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논문 ｢행정논총｣ 제52권 제2호(2014. 6): 199~228

이미지이론에 따른 의사결정 프레임 분석:

진주의료원 폐업 사례를 중심으로*

심 준 섭**

김 진 탁**

 1)

<目     次>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요     약>

본 연구는 이미지 이론(image theory)을 토대로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를 둘러싼 두 핵심

당사자인 홍준표 지사와 진주의료원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언어네트워

크분석을 통해 양측의 의사결정 프레임을 구성하는 가치 이미지(value image), 경로 이미지

(trajectory image), 전략 이미지(strategic image)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미지 이론은

갈등 상황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모형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

는 기존의 이미지 이론 적용 사례들이 조직 내 개인 또는 집단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소비

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 등 제한된 분야에만 국한되었던 상황에서 이미지 이론이 정책학

연구에서도 정책 행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이미지 이론, 의사결정 프레임, 언어네트워크분석】

*** 이 논문은 2013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주저자,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jsshim@cau.ac.kr)
***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kjtstar6@naver.com)
논문접수일(2014.3.27), 수정일(2014.5.12), 게재확정일(2014.5.27)



200 ｢행정논총｣ 제52권 제2호

Ⅰ. 서 론

전통적인 의사결정 이론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기대효용의 경제학 원리

(expected utility theory)를 기반으로 하며, 개인을 효용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존재로 가

정한다(Keeney, 1992; Raiffa, 1968). 정밀한 수학적 공리는 대안과 속성들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 선택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가 되도록 안내한다. 그러나 현실 속 개인이나 조직 의사결

정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규범적 의사결정 모형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합

리적 선택이론들은 문제의 가치적, 도덕적, 윤리적 속성을 간과하기 때문에 가치갈등 상황

에서의 의사결정이나 경제적 합리성이 위반되는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실제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책 상황에서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데, 정책 자체가 대부분 복합적인 가치(value)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

지, 보건, 환경 분야 정책들의 경우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복

합적인 가치들이 강조되는 분야에서의 의사결정을 분석할 때에는 해당 사례에 내재된 가치

적 속성을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전 국민적 주목을 받은 대표적 갈등 사례인 진주의료원 사태는 보건･복지 분야의 

가치갈등이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지역 공공병원의 방만한 

경영과 구조조정 거부, 과도한 적자 등을 이유로 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반면, 노조와 시민

사회(NGO 등)에서는 의료 공공성을 강조하며 의료원의 존속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업 사례는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publicness)과 효율성(efficiency) 두 가치 프

레임간의 충돌이 갈등의 핵심이었다.

기존에 의사결정 과정 분석에 주로 활용되어 온 전통적 의사결정 분석기법은 경제적 효율

성 판단이 핵심이 되는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진주의료원 사례와 같이 가치

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합리성만을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가치 충돌이 존재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이미지 이론(image theory)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Beach, 1990; Beach 

& Mitchell, 1987, 1998). 이미지 이론은 의사결정 전체를 인도하는 가치와 목표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이 설명이 가능하게 한

다. 그 결과 이미지 이론은 진주의료원 사례와 같이 개인 또는 조직의 사회적, 윤리적, 도덕

적 고려가 포함되어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이미지 이론에 기반을 둔 프레임 분석(frame analysis) 기

법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자의 가치･목표･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진주의료원 갈등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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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핵심적인 정책행위자들인 홍준표 지사와 의료원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는 향후 가치 충돌이 발생되는 상황에서의 정책행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미지 이론

Beach와 동료들(Beach & Mitchell, 1987, 1998)이 제시한 이미지 이론(image theory)은 기대

효용이론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의사결정이론에 대한 대안이자 도전으로 개발되었다. 이미

지 이론은 기대효용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의사결정, 즉 경제적 합리성이 위배되는 의사결

정 과정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휴리스틱스와 바이어스(heuristics and 

biases) 중심의 행태적 의사결정 접근법(behavioral decision approaches) 역시 현실 속 의사결

정이 규범적 의사결정 모형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나(Tversky & 

Kahneman, 1973, 1974, 1979), 의사결정의 인지적 프로세스(cognitive process) 전체를 설명하

지는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미지 이론은 행태적 관점에서 사회적, 윤리적, 또

는 도덕적 고려가 요구되는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개인 또는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

하는데 적절한 모형을 제공한다. 이미지 이론은 규범적 의사결정 모형을 포기하고 의사결정

이 의사결정자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와 신념들에 의해 인도된다고 본다. 따라서 의사결정자

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들의 경계 내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경로를 채택하게 된다.

이미지 이론은 개인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이론과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으

로 구분된다. 그러나 분석단위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문

제가 인식되게 되는데, 이 과정이 프레이밍이다. 의사결정자는 프레이밍을 위해 가치 이미

지(value image), 경로 이미지(trajectory image), 전략 이미지(strategic image)의 세 가지 이미지

를 이용한다. 이처럼 이미지 이론은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고를 

조직화하기 위해 세 가지 상이한 스키마적 지식구조(schematic knowledge structure), 즉 이미

지를 활용한다고 가정한다(장홍섭･구동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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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미지 이론

첫째, 가치 이미지는 의사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원칙(principle)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정

의하는 신념, 가치, 도덕기준, 윤리, 규범 등의 개념들을 포함한다. 예컨대,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와 같은 가치 기준이 가치 이미지이다. 이 원칙은 채택가능성 있는 대안적인 목표와 

계획들의 설계 및 후보 대안의 채택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적절성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둘째, 경로 이미지는 의사결정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에 대해 기술한 목표 의

제(goal agenda)를 의미한다. 예컨대, ‘생산성을 두 배로 증진하자’와 같은 목표가 경로 이미

지이다. 이 목표 이미지를 통해 어떤 행동이 적절하고, 어떤 행동이 적절하지 않은지가 결

정된다. 

마지막 이미지는 전략 이미지이다. 전략 이미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된 여러 가

지 다양한 계획,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전략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측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계획은 목표의 채택으로부터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동으로 구성된 

추상적인 과정이다. 전략은 계획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예측

은 계획과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 발생될 미래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의미한다. 

