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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언론프레임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의
지난 16년간(‘98 ～’13) 에너지정책관련 222개의 사설을 대상으로
이준웅(2009)의 군집분석 형성방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언론프레임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에너지정책 개선’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은 온실가스 저감,
핵폐기물 처리 등 각종 에너지 위기 및 문제에 대비하여 일관적이
고도 장기적인 에너지계획 수립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원전확대 여부’ 프레임이다. 이는 원전확대 정책의 명암을
잘 나타내고 있는 프레임이다. 국내의 심각한 전력사정과 친환경
적 발전연료 사용 등을 이유로 원전확대를 찬성하는 주장과 원전
의 파괴적인 위험성을 강조하며 부족한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로 대
처가 가능하다는 논지로 원전확대를 반대하는 상반된 입장이 첨예
하게 부딪히고 있는 프레임이다.
셋째, ‘에너지절약 강조’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은 정부가 앞장서
서 에너지절약의 모범을 보여주고, 기업과 전 국민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 전력부족과 고유가의 위기를 함께 해쳐 나가자는 일종의
계몽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다.
넷째, '효율적 자원외교 필요‘ 프레임이다. 국내의 부족한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하여 과시적인 성과에 치중한 정책을 지양하고 철저
한 사업평가와 효율적인 자원외교를 통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형성된 언론프레임을 대상으로 언론사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네 개의 프레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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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원전여부 확대 여부’ 프레임은 월등한 빈도수로 한겨레신
문이 원전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고 조선일보와 동아
일보는 원전확대 정책에 찬성하는 글을 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
나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른 언론사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네 프레임 모두 에너지원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그 중 에너지 정책개선
프레임에서 신재생 에너지원이 유난히 강조되었는데 이는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국내 에너지 정책의 한계점과 개선의 시급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에너지정책 관련 언론프레임을 정권별로 살펴본 결과 원전확대
여부 프레임과 에너지절약 강조 프레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원전확대 여부프레임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
혜 정권에서 특히 강조되어 보도 되었다. 이는 원전 수출 등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였던 국내의 사정과 일본
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이 집중된 결과라고 보여 진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언론프
레임을 최초로 도출해 내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언론프레임
을 언론사별, 에너지원별 및 정권별 차이를 밝혀내고 그 원인을
분석해 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본 논문결과
가 바탕이 되어 향후 국내 에너지정책을 수행할 때 언론프레임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정책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요어 : 국내 에너지정책, 언론프레임, 프레임 분석
학 번 : 2013-2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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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전력은 국내 전력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난 2002년 신
고리 원전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영남지역에 연결 및 공급하기 위한 고
압 송전탑을 밀양 지역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발생
한 밀양 고압 송전탑 에너지 정책 이슈는 2009년 1월 경남 밀양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한 노인의 분신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치닫게
되었다. 밀양의 한 노인의 죽음을 계기로 고압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수
많은 언론보도가 발표 되었다. 이화연(2012)는 연구를 통해 밀양 송전탑
보도와 관련하여 중앙지와 지방지간 보도관점이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다
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언론의 집중보도를 받았던 또 하나의 사례로 부안 원전폐기물 관
리시설 유치 사태를 예로 들 수 있다. 이현우(2005)는 부안 원전폐기물
유치와 관련한 사건의 변화추이 따라 언론이 어떠한 논조로 갈등상황을
보도했는지 연구 하였다. 연구자는 원전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와 관련하
여 언론이 일관성 있는 보도를 하였는지, 논쟁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 하며, 언론사의 성향에 따른 보도방
식 차이를 논하였다.
위의 사례들은 국내에서 에너지정책을 수행할 때 겪을 수 있는 갈등상
황으로 국내 에너지정책 수행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
게 한다. 언론의 역할과 프레임의 효과에 대하여 이준웅(2005)은 “뉴스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뉴스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영향이 달라
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프레임의 효과에 의하면 대중미디어가 어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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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틀을 가지고 언론보도를 하느냐에 따라 미디어 수용자의 해석과 생각
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언론의 프레임에 따라 수용자들의 시각이 달라질 수 도 있다고 해
석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을 알아보는 것은 대
단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언론의 프레임
이 일반 국민들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국
가의 에너지 정책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
야 하는데 이때 국민의 지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프레임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사고의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언론의 역할을 감안할 때, 언론이 국내 에너지정
책에 대하여 어떤 프레임 유형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
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틀짓기 이론과 프레임효과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언론사(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의 에너지정책 관련 프
레임을 도출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범위는 1998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16년 동안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의 에너지정책 사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이준웅(1997)의 프레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
프레임 분석 방법은, 우선 전체 사설을 애벌로 읽어가면서 주제진술문을
추출해 낸 뒤, 각각의 수집된 주제진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 코딩작업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주제진술이란, 주요행위자, 대항적
행위자, 대안 제시자 등과 같은 주제함수와 관련된 명제로서 상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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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주제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사설분석 작업을 통해 선정하고자
하였다.
주제진술문의 코딩작업을 위해 사설을 세로에 주제진술문을 가로에
배치한 행렬표를 만들어 주제진술문의 등장 빈도와 거리를 측정한 군집
분석을 통하여 언론프레임을 형성해 내고자 하였다.
또한, 위의 방법으로 형성된 언론프레임이 언론사별, 에너지원별 및 각
정권별로 차이가 있는지, 또한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
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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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국내 에너지정책과 주요 에너지원의 특징
국내 에너지정책의 방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에너지 관련 법규들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근거와
방법이 된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
획부터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에너지관련 정책은 모든 에너지관련 최상위 법인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에 의해 중장기적인(20년) 청사진이 제시된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된 전략적 목표들은 하위법규에 전달되어 세부적인 추진 계획
이 세워진다. 수요적 측면에선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공급측면에서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 개발 기본계획, 석
유비축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수립된다.
에너지 경제연구원(2000)에 따르면, 1960년대는 에너지 자원을 저가
에 공급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둔데 반해, 석유파동을 겪
은 1970년도에는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경쟁보다는 국가의 독점적
에너지공급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방향은 시장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편,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친화
적 에너지 사용, 그리고 해외 에너지원 확보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중요 기조로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우리나라의 제1차 국가 에너
지 기본계획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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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08)에 따르면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2008년 8월에 수립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 계획으
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국가에너지기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 46% 개선을 이루고 신재
생 에너지 비율을 4.6배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 기본방향으로 수립하였으
며, 이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의 구체적 실행전략을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원단위1)를 당시 0.341에서 2030년 0.185로 46% 개선함으
로써 “에너지 저소비사회”를 구현한다. 둘째, 화석에너지 비중(1차 에너
지기준)을 현재 83%에서 2030년 61%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현재대비 4.6배로 확대하여 에너지공급원
의 탈 화석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녹색기술 등 에너지
기술 수준을 현재 60%에서 2030년 세계최고 수준으로 향상하여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넷째, 석유․가스 자주 개발율을 현재
4.2%에서 2030년 40%로 확대하고, 현재 7.8% 수준인 에너지빈곤층2)을
모두 해소 하는 등 에너지 자립․복지 사회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저소비․저탄소 사회
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에너지 효율을 46%로 개선하고, 에너지사용을 대
폭 절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에너지 수요관리 및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원가주의 요금체계, 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가격
의 신호기능 강화, 지식서비스 산업을 집중육성 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
래의 첨단산업을 신 성장 동력화 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
을 꾀하고 제품의 표준, 규격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정하여 저에너지,
저탄소 생활방식을 정착화 하는 것을 그 목표로 세우고 있다
둘째로, 환경성, 경제성의 측면에서 최적의 에너지공급 믹스를 도출하
였다. 화석연료 비중을 대폭 줄이고 저탄소․청정에너지의 비중을 확대
1) 에너지원단위 : GDP 1천불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된 에너지량(TOE)
2) 에너지빈곤층 : 광열비등 에너지비용이 가구 소득의 10%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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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화석에너지는 축소(83%→61%)하고 신재생
(2.4→11%) 및 원자력(14.9%→27.8%)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국내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
무 할당제(RPS)도입,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 강화 및 Green
Home 100만호 공급사업 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창출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성장 동력화를 위해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에
대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지원, 이를 Green Home 100만호 공급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
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였다. 2030년에는
전체 발전설비 중 원전의 비중을 41%까지 확대(현재 26%), 원자력을 수
출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차세대 원전 조기개발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
혔다. 또한, 원전확대를 위하여 국제기구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
을 통하여 원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았다. 국민들의 원
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전건설이 주변지역에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지역 공존형 원전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원전부지 확보와
핵연료 처리문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방향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셋째, 그린 에너지 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성장이 환경을 보호하고, 환
경이 성장을 선도하는 녹색강국을 실현 하고자 하였다. 그린 에너지산업4)
육성을 위하여 녹색기술 연구예산을 확대, 핵심기술의 선정과 개발로 녹
색기술 도입을 촉진하여 에너지기술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대규모의 실험단지 구축을 통해 녹색기술의 시험․인증 및 일
3)

