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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문제의 제기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여러 입장들 중， 사회구조를 구조적 요인으로 유목화하여 

개별요소들의 속성으로 설명하는 구조주의적 접근방법은 이제까지 중요한 연구성 

괴들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구조주의적 접근방법의 하나로 연구되고 발전된 사회 

망 분석(network analysis)은 실제상황에서 개 인이나 기구들간의 정보교환과 권 

력행사에 미치는 구조의 영향 및 개인이나 기구들이 구조의 발현에 기여하는 과 

정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 

사회망 분석 연구자들은 모든 종류의 사회구조를 모델화하는 데 관심을 두면 

서， 수학적인 정교함을 가진 실증적 구조분석에 골몰하였다. 사회구조의 표면적 

관계나 심층관계들을 모델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그리고， 추상적인 수준에 

서 이론화하는 도구로 그래프 이론을 비롯한 수학적 지식을 이용하였다. MDS 

기법은 개인이나 집단들간의 관계를 이틀간의 일정한 거리로 나타냄으로써 사회 

공간을 지도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사회망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정치권력구조에 천 

착하여， 정치인들의 권력 네트워크와 정치기구들간의 권력네트워크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밝히j7_/Z} 한다. 이미 본 연구 이전에 ‘신문기사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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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구조 네트워크 분석’ 등을 행하고 발표한 바 있다{강병구 외， 1993; 강 

병구 외， 1994; 김정o}， 1994). 

지난번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한국언론연구원에서 구축한 신문기사 데이터베 

이스 중 한 정치뉴스에 동시에 등장하는 주요 정치인과 정치기관틀의 동시출현빈 

도를 측정하고， 동시출현빈도의 다소(多少)에 따라 각 정치인들과 정치기관틀의 

중섬도( centrality)를 측정하여 궁극적으로 정치인이나 정치기관들 사이의 관계망 

(network)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기간을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따라 몇 단계 

로 구분하여 정치권력 네트워크의 변화유형을 살펴보는 경뽑석(trend analysis) 

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한국정치권력구조의 네트워크가 서구의 전형적인 모델인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중간연결자 없이 권력 1인자나 권력집단 중섬의 방사선형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즉， 3당 합당시기에는 여야 주요 정치 

인이 하나의 권력도당을 이루고 그 집단을 중섬으로 여타의 정치인들이 연결된 

‘중앙집중된 방사선형 권력 네트워크 모델’이었는데， 대통령 후보 지명과정을 거 

치면서 권력중섬이 ‘느슨한 다중심 권력 네트워크 모델’로 변하고 이것이 1992 

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김영삼체제가 구축되면서 ‘강력한 1 언 집중 방사형 권 

력 네트워크 모텔’로 이행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라한 연구에서 연구자는 현실사회의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정치뉴스에 등장 

하는 인물과 기관을 기초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 쉽게 말해서 신문 정치뉴스의 

한 기사안에 정치인 두 사람 이틈이 등장하는 ‘동시출현’을 네트워크의 기초로서 

두 사람간 일회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본 것이다. 

물론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정확하게는 신문에서 구성하는 상징현실로 

서의 정치뀔력구조릅 분석한 것이지만， 설질적으로 많은 시민틀이 신문기사를 통 

해 그틀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정치권력구조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이는 그 자 

체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분석을 행하기 위해 신문기시를 

분석하는 척도로서 신문기사상에 정치인이나 정치기구가 동시에 등장하는 빈도， 

즉 동시출현빈도를 사용하였디; 

그런데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동시출현빈도를 척도로 

삼은 연구는 지난 번 1차 연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같은 유형의 연구를 

일반화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에서 사용한 ‘동시출현빈도’의 타당도 

를 설득력있게 검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특히 연구에서 @일회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파악한 ‘동시출현’이 기사 내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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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히는 정치인이나 정치기관들의 ‘관계’를 실제로 나타내고 있는7}， 그리고 관계 

가 드러난다면，(2) 이때의 관계란 어떠한 유형을 포함하며 어떠한 성질과 방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해명해야 할 필요에 직변하였다. 또 정치뉴스 전 

체를 분석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신문기사의 유형이 미치는 영향， 즉 해설기사 

임수록 스트레이트기사에 비해 관계를 잘 나타낼 수 있지 않은가라논 의문과 @ 

신문기사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 즉 단선기사의 경우에는 관계를 잘 나타내지 못 

할 것이라는 의문 등에 대해 적절한 해명올 해야 본 연구에서 분석 척도로 시도 

한 ‘동시출현빈도’의 타당성을 증병하고 동시출현빈도를 이용한 연구 결과의 타당 

성을 확보할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로， 네트워크 분 

석의 척도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시출현빈도’의 타당도둡 먼저 알아보 

고자하였다. 

’1. 이론적 배경 

1. 주요개념의 규정: 권력/구조/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권력구조는 권력개념과 구조개념으로 이루어진 합 

성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권력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권 

력개념과 구조의 개념을 병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권력구조는 네트워크를 

알아폼으로써 밝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개념을 규정하 

고자한다. 

먼저 ‘권력’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개념에는 이 

미 구조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권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관섬 

을 가지고 나름대로 개념 정의를 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권력의 의미를 대략 

3가지 치원으로 나누어 본 룩스(L마es)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여기에 구조적이고 

잠재적 권력’이라는 개념음 추가로 도입하고자 한다. 

룩스(L띠ces ， 1974)에 따르면 이전까지의 권력개념은 A와 B 사이의 직접적인 

힘의 대결과 인과성， 또는 은폐된 권력행사를 의미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권력 

개념을 모두 관찰 가능하며 실제적인 갈등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비난하면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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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없는 상황에서 A가 B가 원하는 것 자체를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교 자신의 이러한 권력개념을 3차원적 권 

력이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룩스의 개념 역시 쌍방적이고 인과적인 권력개념화의 측면에 서 었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A의 권력이 B의 행위선택에 인과적으로 작 

용히는 힘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권력의 3가지 차원 모두가 개인적 관계에만 초 

점을 맞추고 있을 뿐 사회적 맥릭-(context)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관삼을 가지는 정치구조 내에서 존재하는 권력은 사회구조(네트워 

크) 내의 구조적 위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권력이대김용략 1992). 이때의 권 

력은 엄밀히 말해 실제적 권랙이라기보디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구조로서 

의 잠재적 권력이리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권력 자체보다는 사회구조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한 

다. 본 연구는 권력구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악하기 위해 ‘구조’란 ‘전체를 구 

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틀 사이의 상호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전체는 한국 

사회의 권력구조카 될 것이고 각 구성부분틀이란 정치인이나 정치기구가 되며 이 

들 사이의 상호관계는 이들이 이루는 관계의 네트워크가 된다. 

개별 정치인이나 정치기관들은 각각 개별 네트워크를 가지며， 일정한 유사성을 

갖는 사람들끼리 일련의 군(cligue)을 형성하면서 조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 

러한 몇 개의 네트워크틀이 서로 관련되면서 정치권력 구조리는 전체 시스템으로 

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또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므 

로 정권의 교체기나 주요한 정치적 사건을 기점으로 정치권력 조직은 네트워크 

구조상 변회를 나타낸다. 

2. 권력구조 네프워크 분석의 목적 

본 연구X까 관심을 가지는 권력구조 네트워크 분석은 궁극적으로 신문기시를 

통해 나타니는 권력엘리트와 사회기구들간의 관계를 판찰하고 이들을 종합하면서 

권력구조를 탐색하자는 데 고 목적이 었다. 이때 사회구조는 사회구성원들간의 

관계의 총회로서 정의된다. 