2. 이미지 이론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세 가지 이미지는 의사결정자의 관점이나 견해를 보여주는 스키마(schema)이며 어떤 의사

결정이 필요한가를 인도하는 원칙이다(Beach, 1993; Nelson, 2004). 의사결정자는 좋은 해결

책에 대한 자신만의 이미지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프레임(decision frame)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이미지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게 된다. 각 

이미지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상황을 인식하는데 있어 프레임(frame) 역할을 

한다. 즉, 의사결정자는 특정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여

겨지는 자신만의 인식의 틀을 이용한다. 프레이밍(framing)은 의사결정자가 직면한 문제와 

자신의 여러 이미지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미지를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자가 자신이 가진 세 가지 이미지의 관점에서 문제를 어떻게 프레이밍 하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은 달라진다. 특히 가치 이미지는 의사결정 프레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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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이미지와 경로 이미지의 실현을 위한 전략 이미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가치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경로 이미지와 전략 이미지는 크게 달라진다. 또한 세 가지 이미

지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프레임은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지만 고정된 것은 아니며, 

문제와 상황에 대한 재구성이나 재해석을 통해 리프레이밍(refram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준섭, 2011; 심준섭･김지수, 2010). 리프레이밍은 프레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따

라서 리프레이밍을 통해 세 가지 이미지가 재구성되게 된다. 특히 가치 이미지의 리프레이

밍은 경로 이미지와 전략 이미지의 수정을 수반한다.

세 가지 이미지들은 채택 의사결정(adoption decision)과 진행 의사결정(progress decision)에 

이용된다(Beach & Mitchell, 1998). 채택 의사결정은 경로 이미지 또는 전략 이미지의 구성요

소로써, 대안적 목표 또는 계획들을 채택하거나 거부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이다. 채택 의사

결정은 다시 선별 의사결정(screening decision)과 선택 의사결정(choice decision)으로 나뉜다. 

선별 의사결정은 자신의 이미지에 비추어 수용 불가능한 후보 대안들을 제거하는 결정으로, 

각 대안이 자신의 이미지들과 양립가능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한편 선택 의사결정은 선별 

결정에서 살아남은 후보 대안들 중, 가장 우수한 양립성을 지닌 후보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

이다. 따라서 선별 의사결정의 핵심은 양립성 테스트(compatibility test)이다(Beach, 1993). 양

립성 테스트는 후보 대안들과 세 이미지들에 의해 규정되는 의사결정기준 사이의 일치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양립성 테스트를 통과한 대안들 중에 최적의 대안이 선택된다. 이 과정이 

수익성 테스트(profitability test)이다. 즉, 의사결정자는 이미지를 프레임으로 하여 양립성 테

스트를 통해 대안들을 추려내고, 수익성 테스트를 통해 최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진행 의사결정은 채택된 계획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진행 의사결정은 주어

진 계획이 실행되었을 경우의 예측된 미래와 경로 이미지에 의해 규정된 이상적인 미래 사

이의 일치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만약 양립 불가능할 경우 계획이 거부되고 새로운 후보 

대안이 채택된다. 이때의 후보 대안은 완전히 새로운 대안일 수도 있지만, 환경으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한 단순한 수정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진행 의사결정의 핵심은 주어진 계획이 

만일 집행된다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이다.

3. 지방의료원의 가치논쟁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분석 사례인 진주의료원은 법적으로 ‘지방의료원’에 해당된다. 지방의료원은 

일반적인 병원(개인병원, 종합병원 등을 포함)과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

이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제2조).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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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동법 제1조). 따라서 일반 

병원에 비해 공공성이 핵심적 가치로서 강조된다.

따라서 영리추구를 중시하는 일반 개인 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이 지방의료원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만성적 

재정 적자를 옹호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 결과, 최근 들어 지방의료원의 효율성과 

공공성 두 가치를 놓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입장들이 대립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서 진

주의료원 폐원 사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 충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례

이며, 또한 지방의료원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다른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 역시 공공성과 효율성을 

둘러싼 딜레마가 존재한다(Simonet, 2013; Cooper et al., 2012).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

기관들은 근본적으로 공익적 목적에 근거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지만, 

최근 들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NPM) 패러다임 하에서 공공의료기관

의 효율성과 성과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시장지향적 개혁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Gaynor and Town, 2011; Hus, 2010; Shaw, 2004). 국내 연구자들 간에도 공공의료기관 특히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적절한 균형점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보건의료 시장의 내재된 시장실패 

및 공공의료의 지향성과 이익 극대화간의 불일치를 지적한다. 정윤수･허만형(1999)은 공립

병원은 공익진료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빈곤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계

층이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권순만(2004)은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으

로서 공공성 측면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역

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비슷한 시각에서, 이진석(2012)은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적 개

편을 통해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필요한 의료이용을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의료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은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장지향적 개혁을 

통한 효율성, 품질, 반응성, 소비자의 선택 개선 등의 이점을 강조한다. 원구환(2005)은 지방

의료원이 공익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지방공사의 본질인 기업

적 운영이라는 가치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

으며, 비효율적 운영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유근춘 등(2005)도 공공의료기관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의료원의 역할에 대해 낭비가 아닌 공공의료로 인해 필요한 ‘착한 적자’의 경

우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조선닷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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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 증진과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동원 등(2007)은 소요경비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성을 확대하기보다는 어

느 정도 경영효율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이상수(2000) 역시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은 지방의료원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

야 하지만, 공공성만을 강조하다보면 재정적자의 심화로 인해 지방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주

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효율성 두 가치가 

동시에 추구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적 딜레마는 여전한 상황이다.