4) 그린에너지사업 : IEA 제시
1)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신재생, 원자력등)
2) 화석연료의 청정화(고효율 석탄화력, 탄소포집, 저장등)
3) 에너지효율 향상(LED 조명, 건물효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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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모의 구매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녹색기술 구
매를 확대하고 Green Home 100만호 공급 사업을 통해 녹색기술 활용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을 추진 목표로 선정 하였다.
넷째, 에너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복지사
회를 구현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석유․가스 자주 개발율을
2030년 40%까지 확대하고(현재, 4.2%) 에너지빈곤층에 대해서는 광열비
등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아래로 떨어지도록 에너지 복지
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석유․가스 개발율 제고를 위하여 산업협력과 에너지 자원협력을 연계
하여 유망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석유공사 대형화를 통한 자원개발 기업
의 국제경제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투자재원, 전문인력, 핵심기술
등 자원개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빈곤층의 기초에너지 사용을 보장하
고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70%→85%)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냉난방설비
에너지설비 효율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요약 하면, 국내산업과
국민생활의 에너지 저소비사회를 구현하고, 신재생 에너지 및 원자력을
확대하여 탈 화석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진국에 비하여 뒤쳐진
녹색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석유, 가스 자주 개발율을
제고하여 에너지 공급안정성을 꾀하는 한편,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속
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하는데 2014년도
는 우리나라의 장기적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 예정된 해이다. 산업통상자원부(2014) 정책자료 발표에 따르
면,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중심으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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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변환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6가지 중점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삼
고 있다.
첫째,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다. 이 과제의 주요목표는 ‘35년
에너지수요는 13%, 전력수요는 15%를 감축하는 것이다.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기와 비 전기간 소비왜곡 현상을 개선하고, 에너지 세율을 현
실적으로 재조정하였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와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확
대 보급하여 수요관리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둘째, 분산형발전 시스템의 구축이다. 초고압 송전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가능 입지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송전제약을 사전
에 검토하고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확장하여 이를 이루고자 하였다.
셋째, 환경보호와 안전강화와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신규 발
전소 건설 검토단계에서부터 최신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
스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화된 원전에 대하여 강화된 계획 예
방정비를 최우선으로 실시하여 원전 안전관리 강화를 실현하고자 하였
다.
넷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강화이다. 공기업을
통한 양적팽창에서 벗어나 해외자원 개발 기술의 실직적인 역량을 강화
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11%까지 성장시키고자 하였다. 효율적인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자원개발을 선도하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내실
화와 체계적인 개발기술은 물론, 장기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공기업이 담
당하고 시장성이 큰 분야는 민간 기업이 부담하는 선별적 추진방식을 실
시하고자 하였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의무보급 대상을 전기 중심에서
열․수송부분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태양광 대여사업과 주민이 직접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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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는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 주도형 보급제도로
‘35년 까지 신재생비중을 11%까지 확대하고, 자원 개발율 확대를 위한
주변 자원 국가들간의 국제공조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에너지원별로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석유 에
너지원에 대하여는 원유 도입선 다양화로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
추고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등 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가스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셰일가스 등 국제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국내 비축을 위한 공급 인프라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
였다.
분산형 전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의 확충과 제도 개선을 준
비 하고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을 꾀하며, 전력에너지원은 계획된 발전소
를 적기에 준공하고, 전력공급의 불안정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가
용 발전자원 활용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여섯째,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 추진이다. 이는 원전정책과 관련
한 갈등(핵연료 처리문제, 송전 선로 건설 등)에 따른 에너지 정책을 수
행하는데 발생하는 국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또한, 에너지정책 시행 전에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공청회를
통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저소득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하여 에너지빈곤
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가격 체계의 개선
을 통한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이
를 위해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하고 LNG와 등유는 세제를 완화하는 등
세제의 개편과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개선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력시스템의 안정화와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전력시스템의 분산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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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강조하였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원전비중은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
립 당시 정해진 41%(설비용량)에서 22∼29% 범위로 줄이는 것을 골자
로 추진하되, 현재로는 29%로 확정되는 분위기고 신재생에너지는 1차
기본계획에서 도출한 목표인 11%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다.
국가의 지속 가능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의 환경성과 안정성을 강화하
고, 이를 위해 원전 산업의 안전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
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핵폐기물 관리와 노후화된 원전의 안전관리
방안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
고자 하였다.
또한, 에너지 국제협력 등 에너지 안보 강화와 국민 중심의 에너지 정
책 수립을 위해 개방형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위
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 추진 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정책이라 함은 국가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관련
한 정부의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생산, 분배 및 소비를 포함한
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각도의 노력으로 중장기적인 시각과 체
계적인 계획으로 국내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명성준(2011)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원의 유형별로 관리대상
을 구분하여 공급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주요 에너지원의 유
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유형별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 에너지’ 이다. 석유 에너지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액체 상태로 소비되며 석탄에 비하여 열효율이
높고 플라스틱의 원재료로 쓰이는 등 그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 에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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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그 대체 에너지원 개발
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계기로 안정적
인 에너지 자원의 관리를 공급을 위하여 동력자원부(현, 산업자원부)가 태
동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제적인 효과는 미흡한 편이다.
둘째, ‘석탄 에너지’ 이다. 석탄에너지는 고체형태로 소비되며 영국의 산업
혁명 때부터 시작하여 가장 오랜 기간 사용해온 전통적인 에너지원이지
만,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낮고 공해의 요인이 되는 불순물을 다량 포함
하고 있어 석유의 대량 생산 이후로 주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발전탄용 소비는 감소했을지라도, 고유가로
인한 서민 생활의 난방을 위한 민수용탄의 사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부존에너지원으로서 국제적 에너지 수급 불안정시 비
상에너지원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셋째, '천연가스 에너지‘ 이다. 천연가스는 주성분이 메탄가스로 이루
어져 있고, 기체 상태로 소비되며 공해물질이 적고 폭발범위가 적어 위
험성이 비교적 낮은데 비해 발열량이 높아 이용분야가 다양한 특징이 있
다. 석유파동 이후로 정부가 석유의존도 감소를 위한 대체에너지 자원으
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원의 비중이 1986년 처음 우리나
라에 도입된 이후로 3.2%에서 2005년 기준으로 13.1%로 증가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발굴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일가스의 경제성이 확보되어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스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넷째, ‘원자력 에너지‘ 이다. 원자력은 비화석 에너지원으로서 공해 및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석유와 석탄에 비해) 적은 청정 에너지
원이지만, 사고 시 그 파급효과가 크고 큰 재앙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에너지원이다. 특히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에 기초적이고 중심적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히로시마 원전사고의 영향과 연이은 국내
원전비리 사건으로 원전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여론의 비난과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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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신재생에너지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과는 달리 (원
자력과 마찬가지로) 화석연료가 아니며, 현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인 에
너지원이다. 또한, 공해발생 요인이 가장 적은 에너지원으로 태양열에너
지,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에너
지가 있다.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낮은 가격경
쟁력으로 경제적 문제는 가지고 있지만, 화석 에너지의 고갈, 환경문제, 불
안정한 에너지시장 환경 등 에 대처할 수 있는 해결방안 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개발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위의 다섯 가지 에너지원 중 석탄에너지는 1990년를 전후로 그 중요도
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관련 언론보도의 기사
수가 적어서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대신 근래에 언론의 높은 관
심을 받고 있는 전력 에너지를 추가 하였다.
전력에너지는 위에서 밝힌 다른 에너지원과는 조금 다른 차이를 가지
고 있다. 전력에너지는 위의 다섯 가지 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
지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전력공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전력사태
('12.9.15)를 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나타난 다섯가지 주요 에너지원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 외에
에너지원은 그 사용시기와 관점에 따라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에너지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 틀 짓기 이론(Framing Theory)과 프레임 효과
‘틀 짓기 이론’(Framing Theory)은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Erving.
Gofman, 1974)이 주장한 것처럼 틀 짓기를 사물에 대한 관찰과 이해과
정, 즉 경험의 조직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람마다 사물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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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나 해석할 때 사용하는 준거 틀과 스키마가 다르며, 누구나 적극적
으로 자신의 가치화 관점을 이용하여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틀 짓
기‘란 사회심리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회학적, 심리학적 구성체를 의미
하는 것으로 정보가 구축되고 정의되고 명명되고 분류되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틀 짓기 이론’의 일반적 가정은 맥락이 우리의 행동과 이해를
특징짓는다는 것이다.(정인숙, 2013)
프레이밍 이론은 수용자의 이슈에 대한 해석과정에 집중한다. 프레이
밍 이론은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찬성 및 반대의 교차와 그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 차이의 순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메시
지의 내용 자체가 구성되는 방식과 그 메시지가 수용자에게 해석되는 과
정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프레이밍 이론은 특정 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
도방식에 따라 그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이 달라지고, 결국 이러한 해석
적 수용에 따라 비록 소수파에 의한 단기간의 커뮤니케이션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준웅, 1997)
이준웅(2005)은 뉴스의 이야기가 구성되는 방식을 뉴스 프레임이라고
설명하며 뉴스 프레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뉴스의 주체적 구성을 통