신문기사를 작성하는 기지플은 권력엘리트들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구조관 

찰자’의 역할을 맡는 셈이며， 관찰의 결과로서 권력엘리트듬은 기자가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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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기사 내에서 ‘동시출현’ 된다고 가정된다. 

기사 내의 동시출현은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하나는 권력엘리트들이나 

사회기구들간의 ‘상호작용’ 이 기자들에 의하여 직접 관찰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 

나는 권력엘리트들간이나 사회기구들간의 ‘일정한 관계’ 자체가 기자들에 의하여 

포챈또는 유추)되는 경우이다. 

앞에서 관계의 총화로서 사회구조를 정의하면， 상호작용과 관계라는 구체적인 

관찰대상과 관련되어 사회구조의 동태성이 장 드러날 수 있다. 실증적인 수준에 

서의 구조분석은 사회구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사회구성원들에게 강요되는 

측면보다는 사회구성원들간의 관계가 비뀌면서 구조변화가 초래된다는 측면에 중 

점을 둔다. 따라서 사회관계나 상호작용은 사회구조의 구체적 표현이며 동시에 

구조변화의 동인이다. 

3. 신문기사상의 동시출현빈도를 이용한 구조분석 방법 

(1) 구조관찰자로서의 신문기자 

구조관찰자로서 기자들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구조관찰자로서의 기자들에 의한 

상호작용 관찰이나 관계 관찰은 그 자체로서 구조를 드러내주지 않는다. 구조는 

개별요소들간의 상호작용과 관계틀이 총체적으로 파악되면서 드러나는 일종의 섬 

층구조인데， 기자들의 관찰은 개별요소들을 잇는 상호작용과 관계들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관찰자로서 기자의 역할은 구조의 일부인 개별요소틀간의 관계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가정되며， 기자들이 사회구조 전체를 

인식한다거나 관찰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2) 동시출현빈도를 아용한 구조분석 

관계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사 내의 동시출현은 관계나 

상호작용의 성질보다는 관계의 유무{또는 강도)에 관섬을 둔다. 본 연구의 목적 

이 사회구조분석에 있는 만큼 관계의 유무가 열차적 관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관계가 일정수준 이상의 강도를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관계가 실제 

적으로 중요한 관계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정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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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유무만 디루고 관계의 성질을 고려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관계의 유무와 함께 관계의 

성질에 대한 연구로 진전되아야 하며， 관계의 질과 양， 두 가지 모두를 포괄하는 

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요소들간의 친소라 

는 양적인 관계속성을 긍정/부정의 질적 구분으로 전환하거나， 사회관계에서 적 

대관계를 영원한 것처럼 설정하는 비현실적이고 비역사적인 접근방볍은 별로 도 

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구조는 요소틀간의 동시출현빈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때 드러난다. 동시 

출현빈도는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미시적 자료일 뿐이며， 구 

조는 이들 미시적 관계틀을 좁합하여 분석하는 거시적 수준의 분석대상이다. 

11 1. 연구문제 

1. 관계의 범위 

기사에서 드러니는 정치인이나 기구들의 관계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잠재적 

또는 현재적인 관계를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관계가 존재하며， 이 관계들 중 어 

느 수준까지를 유의미한 관계로 볼 수 있는가를 알아본다. 

그리고 한 기사에 동시에 출현하는 인물이나 기구들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본다. 

2. 관계외 유형 

관계의 범위리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판정된 관계에는 어떤 유형이 포함되 

는가를 알아내어 관계의 유형을 개념화한다. 

3. 관계의 강도 

한 기사 내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가 많은 정치인이나 기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즉 동시출현의 빈도는 

관계의 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기블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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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의 방향 

내용분석에서 밝혀진 관계들은 일방적인 또는 쌍방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 포 

함하며， 이는 동시출현으로 가정한 관계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기를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방향은 관계의 범위나 유형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 

가를 알아본다. 

5. 관계의 성질 

내용분석에서 밝혀진 관계들은 그 관계의 성격상 호의적， 중립적， 적대적 관계 

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기를 알아본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언론연구원의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기사들이다. 

분석기간은 지난 1993년 9월부터 1995년 2월까지 총 18개월 중에서 표본추 

출된 일자이며， 주요 9개 일간지(경향， 국민， 동ó}，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 

레， 한국)의 종합 • 정치면에 수록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사 중 단순출현빈도를 일차적으로 뽑아 분포상 다른 하위그룹과 구분되도록 

상위그룹을 자연적으로 형성하고 있던 정치인 101명과 기관 64개를 연구대상으 

로하였다. 

이 중 정치인은 국회의원과 전 현직 행정관료， 주요 경제기관의 장， 그룹총수 

등을 모두 포함시켜 그틀의 신문기사 내 단순출현빈도를 추출하여 상위 10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관은 국내 행정부처와 산하의 주요부처， 입법부와 사법부 관 

련기관， 국내 주요 경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자료 중에서 신문기사 전문을 표본추출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을 행했다. 그리고 내용분석 결과 동시출현하는 인물(정치인)이나 기구가 의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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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가 있는지 얄아보고 이에 대한 타당도 수준을 구하였다. 

2. 연구외 절차 

본 연구는 동시출현빈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필요한 분석유목틀을 알아보기 

위한 예비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동시출현빈도의 타당도를 알아보는 1차 조새 그 

리고 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밝혀진 관계망과 동시출현빈도를 이용해 네트워크 

분석을 행한 결과로서의 관계망음 비교 분석하는 2차 조사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1) 예비조사 

예비좌}는 한국언론연구원의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인 KIND에서 1994년 5 

월 1 일부터 3일까지 9개 일간지의 종합·정치면 기사 200건을 전문을 내용 분 

석하여 관계의 범위와 내용， 성질 등 분석에 필요한 유목들을 정리하였다. 

(2) 1차 조사 

예비조사를 통해 작성된 코딩유목을 이용해 1차 조사를 행하였다. 1차 조사의 

대상은， 연구기간인 1993년 9월부터 1995년 2윌까지 중에서 9개 일간지에 각 

12일씩 무선추출한 총 108일간의 종합 · 정치면 기사 1260건이다. 이 기사량은 

연구대상으로 삼은 기간 전집의 약 6%에 해당한다. 

1차 조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조사된 분석유목들을 기반.Ò 로 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들을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1) 한 기사 내에 동시출현히는 인물들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동시출현빈도는 관계의 빈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3) 2차 조사 

1차 조사에서 동시출현빈도가 관계의 유무와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데 타당 

한 척도라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2차 조사로서 내용분석을 통해 

그려진 관계망을 이전의 연귀김정아)에서 분석하였던 동시출현빈도를 이용한 네 

트워크 분석망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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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외 경과 

1. 연구대상 신문기사의 분석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신문기사는 주요 9개 일간지(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의 종합 · 정치면 기사로서 각 신문마다 무선표접 

한 12엘간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표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분포로 무선표집이 되었는데， 중앙일보의 

경우는 중앙일보가 석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상에서 빠진 부분이 

발생하여 부득이 다른 신문보다 적은 양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각 신 

문의 논조나 특징에 크게 영호탤 받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적인 연구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리라 여겨진다. 

