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에
관한 언론보도 프레임 연구
-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과
2007년 국민연금개혁을 중심으로 -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이 창 호

- ii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한 보
수언론사와 진보언론사의 논조와 프레임을 분석하여 언론의 시각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진보언론인 한겨레신
문, 경향신문에 나타난 359건의 사설을 내용 분석한 결과 보수언론과 진
보언론의 논조와 자주 사용하는 프레임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와 국
민연금개혁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보수언론은 개혁에 찬성하는 긍정적 논조가
진보언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대립갈등 프레임과 정치이슈화 프레
임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진보언론은 개혁에 반대하
는 부정적 논조가 보수언론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문제해결 및 모색 프
레임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연금개혁의 경우 보수언론은 개혁에 찬성하는 긍정적 논조가 높
게 나왔으며, 대립갈등 프레임, 정치이슈화 프레임, 경제적 영향 프레임
을 주로 사용하였다. 진보언론의 경우 한겨레신문은 개혁에 반대하는 부
정적 논조가 높은 반면 경향신문은 보수언론과 비슷한 비율로 개혁에 찬
성하는 논조를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와 동일하게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경향신문은 정치이슈화
프레임, 대립갈등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개혁 관련한 언론논조와 프레
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논조와 관련해서는 정치이슈화 프레임
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중립적 논조와 관련해서는 문제해결 프레임,
정치이슈화 프레임 순서로 많은 사용빈도를 보였다. 부정적 논조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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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문제해결 프레임의 사용빈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립갈등
프레임, 정치이슈화 프레임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수언론은 일관적으로 연금개혁에 대해 신자유주
의적 개혁 방향으로 사보험이라는 관점에서 개혁에 찬성하였다는 점과
진보언론은 사회복지적 개혁 방향으로 공공제도의 관점에서 개혁에 반대
하거나 또는 중립적인 성향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보수성향의 언론사는 대립갈등 프레임과 정치이슈화 프레임을, 진
보성향의 언론사는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 것을 확인하
였고, 국민연금개혁의 경우 보수성향의 언론사는 대립갈등 프레임을, 진
보성향의 언론사 중 경향신문은 문제해결 프레임을, 한겨레신문은 정치
이슈화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연금개혁, 대립갈등프레임,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

학

번 : 2016-2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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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연금제도에는 민간기업 책임 하에 운영되는 민간연금과 국가 책임
하에 운영되는 공적연금이 있다. 민간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민간보험
회사의 연금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는 계약이라는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반면 보험자와 피
보험자의 관계가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원리에 운영
되는 장기소득보장시스템, 세대 간 부양, 정치시스템이라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공적연금의 사회보험원리는 사회 연대성의 원칙과 보험의 원칙을 접
목한 것으로 자신의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혜택을 받는 급여비용 등
가원칙에 재분배 차원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보장을 실
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적연금은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해 공동
대처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장기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다. 이러한 장기성 보험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속가능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연금급여의 적절성, 세대 간 형평성
이 갖추어져야 한다(최재식, 2016).
일반적으로 사적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만기가 되었거나 퇴
직했을 때 되돌려 받는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공적연금은 세
대간 부양이라는 특수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본인이 납부
한 보험료는 퇴직 후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 당시의 퇴직세대에
게 연금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며, 나중이 본인이 지급받게 될 연
금은 미래의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기여를 통한 적
립행위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기 위한 것으로 본인이 납부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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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돌려받는 민간보험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적연금제도는
‘내는 돈과 받는 돈’간의 인과성이 약한 문제를 안고 있다(최재식, 2016).
이처럼 공적(公的)연금제도 민간연금의 자기책임원칙과는 달리 ‘내는
돈과 받는 돈’간의 약한 인과성, 즉 세대간 부양시스템으로 인한 세대
내·세대 간의 재정이전으로 연금갈등은 불가피하다. 국가의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사회적 연대성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내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적연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정부와 국민과의 갈등, 여
당과 야당과의 갈등, 정부와 국회와의 갈등, 세대간 갈등 등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
한데, 갈등국면에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은 국민들에게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알리면서 갈등을 야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함의를 도출
시키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갈등해결을 위한 대한을 제시
하는 것이다(김동규, 2000).
그러나 사회갈등에 대한 언론보도는 특정쟁점을 가시화하고, 지지하
는 주장이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으며, 특정인의 주장을 인용하거
나 강조하여 특정지지자를 현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한동섭, 2000). 이러한 언론사의 경향은 소유구조, 시장관계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우리나라 언론의 경우 상대적으로
언론사의 취향에 따라 사회문제 등을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다루는 경
향이 두드러진다(김형기, 2002).
최근 이러한 공적(公的)연금제도의 갈등보도의 최근 사례로는 2007
년의 국민연금개혁과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들 수 있는데, 노후보장
과 직접 연결되는 공적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전달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두 연금개혁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정책 자체의 정확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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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효과에 대한 정보전달에 집중하기보다는 공무원집단-일반국민, 정부정당 및 정당 간 대립과 갈등을 부각시키고 정치 이슈화하는 측면이 있
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언론이 최근 이슈가 되었던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에 관하여 어떠한 시각과 틀로써 바라보고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프레임이론을 연구 틀로 하여 우리나라 주요 언
론사들이 어떠한 프레임으로 공적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하는지, 또한 보
수언론사와 진보언론사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조와 보도 프레임이 다른지와 논조와 프레임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적연금개혁에 대한 담론과 시사점을 찾아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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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제 1 절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우리나라의 공적(公的)연금은 특수직역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있고,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퇴
직연금제도가 있다.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가 있고, 별정우체국 직원을 위한 연금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특수직역연금제도와 국
민연금제도간의 가입기간 연계를 위한 공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특수직역 연금제도를 시작으로 점차적으
로 확대 시행되어 국민연금제도까지 확산되었다.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
가 제일 먼저 도입되었고, 1963년 군인연금제도가 공무원연금제도로부터
분리되었다. 1975년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1982년에
별정직 우체국직원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와서야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제
도의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다(최재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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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4대 공적연금제도 운영현황
(2014년 말 기준)