해서 그리고 뉴스 어휘의 사용, 강조와 생략, 은유와 직유와 같은 수사적
장치, 시각적 양태의 정보제공 등과 같은 방법의 도움을 얻어 문제가 되
는 사태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언론의 프레이밍 효과란 뉴스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뉴스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의견이 달라지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설명은
뉴스의 내용과 설득적 함의가 지닌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뉴스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이 개인의 인식, 해석, 그리고 의견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미묘하고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뉴스 프레임’는 매스미디어가 현실의 어떤 측면을 선택하고 강조하여
뉴스 수용자에게 설명하는 반면, 일부분은 소흘히 하고 무시하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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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을 설명한다. 뉴스를 전하는 언론인의 입장에서 뉴스현실의 어떤 면
은 선택하고 강조하며, 또 어떤 부분은 의식적으로 덜 강조하여 언론사
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수용자들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방송국이나 언론사에서 뉴스를 생성해 내는 절차
는 ‘뉴스 프레임’으로 설명이 된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고 뉴
스 수용자들은 그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뉴스는 끊임없이 사
회현상을 정의하고 해석하며 대체해 간다. 이것은 언론이 일정한 시각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의미로 언론사의 프레이밍에 따라 보여 지는
현실의 모습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의미 이다.(김원용. 이동훈, 2004)
동일한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보도하는 것도 ‘미디어 틀 짓기’로 설명이 된다. 조
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언론사로서 각 신문사가
갖고 있는 성향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즉 다른 프레이밍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과 이슈라고 할지라도 사설을 읽어 보면 사
안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여 준다.
한편, 프레임의 효과란, 언론의 해석적 프레임이 뉴스의 수용자에게 미
치는 효과를 말하며, 프레임이론에 따르면 언론은 개념화된 각자의 틀을
가지고 현실을 재구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상현실을 바라보는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언론프레임은 어떤 영향을 지
녔고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것이 프레임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준웅(2005)은 수용자가 반복적으로 뉴스 틀에 노출됨으로 발생하는
프레임효과를 세 가지로 정리 하였는데, 이는 뉴스 수용자가 언론의 프
레임에 노출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지식, 신념, 관념의 방면에서 틀
짓기 효과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정책이 언론보도의 프레임에 따
라 수용자가 가질 수 있는 지식과 신념 그리고 관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로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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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틀 짓기 이론과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이론들은 언론프레임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많은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었으며 언론프레임에 대
한 다양한 연구들을 가능케 하였다고 본다. 아울러, 본 연구 또한 틀 짓
기 이론 및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국내 에너지정책
에 대한 언론프레임을 연구 및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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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국내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각 에너지원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즉, 원자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석유에너지, 전기에너지 및 가스
에너지로 나누어서 각각의 연구 자료들을 검토해 보았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서도 거론되
었듯이 원자력에너지원은 국내 전력공급의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중
요하고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중요성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이 가
지고 있는 위험성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폐장 선정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 그리고 환경단체간의 갈등구조는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는 실정이
다.
임성진(2002)은 원자력발전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발달 되어온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에 대하여,
최근에 더욱더 불거지고 이어지는 원전 고장사고와 일부원전이 활성단층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원전정책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인위적인 이용에 따른 방사능 유출은 동물 생태계의 파괴
는 물론 인간생활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기하며 원전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2000)에서는 원전이야 말로 국내의 부족한
에너지원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
다. 원자력에너지원은 환경적으로도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 온실
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 에너지원이고 발전단가가 다른 에너지
원에 비하여 가장 싸다는 경제적 논리로 원전확대 정책을 지지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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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2013)은 국내에너지 정책의 주요 현안과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원자
력 정책과 비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 그리고 가스수요 증가
및 자원개발 확대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원전의 적정한 비중과 목표달성도가 미흡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보안 그리고 세일가스의 파급에 따른 국
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찬, 반 논란은 주요 언론의 보도에서도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구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원전정책을
고수하며 확대정책을 꾀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언론사와 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원전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환경, 시
민단체들의 시각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신문간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논쟁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사회에 해결되지 않는 논제로 남아 있다.
신재생 에너지분야는 발전단가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여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유류가격의 유동성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 정책중의 하나이다.
진상현 외(2010)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제도의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하여 논하면서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원의 지원제도였
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비교하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다. 결과적으로 의무할당제가 일시적으로 GDP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더 확실히 달성하고 기
술확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현제, 조경엽(2012)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에너지원별 산업파급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서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 태양광사업의 고용
유발 및 생산유발효과가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하여 낮음을 연구결과로
보여주며 오히려 풍력사업이 수발되는 토목공사 등의 특징으로 고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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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산유발효과가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에 비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원임을 연구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연구와 관련한 선행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원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않되
는 육성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이다. 즉 일반시장에서 막대한 투자비를 들
여서 신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발전차액 지원제도, 신재
생에너지 위무할당제) 없이는 현 시장상황에서 어렵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 파급효과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 중 풍력발전이 비교적 큰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의 특성은 언론에
서정부의 좀 더 적극적이고도 실제적인 지원요구에 대한 기사로 찾아볼
수 있고 더불어 온실저감 문제를 다루면서 더 잘 드러나고 있다.
석유 에너지원은 고유가라는 경제적 변수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원우 외(2005)는 국제유가의 시대를 구분하면서
2000년대를 소비증가 주도의 신고유가 시기로 명명하고 있다. 또한, 국제
유가의 주요 변동요인으로 수급변화와 수입, 수출국의 정책, 주요 player
의 전략, 돌발사태, 투기 및 심리요인으로 고유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하면
서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석유자원의 비축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또한, 고유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석유사용을 최소화 하
는 기술혁신의 추진과 주요 산유국가와의 긴밀한 협조, 석유를 주연료로
하는 기기의 효율성 향상 노력과 에너지 낭비요인 제거 등을 부가적인
대응 방안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인호(2009)는 안정적 석유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제안으로 원유
도입선의 다각화, 해외석유개발 사업의 지원과 석유정제 시설의 합리적
투자로 석유비축량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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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성공과 석유자원 비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에너지 정책수립의 필요
성을 강조 하면서 국내 석유 산업구조를 정비함으로 경쟁력 강화를 꾀하
여야 하며 국제현실에 부응하는 석유산업 관련 법 및 규정등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상으로 석유에너지 자원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부족한 석유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도입선의 다각화와 주변 산유국간의 긴밀한 협조
를 통한 공급의 안전성 추구와 더불어, 산업체의 기술향상등을 통한 저
에너지 소비기기의 기술개발 노력과 석유에너지 절약에 그 포커스가 집
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석유에너지원의 공급안전성과 에너지절약 필요성의 두 가지 큰
흐름은 신문사에서도 주로 다루고 있는 테마로서 보다 효율적이고도 실제
적인 성과를 내는 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절약
을 통하여 슬기롭게 고유가를 극복해야 한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13)은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의 위기적 현황과 대책
을 논하면서 높은 전력소비 증가와 최대 전력수요가 지나치게 증가한 점
을 들어 전력위기 발생을 경고한다.
그 이유는 공급원가 이하의 전력요금체계로 인한 전력의존 산업구조,
난방수요 급증 등을 그 원인으로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소비의 급
등은 전력수급 불균형으로 전력위기 사태를 가져올 수 있어 전력요금 현
실화와 산업구조 개선 및 전력소비의 절약이 다급하고도 절박한 우리사
회의 숙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윤순진(2008)은 국내의 전력 에너지 체제의 문제점으로 계속적인 고유
가 현상과 기후변화의 전개, 핵폐기물 처리의 어려움, 그리고 에너지 수
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에너지 관련설비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심
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과 시
장의 성장, 소규모 분산적 에너지 기술의 발달과 성숙한 시민사회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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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정책과정의 긍정적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력 에너지정책
수립의 기본원칙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 수
립과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
다.
유정민(2011)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논하
면서 산업효율성, 공급안전성, 산업경쟁성 및 공공성에 대한 구조개편의
찬반 논리를 넘어서 “에너지 commons"라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모
색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효율중심의 전력산업개편 논의에서 벗어나 환
경을 생각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이윤과 시장논리에서 에
너지 절약으로,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를 시민과 지역의 공동체 차원으로
이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간략히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1900년대 전력산업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민영화가 논
의되기 시작하여 1997년 외환외기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적 국가경제 재
편의 맥락하에 구조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이르렀고, 2001년 전
력산업 기본계획에 따라 한전의 발전부분이 현재와 같은 6개 자회사로
나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설립되어 일방향 전력풀의 시장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원우 외(2004)에 따르면, 이러한 국내전력산업의 구조개편으로 발전
사들이 예전에는 전력공급에 우선순위를 두고 발전소를 건설 하였지만
발전소간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발전소들은 발전원 선택에서 발전비용을
최우선 하게 될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에 따른 발전원별 건설 추세 및 우리나라 전원계획의 변화추이로 미루어
볼 때, 석탄과 LNG는 증가추세로 원자력, 석유, 수력등은 변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원자력 점유율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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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끊임없는 설득노력 및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림 1> 원별 가격 및 소비추이