Ⅲ. 연구 설계

1. 분석틀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된 이미지 이론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놓고 대

립하는 두 당사자들인 홍준표 지사와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

해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분석틀을 설정하였다.2)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가치 이미지는 홍준표 지사와 진주의료원 노조 간 갈등에서 양측이 강조하는 핵심적 가

치들로서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포함하고 있다. 경로이미지는 양측이 달성하고

자 하는 상태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직접적 목표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2) 기존의 이미지 이론 연구들 중에는 양립성 테스트와 수익성 테스트 과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있지만, 이미지 이론의 핵심은 가치, 경로, 및 전략 이미지들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연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세 가지 이미지들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연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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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 이미지는 경로 이미지에 따라 제시된 목표

들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계획, 전략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대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세 가지 이미지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프레임의 변화, 즉 리프레이밍 과정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진주의료원 사례의 경우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의 통과’는 문제의 양

상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폐업 조례 통과를 계기로 두 당사자들의 프레임 변화

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당사자들의 프레임을 이전과 이

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두고 대립한 정책 행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다. 특히, 진주의료원 갈등은 수익성･효율성을 강조하여 폐업을 찬성하는 측과 공공성을 강

조하여 폐업을 반대하는 측으로 구분된다. 홍준표 도지사를 핵심 당사자로 하는 경상남도는 

폐업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진주의료원 노조는 폐업을 반대함으로써 가장 첨예하게 대립

한 행위자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준표 지사와 진주의료원 노조의 의사결정을 분

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밝힌 2013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2013년 6월 11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통과 시점을 기준으

로 이전과 이후 양측의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폐업 조례안 통과 이전과 이후의 

양측의 의사결정의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양측 당사자들의 의사결정 프레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위해 양측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와 기자회견 자료를 분석용 텍스트(text)로 사용하였다. 

진주의료원 노조의 경우 노조가 중심이 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

원회’가 기자회견문으로 발표한 4차례의 성명서(2013년 4월 24일, 5월 20일, 6월 11일, 7월 

2일)를 분석용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홍준표 지사의 경우 한겨레 신문(4월 27일) 인터뷰와 

tv조선 황금펀치(6월 11일) 인터뷰 전문을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홍준표 지사 인터뷰 자료의 

경우 가공되지 않은 인터뷰 원문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서 분석에 적합한 텍스트를 제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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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석용 텍스트를 대상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기법(sematic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각 이미지의 구성요소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심준섭, 2012, 2011).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텍스트에 대한 사전처리 작업을 통해 의미 없는 단어와 어휘들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

에서 부사와 형용사들을 제거하고, 동사는 명사형으로 변환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를 확보하

기 위해 연구자들 간 코딩결과를 교차분석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합의를 통해 정리하

였다. 다음으로, KrKwi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에 필요한 노드 간 공출현 

행렬(co-occurrence matrix)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Netminer 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당사

자가 어떤 프레임을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도식화함으로써 핵심적

인 이미지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단어의 중심성을 파악하고, 네트워크의 밀

도를 산출하였으며, 하위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커뮤니티(community) 방법이 이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각 단어의 중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아이겐벡터중심

성(eigenvector centrality)과(심준섭, 2012, 2011; Doerfel & Connaughton, 2009)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을(Paranyushkin, 2012, 2011) 이용하였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연결되

어 있는 다른 단어들의 중심성을 고려하여 단어의 중심성을 계산하며,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의 관점에서 중심적인 단어들을 탐색한다. 따라서 텍스트 내에서 높은 아이겐벡터 중심

성을 지닌 단어는 마찬가지로 중심적인 다른 단어들에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심준섭, 

2012, 2011). 반면 매개중심성은 각 단어가 네트워크 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 연결고

리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며(Paranyushkin, 2011, 2012), 따라서 매개중심성이 높은 단어

를 중심으로 이미지들이 상호 연계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들을 통해 본 연구에

서는 양측 당사자들의 가치 이미지, 경로 이미지, 및 전략 이미지를 파악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미지 분석을 위한 하위네트워크들을 도출하기 위해 커뮤니티 방법으로 단어들의 

응집구조를 분석하였다. 하위네트워크 분석은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유사성을 기준으로 단

어들이 군집화된 형태를 분석하는데 적절하였다(Newman & Girvan, 2004). 커뮤니티를 구분

하는 기준으로는 모듈성(modularity)이 이용되었다(Newman, 2004).

Ⅳ. 분석결과

1. 진주의료원 사태의 전개과정

진주의료원 사태는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었으며, 막대한 운영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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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폐업 논쟁이 갈등의 핵심 이슈였다. 진주의료원 노조를 비롯해 야당과 시민단체들

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교육, 연구, 자선적 진료 등)을 근거로 경상남도의 폐업 방침

에 강력히 반발했다. 청와대, 보건복지부, 새누리당 등 여권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나면서 홍준표 지사에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 환자들에

게 퇴원을 요구했고, 2013년 4월 3일에는 휴업을 강행하며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았다. 이

후 진주의료원 경영진은 2013년 5월 29일 폐업 신고를 하였고, 원장 직무대행은 진주의료원

의 폐업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로써 2월 26일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 방침을 밝힌 지 3개월 

만에 서둘러 폐업이 결정되었다.

폐업이 결정된 후 여당 소속 도의원들은 6월 11일 해산 조례를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의 재의를 요구하였다. 한

편 국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홍준표 도지사는 재

의요구와 국정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후 국회는 9월 30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진주의

료원 재개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여전히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개

요를 요약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진주의료원 사태의 개요

시기 주요사건
13.02.26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13.04.08 진주의료원 노조, 홍준표 지사 고소
13.04.13 진주의료원 조례안 가결
13.04.16 진주의료원 64명 사직 신청, 노조 및 시민단체 대표 철탑농성 돌입
13.04.17 경남도,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구 거부
13.04.18 진주의료원 퇴원환자 사망,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회의 재개
13.04.19 진주의료원 조례 잠정합의안 최종 타결 실패
13.04.29 진주의료원 퇴원환자 사망
13.05.07 진주의료원법 논의 무산
13.05.24 보건의료노조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13.05.29 진주의료원 폐업신고 및 공식발표
13.05.31 여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실시 합의
13.06.11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처리
13.06.13 복지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구
13.07.10 홍준표 도지사 국정조사 불출석
13.07.13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공공의료 국조보고서 채택
13.07.25 진주의료원 마지막 환자 퇴원
13.07.20 진주의료원 폐업무효소송 첫 공판
13.09.30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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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 노조