각 신문의 종합 · 정치면 기시는 1면부터 5면에 걸쳐 있었는데 <표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약 94% 가량이 1 ，2면에 개재되어 있었고， 2면 기사가 56.6%로 

가장 많았다. 신문기사의 게재변을 살펴본 것은 정치기사의 중요도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표 1> 분석대상 신문 

신문병 빈도 퍼센트 

켜Q하 。시무 ι 163 12.9 

국민일보 126 10.0 

동아일보 175 13.9 

서울신문 147 11.7 

세계일보 161 12.8 

조선일보 133 10.6 

중앙일보 44 3.5 

한겨레선문 176 14.0 

한국일보 135 10.7 

합계 1260 100.0 

주) 중앙일보의 경우는 중앙일보가 석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상에서 빠진 부분이 

발생하여 부득이 다른 선문보다 적은 양이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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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뉴스면 

신문명 빈도 퍼센트 

1면 469 37.2 
2면 713 56.6 
3면 63 5.0 
4면 7 .6 
5면 8 .6 

합계 1260 100.0 

〈표 3) 뉴스 유형 

뉴스유형 빈도 퍼센트 

느η:;-/ζ 1204 95.6 
해설 54 4.3 
코딩 오류 2 .2 

합계 1260 100.。
-

뉴스유형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이트성 뉴스기사가 95.6%인 1204건으로 압도 

적으로 많았고， 해설기사가 4.3%인 54건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분석의 경우에 종힘 · 정치변에서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기사의 비율은 

대략 앞의 결과와 같다고 유추할 수 있겠다. 

〈표 4) 뉴스 위치 

뉴스유형 빈도 퍼센트 

머릿기사 83 6.6 
작은 머릿기사 81 6.4 

일반·기타 1094 86.8 
코딩 오류 2 .2 

합계 1260 100.0 

뉴스위치를 알아본 것은 뉴스면을 알아본 것과 마찬가지로 종합 · 정치면의 신 

문기사들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분포되어 있는기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다. 머릿기사와 작은 머릿기시를 포함하여 약 13% 정도가 중요한 기사로 부각되 

었으며， 나머지 87% 정도는 일반기사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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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뉴스 크기 

뉴스 크기(자수) 빈 도 퍼센 E 비 고 

200자 미만 170 13.5 최소 48자 

201-400자 411 32.6 

401-600자 289 22.9 

601-800자 180 14.3 

801-1000자 85 6.7 
1001-1200자 46 3.7 

1201-1400자 22 1.7 

1401-1600자 16 1.3 

1601-1800자 15 1.2 

1801-200자 10 .8 
2000자 초과 16 1.3 최대 5532자 

동닙L 겨l 1260 100.0 

뉴스 크기를 알아본 결과 200자 미만의 단신기시는 13.5%를 차지하고 있었 

고， 69.8%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기사가 200자 이상 800;Z} 미만의 중간크기 기 

사였다. 그리고 800자 이상의 대형 기사는 16.7%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사 크기 

를 알아본 것은 실칠적으로 관계를 잘 나타내준다고 보기 어려운 단신기사가 분 

석에 포함됨으로써 전체 분석결과에 미지는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었다. 

단신기사에 두 인물이 등장할 경우와 머릿기사에 두 인붙이 등장할 경우， 관계 

의 양상이 다를 기능성이 있으나 컴퓨터 집계의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단신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았고， 200자 미만으로 간단히 인물동향 등을 나타낸 것 

으로써 단선기사를 분석에 포함시킨 것이 전체 분석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하겠다. 

분석대상이 된 신문기시들의 주제를 얄아본 결과 국내정치와 관련되어 분석대 

상인 정치인들과 기구들이 거론된 것이 64.8%인 8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 

9.0%, 사회 8.7%, 문화 1.3%, 기타 16.0%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분석대상이 

된 인물들은 국내정치와 관련되어 거론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경제， 사회， 문 

화 등 여티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장이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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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뉴스 주제 

7 」「←꺼→、 %혀 。 빈도 퍼센트 

국내정치 816 64.8 

경제 114 9.0 

사회 110 8.7 

문화 17 1.3 

기타 201 16.0 

코딩 오류 2 .2 

합계 1260 100.0 

2. 예비조사 갤과 

예비조사는 신문기사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인물이나 기관이 어떤 유형의 관계 

를 가지며， 이들 관계는 관계의 방향 측면에서 일방적 또는 쌍방적 관계를 어떻 

게 드러내고 있으며， 관계외 범위 측면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방식으로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가를 딸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표 7) 일방적 관계를 나타내는 서술어 

임명하다 요구하다 조사하다 전달하다 비난하다 

재신임하다 요청하다 발표하다 시달하다 지적하다 

발령하다 제의하다 보고하다 통보하다 비판하다 

격려하다 촉구하다 기자회견 선언하다 

선물하다 
-

〈표 8) 쌍방적 관계를 나타내는 서술어 

회의하다 대질심문 참석하다 

협의히다 공동성명 배석하다 

회의 오찬 참겨하다 

회담 기자간담회 

위원회 

토론회 

따
 따
 

이
「
 처
끼
〕
 

최
님
 쇄
깨
 

다
 따
 따
 

나
 방
 
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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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범위와 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신문기사 내 주요 단초로는 기사의 서술 

어가 어떤 종류의 것인가에 우선 초점을 맞추었는데， 신문기시들이 대부분 관계 

를 암시하는 동시들로 끝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매우 적절했다고 

여겨진다. 분석결과 관계를 나타내는 서술어틀로는 <표 7>, <표 8>, <표 9>와 

같은 것틀이 등장하였으며， 각 서술어들은 동사의 특성상 나름대로 관계의 방향 

을나타내고 있었다. 

〈표 9) 일방적， 쌍방적 관계를 둘 다 나타내거나 모호한 서술어 

말하다 

밝히다 

전하다 

결정하다 알려지다 

추정되다 

시사하다 

설명하다 

보도하다 

이러한 서술어틀을 주요 단초로 하여 예비조사에서 추출된 직접적， 간접적 관 

계와 관계의 방향성은 <표 10>, <표 1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직접적 관계란 동시에 출현하는 둘 이상의 인물이나 기관들이 커뮤니 

케이션 루트상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서로 대면하거나 언급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면에 간접적 관계란 툴이 직접 만나거나 말하지는 않았더 

라도 같은 집단이나 주제영역， 지위 등으로 인해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 

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표 10) 직접적 관계의 유형 및 관계의 방향 

회의， 회담， 위원회， 토론회 

방문， 환담， 오찬 및 조찬모임 쌍방적 

공동성명 

대절섬문，수사 

임명，발령，재신임，격려，선물，추천，추대，지명 일방적 

조λh 보고 

일방적인 요구， 언급이나 비난 

기자회견，기자간담회，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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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차 결과 

言論情報liff 9'C

〈표 11) 간접적 관계의 유형 

같은집단에 속함 

같은주제에 대해 언급함 

서로 다른 집단에서 같은 지위를 가짐 

주제와 연관된 영역에 같이 있음 

성향이 같음 

같은 모임에 참석함 

같은 일(사건)에 연루됨 

(1) 인물{정치인)분석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에서 단순출현빈도 상위 101 명의 주요인물들의 등장빈도 

는 <표 12>와 같았다. 검영삼 대통령이 169건으로 압도적인 등장빈도를 나타내 

었고， 분석기간 당시 외무부장관으로서 대북 및 대미관계의 부각으로 말미암아 

기사에 자주 등장한 한승주장관이 41건으로 행정관료중에서는 특이할 만하게 자 

주 거론되었다. 다음으로는 각 정당대표인 이기택과 김종필이 41건과 37건으로 

뒤를 이였고， 정계은퇴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사에 덜 언급되었으나 여전히 주요 

정치인으로 거론된 김대중이 19건， 이홍구 국방장관과 노태우 전대통령이 16건， 

이회창 총리가 14건， 전두환 박지원， 홍재형 12건， 이병태 11 건， 문정수 10건 등 

이었다. 이중 등장빈도 6건이상의 25인은 전체분석기간 중 적어도 한 신문에 

60%의 비율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뒤에서 구체적언 관계망을 분석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등장인물들이 동시출현하는 경우 기시를 내용분석한 결과 실제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분석해 보았더니 동시출현할 때 관계가 

있는 경우가 289건으로 79.8%였고， 동시출현하기는 하지만 관계가 없는 경우가 

20.2%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동시출현빈도를 추출하고 

동시출현하는 경우 곧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20%의 오차가 발생하지만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내용분석과 달 

리 분석대상 기사수가 엄청나게 많고， 그 중에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추출되는 

인불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백에서 수천 번의 동시출현빈도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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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끼리의 관계를 상정히는 것은 그만큼 오차의 한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 

되기 때문이다. 