* 출처 :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2014)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만약 단 하루
만이라도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국내 산업시설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전국적으로 재난에
가까운 혼란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소위 ‘소리 없는 전쟁’
으로 불리며 화석연료의 고갈과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감으로 더욱 더
치열해 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 경제에 필수요소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만 잠깐 흥미로운 대상
이 될 뿐, 지속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유지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소득과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자연스레 증가하는
추세를 지켜볼 때,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대한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세 가지 요인으로는 세계적 에너지 환경,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정치
적 사안, 그리고 국민적 관심과 여론의 향방이 있다.
이처럼 에너지정책에 결정적 영향력을 지닌 국민대중의 여론에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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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에너지 정책과 언론 프레임이 상
관관계가 있다면, 언론 프레임이 일반 대중의 인식과 여론 형성에 어떠
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다음장에서 언론보도 프레임과 프레임 효과
이론으로 살펴 보았다.
2.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이동훈(2012)은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이 정치 분야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언론의 영향에 민감
한 부분 중 하나가 정치세계라고 본다. 한국의 대표적 여성정치인에 대
한 언론프레임을 분석한 임미영(2010)은 현재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된 정치인에 대한 언론의 시각과 관점을 프레임 이론을
통해 들여다 보았다. 정치인의 정치적 위상과 권력구조가 달라지므로 언
론사의 프레임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보도 프레임이 수용
자의 정치현실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한 정치인의 언론보도
프레임을 통해 증명해 보이므로, 언론 프레임이 미디어 수용자에게 영향
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수용자가 뉴스 프레임에 영향을 받는 다고 주장하
는 박선희(2001)은 이를 인터넷 뉴스신문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박선
희는 “뉴스 프레임은 수용의 현실지각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한다”고 하
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고, 관심도 부족하기 때문에 뉴스 프레임이 수용자의 현실인식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정치적 사항이나 국가 에너지 정
책과 같은 일반인이 정확한 내용을 알기 힘든 사안일수록 미디어의 프
레임에 국민의 인식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양준(2010)은 공공사업과 관련한 갈등보도와 관련하여 한반도 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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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뉴스프레임을 분석하면서, 우리사회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해결하지 못함으로서 국가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간척지, 천성산 터널, 경
인운하,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등 주요 국책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가 무려 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국책사업의 하나로 시행되어 지는
국내 에너지정책이 사회적 갈등으로 중단 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서론에서 거론 되었듯이 최근 비 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싼 사회갈등 문
제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로 밀양 송전탑 건설갈등이 있다. 이
화연(2013)은 밀양 송전탑 건설갈등에 대하여 환경론적 관점에서 언론보
도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또한 언론프레임 분석유형을 밀양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선행자료 에
서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을 통해 진보언론사와 보수언론사 간 이념적 차
이와 더불어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 간의 주장이 상이하다고 주장하였
다. 여기서 상이한 점이란 지방일간지에 비해 중앙일간지들은 밀양송전
탑 사건을 전국적인 정책의제가 아닌 한 지역에 국한 된 지역의제로 본
다는 차이이다.
밀양 송전탑의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결과는 현재의 국내 언론이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제한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로 전 국민적인 공론장
을 형성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적인 성공여부에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 이슈는 언론에서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지고 있는 국내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이다. 이현우(2005)는 최근 2005년 국내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부안의 원전 수거물 처리시설 유치 갈등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프레임을 분석하여 보았다. 주민들은 관공서를 파괴하고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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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점거하여 연좌농성을 하는 등 격렬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통일되지 못한 정책수행과 절차상의
문제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경질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언론의 논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질적인 쟁
점에서 벗어나 사회적 갈등만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언론
의 태도와 성향은 국가 에너지 정책수행의 후퇴를 가져 오게 된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주목되었다고 본다.
또 다른 갈등사례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언론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강내원(2002)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의 행동을 언론매체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새만금 간척사업
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 정부인사/국회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농어민,
일반시민을 선별하였고 이들의 프레임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았다.
연구자는 이해관계자별로 언론프레임을 분석 해본 결과 새만금사업과 관
련한 언론사들의 보도기사들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스미디어가 재생산해 내는 현실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보여준
양정해(2010)는 아동대상 성범죄를 대상으로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범죄
사실을 프레이밍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미디어는 범죄현실을
반영하기보다 재구성 한다.”라고 하며, 언론이 실제 현실과 다른 모습을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모순점을 지적한다. 이는 언론이 사실에 입각한 보
도 보다는 수용자에게 읽혀지기 편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쉬운 보도를 중
심으로 현실을 재구성함으로서, 변형된 진실을 보도 할 수도 있다는 가
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언론보도의 현실 재구성의 기능은 강내원(2007)의 사회적 배제
자인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 프레임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극한적인 배제자로 노숙인을 칭하면서 언론속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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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인의 모습과 노숙인이 어떻게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언론에 의해 어떻게 보도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뉴스 프레임에 의
하여 미디어가 그려내는 사회적 재구성은 언론의 뉴스 프레이밍으로 인
해 수용자가 인지하는 현실이 재구성될 수 있음을 연구자는 재확인 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또 따른 사회적 배제라라고 할 수 있는 탈북자에 대한 우
리 언론의 시각에 대하여 곽정래(2009)는 “언론이 생산한 뉴스는 일정한
인식틀에 의하여 생산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재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
기도 한다.”며 언론보도의 현실사건에 대한 재 해석적 시각을 염려했다.
곽정래(2009)는 탈북자의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분석하여 언론의
사회적 재구성론을 뒷받침 하였으며 언론이 정치적 견해와 입장에 따라
탈북정책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사회적 구성기능에 따
라 재구성된 현실이,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 상이한 가치를 표방하는 가
공된 현실로 그려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
러한 언론에 대한 현실 재구성에 대한 가능성의 시각은 위에서 살펴본
두 논문(양정해, 강내원)의 주장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본다. 즉, 언론
은 정치적 성향과 입장에 따라 사회적 현상들을 재구성하여 왜곡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언론에 의해 재구성된 현실보도는 이 뉴스를 접
하는 수용자들에게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고 하
는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준웅(2005)은 이 논문의 주요한 이론적 정립과 방법론적 구성
방법 및 모형을 제시하여 주었다. 이준웅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이슈인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지난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였
던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여론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프레이밍 효과를 제
시하고 이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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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된 선행자료 들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언론의 프레임이 우리사회
에 현실적으로 주로 사용된 분야가 정치 분야라는 것은 우연히 아니란
점을 알 수 있다. 정치가 갖고 있는 속성상 일반 국민들의 여론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언
론 프레임에 대하여 정치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활용한 점을 선행연구
(이도훈, 2012; 임미영, 2010; 박선희, 2001)를 통해 알 수가 있었다.
또한, 국내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사례를 언론 프레
임과 연계하여 연구한 선행연구(임양준, 2010 ; 이화연, 2013 ; 이현우,
2005 ; 강내원, 2002)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얻을 수 있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역사적 인식에 따른 상황적 언론프레임을
통해 여론이 새로이 형성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여론의 변화가
언론에도 영향을 주어 언론의 프레임이 변형이 오는 등 서로서로가 영향
을 주고받았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약자와 배제자들에 대한 우리언론의 프레임을 살
펴본 여러 선행논문(양정해, 2010 ; 강내원, 2007 ; 곽정래, 2009)을 통해
언론의 사회적 재구성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언론에서 비추어지는 사
회적 약자와 배제자의 모습이 현실과는 달리 재구성된 모습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보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언론의 프레임이 연구되었지만, 국가의 중대정책
사항인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언론 프레임을 연구한 논문은 전무하다.
이 논문에서는 언론 논조를 주제함수로 분석하여 신문이 하고자 하는 이
야기를 구성적으로 풀어,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살펴
봄과 동시에 에너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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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언론사가 갖고 있는 언론
프레임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 언론사(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들의 국내 에너지정책 보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떠한 프레임이 존재 하는지, 각 언론사간 프레임이 에너지의 주제와 언
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혹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지 탐색해 보았다. 또
한 국내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언론기사의 논조가 정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지도 찾아보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1. 국내 에너지정책 관련 언론보도에서는 어떠한 프레임이 나
타나는가?
연구문제 2. 국내 에너지정책 관련 언론프레임이 언론사별로 다르게 나
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국내 에너지정책 관련 언론프레임이 에너지원별로 다르게 나
타나는가?
연구문제 4. 국내 에너지정책 관련 언론프레임이 정권별로 다르게 나타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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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언론프레임은 무엇이고 이러
한 프레임이 언론사별, 에너지원 이슈별, 정권별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방법론에 적합한
이론이 “틀 짓기 이론”과 “프레임 효과이론” 이라고 생각하였다.
프레임 분석을 위하여 뉴스프레임의 구성방식을 7개의 주제함수로 정
하여 분석을 제시한 이준웅(1997)의 방법을 사용하여 보았다. 이 방법은
뉴스의 프레임이 ①주요행위자 ②대항적 행위자 ③대상의 속성 ④행위의
구성내용 ⑤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식 ⑥행위의 맥락 ⑦행위의 의의와 함
의등과 같은 주제함수(thematic fuctions)를 기초로 이야기가 구성되는
방식에 의해 프레임이 구성 되었다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언론
보도의 사설에서 위의 7가지 주제함수를 3가지로 축약하여 해당하는 진
술문을 수집한 후 의미상 상호 연관되는 패턴을 찾아내어 주제 진술문이
의미 있는 구조를 이룰 경우 한 개의 프레임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준웅(2005)의 방식을 따라 언론의 논조가 정확히 나타나는 사
설을 연구단위로 선정하였고, 프레임 분석을 주제함수에 따라 유형화 하
는 방식으로 전체의 문맥과 맥락을 고려하여 기존의 프레임 분석의 단점
이었던 자위적 해석의 맹점을 피해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수집된 기사의 양적인 분석과정으로 대상 일간지에
서 국내의 에너지정책에 관련한 언론사에 기재된 사설을 전량 수집하고
해당 기사수와 분량을 측정 하여 분석기간 동안의 사설의 대략적인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언론사간 어떤 입장으로 국내 에너지정책
에 접근하는지,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비교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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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사설의 분석방법은, 우선 전체 사설을 애벌로 읽어가면서
주제진술을 추출해 낸 뒤 수집된 각각의 사설이 추출되어진 주제진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코딩작업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주제
진술이란, 주요행위자, 대항적 행위자, 대안 제시자 등과 같은 주제함수
와 관련된 상호 배제적인 주제적 내용을 담고 있는 명제를 말한다.
다음 단계로, 각 사설과 주제 및 주장을 미리 추출해놓은 주제진술문
을 대응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진행 하였다. 아울러, 사설과 추출된 주제
진술문에 대하여 연구자를 제외한 2명의 코더가 중복으로 코딩한 후 신
뢰도를 측정해 보았다.
2. 분석대상과 분석단위
본 논문에서는 국가발전에 근본적 성장 동력인 국내 에너지 정책과 관
련한 언론프레임 보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사를 분석하는
언론사의 대상으로 국내언론 중 보수적 성향 2개 신문사(조선일보, 동아
일보)와 진보적 성향 2개 신문사(한겨레신문, 경향신문)를 선정하였다.
여러 뉴스의 내용(사설, 스트레이트, 칼럼, 연재)중 언론사의 입장이나 기
자의 의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설을 본 연구에서는 연구단위로 선정하
였다.
언론보도의 에너지정책 관련 사설의 수집방법은 한국언론재단의 기사/
사설 검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미디어가온’ 서비스를 이용했고, ‘미디
어 가온’에서 기사를 제공하지 않는『조선일보』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
관의 데이터베이스의 ‘조선일보/조선일보사’를 사용하였다. ‘미디어가온’
및 ‘조선일보/조선일보사’의 검색어는 ‘국내 에너지’, ‘에너지 정책’ 등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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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기간
에너지정책 관련보도는 거의 모든 언론사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시
기와 국가의 정책상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
는 경향을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경제가 IMF로 전반적인 변혁을 맞
은 1998년 1월부터 현재(2013. 11월말)에 이르기 까지 약 16년간을 대상기
간으로 설정하고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시기적으로는 국내의 에너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권별로 분
류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기간 중 재임하였던 김대중 정권
(1998-2002), 노무현 정권(2003-2007), 이명박 정권(2008- 2012), 박근혜
정권(2013-2013.11.11.)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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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언론프레임
이 논문에서는 언론프레임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이준웅(1997)의 ‘뉴스
이야기를 구성하는 6개 주제 함수’에 의하여 언론프레임을 구성해 보았
다. 여기서 주제함수란 언론프레임의 구성상 6개의 주제함수를 의미하는
데 이는,
주요행위자 : 행위자는 무엇을 하였는가?
대항행위자 : 대항 행위자는 무엇을 하였는가?
대 상 : 대상의 주요 속성은 무엇인가?
방 식 :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배 경 :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였는가?
함 의 : 무엇을 위한 것인가? 를 말한다
언론프레임의 구성방식은 각각의 주제함수에 포함되는 진술문을 연결
하여 주제진술문의 집합이 의미 있는 이야기 구조를 나타낼 경우 이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6개 주제함수
중 이번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제함수로 축약하여 언론프레
임을 선정하였다.
주요 행위자(A) :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대항 행위자(B) : 국민과 기업(공기업포함)은 무엇을 했는가?
대안 제시자(C) : 언론인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언론프레임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먼저 뉴스내용을 면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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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본 후 국내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각 사설검토를 통해 처음에는 45개의 주제진술문을 추출해
내었는데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고 빈도수가 적은 주제진술문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39개의 주제진술문을 선정해내었다 이렇게 확정된 주제진술
문을 각각의 주제함수와 연결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표 1>의 결과를 도
출해 내었다
코딩의 신뢰도는 평균적으로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설의
10%에 해당하는 22개의 사설을 대상으로 코딩표를 작성하여 연구자를
제외한 2명의 코더에게 중복으로 코딩해서 측정해보았다. 그 결과, 상호
일치도를 기준으로 선정된 주제진술문에 대해 평균 81%의 신뢰도를 보
여주었다.
<표 1> 국내에너지정책에 나타난 주제함수와 주제진술문
A. 주요행위자 :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1. 정부는(에너지 과소비를 막고자)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2. 정부는 에너지 인상요인에도 소비자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유류세를
낮추지 않았다.
3. 정부는 과장되고 허술한 자원외교를 해왔다.
4.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
5. 정부는 에너지비상에 대비하여 일시적이고 구태 의연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놓았다.
6. 정부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과 전력 사정상 원전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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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는 온실가스저감 대책에 수동적이며 미흡하다.
8. 정부는 방폐장 선정 및 핵연료 처리방안에 정책적 혼란을 격고 있다.
B. 대항행위자 : 국민과 기업(공기업 포함) 등은 무엇을 했는가?
1. 국민은 에너지를 흥청망청 쓰면서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았다.
2. 우리 기업의 유전개발 사업은 경험, 기술 그리고 노하우 부족으로
실패를 하였다.
3. 우리 기업의 유전개발은(일부) 성공적 이었다.
4. 시민단체와 국민은 정부의 원전안전 대책을 신뢰하지 않으며, 원전 비중
축소와 신규건설을 중단 및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반대하였다.
5.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수급여건에 따라 원전 추가건설이 필요하
다고 설명했다.
6. 한국수력원자력은 잦은 고장과, 부품 비리 발생 등 원전 안전관리에
미흡하였다.
7. 탄소거래제를 시행했지만, 기업들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행의지가 부족하다.
8. 밀양 송전탑반대 대책위는 송전선을 지중화하라며 한전의 지원금대책을
거부했다.
C. 대안 제시자 : 언론인(author)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1. 에너지 과소비를 막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에너지가격을 현실화(인상)
해야 한다.
2.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고 에너지 가격 인상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3. 기업은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하고 국민들의 생활태도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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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는 에너지 관련 국가적 장기 전략을 세우고 효율성 있게 일관적
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5. 우리 같은 자원빈국일수록 정부는 전략적 외교로 자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6. 정부는 대체에너지 개발 등으로 원전 비중을 더 줄이고 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7. 정부는 원전의 안전을 우선시 하여 국민적 합의로 원전의 비중을 늘
리거나 유지해야 한다.
8. 정부는 원전 안전과 운영부서를 분리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전안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9. 방폐장 유치지 선정은 신중해야 하며 철저한 안전평가로 국민들의 신
뢰를 얻어야 하고 핵연료 처리도 허용되어야 한다.
10. 세일가스 혁명을 에너지 전략의 대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
11.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서
둘러야 하며, 기업과 국민은 실제적인 절감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2.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구체적 정책을 펼치고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3. 정부는 송전탑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위의 주제진술문의 코딩작업 과정을 거친 후 36개 주제진술문 변수를
가로로 배치하고 222개 사설을 세로로 배치하여 하나의 행렬표 <36(주
제진술문) * 222(뉴스사설)>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행렬표를 사
용하여 위의 주제진술문간의 등장빈도를 기준으로 각 주제진술문간 거리
를 측정하여 군집분석5)을 실시하였다.
5) 군집분석 : 통계적으로 집단 내 개체들 간의 유사성을 개체내 변수들간의 상관계수, 개체간의
거리, 확률적 유사성 측정치 등을 활용하여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체들을 유사한 동류집
단으로 분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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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은 각 주제진술문의 간의 거리가 가까운 집단을 구해준다. 이
렇게 측정된 거리가 가까운 진술문들을 군집화를 한 결과 <그림1>과 같
은 덴드로그램이 형성 되었다. 서로 간 관련성이 깊은 주제진술문끼리 군
집화 하여 총 4개의 군집으로 묶여진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군집화
된 덴드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2>와 같이 ‘에너지정책 개선’, ‘원전확대
여부’, 에너지절약 강조‘, ’효율적 자원 외교 필요‘와 같은 내용으로 집결
되었다.
<그림1 > 군집분석결과 : 덴드로그램(Dend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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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군집 분석을 통한 주제진술문 재구성
에너지
정 책
개 선