하위
네트워크

단어 빈도
아이겐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하위

네트워크
단어 빈도

아이겐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G1

진주의료원 
구조조정 및 

정상화 

노조 20 0.45 498.43

G1

진주의료원 
공공성 강화, 
진주의료원 

지킴

진주의료원 40 0.56 458.52

진주의료원 20 0.44 245.88 강화 9 0.14 30.43

병원장 5 0.05 4.47 공공의료 9 0.13 18.7

세금 5 0.14 2.69 경남도 8 0.19 53.14

구조조정 4 0.08 29.64 국민 8 0.09 19.18

정상화 4 0.04 14.63 박근혜대통령 7 0.08 6.52

요구 3 0.08 14.57 지킴 7 0.09 11.24

타의료원 3 0.06 0.99 사망 6 0.12 16.36

탈퇴 3 0.08 0 공약 3 0.05 4.5

퇴직금 3 0.03 25.29 방관 3 0.05 9.36

합의안 3 0.03 1.04
G2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폐원 28 0.49 161.52

G2

강성노조의 
논의 거부,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제공

거부 6 0.11 86.06 사회적논의 4 0.05 1.15

논의 5 0.02 60 조례 4 0.08 0.94

민간병원 5 0.02 25.19 서민의료대책 3 0.03 0.85

강성노조 4 0.09 3.53 중단 3 0.07 0.51

공공의료 4 0.04 11.92

G3

홍준표
지사의 폐원 
강행으로 
인한 환자 
퇴원, 사죄

홍준표지사 18 0.32 75.2

전원 4 0.03 44.91 정상화 11 0.18 38.46

가족 3 0.01 0 환자 10 0.23 20.74

보고 3 0.12 56.72 강행 9 0.17 21.08

불가 3 0.08 0.11 합의 6 0.12 17.63

새누리당 3 0.09 0 퇴원 5 0.09 3.83

G3 경남도 7 0.12 57.84 노조 4 0.03 0.93

없음 7 0.17 113.03 사죄 4 0.07 1.45

2. 폐업 조례안 통과 이전의 이미지 분석결과

1) 단어사용 빈도 분석

진주의료원 폐업 이슈와 관련하여 진주의료원 노조와 홍준표 지사의 텍스트에 포함된 단

어들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당사자들은 단어의 종류와 사용 빈도에서 상당

한 차이를 보였다. 사용된 단어의 빈도 측면에서 2회 이상 사용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노조

의 경우 52개, 홍준표 지사의 경우 64개 단어가 확인되었다. <표 2>는 빈도 3회 이상의 단

어들만을 대상으로 중심성을 평가하고, 하위네트워크(커뮤니티)를 구분한 결과이다.

<표 2> 진주의료원 노조와 홍준표 지사의 하위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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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서민환자 치료,

임금 지급,
진주의료원 

폐업 

임금 7 0.12 74.95 진주의료원법 4 0.09 5.33

서민 4 0.13 115.02 경남도의회 3 0.06 0.24

지방의료원 4 0.02 38.07

폐업 4 0.02 21.04

환자 4 0.06 25.89

지급 3 0.02 1.36

G4

노조병원의 
부채,고용세습, 

감면 등 
배불리기

부채 9 0.2 43.11

직원 5 0.03 24.39

감면 3 0.1 4.38

고용세습 3 0.1 4.38

노조병원 3 0.11 22.4

배불리기 3 0.02 60

의료비 3 0.08 3.96

진주시민 3 0.14 4.38

G5
적자의 회복 

불가능

적자 5 0.15 3.31

불가능 4 0.06 29.85

사용 3 0 0

 * 주: 표의 분량을 고려하여 3회 이상 사용된 단어들만을 정리한 것임

전체적으로 노조 측에서 사용한 단어들은 진주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폐원을 결정한 홍준

표 지사에 대한 비난, 그리고 폐원 강행으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을 강조하는 단어들이 중

심이 되고 있다. 반면 홍준표 지사가 사용한 단어들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와 구조조정, 강

성노조의 논의 거부, 지방의료원의 기능, 의료원 노조 및 운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단

어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조 측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단어는 진주의료원(40회), 폐원(28

회), 홍준표지사(18회), 정상화(11회), 환자(10회), 강행(9회), 공공의료(9회), 강화(9회), 경남도

(8회), 국민(8회), 박근혜대통령(7회), 지킴(7회)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주의료원 노조가 홍준표 지사가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

하는 것을 핵심 이슈로 보며, 따라서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는 입장과 일치된다. 진주의료원, 폐원, 홍준표지사, 경남도, 정상화 등의 단어들은 아이겐벡

터 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모두 높게 나타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의 의미형성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단어들인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중심적인 단어들임을 보여준다. 

반면 홍준표 지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단어는 노조(20회), 진주의료원(20회), 부채(9

회), 경남도(7회), 없음(7회), 임금(7회), 거부(6회), 논의(5회), 세금(5회), 적자(5회) 등의 순으

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홍준표 지사는 강성노조로 인해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심화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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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구조조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간병원에 의한 공공의료 제공이 대

안이라는 시각도 드러난다. 노조, 진주의료원, 부채, 경남도, 임금, 거부, 없음(부정어) 등이 

아이겐벡터 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모두 높게 나타남으로써, 가장 중심적인 단어들인 동시에 

전체 네트워크의 의미형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어들로 나타났다. 

양측 당사자가 사용한 단어들의 특성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노조의 경우 홍준표 

지사, 강행, 환자, 사망, 사죄 등 홍준표 지사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난에 초점을 맞춘 단

어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 홍준표 지사는 부채, 세금, 적자, 파산 등 재정상태 악화라는 

객관적 사실과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또한 강성노조, 노조병원, 노조해방구 

등 노조의 문제점과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어려움과 폐업의 합리성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이미지 분석 결과

당사자별로 텍스트에 포함된 단어들 간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다시 하위네트워크를 도출

하기 위해 커뮤니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의 의사결정 프레임을 구성하

는 이미지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먼저 노조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단

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노조가 사용한 단어 네트워크의 밀도는 

0.24였고, 3개의 하위네트워크로 나뉘어졌다. 