〈표 12> 인물등장의 빈도 

인물명 사람수 등장빈도 

기u여 。λI그l 

한승주 1 
이기택 169 
김종필 41 
김대중 1 37 
이홍구，노태우 31 
이회창 2 19 
전두환，박지원，홍재형 16 
이병태 3 14 
문정수 12 
주돈식，김철수，이한동，최형우 11 
이원종，이세기，김숙희，황인성 4 10 
김덕룡，김영구，이경재，박범진 4 8 
이경식， 검태식， 이부영， 김덕 4 7 
박관용， 박재윤， 6 6 
허신행，박철언， 이시윤， 이만섭 5 
오연환，서상목 6 
김영진，황낙주，박정수，현경대 4 
공로명，김동길，감재섭，서청원 14 
정대철，김우석，조부영，김상현 3 
박초F종， 신기하 
검두희，정종욱， 김윤환，한완상 12 2 
이윤수，강삼재，이종찬，윤관 

백남치，박윤흔，권영해，손학규 
이춘구， 김도언， 이양호 김용태 25 
서석재，한광옥，남재희，박건우 

정원식，황병태，김종휘，하순봉 

강창성，이 철，조세형，김영일 

조순승， 김봉조， 이상득，황명수 

최인기， 김영광，최종현，이승윤 

김종호 

강영훈，김기수，김병오，김영수 
김원기，김중위，김현철，김효순 13 0 
신상식，신상우，유준상3 최병렬 

한승수 

E닙l 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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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인물간 관계의 유무 

관계유무 

관계있음 

관계없음 

총관계수 

듬論↑띔해돼[究 

빈도 

289 

73 

362 

퍼센트 

79.8 

20.2 

100.0 

결과적으로 제 I 본조사띄 결과 ‘동시출현하는 인붙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 

계를 포함해서 일정한 관계까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동시출현하는 인물들이 어떤 관계의 유형을 가지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직접적 관계의 정우 <표 14>와 같이 회의나 회담류의 형식으로 직접 만나는 경 

우가 20.1%로 가장 많았다. 디음으로는 상대방을 지칭해서 일방적으로 무엇음 

요구하거나 언급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가 14.9%로 많았고， 조사나 보고 

등을 통해 ̂ }급지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6.6%를 차지했다. 그밖에 방문하거나 오 

찬， 조찬 모임을 통해 만나는 경우와 염병， 발령 등으로 대변하는 경우가 각각 

4.5%,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방을 지칭하는 경우가 2.8%를 차지했다. 

이렇게 볼 때 종합 · 정치면 신문기사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정치인들은 주로 

회의나 일방적인 언급 등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적 취재관행이 정치 

적인 일과 관련해서 주로 공식적인 회의나 회견， 기자와 정치인 사이의 대화 등 

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표 14> 인물간 직접적 관계 

관계 유무 빈도 퍼센트 

회의， 회담， 위원회， 토론회 58 20.1 
방문，환담，오찬·조찬모임 13 4.5 
고。도 。서 。며 。

임명， 발령， 재선엠， 격려， 13 4.5 

선물，추천，추대，지병 

조새보고 19 6.6 

일방적인 요구， 언급·비난 43 14.9 

기자회견，기자간담회，강연 8 2.8 

기타 70 24.2 

확인불가 65 22.5 

합계 28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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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관계의 경우는 주제와 관련된 영역에 같이 있음으로 해서 드러니는 경 

우가 26.3%로 가장 많았고， 다윤으로 같은 주제에 대해 언급한 경우 18.3%, 같 

은 집단에 속하는 경우 16.3%, 같은 모임에 참석한 경우 14.2%의 순이었다. 그 

밖에 같은 일에 연룬된 경우 9.3%, 서로 다른 집단에서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경 

우가 3.5%였다. 이런 결과는 직접적 관계의 유형이 주로 회의류였던 것과 관련 

하여 인물들이 자연히 주제와 관련해서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집단이나 모임으로 인해 간접적 관계가 파악된 경우는 언급되는 정치 

인의 활동영역이 같은 경우에 기사에 동시출현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도 동시출 

현이 일정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표 15) 인물간 간접적 관계 

간접적 관계의 유형 빈도 퍼센트 

같은 집단에 속함 47 16.3 

같은 주제에 대해 언급함 53 18.3 

서로 다른 집단에서 같은 지위를 가짐 10 3.5 

주제와 관련된 영역에 같이 있음 76 26.3 

성향이 같음 2 .7 

같은모임에 참석함 41 14.2 

같은 일(사건)에 연루됨 27 9.3 
기타 14 4.8 

확인불가 19 6.6 

합계 289 100.0 

〈표 16) 인물간 관계의 방향 

관계의 방향 빈도 퍼센트 

일방적 71 24.6 
끼λ。}~J처 「 76 26.3 

확인불가 142 49.l 

합계 289 100.0 

인물간 관계의 방향을 분석한 결과， 관계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경우가 50.9%, 

관계의 방향을 알 수 없거나 어느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49.1%였다. 그 

리고 관계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일방적인 관계와 쌍방적인 관계가 각 



m 1 
言論↑버報~ff究 

각 24.6%와 26.3%로 서로 비슷하였다. 즉， 신문기사에서 언급하는 정치인들간 

의 관계의 방향을 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시출현빈도를 이용한 관계망 분석에서도 관계의 방향을 분석개념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다만 관계망에서의 중섬도와 관계망 자체 

의 접중도를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관계의 방호t을 유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물간 관계의 성격을 분석한 결괴는 <표 17>과 같다. 긍정적인 경우 30.4%, 

중립적인 경우 6.9%, 부정적얀 경우 14.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관계의 성격 

은 51.6% 정도 알 수 있었으며 나머지 48.4%에서는 관계의 성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즉， 관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경우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관계의 성격 

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는 행하지 않았지만， 예비조사의 내용분석에서 추출 

된 서술어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관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이후의 

분석에서는 서술어를 키워드로 삼아 관계의 성격을 분석하는 일이 신문기사 데이 

터베이스 분석에서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표 17) 인물간 관계의 성격 

관계의 성격 빈도 퍼센트 

긍정적 88 30 .4 

중립적 20 6.9 
부정적 41 14 .2 

확인불가 140 48 .4 

합계 289 100.0 
-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뉴스유형이 스트레이트성 기사인 경우보다 해 

섣기사인 경우가 등장인물간 관계를 더 잘 나타내 줄 수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 

신문기사의 유형을 뉴스기사와 해설기사로 나누어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교차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스트레이트 뉴스기사에서는 동시출현할 때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81.7% 관계없는 경우가 18.3%였으며， 해설기사에서는 동시출현할 때 관계있는 

경우가 68.6% 관계없는 경우가 3 1.4%였다. 즉， 스트레이트 뉴스의 경우가 동시 

출현하는 인물틀의 관계를 더 많이 나타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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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뉴스유형에 따른 인물간 관계 

관계의 성격 관계있다 관계없다 합계 

느“;'-一까、 
254 57 311 

(8 l.7) (18.3) (100.0) 

해설 
35 16 51 

(68.6) (3 l.4 (100.0) 

합계 289 73 362 

이렇게 볼 때 해설기사의 경우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나타내 주 

므로 동시출현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경우가 스트레이트 뉴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석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특히 전체 기사 중 해설기λ까 차지하는 비 

율이 작으므로 기사 전제를 대상으로 동시출현빈도를 분석하더라도 최소 70%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동시출현빈도의 분석에서 

뉴스기사와 해설기사와 같은 기사의 유형이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인다. 