원 전
확 대
여 부

에너지
절 약
강 조

A7, A8, B6, B7, C9, C11, C12
정부는 세계적 추세인 온실가스 저감, 방폐장 유치 및 각종 에
너지 위기에 대비하여 사후처방이 아닌 일관적이고도 장기적인
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지금의 부실한 에너지계획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A6, B4, B5, B8, C6, C7, C8, C13
정부는 원전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원전을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하여 원전비중을 줄이는 노력들을 강구
해야 한다. 하지만, 전력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
을 고려하여 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원전을 당분간 유
지하거나 필요시 확대하는 정책도 불가피하다. 또한 원전 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A1, A2, A5, B1, C1, C2, C3, C4
정부가 앞장서서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들과 기업들도 정부의 에너지 절약에
부응하여 유류소비를 줄이고 에너지절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높은 유류세를 낮추어 유류가 안정에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A3, A4, B2, B3, C5, C10

효율적
자 원
외 교
필 요

정부는 전략적인 에너지 외교로 자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며 자원개발은 정치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눈에 보이는
성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철저한 사업평가로 실제적으로 부족한
자원확보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원관련 기업도 국내의 부족한 자원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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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문사별로 주제진술문의 등장빈도를 분석하여 < 표 3>의 결과를
얻어내었다.
<표 3> 주제진술문과 신문사별 빈도 (군집별)
군집

조선 동아 한겨 경향 전체
레
A7 정부는 온실가스저감 대책에 수동적 이며 미흡하다 0 13 9 9 31
방폐장 유치지 및 핵연료 처리방안에
A8 정부는
0 1 2 2 5
정책적 혼란을 격고 있다
잦은 고장과 부품비리 발생 및 0 1 2 1 4
B6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안전관리에 미흡하였다
주제진술

1 C9 방폐장 유치지 선정은 철저한 안전관리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핵연료 처리도 허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적
C11 극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하며, 기업과 국민
은 실제적인 저감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구체적 정책을
C12 정부는
펼치고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과 전력사정상 원전
A6 정부는
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국민은 정부의 원전안전 대책을 신뢰
2 B4 하지 않으며 원전비중 축소와 신규건설 중단 및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반대하였다
에너지 수급여건에 따라 원
B5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 추가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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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 4 2 9
1 10 10 6 27
1 10 4 6 21
3 4 21 12 40
2 0 4 0 6
0 4 6 2 12

송전탑반대 대책위는 한전의 지원금대책을
B8 밀양
거부했다
대체에너지 개발 등으로 원전비중을 더
C6 정부는
줄이고 원전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
2 C7 정부는 원전의 안전을 우선시 하여 국민적 합의
로 원전의 비중을 늘리거나 유지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과 운영부서를 분리하고 철저한
C8 정부는
조사를 통해 원전안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C13 정부는 송전탑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과소비를 막고자) 에너지가격을
A1 정부는(에너지
인상하기로 했다
에너지 인상요인에도 소비자가격 상승
A2 정부는
억제와 유류세를 낮추지 않았다
에너지비상에 대비하여 일시적이고 구태
A5 정부는
의연한 에너지정책을 내놓았다
에너지를 흥청망청 쓰면서 에너지를 절약
B1 국민은
하지 않았다
3 C1 에너지과소비를 막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 하여야 한다
유류세를 낮추고 에너지가격 인상을 재검토
C2 정부는
해야 한다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전환하고 국민들의
C3 산업구조를
생활태도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에너지관련 국가적 장기 전략을 세우고
C4 정부는
효율성 있게 일관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A3 정부는 과장되고 허술한 자원외교를 해왔다
해외자원개발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
A4 정부는
다
기업의 유전개발 사업은 경험, 기술 그리고 노
B2 우리
실패를 하였다
4 B3 하우부족으로
우리 기업의 유전개발은 일부 성공적 이었다
같은 자원빈국일수록 정부는 전략적 외교로
C5 우리
자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혁명을 에너지전략의 대전환 계기로 삼
C10 세일가스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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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4 2 11
1 0 29 15 45
2 12 2 0 16
2
0
2
1
7
7