구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교원연금

국민연금

가입

국가·지방

장기부사관

사립학교교원

18세~60세

대상

공무원

·장교

·사무직원

국민

보험

국가 9% ＋

국가 7% ＋

국가·법인 9%

사용자 4.5%

료율

공무원 9%

군인 7%

＋ 개인 9%

＋ 가입자 4.5%

가입자

108.1만 명

18.3만 명

28만 명

2,113만 명

수급자

39.6만 명

8.2만 명

5.3만 명

359만 명

(부양율)

(36.6%)

(44.8%)

(18.9%)

(16.9%)

8.5조원

1.0조원

14.9조원

469.8조원

적립
기금

제 2 절

공적연금제도 개혁과정

1. 공무원연금개혁 과정
1960년 우리나라 공적연금 중 최초로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지금
까지 공무원들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해오고
있었으나 공무원연금 제도 실시 후 약 5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사회·경
제적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고, 제도의 특성상 부담보다는 급여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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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수급구조가 장기간 지속되어 연금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 내부의 수급구조 문제와 고령화 등이 겹치면서
1990년대 이후 재정문제가 가시화되었으며, 1995년, 2000년, 2009년 3차
에 걸친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정
책과제로 남아있게 되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자 문제가 처음 제기된 시기는 1993년이다. 제
도 도입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저부담 고급여의 수급 구조 하에서 연금
수급자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연금수입보다 연금급여 지출액이 약 400
억원 더 커지게 되어 연금기금에서 적자를 충당하게 되었다. 적자액은
1994년 1,831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6,385억 원으로 증가하였
다. 이 금액은 그 해의 기금운용수익 5,466억 원 보다 더 많아 연금기금
이 최초로 잠식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1995년 재정안정화를 위한 주요 개혁 내용으로, 종전 보수월액 대비
11%(정부 5.5%, 공무원 5.5%)이었던 보험료율을 15%(정부 7.5%, 공무원
7.5%)로 인상하였고, 지급개시연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정이후 신규공무원
에 대해서는 60세 또는 정년 퇴직시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1995년 개혁으로 재정악화의 속도가 단기적으로 조금 완화되기는 하
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시행한 1998년 정부의 구조개혁으로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하여 연금재정의 지출규모가 대폭 증가하였다. 1997년 당
시 6조 2천억 원이었던 연금기금은 2000년에 1조 2천억 원으로 크게 감
소하였고 2001년에는 기금이 전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도개선과 연금재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상황 하에서 2000년 12월 30일 공무원연
금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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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주요 개혁 내용으로는 7.5%였던 보험료율을 8.5%로 인상하
였고, 연급급여 인하를 위하여 연금산정 소득기준을 최종보수 기준에서
최종3년 평균 보수 기준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매년도 연금재정 적장
에 대한 정보보전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의 퇴직시 최종보수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연금급여 인하 효과가 미미하였다. 결국 2000년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의 1%P 추가부담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첫째, 연금급여를 산정하는 소득 기준을 기본
급과 정근수당만을 기초로 하는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 총소득에 해당
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연금산정 기준 보수를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소득’으로 개정하였다. 셋째,
재정이후 신규공무원의 연금지급률을 종전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
월액 2.1%에서 1.9%로 낮추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
향조정하였다. 그러나 기대권 보호를 위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개
정 전 법에 따라 종전의 급여산식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연금급여 감액
효과는 미미하였다(최재식, 2016).
2009년 개혁 이후 연금적자 즉 정부보전금은 개혁 첫해에 감소하였
으나,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2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2009년 개혁이 재정개선 효과가 미미한 무늬만 개혁이었다는 비판과 함
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개
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언론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2013년 초반부터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요구하는 언론보도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하반기에는 정부의 셀프개혁이 아닌 국회와 전
문가 중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공무원연금 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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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에 대한 우려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은 2014년 초에도 지속적
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
하고, 주요과제로 공무원연금개혁을 포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
다. 특히 2015년부터는 공공·노동·교육·금융 4개 부분에서의 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중 공무원연금개혁을 공공부분 개혁의 핵심과