3개의 하위네트워크들은 각각 진주의료원, 홍준표지사, 폐원 등 갈등의 이슈와 갈등의 상

대방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상이한 이미지를 구성

하고 있다. 가장 큰 하위 네트워크인 G1은 가치 이미지를 구성하는 진주의료원, 공공의료, 

강화 등 진주의료원의 공공성과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이고,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 지킴 등 

경로 이미지와 관련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G2에는 진주의료원, 폐원, 사회적 논의 등 

가치 이미지로서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과 함께 전략 이미지로서 

서민의료대책 등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G1과 G2를 매개하는 G3 네트워크는 환자, 퇴

원, 강행 등 진주의료원 환자의 합의 퇴원에 대한 비난과 진주의료원법 제정을 위한 압박, 

홍준표 지사 사죄 요구, 협상 등 전략 이미지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노조의 

하위네트워크는 G1의 가치 이미지와 경로 이미지를 중심으로 G2와 G3의 전략 이미지로 구

성되어 있다. 각 하위네트워크의 중심어들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상의 하위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이미지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가치 이미지의 

경우 진주의료원 노조는 공공성 가치를 핵심으로 진주의료원의 공공의료 시설로서의 역할

을 강조한다. 또한 노조는 의료원 폐업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 사회

적 논의를 강조한다. 따라서 노조의 가치 이미지를 구성하는 핵심은 의료 공공성과 사회적 



212 ｢행정논총｣ 제52권 제2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대통령 공약의 성실한 이행은 노조 

자신들의 가치 이미지를 정당화시키는 요소이다.

이러한 가치 이미지들은 가치가 달성된 미래를 나타내는 경로 이미지로 이어지고 있다. 

경로 이미지는 공공성 가치를 추구하는 진주의료원 노조가 바라는 목표로서 직접적인 목표

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적인 목표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직접적인 목표는 진

주의료원을 지키는 것이다. 단어 사용 빈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조는 무엇보다 진주의료

원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접적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공공의료

의 강화라는 간접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이미지들에는 사회적 지지의 확산, 진주의료원법 제정 압박 등의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투쟁, 협상요구, 및 상대방에 대한 비난 전략도 포함되어 있

다. 이를 통해 노조는 진주의료원 이슈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과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지

지의 확산을 기대하였다.

<그림 3> 조례안 통과 이전 노조의 단어 네트워크 분석

다음으로 홍준표 지사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단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한 결과는 <그

림 4>와 같다. 홍준표 지사가 사용한 단어들의 전체 네트워크의 밀도는 0.17이었고,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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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네트워크로 구분되었다. 

전체적으로, 홍준표 지사의 이미지들은 노조의 이미지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하위네트워크인 G1은 진주의료원, 노조, 구조조정, 퇴직금, 세금, 정상화 등이 중심어로

서 홍준표 지사가 바라는 목표인 진주의료원 구조조정 및 정상화라는 경로 이미지 요소들

로 구성되어 있다. G2 네트워크에는 거부, 전원3), 논의, 보고, 민간병원, 공공의료 등이 중

심어로서 강성노조의 논의 거부가 문제의 원인이며, 진주의료원을 폐원하는 경우에도 민간

병원의 공공의료 제공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대안 

제시라는 전략 이미지 요소들이 G2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G3 네트워크는 서민, 임금, 

없음, 지방의료원, 폐업, 환자 등의 단어들이 서로 강한 연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치 

이미지 구성요소인 ‘지방의료원은 서민을 위한 병원’이라는 홍준표 지사의 가치 기준과 경

로 이미지인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목표가 G3 네트워크의 핵심 이미지들이다. G4는 부채, 

직원, 노조병원, 진주시민, 배불리기 등이 중심어로 부채의 원인이 노조병원의 직원 배불리

기 때문이라는 노조에 대한 비난이 전략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노조의 비리와 문제

점에 대한 지적은 홍준표 지사 자신의 가치 이미지와 경로 이미지를 정당화하는 요소들이

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G5는 가치 이미지로서 진주의료원의 적자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임

을 나타내는 적자, 회복, 불가능 등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진주의료원 적자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홍준표 지사의 규범적 가치 기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홍준표 지사의 하위네트워크는 G5와 G3의 가치 이미지를 기반으로 G1과 G4의 경로 

이미지와 G2의 전략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하위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이미지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홍준표 지사의 

가치 이미지의 경우 지방의료원은 서민병원이어야 하며, 진주의료원 적자에 대한 해결이 반

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이미지들 속에는 진주의료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

된다는 전제가 투영되어 있다. 다음으로, 노조와 마찬가지로 홍준표 지사의 경로 이미지 역

시 직접적인 목표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적인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직접

적인 목표는 진주의료원의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안이 노조에 의해 거부된 상황에

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이미지

에는 공공의료의 민간병원 제공과 노조에 대한 비난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 걸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공공의료 서비

스 역시 민간병원이 제공하도록 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전략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인 노조의 부도덕성을 비난함으로써 폐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당위성을 확보

3) 병원을 옮기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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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또한 홍준표 지사는 의료원 폐쇄를 위해 민간병원에 의한 공공의료 제공을 

전략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4> 조례안 통과 이전 홍준표 지사의 단어 네트워크 분석

3) 당사자 간 이미지 구조 비교

진주의료원 갈등을 둘러싼 두 당사자의 이미지 구조를 비교해 보면, 가치, 목표, 및 전략 

이미지들이 분명하게 대비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폐업 조례안 통과 이전의 진주의

료원 노조와 홍준표 지사의 이미지 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표 2>와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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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두 당사자의 이미지를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다.