5
0
2
3
13
12

4
1
2
1
10
4

5
1
4
6
17
6

16
2
10
11
47
29

6 7 5 11 29
0 1 4 10 15
6 30 17 17 70
4
4
2
4
1
6

12
2
2
0
4
6

7
1
0
0
0
1

15
1
0
1
0
2

38
8
4
5
5
15

1 0 0 0 1

< 표 3 >은 각각의 사설이 언론사에 등장한 횟수를 나타내는데, 전체
적으로 횟수가 많은 사설이 언론사별로도 많이 등장하는 관계가 성립함
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보면 C3 '산업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전환하
고 국민들의 생활태도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제진술문
은 전체적으로 총 70번 등장하였고 조선일보 6회, 동아일보 30회, 한겨레
신문 17회, 경향신문 17회 등 각 언론사별로도 등장횟수가 많았다. 또한
A5 '정부는 에너지비상에 대비하여 일시적이고 구태 의연한 에너지정
책을 내놓았다.' 라는 주제진술문도 총 47번 등장하였고 각 언론사별로
도 조선일보 7회, 동아일보 13회, 한겨레신문 10회, 경향신문 17회 언급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는 효율적인 에너지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제진술
문과 우리 모두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주제진술문에 대해서는 언
론사간 별다른 차이 없이 강조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고유가와 예비전력
부족으로, 어려웠던 에너지 위기 사태 회복을 위하여 각 언론사간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한 마음으로 위의 사실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떤 주제진술문은 등장횟수가 언론사별로 분명하게 차이점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가령 C6 ‘정부는 대체에너지 개발 등으로 원전비
중을 더 줄이고 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제진술문은 총 46회
보도 되었는데 한겨레신문은 29회, 경향신문이 15회로 비중 있게 다루었
지만 동아일보는 0회, 조선일보는 1회로 극히 적은 횟수를 보여 주었다.
반면, C7 ‘정부는 원전의 안전을 우선시 하여 국민적 합의로 원전의
비중을 늘리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주제진술문은 총 16건이 보도되었고
이중 조선일보 2회, 동아일보 12회로 횟수가 많았지만, 한겨레신문은 2
회, 경향신문은 0회로 적은 빈도수를 보여 주었다.
이는 각 언론사가 갖고 있는 성향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진보
와 보수로 대표되는 언론사간의 원전정책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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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언론사간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보
도한 내용 차이는 정권의 정책방향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이고, 이는 정
권별 보도내용 분석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 그림 3> 언론사별 보도빈도 비율

< 그림 3 >는 각 언론사의 전체 사설 보도의 비율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것이다. 그림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게
신문사의 보도비율은 약 29 ～ 30%로 엇비슷한 비율로 보도된 것을 볼
수 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일보의 보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
온 이유는 조선일보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 국내에너지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를 다소 적은 비중으로 다루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 그림 4 > 언론프레임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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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프레임별 평균을 도식화 해보면 ‘에너지 절
약 강조’ 프레임의 평균빈도가 가장 높았고 ‘효율적 자원외교 필요’ 프레
임의 평균빈도가 가장 낮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에너지절약 강조’ 프레임의 경우 네 언론사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시
각으로 에너지 위기의식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민모두의 에너지절약을
집중 보도한 것이 최다수의 평균빈도수를 보여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
로 보인다.

제 2 절 언론프레임 분석
각 언론사별로 각 프레임이 소속되어 있는 주제진술문의 수를 집계해
보고, 특정 프레임의 군집에 포함되는 각 주제진술문의 수의 합을 언론
사별로 구해서 각 집단 간 차이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이용해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네 개의 프레임 모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를 얻어 내었다.
첫 번째 프레임인 ‘에너지 정책개선’의 경우에는 동아일보는 0.33건, 한
겨레신문은 0.31건, 경향신문은 0.27건의 평균빈도로 정부의 에너지정책
에 대한 개선에 중점을 두어 보도하였고 조선일보는 0.04건의 평균빈도
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개선보도를 덜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프레임인 ‘원전확대 여부‘는 한겨레신문은 0.52건 경향신문은
0.25건의 평균보도 빈도로 원전 확대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
였고, 조선일보는 0.21건 동야일보는 0.21건으로 원전확대 정책을 지지하
기는 했으나 진보성향의 신문보다는 평균보도 빈도수가 낮은 것을 볼 수
가 있었다. 또한 평균도표 <그림 5>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전확대 여
부 프레임에서 한겨레신문의 평균이 타 신문사보다 월등이 높은 것을 재
차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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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원전확대여부 프레임(F2)에 대한 언론사별 평균도표

세 번째 프레임인 ‘에너지절약 강조’ 프레임은 경향신문이 0.6건으로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한겨레신
문은 0.38건으로 다소 에너지 절약보도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효율적 자원외교 필요‘ 프레임은 조선일보는 0.29건, 동아일보
는 0.12건 경향신문은 0.03건, 한겨레신문은 0.02건으로 조선일보와 동아
일보의 평균빈도수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과의 보도빈도의 차이를 드
러내고 있다. 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효율적인 자원외교의 중요성
을 강조하여 보도한 반면 상대적으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서는 이에
대한 보도의 비중이 낮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특정한 프레임에 대하여 주제진술문의 빈도는 각 언론사별
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효율적 자원외교
필요’ 프레임을 강조하였고 한겨레신문은 ‘원전확대 여부’ 프레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에너지 정책개선’ 프레임에 대하여는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가 중점을
두고 보도를 하였고 조선일보는 비교적 관심을 덜 두었던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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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강조’ 프레임에 대하여서는 경향신문이 가장 많은 빈도의 사
설을 기고하였고 한겨레신문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표 4> 각 프레임의 언론사별 평균
조선 동아 한겨레
구 분
(24) (66) (65)
0.33 (20)
0.31
에너지정책 개선 0.04
(1) (22)
원전확대 여부
에너지절약 강조
효율적 자원외교
필요

0.21
(5)
0.50
(12)

0.21
(14)
0.59
(39)

0.29 0.12
(7) (8)

0.52
(34)
0.38
(25)
0.02
(1)

경향 전체 F-통계
(67) (222)
0.24 (59)
0.27 2.913*
(16)
0.25 0.32
(17) (70) 6.684***
0.63 (118)
0.53 3.110**
(42)
0.03
(2)

+<.10, *p<.05, **p<.01, ***p<.001 (괄호 안은 빈도)

<그림 6> 각 프레임의 언론사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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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18) 7.928***

<그림 6> 에서는 각 프레임의 언론사별 평균빈도를 그래프로 도식화
하여 각 언론사별 프레임의 빈도를 한눈에 볼 수가 있다. 네 언론사 모
두 ‘에너지절약 강조’ 프레임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조선일보를 제외한 세 신문사에서 ‘효율적 자원외교 필요’ 프레임
의 평균빈도가 비교적 낮았음을 알 수가 있다.
이번에는 각 에너지원별로 각 프레임이 소속되어 있는 주제진술문의
수를 집계해 보고, 특정 프레임의 군집에 포함되는 각 주제진술문의 빈
도수를 에너지원별로 구해서 각 집단 간 차이를 일원변량분석(ANOVA)
을 이용해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네 개의 프레임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에너지 정책개선’ 프레임의 경우 원자력 0.27건, 전기 0.00건, 석
유 0.03건, 신재생 1.00건, 자원 0.05건의 평균 빈도로 보도 하였다. 이중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사설은 정책개선 필요 프레임으로 귀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에너지정책의 한계
점과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원자
력분야도 빈도수에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다소 높은 평균빈도수를 보
이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원전에너지 정책도 개선이 필요한 에너지 분
야로 보여 진다.
둘째, ‘원전확대 여부’ 프레임은 원자력 0.90건, 전기 0.24건, 석유 0.02
건, 신재생 0.15건, 가스 0.05건의 평균빈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레임
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의 원전확대 여부의 평균 빈도수가 대단히 높은 것
을 볼 수 있고, 전기에너지도 비교적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내의 어려운 전력사정에 대한 해답으로 원자력에너지를 해결책으로 제
시하는 언론사와 에너지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전력난을 해결 할
수 있어 원자력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는 언론사간의 상충된 논조가 빈도
수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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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에너지절약 강조’ 프레임은 원자력 0.19건, 전기 0.82건, 석유
0.97건, 신재생 0.23건, 가스 0.16건으로 평균보도 되었다. 이 프레임에서
는 전기와 석유에너지원의 평균빈도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기
타 다른 에너지원은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전기에너지는 점차적으로 소비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며
에너지 낭비에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원가보다 낮은 전력요금 정책
은 전기 소비의 증가를 촉진하고 있었다. 또한 산유국들의 정치적 불안
과 중국의 유류 사용증가 등으로 신 고유가 시대를 보이고 있는 국제정
세를 볼 때 언론에서 에너지절약 프레임으로 전기에너지와 석유에너지의
낭비를 막고자 했던 정책적 의도가 보인다. 또한 실생활에서도 에너지
소비 절약이 가능한 전기에너지와 석유에너지원에 대하여 관련 빈도수가
높아진 결과로 판단하였다.
넷째, ‘효율적 자원외교’ 필요프레임은 원자력 0.03건, 전기 0.00건, 석
유 0.05건, 가스 0.68건, 신재생 0.00건으로 보도되어 가스에너지의 빈도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각국이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자원에너
지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 확보 방안 강구를 언론에서 강조 하였던 결과
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석유에너지원도 국내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노력해야 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다소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정책개선 필요 프레임’에서 강조된 신재
생에너지원은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의 압력을 받고 있는 국내의 현
실 상황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부의 지속성 없는 에너지정책이 고스
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아울러, ‘에너지절약 강조’ 프레임에
서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두 에너지(전기, 석유)는 최근 들어 더 어려운
전력사정과 고유가의 파고를 이겨내고자 하는 전기와 석유에너지원에 관
심이 집중되어진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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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프레임의 에너지원별 평균
전기
구 분 원자력
(59) (38)
에너지정책 0.27 0.00
개 선 (16) (0)
원전확대
0.90 0.24
여 부 (53)
(9)
에절 너 약지
강 조
효율적
자원외교