제로 선정하였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개별 단체별로 활동을 이어가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개혁이 가시화되자 2014년 5월 29일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
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등 50여개 단체가 연합한
「공적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을 결성하고
공무원연금개혁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공무원단체 최대 조직인 ‘공노총’과 ‘전공노’는 2014년 2월과 2014년
7월부터 각각 100억 투쟁기금 모금 운동에 나서는 한편, 새누리당 당사·
청와대 등에 항의방문하거나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투쟁 수위
를 높여나갔다. 같은 시기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에서 「한국연
금학회」에 정책대안을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의
계기가 되었다.
2014년 9월 22일 한국연금학회가 주관하여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토
론회가 공무원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나,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방안
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당·정 협의를 거쳐 2014
년 10월 17일 ‘정부 검토의견’을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는 2014년 10월
24일부터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전국 각 권역별로 공무원과 국민들
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권역별 국민포럼을 총 8회 개최하였으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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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한편, 새누리당은 ‘연금학회안’과 ‘정부 검토의견’을 기초로 2014년 10
월 28일 당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의원 전원이 서명한 가운데 「공무
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던 종전 방
식에서 벗어나 여당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거 정부입법의 셀프개혁의 비난 해소를 위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
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새누리당안에 대한 ‘공투본’측의 반응은 매우 격렬하였다. 2014년 11
월 1일 ‘공투본’은 여의도에서 일부 야당의원과 양대 노총위원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공무원연금개혁이 공론화된 후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 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약 10만여 명의 조합
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공투본’은 선순환 복지국가를 위한 범국민 대책기구
를 구성하여 복지국가가 아젠다를 마련하고, 공공분야 민영화 시도 지속
시 정부 불신임 선언 및 거리투쟁에 나설 것이며, 향후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기구로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명분으로 한 공무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 와 여당은 2014년 국회에서 ‘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해
여·야,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등 각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
여한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논의하고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대타협기구’의 구성 방식과 법적 구속력 등에 대해 여·야는 12월 23
일 여·야 동수 14명으로 ‘연금 특위’와 여·야 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공
무원단체, 정부 총 20명으로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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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연금 특위’는 12월 29일부터 100일간 일정으로 운영되고 1회에 한해
25일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활동기한
을 2015년 5월 2일까지로 하고, ‘대타협기구’에 보고한 개혁안을 의결하
도록 하였다.
’연금 특위’는 활동이 종료되는 2015년 5월 1일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하
여 5월 2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
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개혁안의 내용이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비
해 크게 미흡하다며 아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는 비난을 연일 보도하
는 등의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연금 특위’에서 처리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이번 개혁안이 미흡한 측면은 있으나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그
나마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5년 5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렇게 공무원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연금 특위’와 ‘대타협기구’에서
여·야 의원,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대표가 모두 참여한 가
운데 2014년 12월 29일 구성되어 5월 2일까지 125일간 공식·비공식 90여
차례 논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5년 5월 2
일 ‘연금 특위’ 전체회의와 2015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
부에 이송된 개정안은 6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22일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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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무원연금제도 주요 개정 내용
연도