〈표 19) 뉴스 크기에 따른 인물간 관계 

관계의 성격 관계 있다 관계 없다 합 겨1 

200자 이하의 12 12 
단신기사 (100.0) (1 00.0) 

2001자 이상 195 40 235 
1000자 이하 기사 (83.0) (1 7.0) (100.0) 

1001자 이상 66 31 97 
2000자 이하 기사 (68.0) (32.0) (100.0) 

2000자 초과의 16 2 18 
대형 기사 (88.9) (11.1) (1 00.0) 

합계 289 73 362 

다음으로 인물간 관계를 그다지 잘 나타내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단신기사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사의 크기와 관계 유무를 교차 분석하였다<표 18>에 

서 알 수 있듯이 단선기사의 경우 대부분 임명이나 지위이동 기사로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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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나타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0자 이상의 대형 해설기사의 경우 

에도 동시출현히는 인물들이 비교적 명확한 관계를 나타냈다. 기사 크기로는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201자 이상 1000자 이하의 기사에서도 관계있는 경우 

가 83%를 나타냈다. 1001자 이상 2000자 이하의 중대형 기사에서는 동시출현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관계가 있는 경우가 68.0%로 가장 

적었다. 

중대형 기사에서 관계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중대형 기사에서 

다루는 인물틀이 많아서 둘씩 연관지었을 때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 

다. 반면， 2000자 이상의 대헝 기사의 경우 소수인물들 중섬의 해설기사가 많았 

기 때문에 다시 관계 있는 경우의 퍼센트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사 

크기의 분포로 볼 때 전체적으로 적어도 70% 이상의 관계있음음 보여 단신기사 

를 제외하거나 중형 기사만 뽑아보는 식으로 기사를 선별 추출하지 않더라도 전 

체 신문기사에 대한 동시출현빈도 분석으로 관계가 있는 경우를 추출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의 타당도를 가진마는 것이 입증되었다. 

(2) 기관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은 전부 64개였는데， 앞서서 언급한 선행 연쿠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회를 비롯한 각 정댐민자당， 민주당)의 출현빈도가 타 기 

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치관련기사가 정당 중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적 취재관행 

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주요 정부부처(외무부， 

재정경제원，통일원，통상산업부，감사원，국무총리，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등의 

순)이다. 

이 중에서 외무부가 수위를 차지한 것은 인물분석에서 한승주 외무장관의 출 

현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분석기간 당시 국내외 사정이 북한의 핵 

문제와 맞물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원의 부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 

해될 수 있다. 또 감사원의 경우는 분석대상 기간이 김영삼정부 등장 초기로서 

개혁사정의 바람이 불 때였으므로， 상대적으로 감사원의 출현빈도가 높았다고 할 

수있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부처 중 신문기사에 중요하게 등장히는 분야는 경제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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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하는 부처들(재경원， 통산부， 농림부， 건교부 등)이라 하겠다. 

〈표 20> 등장기관의 빈도 

등장기관 빈도 퍼센트 

민자당 164 

민주당 112 

국회 103 
외무부 71 

대통령 64 

청와대 62 
재정경제원 53 

국방부 36 
통일원 35 
통상산업부 28 
감사원 26 
국무총리，농림수산부 2 25 
건설교통부 1 24 

안전기획부 1 19 
대검찰청， 내무부 2 18 
총무처 1 17 
경찰청 15 
공보처 13 
선거관리위원회，과학기술처，교육부 3 12 
국세청 11 
현대 10 
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지방검찰청 3 9 
삼성，문화체육부 2 8 
대우，환경부 2 7 
신민당， 헌법재판소 한국은행 3、 6 
노동부， 시청， 지방법원 3 5 
대법원，개발연구원，선경 6 4 
노총，전경련，주한미군 

은행감독원，새한국당，미대사관 4 2 
기무사 

KBS , 고등법원， 상공회의소， 엘지 7 1 
경영자총연합회， MBC, 전대협 

증권감독원， 무역진흥공λh 시의회 9 0 
경실련，중소기업연합회，전학 

SBS, 참여연대， 전국연합 

합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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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민정부 이래로 그다지 주목받지 않아 온 안전기획부가 여전히 어느 정도 

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젓도 흥미로운데， 이는 국가기관에서 여전히 안기부가 

차지하는 위상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결과라 하겠다. 

그밖에 선행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본다변 주한미군이나 미대사관의 출현빈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눈에 띄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인물분샘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기사에 동시에 출현하는 기관들이 서로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시출현히는 관계의 쌍중 

에서 내용분석상 관계가 있다고 분석된 경우의 백분율을 알아보았다. 

〈표 21) 기관간 관계의 유무 

관계 유무 빈도 퍼센트 

관계있음 533 89.3 

관계없음 64 10.7 

총관계수 597 100.0 

〈표 22> 기관간 직접적 관계 

직접적 관계의 유형 빈도 퍼센트 

회의，회담，위원회，토론회 204 38.3 

방문，환담，오찬·조찬모임 10 1.9 

공동성명 4 .8 

임명， 발령， 재선임， 격려， 17 3.2 

선물， 추천， 추디1 ， 지병 조λk 보고 41 7.7 

일방적인 요구， 언급·비난 75 14.1 

기자회견，기자간담회，강연 11 2.1 

기타 109 20.5 

확인불가 62 11.6 

총관계수 533 100.0 

그 결과 관계 있는 경우가 533건 89.3%였고， 관계 없이 동시출현한 경우가 

64건 10.7%를 차지했다. 인물의 경우에서는 관계있음과 없음의 비율이 79.8% 

대 20.2%였던 것과 비교하면， 기관간의 관계에서 관계있음의 비율이 더 높은 셈 

이다. 즉， 기관의 경우에도 한 기사에 동시출현하는 국가기관은 서로 관계가 있 

다고 유추할 수 있으므로 동시출현빈도를 측정함으로써 동시출현하는 기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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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동시출현함으로써 서로 관계가 있다고 유추된 기관틀 사이의 관계에 

는 어떠한 유형이 얼마만큼 포함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물분석에서와 마찬가지 

로 기구간 직접적 관계와 간접적 관계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직접적 관계의 경 

우， 회의 · 회담류가 204건 38.3%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방 

적인 요구 · 언급류가 14.1%, 조사 · 보고류가 7.7%, 임명 · 발령 등이 3.2%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가 20.5%로 인물분석의 경우와 비슷한 분포를 보 

였다. 