먼저 가치 이미지의 경우 노조는 의료공공성과 사회적 논의가 핵심 가치들인 반면 홍준

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적자(비효율성) 해결과 지방의료원의 서민병원화가 가치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로이미지의 경우 노조가 진주의료원의 존속을 통한 공공의료 강

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구조조정과 폐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이미지에서도 양측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노조는 사회적 이슈화와 

법률제정 압박 전략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투쟁, 협상 및 상대 비난 전략들을 사용하

였다. 반면 홍준표 지사는 민간병원에 의한 공공의료 제공이라는 대안 제시와 노조에 대한 

비난 전략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이처럼 두 집단 간 가치, 경로 및 전략 이미지의 분명한 

차이는 두 당사자들의 프레임 충돌로 이어지면서 진주의료원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5> 당사자별 이미지 구조의 비교

(a) 진주의료원 노조

가치 
이미지

경로 
이미지

전략 
이미지

법률제정 압박

투쟁, 협상
상대비난

정부개입
사회적지지 확산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의료 공공성

사회적 논의

(b) 홍준표 지사

가치 
이미지

경로 
이미지

전략 
이미지

대안 제시

노조 비난

진주의료원 
구조조정

진주의료원적자
(비효율)

지방의료원
서민병원화

진주의료원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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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 조례안 통과 이후의 이미지 분석결과

1) 단어사용 빈도 분석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의 통과 이후 진주의료원 노조와 홍준표 지사의 텍스트에 포함된 

단어들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단어의 종류와 사용 빈도에서 두 당사자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사용된 단어의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2회 이상 사용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노조의 

경우 62개, 홍준표 지사의 경우 47개 단어가 사용되었다. 폐업 조례안 통과 이전에는 홍준

표 지사가 사용한 단어들이 더 많았던 것과는 대비된다.

전체적으로, 노조가 사용한 단어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의 불법성에 대한 비난, 공공

의료 파괴에 대한 우려, 공공의료 수호 의지 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반

면 홍준표 지사의 단어들은 진주의료원의 부채와 강성노조 등 폐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단어들과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대체, 폐업 결정이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하는 단어

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조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단어는 진주의료원(39회), 해산조례(20회), 홍준

표지사(20회), 공공의료(15회), 날치기(14회), 불법(12회), 폐업(12회), 보건복지부(11회), 국민

(10회), 정부(10회), 정상화(10회), 통과(9회), 요구(8회), 무시(7회), 투쟁(6회) 등의 순으로 빈

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노조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의 날치기 통과를 핵

심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공의료의 파괴를 부각시키기 위한 단어들을 많이 사

용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조례안 통과 이전에 사회적 논의를 강조한 것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반면 홍준표 지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단어는 도립의료원(10회), 공공의료(8회), 

부채(8회), 진주의료원(7회), 경남도(7회), 공공병원(7회), 노조(7회), 민간병원(5회), 폐업(5회), 

정상화(4회), 세금(4회)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홍준표 지사는 폐업의 정

당성을 역설하기 위한 근거로 진주의료원으로 인한 경상남도의 부채와 강성노조 문제를 이

슈로 다루었다. 

양측 당사자가 사용한 단어의 특성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노조는 홍준표지사, 해

산조례, 날치기, 불법 등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통과의 불법성을 강하게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 홍준표 지사는 부채, 많음, 세금, 낭비 등 재정상태 

악화와 관련된 단어들과 공공의료, 공공병원, 다름, 확대 등과 같이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

의료 포기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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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진주의료원 노조와 홍준표 지사의 하위네트워크

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 노조

하위네트워크 단어 빈도
아이겐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하위네트워크 단어 빈도

아이겐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G1

도의회의 결정, 
지방고유사무

세금 4 0.03 40.32

G1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의 

강행은
민주주의 파괴,
공공의료 지킴 

진주의료원 39 0.46 263.5
정상화 4 0.03 27.85 해산조례 20 0.35 101.53 
가난한사람 3 0.05 5.32 공공의료 15 0.2 106.89
국정감사 3 0 44 국민 10 0.13 49.97
낭비 3 0.03 31.88 정부 10 0.15 40.59
도의회 3 0.01 176.99 투쟁 6 0.11 20.25
없음 3 0.01 3.36 파괴 6 0.12 7.11
지방고유사무 3 0 44 지킴 5 0.06 3.48
찬성 3 0.02 3.64 강행 4 0.07 5.72

G2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대체,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은 

다름

공공의료 8 0.37 48.5 경남도 4 0.18 90.29
부채 8 0.13 35.29 국회 4 0.09 13.41
공공병원 7 0.4 21.14 책임 4 0.06 6.73
노조 7 0.24 188.49 강화 3 0.05 1.61
민간병원 5 0.2 10.84 건강 3 0.02 2.38
병원 5 0.56 248.76 경남도민 3 0.04 3.75
아니다 5 0.11 6.76 과정 3 0.04 0.59
폐업 5 0.08 18.72 국정조사 3 0.07 4.85
다름 4 0.24 16.4 민주주의 3 0.02 4.51
강성노조 3 0.11 7.16 방관 3 0.05 3.04
국가지자체 3 0.2 0 생명 3 0.05 5.54
운영비 3 0.08 0.58 의지 3 0.04 3.33
확대 3 0.07 5.26

G2

홍준표지사 주도 
해산조례 통과의 

부당성 

홍준표지사 20 0.31 119.76
G3

도립의료원
문제점

도립의료원 10 0.1 49.55 날치기 14 0.24 50.05
경남도 7 0.09 35.29 불법 12 0.24 56.83
진주의료원 7 0.09 60.6 폐업 12 0.15 29.44
많음 5 0.07 2.84 통과 9 0.16 30.12

요구 8 0.15 36.43
무시 7 0.11 28.84
경남도의회 6 0.1 7.64
새누리당 6 0.09 24.63
없다 6 0.12 30.03
야욕 4 0.06 7.61
역할 4 0.06 7.14
막장 3 0.03 3.61
무효 3 0.05 0.6
절차 3 0.04 0.85
정당성 3 0.05 3.31

G3

보건복지부에 
대한 재의 요구

보건복지부 11 0.2 32.7
정상화 10 0.18 50.02
공포 7 0.16 22.06
재의 4 0.1 9.02

 * 주: 표의 분량을 고려하여 3회 이상 사용된 단어들만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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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분석 결과

양측의 텍스트에 포함된 단어들 간의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다시 하위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양 당사자의 이미지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6>에 제시된 것처럼 네트워크 

분석결과 노조가 사용한 단어 네트워크의 밀도는 0.31이었고, 3개의 하위네트워크로 구분되

었다.   