주요 개정 내용
⦁ 기여금 인상과 부담금 : 5.5% → 7.5%

1995년
개정

⦁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연금지급개시 연령 도입 : 60세
⦁ 퇴직연금수급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유족연금 1/2 제한
⦁ 재취업시 연금지급 정지 대상기관을 모든 정부투자기관으로
확대
⦁ 기여금 인상과 부담금 : 7.5% → 8.5%

2000년
개정

⦁ 95년 이전 임용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개시 연령 확대
⦁ 연금수지 부족액 정부보전제도 신설
⦁ 소득심사제도 도입 : 일정소득이 있을시 연금감액
⦁ 매년 연금인상 방법 변경 : 보수연동제 → 물가연동제
⦁ 연금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
* 보수월액 : 총소득 평균 65% 수준

2009년

⦁ 기여금과 부담금 인상 : 보수월액 8.5% → 기준소득월액 7.0%

개정

⦁ 연금산정 기준보수 변경
: 퇴직전 3년 평균보수 →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소득으로 변경
⦁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연금지급 개시연령 65세로 상향 조정
⦁ 기여금과 부담금 인상 : 7% → 8%(’16) → 8.5%(’18)
→ 9%(’20)

2015년

⦁ 연금지급률 20년간 단계적 인하 : 1.9% → 1.7%(’35)

개정

⦁ 65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96년 이후 임용 공무원까지
단계적 확대
⦁ 유족연금액 인하 : 퇴직연금 7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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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지급 정지제도 강화
: 선거직, 정부전액 출자기관 재취업시 전액 정지
⦁ 퇴직연금 산정시 소득재분배 도입
: 지급률 1.0%에 대해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분배 적용비율
⦁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 : 33년 → 36년
⦁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분할연금제도 도입
⦁ 비공무상 장해연금 도입

2. 국민연금개혁 과정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와 급여율 60%가 유지될 경우 2034년까지 적립
기금은 계속 증가하지만 2036년 이후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47년
에는 기존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려로 보건복지부는 재정안정화 개선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비판 여론으로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16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국민연금개정안은 자동폐기 되었다.
그 후 2004년 5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국민연금 8대 비밀’
이라는 글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점차 확산
되었고 이는 안티국민연금 파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연금관
리공단의 적극적인 해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4년 6월 촛불시위가 개