석유
(66)
0.03
(2)
0.02
(1)

0.19 0.82 0.97
(11) (31) (64)
0.03 0.00 0.05
(2) (0) (3)

신재생
(40)
1.00
(40)
0.15
(6)

가스
(19)
0.05
(1)
0.05
(1)

전체 F-통계
(222)
0.27
(59) 107.294***
0.32 80.536***
(70)

0.23 0.16 0.53 60.649***
(9) (3) (118)
0.00 0.68 0.08 46.560***
(0) (13) (18)

+<.10, *p<.05, **p<.01, ***p<.001 (괄호 안은 빈도)

<그림 7> 각 프레임의 에너지원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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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권별로 각 프레임이 소속되어 있는 주제진술문의 수를 집계
해 보았다. 그리고 특정 프레임의 군집에 포함되는 각 주제진술문의 빈
도수를 정권 시기별로 구해서 각 집단 간 차이를 일원변량분석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표 6>와 같이 ‘원전확
대 여부’ 프레임과 ‘에너지절약 강조’ 프레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에너지 정책개선’ 프레임과 ‘효율적 자원외교 필요’
프레임에서 미약한 차이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통계적 유의도 에는 미치
지 못하였다.
첫 번째, ‘에너지 정책개선’ 프레임의 경우 김대중 정권 0.19건, 노무현
정권 0.35건, 이명박 정권 0.26건, 박근혜 정권 0.20건의 평균빈도로 보도
되었다. 여기서 노무현 정부 때 평균보도 빈도수가 높은 것(0.35)은 시기
적으로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표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부의 적
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정부
의 적극적인 에너지정책 개선이 요구된 시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유국의 감산조치 발표와 정치적 불안감으로 전 세계가 고유
가 파동으로 출렁이는 여파로 국내에서도 고유가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
았던 2007～2008년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원전확대 여부’ 프레임은 김대중 정권 0.23건, 노무현 정권
0.12건, 이명박 정권 0.40건, 박근혜 정권 0.45건의 평균빈도수를 보인다.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평균빈도수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이유로 이명박 정권은 원전확대 및 원전수
출 등으로 원전위주의 정책을 내부적으로 고수하고 있었지만, 국제적으
로 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3월)가 있었던 시점이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원자력 발전소의 확대추진을 꾀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환경, 시민
단체와의 갈등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 전 국민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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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집중된 결과로 보였다.
이명박 정권의 원전확대 기조는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서도 계속되었
고, 2013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원전의 비중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던 영향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평균빈
도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에너지절약 강조’ 프레임은 김대중 정권 0.73건, 노무현 정권
0.65건, 이명박 정권 0.45건, 박근혜 정권 0.45건으로 평균빈도수를 보였
다. 이 프레임에서는 김대중 정권 시기에 평균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던 2007. 12월의 IMF 여
건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절약의 보도 빈도가 높았
고 실제적으로도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이명박 정권시기부터 <그림 8>
에서처럼 보도 빈도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림 8> 에너지절약 강조프레임의 평균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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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효율적 자원외교 강조 프레임은 김대중 정권 0.00건, 노무현
정권 0.04건, 이명박 정권 0.12건, 박근혜 정권 0.05건의 평균빈도수를 보
였다. 이 프레임에서는 이명박 정권시기의 평균빈도수가 유난히 높은 것
을 볼 수가 있었다.
그 이유로 이명박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자원외교를 강조하며 국정연
설이나 장관 및 관료 회의에서 계속적으로 해외자원 확보를 언급하여 밀
어붙인 정권의 모토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시기에
는 정부와 공기업이 나서서 자원개발을 활발히 진행하였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없어서 자원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된 점이 평
균빈도수를 높였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빈도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표 6 > 각 프레임의 정권별 평균6)
구

분

에너지정책
개 선
원전확대
여 부
에너지절약
강 조
효자원외교
율적

김대중
(26)

노무현
(52)

이명박
(124)

박근혜
(20)

전 체
(222)

F-통계

0.19
(5)

0.35
(18)

0.26
(32)

0.20
(4)

0.27
(59)

0.969+

0.23
(6)

0.12
(6)

0.40
(49)

0.45
(9)

0.32
(70)

5.580**

0.73
(19)

0.65
(34)

0.45
(56)

0.45
(9)

0.53
(118)

3.782*

0.00
(0)

0.04
(2)

0.12
(15)

0.05
(1)

0.08
(18)

2.181+

+<.10, *p<.05, **p<.01, ***p<.001

6) 김대중(1998-2002), 노무현(2003-2007), 이명박(2008-2012), 박근혜(2013-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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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 각 프레임의 정권별 평균