〈표 23) 기관간 간접적 관계 

직접적 관계의 유형 빈도 퍼센트 

같은 집단에 속함 32 6.0 

같은 주제에 대해 언급함 121 22.7 

같은지위를가짐 7 1.3 

주제와 관련된 영역에 같이 있음 205 38.5 

성향이 같음 18 3.4 

같은모임에 참석함 26 4.9 

같은 일(사건)에 연루됨 34 6.4 

기타 20 3.8 

확인불가 70 13.1 

합계 533 100.。

간접적 관계의 경우 주제와 관련된 영역에 같이 있는 경우가 38.5%로 가장 

많았다. 같은 주제에 대해 언급함 역시 22.7%로 많이 나타났으며， 그밖에 같은 

일에 연루되는 경우 6.4%, 같은 집단에 속하는 경우 6.0%, 같은 모임에 참석하 

는 경우 4.9%, 성향이 같아서 언급된 경우가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관계의 경우에서도 인불분석과 대체로 비슷한 유형분포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관계의 유형이 드러나고 있다. 

기관간 관계의 방햄 분석해보면， 관계있다고 파악된 전체 경우 중에서 관계 

의 방향이 확인 가능한 경우가 64%였는데， 그 중 쌍방적 관계가 41.8%로서 일 

방적 관계 22.1%보다 약 2배 가량 많았다. 이 같은 결괴를 인물분석과 비교해 

보면， 인물분석에서는 일방적 관계와 쌍방적 관계가 각각 24.6%와 26.3%였던 

것에 비해 기관간 관계에서는 쌍방적 관계가 더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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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불간 관계에서는 조직네트워크상의 중섬인불에게 종속되거나 상대방을 일 

방적으로 언급하는 일방적 관계가 많은 반면， 기관의 차원에서는 서로 대등한 관 

계에서 각각 대등한 주체로서 기사 내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4> 기관간 관계의 방향 

관계의 방향 빈도 퍼센트 

일방적 118 22.1 
쌍방적 223 41.8 
확인불가 192 36.0 

합계 533 100.0 

〈표 25> 기관간 관계의 성격 

관계의 성격 빈도 퍼센트 

긍정적 156 29 .3 

중립적 79 14.8 
부정적 94 17.6 
확인불가 204 38.3 

w 계 533 100.0 

기관간 관계의 성격을 살펴보면， 관계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던 329건 중 

긍정적인 경우가 156건 29.3%였고， 중립적 경우 14.8%, 부정적인 경우 17.6% 

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인 경우가 대체로 많은 셈이다. 인불분석 결과와 비교해 

서는 중립적인 경우가 인물의 경우 6.9%였던 것과 비교해 증가하였는데， 역시 

기관간 관계에서 관계의 방향이 일방적인 경우가 줄어든데 영향을 받아 중립적 

관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돈성 기사와 해설기사 중 동시출현하는 기관의 관계를 더 잘 나타내 

주는 기사의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 뉴스유형에 따른 기관간 관계분석 결과， 스트 

레이트 뉴스와 해설기사 모두 대체적으로 관계를 잘 나타내주었다.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동시출현하는 경우 관계있음이 88.8%, 관계없음이 1 1.2%였고， 해설 

기사에서는 관계있음이 94.6%, 관계없음이 5.4%였다. 기관간 관계에서는 해설기 

λ까 동시출현하는 대상의 관계를 더 잘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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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괴는 인물분석괴는 상반된다. 인물분석에서는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관계있는 경우가 81.7%, 해설기사에서 관계있는 경우가 68.6%로 나타나서 스트 
레이트뉴스에서 관계있음의 비율이 더 높았었다. 

〈표 26) 뉴스유형에 따른 기관간 관계 

관계았다 관계없다 퍼센트 

느‘r-/--까、 494 62 556 
(88.8) (11.2) (1 00.0) 

해설 35 2 37 
(94.6) (5 .4) (100.0) 

」。」;E” 4 4 

합 계 533 64 100.0 

그러나 결국 해설기사에서 관계있음의 비율이 더 높으리라는 우려는 인물분석 

과 기관분석에서 서로 상반되게 나타남으로써 기사의 유형이 일관되게 동시출현 

하는 인불이나 기관의 관계를 달리 나타내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관계 

있음의 비율이 낮았던 인불분석에서의 해설기사에서도 관계있음의 비율이 70% 

에 근접해 기사의 유형과 관계없이 동시출현하는 인물이나 기관은 서로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7) 뉴스 크기에 따른 기관간 관계 

관계았다 관계없다 퍼센트 

200자 이하의 27 3 20 
단신기사 (90.0) (1 0.0) (1 00.0) 

201자 이상 404 55 459 
100자 이하 기사 (88.0) (12.0) (100.0) 

1001자 이상 70 4 74 
200자 이하 기사 (94.6) (5 .4) (100.0) 

2000자 초과의 32 2 34 
대형 기사 (94.1 ) (5.9) (100.0) 

합계 533 64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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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크기와 관련해서 동시출현과 관계있는 경우의 백분율을 알아본 결과， 200 

자 이하의 단신기사의 경우 동시출현이 곧 관계있음으로 나타난 경우가 90.0%, 

1000자 야하의 중형 기사에서는 88.0%, 2000자 이하의 중대형 기사에서는 

94.6%, 2000자블 초과하는 대형 기사에서는 94.1%로 나타났다. 즉， 단신기사라 

하더라도 다른 크기의 기사에 비해 관계를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기 

사의 크기가 동시출현하는 기관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끼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물분석의 경우와 비교하면， 인물분석에서는 2000자 이하의 중형 기사에서 

관계있음의 비율이 68.0%로 비교적 낮았고， 1000자 이하의 기사와 2000자가 

넘는 기사에서도 관계있음의 비율이 83.0%와 88.9%였으므로? 오히려 기관분석 

에서는 관계있음외 전체적 비율이 올라갔다. 그리고 인물분석에서는 단신기사가 

오히려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었다. 

결국 총괄적으로 기사의 크기가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 되지 못한 

디는것을암수있다. 

4. 2차 철과 

2차 조사에서는 인불의 경우 관계있음의 빈도가 높은 상위 14명을 추출하고 

기관의 경우는 상위 12개 기관을 추출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빈도 매트릭스를 추 

출함으로써 관계맹관계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때 관계빈도 매트릭스는 인물의 경우 동시출현한 인불과 관계있는 것으로 

드러난 빈도가 3회 이상일 경우 유의미하다고 보았고， 기관의 경우는 4회 이상 

을 유의미한 것으로 보았다. 관계빈도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관계망을 그럴 때에 

는 관계의 빈도에 비율 가산점을 두어 선의 굵기로 표시하였다. 

관계망의 분석은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 4를 이용하였다. 

(1) 정치엔들의 관계 네트워크 분석 

정치인 중 관계있음의 빈또가 많은 상위 14명을 추출한 뒤 이틀 사이의 관계 

빈도를 분석하여 상관매트릭스를 만든 결과 <표 28>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기 

초로 관계망을 그려보면 <표 29>와 같다. 

정치인 상위 14명의 관채망은 극도로 ‘집중된 1 인 중섬형’을 보여준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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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에서 보듯이， 정치인틀의 관계는 김영삼 대통령 1인에게만 연결되어 있 

다. 정치인 상호간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아니라 중섬을 향한 수직 

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만이 존재하고 있다. 

〈표 28) 정치인 상우I 14명의 관계 매트릭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김대중 2 

김영구 2 
김영삼 4 2 2 2 3 

김종필 
노태우 3 
박지원 6 
이경재 7 
이기택 8 
이홍구 9 
이회창 10 
전두환 11 

주몬식 12 
최형우 13 
한승주 14 

상위 14인에 추출된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과 여야 각당의 총재， 전 

직 대통령， 당 대변인 등 정치권 인사와 총리를 비롯한 주요 부처의 장관들이다. 