- 12 -

최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반대 운동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사회적 요구는 더욱 확대되어 갔다(경향신문 2004. 6. 3.)
이에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17
대 국회 개원 후 16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 재정안정화에 중점
을 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였고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인상하고 보험급여를 현
행 소득대체율 60%에서 50%로 인하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노동계, 시민단체 등
에서는 정부의 재정추계의 문제점과 사각지대의 방치에 대한 비판이 들
끓었고, 한나라당은 공청회를 거쳐 국민연금을 이원화하여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고 각각의 급여율을 20%로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한편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도 정부안을 수정한 대안을 발
의였는데, 주요 내용은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보험료 인상은 2008년
재정재계산 이후로 연기하고 급여율 인하만을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었
다.
2004년 11월부터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해하였으나, 재정안정화를 중시하는 여당과 사각지대 해소를
우선시하는 야당의 대립 속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정부와 집권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
다. 당시 집권당이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가까스로 과반을 확보한 수준
이라서 정부·집권당이 주도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불안정한 구조였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시급성
에도 불구하고 2006년 2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본격
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임유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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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
금을 도입하여 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2009년 9%로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7년 12.9%까지 인상하
고자 하였으며, 연금급여는 2030년까지 40%로 인하하는 대신 기업연금
을 활용하여 퇴직 전 소득 70~80% 수준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
이었다. 그래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야당 및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일부분 반영한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했
다. 그 내용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면
서 보험료는 현행 9%를 유지하고, 65세 이상 노인 60%를 대상으로 국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월 10만원을, 일반 노인에게
는 월 7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도 노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민주노동당안은 국민연금 급
여수준을 현재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등급 3
급 이상 장애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었다.
2006년 11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표결에서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부
결된 반면, 열린우리당의 수정안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가결
되었다.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 실패로 소
위원회로 다시 회부되었다. 열린우리당은 회기내 처리를 고수하면서 한
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재수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
과하였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보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시켜버림에 따라 더 이상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였다(제262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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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6일 한국사회보장학회의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시작되었다. 토론회에서 유시민 장관의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민연금개정안이 지고지선한 개혁안은 아니지만, 현실적 제약조건
아래 가장 좋은 안’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주장에 한나라당 역시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것을 밝히면서 개혁 논의가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연합뉴스 2007.2.27.).
2007년 4월 2일 본회의에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과 한나
라당-민주노동당의 수정대안이 표결에 붙여졌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국
민연금법 개정안의 부결에 따라 부수 법안인 기초노령연금법안의 표결도
미루어졌어야 했으나, 당시 국회의장은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다. 한나라당은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국민연금개혁
에 비판을 하면서 단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기초노령연금의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하였다(제26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2007.4.2.).표결 결과 한나라당의 기초노령연금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나,
정부·여당의 개정은 가결되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부수적으로 추진되었던 사각지대 해소차원의 기초연금만 도입되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사회여론의 악화로 여야는 국민연금
의 보험료율을 현행 9%를 유지하며, 급여율을 현재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인하하여

2028년 이후 최종

적으로 40%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부터 65
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대해 근로자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로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
는 것에 합의하면서 마침내 2007년 7월 3일 본회의에 ‘국민연금법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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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국회를 통과
하였다(임유진, 2015).

<표 3> 국민연금제도 주요 개정 내용
연도

주요 개정 내용
⦁ 보험료율 현행 유지 : 9%

2007년

⦁ 급여율의 단계적 인하 : 50%(’08) → 40%(’28) * 매년 0.5% 인하

개정

⦁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 : 2자녀 이상부터 가입기간 추가 인정
⦁ 군복무 크레딧 제도 도입 : 6개월 가입기간 추가 인정