노조의 가장 큰 하위네트워크인 G1에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공의료, 경남도, 국민, 

정부, 투쟁, 지킴 등이 중심어로 포함되었다. 이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로 인한 진주의료원 

폐쇄는 민주주의 파괴이며, 따라서 공공의료를 지켜야한다는 노조의 가치 이미지와 해산조

례를 무효화하고 진주의료원을 존속시키자는 경로 이미지 요소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음

을 보여준다. 또한 이를 위한 투쟁, 의지, 강화, 국정조사 등 전략 이미지 구성요소들도 포

함되어 있다. 두 번째로 큰 하위네트워크인 G2에는 홍준표지사, 날치기, 불법, 폐업, 통과 

등이 중심어로서, 홍준표 지사에 의해 주도된 해산조례가 날치기 통과되었음을 비난하는 내

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G2는 그 자체로 이미지를 구성하기 보다는 노조의 세 가지 이미지

들을 정당화하는 기반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G3는 보건복지, 재의 등이 중심어로서 폐업조

례안 통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가 전략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에

서도 재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경남도가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한 강조는 노조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으

로 활용되었다. 요약하면, 노조의 하위 네트워크는 G1의 가치 이미지와 경로 이미지를 중심

으로 G3의 전략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하위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이미지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노조의 가치 이

미지의 경우 조례통과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진주의료원 노조는 조례통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의료공공성 가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이전의 사회적 논의

와 유사하게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있어서 국가역

할에 대한 인식이 가치 이미지의 바탕에 깔려있다. 노조의 경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직접적

인 목표는 해산조례의 무효화이다. 해산조례(20회), 날치기(14회), 불법(12회) 등 단어사용 빈

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조에서는 해산조례의 불법성을 강조함으로써 조례 자체를 무효화

하는데 직접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진주의료원을 존속시키고

자 한다. 노조는 경로 이미지 요소들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부각시키

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또한 투쟁과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통한 지지획득 전략은 조례통과 

이전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협상에 대한 언급이 빠진 점은 노조에게는 협상이 더 이상 자신

들의 전략 이미지에 부합하는 수단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 노조는 여론

의 결집과 홍준표 지사에 대한 심판을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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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례안 통과 이후 노조의 단어 네트워크 분석

다음으로 홍준표 지사의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위한 단어 간 네트워크 구성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전체 네트워크 분석결과 홍준표 지사가 사용한 단어 네트워크의 밀도는 0.20이

었고, 3개의 하위네트워크로 나뉘어졌다. 먼저 G1은 도의회, 지방고유사무, 낭비, 세금 등의 

단어들이 중심어로서, 경남도의회의 결정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따라서 국정감사의 대

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해산절차에 대한 주민투표 역시 세금 낭비라는 입장이다. 이처

럼 G1은 도의회의 해산조례 통과 결정은 고유한 지방자치라는 가치 이미지를 핵심으로 하

고 있다. G2는 세 가지 이미지가 혼재된 모습을 보인다. 우선 공공의료, 공공병원, 민간병원, 

부채, 폐업 등이 중심어로서, 강성노조로 인한 진주의료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홍준표 지사의 가치 이미지를 담고 있다. 또한 G2는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은 개념적으로 다

르다는 홍보 전략과 함께 민간병원으로 하여금 공공의료를 대체하겠다는 경로 이미지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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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G3는 진주의료원, 도립의료원, 경남도 등이 중심어로서 도립의료

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G3는 가치 이미지와 경로 이미지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홍준표 지사의 하위네트워크는 가치 이미지를 드러내는 G1을 

중심으로 G2의 경로 이미지와 전략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G3는 G1과 G2 이미지들을 정

당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림 7> 조례안 통과 이후 홍준표 도지사의 단어 네트워크 분석

이상의 하위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이미지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홍준표 지사의 

가치 이미지의 경우, 폐업조례 통과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진주의료원의 부채(비효율) 문

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며, 여기에 새롭게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에 대한 신념이 가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주의료원 폐

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은 지자체 고유권한에 대

한 침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로 이미지의 경우, 직접적인 목표는 적자문제의 해결이다. 

홍준표 지사가 폐업을 결정한 이유가 진주의료원의 심각한 부채 때문이며, 따라서 폐업을 

통해 부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민간

병원에 의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다. 홍준표 지사는 민간병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공의

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략 이미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홍준표 지사는 공공의료의 개념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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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원의 개념 간에 차이가 있음을 부각시키고, 노조에 대한 비난도 지속하였다. 이러한 계

획과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폐업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예상되었다.

3) 당사자 간 이미지 구조 비교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통과 이후 진주의료원 갈등을 둘러싼 두 당사자의 이미지 구조

를 비교해 보면, 폐업조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가치, 목표, 그리고 전략에서 분명한 차

이를 보인다. <표 4>는 폐업 조례안 통과 이후의 진주의료원 노조와 홍준표 지사의 이미지 

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표 4>와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당사자의 이미지를 도식화

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당사자별 이미지 구조의 비교

(a) 진주의료원 노조

가치 
이미지

경로 
이미지

전략 
이미지

보건복지부 재의 
요구 부각

투쟁,
비난

해산조례
무효화

진주의료원
존속

의료 공공성

민주주의

(b) 홍준표 지사

가치 
이미지

경로 
이미지

전략 
이미지

공공의료 개념 
정당화 

노조 비난

진주의료원 폐업

민간병원
공공의료 제공

진주의료원 
부채(비효율)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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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경우 의료공공성과 민주주의가 가치 이미지의 핵심인 반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

료원 부채문제의 해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이 가치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경로 이미지의 

경우 노조는 해산조례를 무효화하고, 이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존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반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민간병원으로 하여금 공공의료 서비스를 