총리와 행정부의 장관들은 대통령에게만 연결되어 있고， 각 당 대표끼리， 그리고 

전직 대통령끼리만 연결된 양상을 보여준다. 박지원의 경우쓴 야당 대변인이므로 

야당 대표인 이기택에게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행정부의 장관틀 

서로서화 유기적인 수평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총리마저도 이들과 관계 

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적 정치현실이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제각기 움직이는 취약한 정치구조 

를 가지고 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여당 정치인 중에서 대표를 제외하고 유일 

하게 나타니는 사람은 최형우이다. 이는 그의 당내 위상이 상대적으로 대통령과 

관련지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다 관계의 강도를 고려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인 김종필과의 관계가 

가장 긴밀하며， 야당 대표인 이기택과， 총리， 주돈식 청와대 수석， 한승주 외무장 

관과의 관계가 다른 관계에 비해 강도가 높다. 또 야당 대표인 이기택과 전 대표 

인 김대중， 전직 대통령끼리 관계의 강도가 높아 같은 유형의 사람들끼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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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한국에 있어서 정치권력 네트워크는 정치인과 행정부 핵심인물에게 집중 

되어 있고， 또 이들은 대통령이란 개인을 중섬으로 방사선형으로 집중되어 있다 

고하겠다. 

〈표 29) 정치인 상우I 14명의 만계망 

이경재 

이홍구 - -

주돈식 

\ 

이회창 

한승주 겸 영삼 -

박지원 

노태우---전두환 

검영구 

검종필 

최형우 

이와 같은 연구결괴는 본 연구대상 기간의 바로 전인 1993년 1월부터 1993년 

9월까지의 동시출현 빈도를 이용한 연구결괴{김정애 1994; <표 30> 참조)와 다 

를바없다. 

즉， 본 연구의 바로 전 시기에 김영삼정부 안정기의 정치권력 네트워크 역시 

대통령 1 인 중섬의 강력한 방사형 권력네트워크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시기의 

변화에 따라 대통령과 연결된 주요 각료의 면면이 바뀌었을 뿐이다. 

따라서 신문기시를 내용 분석하여 관계의 유무를 파악하고 관계의 빈도를 기준 

으로 분석한 정치권력 네트워크와 동시출현빈도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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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옴으로써， 통시출현빈도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30) 1993년 1 월부터 1993년 9월까지 정치인 12명의 관계망 

、

국?부~ 

/ 

/ 

/ 원 \、철C:J-
ι / 

-‘ ~ • -

덧붙여 대통령 1 인 중심의 강력한 방사형 권력네트워크의 형성을 살펴보기 위 

해 1992년 대통령후보 지명기간 약 9개윌간의 권력 네트워크 양상을 앞의 결과 

와 비교해 보면 <표 31>과 같다. 

〈표 3 1) 1992년 4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정치인들의 관계망 

낌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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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도 역사 ‘대통령 1 인 중심의 권력네트워크’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각 

당 정치인틀과 대통령， 그리고 각 당 정치인들간의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수직， 

수평 흔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그러나 199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시기(<표 29> 

참조) 빛 그후 1993년 9월부터 1995년 2월까지의 시기(<표 30> 참조)에서 보 

여주는 바에서 알 수 있듯이 김영삼정부 집권 이후 일관되게 강력한 1 인 집중 

권력네트워 양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관계망에서 보듯이 수평적 관계는 사라지 

고 있다. 또 등장인물들의 면면도 정치인에서 행정관료로 대거 대체되고 있으며 

시기별로 그 변면만이 바뀔 뿐이다. 즉， 관계망의 형태(방사선형 집중구조)로 보 

나， 대통령과 연결된 사람들의 면면으로 보나 대통령 중심의 사람들로 구성된 지 

극히 집중된 권력네트워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1 인 집중구조는 비폼 대통령중섬제 국가라 하더라도 극히 드문 일이다. 

외국의 정치권력구조 연구사례들은 대체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권력구조를 상정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각국간 비교연구나 정권간 비교연구를 해 볼 만 

하다. 

(2) 국가기관의 관계네트워크 분석 

인물분석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 중 관계빈도 상위 127~를 추출하여 이들 사 

이의 관계 매트릭스와 관계망을 그려보면 <표 32>, <표33>와 같다. 

관계매트릭스에서 알 수 있듯이 국기기관들 사이의 관계는 정치인들의 관계망 

에 비해 비교적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댐은 

〈표 32) 국가기관 상우I 12개의 관계 매트릭스 

2 3 4 5 6 7 8 9 10 11 12 
국회 6 6 2 2 3 3 2 
민자당 15 3 2 
민주당 3 
대통령 41 2 
국무총리 5 
청와대 6 
재경원 71 2 
국방부 8 
외무부 91 2 
통산부 10 
농림부 11 
통일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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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기관분석에서 기관들 사이의 관계의 방향이 인물분석에 비해 쌍방적 관계가 

많았던 것과 일맥 상통한다. 그 중에서도 다른 기관틀과 중심적인 관계를 확보하 

고 있는 기관은 국회와 민자당， 민주당， 청와대라 하겠다. 관계망을 그려보면 기 

관들 사이의 관계는 보다 명확해진다. 

<표 33>을 보면， 국회가 가장 중섬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민자당，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고 국회와 민자당， 민주당이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부 

의 대통령과 청와대에 연결되어 있다. 

행정부처들은 서로 수평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부처인 재경 

원이 여타 부서와 국회， 민자당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를 관장 

히는 관련부처인 국방부와 통일원， 외무부가 상호 관련을 맺고 있다. 

기관들의 관계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정치인들의 관계망 분석에서 김영삼 대통 

령 1 인에게로 관계망이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은 민자당과 

민주당 · 총리 · 청와대와만 관련올 맺고 있고， 행정부처들과는 청와대를 연결고리 

로 하여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관들간의 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이 청와대라는 수족기관을 통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정치인들의 관계망 분석과 연관지어 볼 때， 대통령이 청와대와 행 

정부 모두에 미치는 강력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디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총리는 정치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청와대와 관계를 가칠 

뿐 행정부처외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면에서 행정부와 동떨어진 소외된 존재임 

을나타내준다. 

〈표 33) 국가기관 상우I 12개의 관계망 

t뚫1편a짧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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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강도를 고려하면， 민자당과 민주당의 관계강도가 가장 높고 국회와의 

관계강도도 여타의 강도보다 높아 정당중심의 정치권력구조 취재관행을 보여준 

다. 국회는 중섬에서 행정부처들과도 비교적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 행정부처 

중 민자당과의 관계는 재경원이 가장 강해서 경제부처 중섬의 행정부 운용을 보 

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도 당연히 청와대와 민자당과의 관계가 강하다. 

VI. 연구결과의 요익: 및 결론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블 각 연구문제별 분석항목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때 각 항목의 빈도는 인물분석과 기관분석의 총합이다. 

1. 동시출현이 등장하는 띤물이나 기관들 사01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가? 

〈표 34) 관계의 유무 
-

관계 유무 빈 s:_二 퍼센 E 

관계있음 822 85.7 
관계없음 137 14.3 

총관계수 959 100.0 

동시출현하는 대상 등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경우가 822건 85.7%였고， 관계가 

없이 동시출현한 경우가 137건 14.3%를 차지했다. 즉， 한 기사에 동시출현하는 

인물이나 국가기관은 약 86% 정도로 서로 관계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으므로 

동시출현빈도를 측정함으로써 동시출현하는 기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타당성을 갖는다. 더구나 전집을 대상으로 실제로 동시출현빈도를 

이용하여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기관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사례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므로， 약 14% 정도의 오차는 주요 인붙이나 기관의 추출과정， 

그틀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상쇄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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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출현하는 인물이나 기관들이 가지는 관계에는 어떠한 유형의 것이 

포함되는7~? 

