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다. MDG, SDG와 같은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매우 적었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

할 수 있다.

반면, ‘EDCF 차관’, ‘수출 및 기업진출’, ‘아세안 경제협력’, ‘새마을 운동’ 

등 ‘공여국의 이해’와 관련되는 토픽들은 비슷한 시기에 그 보도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토픽들은 유상원조, 경제협력, 아시아지역 진출 등과 

관련되는 단어들의 묶음들로써 한국 원조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 및 특징과 

높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선진 공여국들의 북한에 대한 개발 원조를 다루는 

‘북한문제’ 토픽도 높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특히 진보신문의 경우 여타 

토픽에 비해 보도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와 보수 신문 간에 

차별화된 프레이밍 방식에 대해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시기 수원국과의 ‘기술 · 교육 협력’,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 ‘봉사

단 파견’ 토픽과 관련되는 ‘수원국의 필요’ 영역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매우 

커졌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그 관심의 폭이 크게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개발원조에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추세가 흥미로우며, 대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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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의 필요성, 민관협력에 대한 요구, 포괄적 네트워킹 등을 강조하는 원조

환경의 변화를 언론이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국의 

필요’ 영역과 더불어 관심 밖에 있었던 ‘ODA 예산’, ‘교육 및 인력양성’, ‘정

치권 대응’, ‘정상회담’ 등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영역과 관련된 토픽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원조의 효과성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시스템과 교육역량의 구축과 관련된

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도 주제에 있어서 신문사 간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이것은 기존 연구에

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중요한 발견이다. 경제 신문이 종합 신문에 비해 

개발협력 분야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점은 일견 납득할 만한 결과이지만, 한

겨레, 경향 등 진보 신문이 경제, 보수 신문에 비해 훨씬 개발협력 분야에 적

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 ‘글로벌 규범’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더욱 그러했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언론의 보도가 균형을 갖

춘 국민여론을 형성하고 책임 있는 정부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문의 특성 및 이념에 따른 보도 방식의 차

이는 더 심화된 토론과 논쟁을 요청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 1항은 “국가 등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들

어 ODA에 대한 언론보도가 줄었고, 공여국 이해 프레임이 강화되고 있으

며, 국제규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점은 국민의 지지와 인식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경제협력이나 기업진출에 대한 

강조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규범이 

도외시된 채로 강조되는 것은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ODA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보도와 공론화는 세계사회의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위상과 그 안에

서 성숙한 국민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추후 연구는 ‘글로벌 규범’과 ‘수원국의 필요’ 담론이 지배적인 담론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실패한 이유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적, 경험적 논의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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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혁상(2013)은 시민사회의 주도와 여러 공여국들

의 지지로 추진된 개발효과성 프레임이 기존의 원조효과성 프레임을 넘어서

지 못한 이유로 전략적 프레임 형성 부재를 들었다. 즉, 다양한 행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프레임을 증폭(amplifying)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국을 넘어선 보편적 규범과 수원국의 다양한 필요에 우선적

으로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프레임이 확대 · 증폭되는데 성공하지 못했음을 

신문보도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프레임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정책형성 과정에서 주변적인 담론으로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국내에서 개

발효과성이 원조효과성을 압도하지 못한 하나의 배경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

다. 향후 보다 본격적인 연구는 주요 행위자들의 설득과 동원과정, 유연하고 

포괄적인 대안 담론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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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첨부 표 1> TF-IDF 정권별 최빈 40개 키워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 차관 베트남 아프리카 사업 사업

2 사업 정부 사업 대통령 대통령

3 정부 사업 유엔 정부 교육

4 외무 자금 국제 국제 정부

5 대통령 대통령 정부 ODA 기업

6 경제 중국 이라크 KOICA 새마을운동

7 베트남 총재 대통령 아프리카 협력

8 개도국 경제 경제 경제 미얀마

9 OECD 국제 베트남 협력 국제

10 EDCF 수출입은행 외교 해외 베트남

11 유엔 해외 ODA 부산 유엔

12 공여 차관 몽골 유엔 기술

13 자금 개도국 기업 외교 경제

14 가입 몽골 한국 기업 해외

15 개발도상국 장관 수출입은행 한국 ODA

16 수출 협력 차관 발전 외교

17 기업 edcf 협력 교육 중국

18 총리 봉사단 중국 기술 한국

19 투자 기업 대외원조 성장 KOICA

20 체결 개발도상국 해외 베트남 현지

21 문제 수출 문제 예산 예산

22 ODA 인도 총리 개도국 총리

23 중국 국내 아세안 공사 캄보디아

24 파견 북한 장관 봉사단 아프리카

25 메콩강 한국국제협력단 빈곤 미국 코이카

26 방문 공사 상임이사국 총회 파견

27 진출 문제 현지 문제 학생

28 협력 양국 투자 정상회의 발전

29 선진국 총리 우즈베키스탄 개발도상국 수출입은행

30 국제 방문 진출 녹색 북한

31 프로젝트 정상회담 한국인 개최 학교

32 수출입은행 파견 인도 장관 인도

33 양국 우즈베키스탄 파병 총리 공사

34 국내 공적 방문 아세안 국내

35 협정 진출 체결 국내 프로젝트

36 외무장관 선진국 미국 방문 문제

37 양국간 국제협력 KOICA 중국 방문

38 경제협력 KOICA 안보 현지 봉사단

39 스리랑카 발전 관계 선진국 진출

40 해외 ODA 국내 무상원조 에티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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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Media Coverag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pic Modeling Analysis of Six Print Media from 1993 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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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nvestigates media coverag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South Korea with the use of probabilistic topic modeling. It analyzes 8,407 
newspaper articles with mentions of ODA related keywords collected from six major 
South Korean newspapers and examines how main topics of media coverage have 
evolved during the period, 1993~2016. The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analysis suggests that first, South Korean media have paid greater attention to the 
topics related to South Korea’s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than global norms or 
recipient countries’ needs; secondly, the topics examining ODA delivery structure 
and governance received an increasing attention and it reflects the consolidation of 
South Korean ODA; and lastly, liberal media are much less likely to cover ODA 
related issues than their conservative counterpart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the role of media in shaping ODA policies and public opinion, and 
requires further research on the consequences of media coverage on policy and 
opinion formation.

Keyword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media 
coverage, text mining, topic 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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