대체 제공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양측 간 가치 이미지와 경로 이미지의 

차이는 전략 이미지의 차이로 이어졌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부각시키고, 홍

준표 지사를 비난하며, 투쟁을 강화하는 전략을 행사하였다. 반면 홍준표 지사는 자신이 생

각하는 공공의료의 개념을 정당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노조에 대한 비난도 지속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통과를 전후로 양 당사자의 이미지 변화를 비교했을 때, 양측 모두 

핵심적인 가치 이미지에서 실질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노조의 경우 의료 공공성은 변

화가 없었던 반면 사회적 논의는 민주주의로 바뀌었고, 홍준표 지사의 경우 진주의료원의 

비효율은 그대로였으나 지방의료원 서민병원화가 지방자치로 바뀌었다. 특히 홍준표 지사의 

경우 폐업조례의 통과로 인해 더 이상 지방의료원의 서민병원화를 가치 기반으로 삼을 이

유가 없었다.

가치 이미지 실현을 위한 목표로서의 경로 이미지와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략 이미

지에서는 양측 모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노조의 경우 진주의료원 지키기에서 해산조례 

무효화로 변화되었던 반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에서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제공

으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홍준표 지사와 진주의료원 노조 모두 자신들의 가치 이미지를 고

수하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목표와 수단을 조정하였다. 또한 양측 모두 상대방의 가치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협상이나 대안 제시 보다는 투쟁이나 비난 등 일방적

이고 대립적인 전략들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대립적 전략들은 오히려 상대방의 가치 이미지

를 강화시킴으로써 서로 간에 양립 가능한 이미지로의 리프레이밍을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이미지 이론을 토대로 진주의료원 사태를 둘러싼 두 핵심 당사자인 홍준표 지

사와 진주의료원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양측의 의사결정 프레임을 구성하는 가치 이미지, 경로 이미지, 전략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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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이미지 이론은 갈등 상황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

한 모형을 제공하였다. 특히 이미지 이론은 정책 행위자들 간 이익과 손실의 합리적인 배분

기제를 고안하기 어려운 가치 갈등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모형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기

존의 이미지 이론 적용 사례들이 조직 내 개인 또는 집단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Davis, 

1992; Gilliand, Benson & Schepers, 1998; Weatherly & Beach, 1996; Shockley-Zalabak and 

Morley, 1989), 소비자 의사결정(Nelson, 2004) 과정에 대한 분석 등 제한된 분야에만 국한되

었던 상황에서 이미지 이론이 정책학 연구에서도 정책 행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

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

들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의사결정 프레임이 정책 행위자들의 결정과 행동을 인도한다는 점이다. 정책 행

위자들은 가치, 목표, 전략 이미지들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 프레

임을 통해 문제 현상을 정의하고 이해한다. 따라서 정책 행위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

냐에 따라 이들이 기대하는 정책목표와 대안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Tversky and 

Kahneman(1981)은 의사결정자의 상황정의에 따라 자신의 판단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의사결

정 프레임(decision frame)으로 정의하였다. Simon(1955) 역시 의사결정자는 엄청나게 많은 정

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제한된 표상만(limited representations)을 

구성함으로써 정보처리 범위를 축소시킨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의사결정 프레임이 정의되는 

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에 관한 담론의 범위를 결정하는 창(window)이 만들어지고, 정책행위자

는 이 창을 통해 보이는 대안들로만 선택의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진주의료원 사례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가치 이미지가 어떻게 각 행위자들의 상이한 목표

와 전략으로 이어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진주의료원 노조는 의료원의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정의함으로써 진주의료원 지키기가 목표였던 반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효

율성을 핵심 가치로 정의함으로써 의료원 폐업이 최고의 목표가 되었다. 이처럼 양측의 가

치 이미지 차이는 경로 이미지의 차이로 이어졌다. 나아가 서로 가치와 목표가 양립되기 어

렵다고 믿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자연스럽게 공동의 문제해결보다는 대립적 전략들을 선호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공갈등이 프레임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chön & Rein(1994)은 정책갈등은 프레임간의 갈등이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정책참여자들이 

어떤 프레임들을 이용하고 또한 어떤 이미지들에 의해 프레임이 구성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프레임 차이가 갈등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교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가치갈등 상황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의사결정 프레임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행위

자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 목표, 전략 간 연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프레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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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frame arrangement)을 위한 방안의 모색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결

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의사결정 프레임의 핵심인 가치 이미지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례에서 홍준표 지사와 진주의료원 노조 간의 근본적인 가치 이미지의 대립이 상충

되는 목표와 전략으로 이어지면서 해결이 어려운 가치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정책과

정에서 행위들 간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프레임의 

근본적 변화 즉, 리프레이밍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리프레

이밍을 통해 당사자들의 가치 이미지가 양립 가능한 상황으로 재구성되면 당사자들 간에 

상대방의 시각이나 관점에 대한 수용이 가능해질 것이다(Lewicki et al., 2003). 그 결과 당사

자들 간에 양립 가능한 목표의 수립과 대안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그 유형도 갈등의 이슈와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지금까지 갈등관리 방안들을 일반화하기 위해 갈등을 유형화

하려는 시도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도 상당부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은 대부분 경제적 갈등에 비해 감추어져 있는 측면들

이 많고, 다양한 가치들이 내재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원인

을 파악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지 이론에 기초한 의사결정 

프레임 분석은 갈등 당사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하는 인식의 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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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Decision Frames based on Image Theory: 

A Focus on the Closure of Jinju Medical Center

Junseop Shim and Jintak Kim

This study compared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the employees of Jinju 
Medical Center (JMC) and those of Governor Hong Joon-pyo, who decided to shut 
down JMC. This study analyzed value image, trajectory image, and strategic image 
drawing on image theory to construct both stakeholders' decision frames by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technique. The results showed that image theory provided 
a useful framework for analyzing policy actors' decision-making processes. This study 
made important suggestions for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policy conflicts.

【Keywords: image theory, decision frame, semantic network analysis, Jinju Public

hospi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