관계의 유형을 동시출현하는 대상들끼리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하는 직접적 관 

계와， 직접 대면하지는 않지만 기자에 의해 서로 관계가 있다고 유추되는 간접적 

관계로 크게 구분하여 각 유형에서 관계의 종류들을 알아보면 <표 35>, <표 

36>과 같다. 

직접적 관계의 경우에는 회의 · 회담류가 약 32%로 가장 많으며 일방적인 요 

구나 언급류가 14.4%로 그 디음으로 많았다. 그밖에는 조사나 보고류 7.3%, 임 

명이나 발령류 3.6%, 방문이나 오찬 · 조찬모임 등이 2.8%, 기자회견이 2.3%의 

순으로나타난다. 

다음으로 간접적 관계의 경우 주제와 관련된 영역에 같이 있는 경우가 34.2% 

로 가장 많았다. 같은 주제에 대한 언급이 2 1.2%로 많이 나타났으며， 그밖에 갇 

은 모임에 참석한 경우 8.2%, 같은 일에 연루된 경우 7.4%, 같은 집단에 속하 

는 경우 9.6%, 성향이 같아서 언급된 경우가 2.4%,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2.1%였다. 

〈표 35) 직접적 관계 

직접적 관계의 유형 빈도 퍼센트 

회의，회담，위원회，토론회 262 31.9 

방문，환답，오찬·조찬모임 23 2.8 

공동성명 4 .5 

임병， 발령， 재신임， 격려， 션물， 추천， 30 3.6 

추대，지명 

조λh 보고 60 7.3 

일방적인 요구， 언급 · 비난 118 14.4 

기자회견， 기자간담회，강연 19 2.3 

기타 179 21.8 

확인불가 127 15.5 

합계 8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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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간접적 관계 

간접적 관계의 유형 빈도 퍼센트 

같은집단에 속함 79 9.6 
같은 주제에 대해 언급함 174 21.2 

같은 지위를 가점 17 2.1 

주제와 관련된 영역에 같이 았음 281 34.2 

성향이 같음 20 2.4 

같은모임에 참석함 67 8.2 

같은 일(사건)에 연루됨 61 7.4 

기타 34 4.1 

확인불가 89 10.8 

합계 822 100.0 

3. 동시뚫현하늠 인물이나 기관들이 가져는 관계의 방향은 어떠한가? 

관계의 방향을 분석한 결과， 관계있다고 파악된 전체 경우 중에서 관계의 방향 

이 확인 가능한 경우가 59.4%였다. 그 중 쌍방적 관계가 36.4%로서 일방적 관 

계 23.0%보다 약간 많았다. 이는 인불분석의 경우보다 기관분석의 경우에 쌍방 

적 관계가 많아서 나타난 것이다. 즉， 한 기사 내의 동시출현은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관계에는 일방적 및 쌍방적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 

라서 동시출현빈도를 이용한 관계 네트워크분석에서 관계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 

해선 출현 서술어나 상징어 등을 통한 다른 유형의 컴퓨터 내용분석이 곁들여져 

야하겠다. 

〈표 37) 관계의 방향 

관계의 방향 빈도 퍼센트 

일방적 189 23.0 

쌍방적 299 36 .4 

확인불가 334 40.6 

합계 8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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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시출현하는 인물이나 기관들의 가지는 관계의 성격은 어떠한가? 

동시출현하는 대상간 관계의 성격을 살펴보면， 관계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 

던 것 중 긍정적인 경우가 244건 29.7%, 중립적인 경우 11.0%, 부정적인 경우 

16.4%를 나타내었다. 긍정적인 경우가 대체로 많은 셈이다. 

〈표 38) 관계의 성격 

관계의 성격 빈도 퍼센트 

긍정적 244 29.7 
중립적 99 11.0 
기님→Äj 꺼 「} 135 16.4 

확인불가 344 4l.8 

합계 822 100.0 

동시출현빈도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서술 

어나 상징어 등을 통한 컴퓨터 내용분석 방법이 추가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방법 

과 관련해서는 앞의 예비조사 결과에서 이미 그 단초를 제공한 바 있다. 

5. 돔시출현하는 인물이나 기관들 사이의 관계는 스트레이트 기사보다는 
해설기사에서 더 잘 나타나는가? 

스트레이트성 기사와 해설기사 중 동시출현하는 기관의 관계를 더 잘 나타내 

주는 기사의 유형을 알아보고자 뉴스유형에 따른 연구대상간 관계를 교차분석하 

였다. 스트레이트 뉴스와 해섣기사 모두 대체적으로 관계가 잘 나타났다. 스트레 

이트 뉴스에서는 동시출현하는 경우 관계있음이 86.3%, 관계없음이 13.7%였고， 

해설기사에서는 관계있음이 79.5%, 관계없음이 20.5%였다. 

결과에서 딸 수 있듯이 해설기사보다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관계를 더 찰 나타 

내주고 있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기사 모두에서 약 80% 이상의 관 

계를 드러내주고 있었으므로 기사의 유형은 동시출현빈도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 

석에 크게 영횡탤 미치지 않는다고 하겠다. 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동시출현 

빈도의 분석이 전집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뉴스 유형으로 인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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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오차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 39> 뉴스유형에 따른 관계 

관계있다 관계없다 퍼센트 

上iT"~까、 ’748 119 867 
(86.3) (13.7) (100.0) 

해설 70 18 88 
(79.5) (20.5) (100.0) 

오TE「 4 4 

합계 822 137 959 

6. 동시똘현하는 인물이나 기관들 사이외 관계분석에서 뉴스 크기는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폭， 단신기사는 관계를 잘 드러내주지 못하는가? 

뉴스 유형과 함께 뉴스 크기가 관계를 분석히는 데 영호탤 미치는기를 조사하 

기 위해 뉴스의 크기에 따른 관계 유무를 교차 분석하였다. 그 결과 뉴스 크기는 

분석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단신기사에서 관계가 잘 나타났으며， 1000자 이상 

2000자 이하의 중대형 기사에서는 관계가 없는 인불이나 기관들을 가장 많이 동 

시출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약 90%에 이르는 관계를 보 

여 기사의 크기가 분석결과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40> 뉴스 크기에 따른 관계 

관계있다 관계없다 퍼센트 

200자 이하의 39 3 42 
단신기사 (92.9) (7.1) (100.0) 

201자 이상 599 95 694 
100자 이하 기사 (86.3) (13.7) (100.0) 

1001자 이상 136 35 171 
200자 이하 기사 (79.5) (20.5) (100.0) 

2000자 초과의 48 4 52 
대형 기사 (92.3) (7.7) (100.0 

합계 822 137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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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들을 종합하여，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시출현빈도를 이용한 네 

트워크분석의 방법론상의 타당성을 알아보고자 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한 기사 내에 동시출현하는 인물이나 기관틀은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고 유 

추할수 있다. 

2) 이러한 관계는 직접적/간접적 관계와， 일방적/쌍방적 관계， 긍정적/중립적/부 

정적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은 동시출현빈도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시에 컴퓨터 내용분석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3) 동시출현빈도로 관계의 유무와 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기사의 유형이나 

기사의 크기는 중요한 변수로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결론적으로 동시출현빈도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새로운 시도로서， 

상당한 정도의 타당도를 가지며， 이를 이용한 많은 관계연구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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