각 프레임의 정권별 평균차이를 종합해 보면, 통계적으로는 ‘원전확대
여부’ 프레임과 ‘에너지절약 강조’ 프레임에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
미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원전확대 여부’ 프
레임에서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동안에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
다. ‘에너지 절약 강조’ 프레임에서는 타 정권과 비교하여 IMF라는 국가
적위기 상황의 영향으로 김대중 정권 및 노무현 정권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통계적 유의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에너지 정책개선’ 프레임
에서는 노무현정부의 빈도수가 타 정권에 비하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
었고, ‘효율적 자원외교 필요’ 프레임에서는 이명박 정권 시기가 타 정권
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언론보도의 빈도수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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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결론
제1절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너지정책에 대한 주요 언론의 사설을 분석하
고 주제함수별로 재구성하여 언론이 가지고 있는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
한 언론프레임을 분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사설을 주제
함수별로 분류하고 행렬표를 구성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언론프레임을 도출해 내었다. 이러한 언론프레임 분석으로 나타난 각각
의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에너지 관련 언론보도에서는 어떠한 프레임이 나
타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개의 프레임이 나타났다.
첫째, ‘에너지 정책개선’ 프레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흡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나타내고 방폐장 유치지 선정과 관련한 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을 꼬집고 있다. 아울러, 각종 에너지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절
치 못한 대응을 문제로 삼고,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수립을 주문하면서
이 시대에 부합하는 에너지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원전확대 여부’ 프레임이다. 이는 각 언론사간 입장차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언론보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은 원전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논하며 단한번의 원전사고가 가
져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개
발과 에너지절약으로 원전 대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원전정책 확대를
반대하는 이야기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전력에너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
리나라의 전력사정상 원전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기타 화석연료
발전소와 비교하여 친환경적인 원전의 연료 사용과 낮은 발전단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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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원전정책 확대를 찬성하는 프레임의 보도를 하고 있다.
셋째, ‘에너지절약 강조’ 프레임이다. 정부는 앞장서서 에너지절약에 솔
선수범 하고 기업과 국민 모두가 에너지절약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일
종의 계몽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언론보도 프레임으로 보인다. 유류가격
의 가파른 상승세와 전력대란을 막기 위하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에너지
를 절약해야 한다는 이야기 구조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떠올리게도 한
다.
넷째, ‘효율적 자원외교 필요’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 자원외교의 한계를 드러내며, 일반 기업
과 공기업의 미숙한 자원개발 기술력과 대응을 질책하는 한편, 국내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 ‘국내 에너지 정책 관련 언론프레임이 언론사
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통계
적으로 네 개의 프레임 모두 통계적으로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에너지 정책개선’ 프레임에 대하여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경향신
문은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국제적으로 민
감한 온실가스저감 대책에 대하여 정부와 국민의 참여를 강조한 반면 조
선일보는 상대적으로 에너지정책 개선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것
으로 나타났다.
‘원전확대 여부‘ 프레임에 대한 언론사의 논조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
고 있는데, 한겨레신문과 경향일보는 원전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언론기사를 중점적으로 보도하였다. 특히, 한겨레신문의 경우에는 타
언론사보다 높은 보도빈도를 보이며 자신의 입장을 확연히 드러내 보였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비교적 두 신문사와 비교하여 다소 적은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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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언론보도를 내 보낸 것으로 분석 되었지만, 원칙적으로 원전확대에 찬
성하는 기사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 이는 원전확대 정책에 대한 진보와 보
수 언론의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에너지절약 강조‘ 프레임은 평균 빈도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
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네 언론사 모두 에너지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감
하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정부와 국민모두의 참여를 한 목소리로 독려
한 결과라고 보인다. 하지만, 에너지절약을 위한 유류세 감면에 대한 정
부의 자구책 노력에 대하여는 경향신문이 중점적으로 보도한 반면, 조선,
동아일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횟수로 보도하여 미세한 시각 차이를 보여주
고 있다.
‘효율적 자원외교’ 프레임은 네 가지 에너지정책 프레임 중 가장 낮은
평균보도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각 언론사간 평균빈도수
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프레임의 특징 중 하나는 조선일
보가 중점적으로 자원외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 하고 있고 한겨레
와 경향일보는 상대적으로 적은 평균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각 언론사간 정부의 자원외교 정책 지지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보수정권에 친 정부적인 성향을
보이는 조선일보의 입장을 잘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
<연구문제 3> ‘국내 에너지정책 관련 언론프레임이 에너지원별로 다
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네 프레임모두
통계적으로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정
책개선’ 프레임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원과 관련한 사설이 모두 이 프레
임에 연결된 점이 눈에 띈다. 정부의 미진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온실
가스 저감에 앞장서지 않는 기업과 국민들의 무관심을 질책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언론보도가 이 프레임에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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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자력의 병폐로 지적되어온 방폐장과 관련한 원전에너지정책도
‘에너지 정책개선’ 프레임에서 두드러져 보인다. 이는 방폐장 건설과 관
련한 정부의 일관되지 못하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미흡한
정책결정이 국내 원전 에너지정책의 혼선을 가져왔고 이를 언론에서는
‘에너지 정책개선’ 프레임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원전확대 여부’ 프레임에서는 원전에너지 분야가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언론별 국내 에너지 프레임의 차이에서도 살
펴보았듯이 원전확대를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언론사와 원전
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원전반대를 주로 기사화하며
원전확대 정책을 재검증 하자는 신문사간의 갈등이 원전에너지에서 뚜렷
한 빈도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 에너지 분야도 ‘원전확대 여부’ 프레임에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과 관련하여, 원전확대로 전력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사(조선
일보, 동아일보)와,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절약을 통하여 전력사태를
극복하고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한겨레와 경향신문과의 전력사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시각차이가 원전확대 여부 프레임에서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에너지절약 강조’ 프레임에서는 전기에너지 분야의 평균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의 심각한 전력에너지 부족과
관련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이 프레임에서 전력에너지가 강조된 것
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석유 에너지원도 ‘에너지 절약 강조’ 프레임에서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중요에너지 자원인 석유에너지를 전량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대표적 에너지 수입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상 갈
수록 높아져 가는 석유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국가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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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수 있고 국민경제의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석유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긴박한 현실상황 때문에 ‘에너지 절약 강조’
프레임에서 석유에너지 관련 사설들이 많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 자원외교 필요’ 프레임에서 강조된 에너지원은 가스 에너지원
과 석유에너지원이다. 이는 자원개발의 특성상 타 에너지원과는 달리 해
외 탐사와 기술협력 등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원 개발항목은 주로 석유와
가스에너지원이고, 특히 가스에너지에 대하여는 정부와 기업들의 자원개
발 의지를 주로 볼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가스에
너지원과 석유에너지원이 ‘효율적 자원외교 필요’ 프레임에서 평균빈도수
를 높였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4> ‘국내 에너지 관련 언론프레임이 정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각 정권별로 프레임에
나타난 주제진술문의 평균빈도 분석결과 ‘원전확대 여부’ 프레임과 ‘에너지
절약 강조’ 프레임에서 통계적으로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에너지 정책개선’의 경우 노무현정부의 평균빈도수가 다소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교토의정서 발표와 고유가의 국제적 정세가 영
향을 주어 사설의 빈도횟수를 높인 것으로 생각한다.
‘원전확대 여부’ 프레임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비교적 높은
평균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온 국민
이 원전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었고, 두 정권에 거쳐서 지속
적으로 주장해온 원전확대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최고조에 다다르
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원전정책의 갈등기조가 결국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정
책의 근간이 되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의 비중이 논의되
었던 2013년도의 시기적 상황이 박근혜 정권시기에 언론보도 빈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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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인 결과로 보인다.
‘에너지절약 강조’ 프레임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지
원을 받아서 온 국민의 절약정신이 강조된 시기인 김영삼, 김대중 정권
에서 높은 빈도수를 보인다. “국가적 경제난” 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자
연스럽게 언론에도 반영되어 두 정권에는 에너지절약 프레임이 강조되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적 자원외교 강조’ 프레임 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평균빈도수가 다
른 정권과 비교하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초기부
터 우리나라의 빈약한 자원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부처와 공기업들
에게 자원외교를 강하게 주지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부처는 성과위
주의 자원외교를 추진하였고, 공기업과 기업들도 성급하고 무리한 자원
개발로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했던 시기였다.
이에 언론에서는 주로 과시적 자원외교를 비판하는 한편,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세련된 외교정책을 주문하게 되었고 공기
업과 기업에 대하여도 신중하고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원개발
노력을 요구한 점이 이 프레임에서 평균빈도수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총 222개의 국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사설을 분석한 결과, 네 개의 언론프레임이 형성되었고,
이 프레임들은 각각 ‘에너지 정책개선’, ‘원전확대 여부’, ‘에너지절약 강
조’, ‘효율적 자원외교 필요’로 이름 지었다. 이러한 언론프레임은 언론사
별, 에너지원별 및 정권별로 각각 차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으로도 정권별 평균을 비교한 ‘에너지정책 개선’, ‘효율적 자원외교 필요’
프레임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이 연구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우선,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언론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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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형성해 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선행연구에서 프
레임에 대한 연구 자료들은 많았지만, 국내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언론
프레임을 도출해 낸 연구는 최초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
한 내용이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결과가 아닌, 81% 수준의 신뢰도를 갖
는 코딩작업과 군집분석(Dendrogram)의 통계 프로그램의 결과로 얻어진
검증된 산출물이라는 점에서 언론프레임의 객관성을 더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짜임새 있는 이야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언론프레임
보도 분석을 통해 국내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언론사의 시각 차이와 에너
지 이슈 및 정권별 차이의 원인을 분석했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 으로서의 언론프레임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정책을 입안하는 시점부터 특히 많은 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언론프레임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 형
성을 이끌어 내어 갈등상황을 봉합할 가능성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전 에너지정책처럼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정책
을 수행할 때는 언론이 갈등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언론프레임을 통
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이 예상되는 문제
점들에 대한 타협과 논의의 장이 되어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낼 수 있다면 국가의 에너지정책 수행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고 생각한다.
한편, 이 논문결과에 따르면, 어떤 에너지주제와 관련해서는 언론사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정책수행의 효과
를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언론사간 갈등구조가 없었던 ‘에너지 절약 강조’ 프레임에서는
언론사의 성향과는 관계없이 4개의 신문이 거의 한 목소리로 정부의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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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범과 국민의 에너지 절약의 동참을 요구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이러한 언론프레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정책의 효과가 확
대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에너지정책 수행 시 언론프레임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
한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 에너지 정책의 목적달성에도 활
용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수행 기여도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정책 언론프레임이 국민의 언론형성에 미치는 정도를 측
정하는 연구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이와 같은 주장이 힘을 얻으리라 생각
된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발전방향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너지정책을 수반해야하는 정부와 에너
지공기업이 정책을 시행할 때 언론의 성향과 특성을 미리 파악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내에너지 정책에 대한 언론프
레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여러 연구문제로 살펴봄으로서, 국내에너지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의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에너지정책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이 논문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한계이
다.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계는 과연 에너지정책에 대한 언론
프레임이 구체적으로 수용자인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여론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데
있고 이러한 부족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향후에는 에너지정책
관련 언론프레임이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론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국민의 여론형성에 미치는 언론프레임의 영향이 실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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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어 에너지정책 언론프레임 연구가 에너지정책 수행에 더욱더
기여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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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국내에너지정책 관련 행렬표

- 63 -

- 64 -

- 65 -

□

Abstract

Analyze

the

media f rames

on

domestic energy policies.

Seng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of Public

Seoul

This

thesis

energy

is

aimed

policies.

Based

Chosunilbo,
four

media

to
on

Dongailbo,
frames

as

analyze
222

the

editorials

Hangyoreilbo

follow,

media

using

and

the

Administration

Nationl University

frames

on

MIn Kim

on

energy

domestic

policies

Kyonghyangilbo,

cluster

analysis

I

in

draw

technique

of

Lee Junwoong(2009).
The

first

frame

establishment
plan

to

nuclear
The

nuclear
plants
nuclear
that

extreme

power.

a

citizens
after
The

power

is

attend

to

frame

is

the

on

and

the

pros

we

serious

to

It

this

on

source.

need

the

issue

of

asks

long-term
such

as

for

energy

handling

nuclear

cons
build

on

the

more

of

This

expansion

nuclear

electricity

However,

dangerous

power.

cons

and

it

are

of

power
in

and

saying

could

be

sources.
energy

emphasizes

initiative

of

shortage

destructively
energy

and

frame

etc.

and

have

This

problems,

expansion

energy

emphasis

the government's
forth

is

characteristics.

should

a

consistent

reduction,

that

has

renewable

frame

enlightening

insist

of

a

crisis

questions

contrast

improvement.

of

energy

eco-friendly

nuclear

third

is

Korea

substitutable by
The

the

Pros

because

the

policy

greenhouse gas

frame

makes

energy

improvement

for

wastes,

the

the

and

prepare

second

shows

is

in

saving.

that

order

to

This

frame

companies
overcome

and

has

an

general

energy

crisis

and leadership.
effective

- 66 -

energy

diplomacy.

We

need

to

stop

get

the

energy

energy
As

In

showing

independency

result

of

frames, I

the

by

off

the

thorough

analyzing

could

second

obvious
wrote

for

performance

feasibility

but

analysis

endeavor
and

to

effective

diplomacy.

the

four

policy

find

frames

opposite

differences

statistically

about

views

supporting

the

to

opinions.

This

medias

on

these

meaningful differences.

nuclear

nuclear

among

power,

power

shows

Hangyoreilbo

while

the

Donga

showed

and

differences

Chosun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dias' stance.
In

the

frame

sources

of

were

improvement

strongly

expansion

of

administrations
the
and

government

two

nuclear

draws

the

that

of renewable energy

power

plants

ahead
was

was

and

with
the

attention

and it

reflects

the

made

Park

renewable
the

of

the

urgency

and

sources.
headlines

Geunhye.

nuclear-centered

nuclear

energy

incident

citizens

under

Domestically,
energy

at

on

the

policy

Fukushima.

the

safety

of

was reflected in the media.

media

frame

about

domestic

energy

policy

for

time.

this

paper

policies,

characteristics

Key

very

will

meaningful

be

very
the

frames

helpful

it

when

government
on energy

Domestic Energy,

Number :

since

analyzed

difference

in

and regimes.

because

of media

word :

Student

is

sources,

dissertation

energy

drew

plants

medias, energy
This

there

policy,

This

Myoungbak

pushed

factors

power

thesis

the first
Also

Lee

internationally

Those

This

nuclear

of

energy

emphasized.

need of change in the policy
The

of

Press

2013-22631

- 67 -

the

government

could

understand

policies.

Frame,

makes

Frame Analysis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