3. 소 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퇴직 후 소득보장이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정책목적을 추구하나, 양자의 차이는 존재한다. 공무원연금은 재직시 저
임금에 대한 보상이 가미된 ‘퇴직연금’적 성격이 있어 ‘노후보장, 퇴직금,
후불임금’의 성격이 가미된 종합 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국민연
금은 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김연명(2004)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언론의 보도 성향에 대한 연구에
서 보수언론사와 진보언론사의 입장 차이를 밝힌 바 있다. 즉, 보수언론
은 미래에 닥칠 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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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보였고, 진보언론은 연금액 인하가 국민연금을 용돈 연금으로 만
들 것이라며 연금액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언론의 입장 차이는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이 신자유주의적
개혁 방향과 사회복지적 개혁 방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을 세대 간 부양이라는 공공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사보
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자리 잡
고 있기 때문으로 언론사별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뚜렷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도 보수언론은 신자유주의적 개혁
방향에서 사보험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지, 진보언론은 사회복지적 개
혁 방향에서 공공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연금재정악화라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개혁이 이루어진 공
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 상황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은 수용자에
게 일관된 창을 제공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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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언론매체의 뉴스보도는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뉴스 보도를 통해 사회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평가나 판단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창(窓)의 역
할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본인 직접 경험하는 세
상 외 나머지 세상은 언론매체가 구성한 세상을 간접 경험하게 된다. 그
래서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창은 대중들이 간접 경험하게 되는 세상을 구
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창
(窓)은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항상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언
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재구성
된 틀을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용자에 대한 영향 또한 달라
지기 마련이다.
이런 언론매체에 의하여 재구성된 틀은 대중들의 간접경험의 기회를
독점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현실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다. 이러
한 현상에 대해 Mutz는 ‘비개인적 영향력(impersonal influence)’라고 규
정하여 미디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수용자에
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Mutz, 1998).
이와 같은 언론매체의 재구성된 틀로 구성되는 현실에 대하여 언론
학에서는 매체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역사
적 맥락이나 해석 과정을 통하여 수정되고 재구성된다는 구성주의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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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그 연구와 관련하여 언론이 수용자에 대
한 영향에 관한 연구 중 뉴스프레임 분석이 있다(양승목, 1997). 이러한
프레임은 ‘틀’, 프레이밍은 ‘틀짓기’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자
마다 프레이밍 효과, 뉴스프레임, 미디어 프레이밍, 틀짓기 등 다양한 단
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람마다 사물을 바라보거나 해석할 때 사용되는 준거 틀과 스키마
가 다르며, 누구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화 관점을 이용하여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다(정인숙, 2013).
사회적 사건에 대한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뉴스프레임은 정치나 갈등
의 영역에서 뉴스텍스트의 생산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주로 발달했는데
대표적 연구자로 Tuckman과 Gitlin을 들 수 있다.
Tuckman만은 언론매체가 뉴스제작 과정에서 뉴스를 선택하거나 배
제하여 재구성한 사회적 현실을 통해 수용자들의 인식을 특정한 방향으
로 틀짓기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Tuckman, 1978). Gitlin은 뉴스프레이
밍을 현실 인식, 해석 및 제시, 강조 또는 배제에 대한 지속적인 패턴이
며 이 패턴에 통해 언어적·영상적 담론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Gitlin,
1980).
Entman은 틀짓기(Framing)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Tuckman과 Gitlin
의 연구를 발전시켰다. 그는 프레임(frame)을 ‘인식된 현실의 특정 측면
을 선택해 텍스트 안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Entman, 1993). 이는 프레임이 단순한 현상의 반영이 아니라 사회현
실의 구조적 재현이라는 것을 내포하는데 이러한 프레임의 반복적 사용
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수용자들의 인식에 영향력
을 끼친 이슈나 쟁점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다는 것이다(McLeod &
Detender, 1998). 뉴스 프레임은 언론사가 강조하고 싶은 특정 사회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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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덜 강조하고 싶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보도 성향으로 언론사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
기를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레이밍을 통해 현실의 특정 측면을 부각시켜 이를 받아들
이는 수용자는 특정 정보에 더 주목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수용자는 특정 정보에 더 주목하고 기억하게 된다고 하였다
(Entman, 1993). 결국 특정 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방식에 따라 수용자
의 해석이 달라지므로 단기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준웅, 1997).
프레임과 관련한 이전의 논의를 바탕으로 Scheufele는 프레임을 사
회적 현실 구성 프레임, 미디어 프레임 및 수요자 프레임, 그리고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로서의 프레임으로 구분하면서 프레임의 구성에 영향을 주
는 세 가지 요인으로 언론인, 언론사의 유형과 정치적 성향, 언론사 외부
의 요인을 들었다. 언론인의 개인적 이념과 가치관 등이 프레임에 영향
을 미치며, 언론사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프레임에 절
대적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언론사 외부의 정부, 정치인, 이익단체
등이 언론의 프레임 구성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특히 정치권력이 언론에
압력을 행사하여 프레임의 조작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 재생산
을 시도하는 행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Scheufele, 1999).
이처럼 뉴스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뉴스에 대한 개인의 해
석과 의견이 달라지는 효과, 즉 언론의 프레이밍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
였는데, 뉴스의 내용보다 뉴스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이 개인의 의식,
해석, 의견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이준웅, 2005).
결국 뉴스 프레이밍 효과의 핵심은 동일 사건이나 이슈라 할지라도
뉴스 프레임에 따라 그 내용의 관점과 논리, 그리고 결과에 대한 함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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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구성되며 그에 따라 뉴스 수용자의 사고와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
이다. 특히 사회 내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뉴스 프레임
변화는 뉴스 수용자의 해석과 의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제 2 절 언론 보도 프레임에 대한 선행연구

행정학 분야에서는 주로 정책 갈등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경우들에
있어서 프레임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미디어의 역할, 이
해당사자들이 주장하는 프레임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행정학 분야의 프레임 연구를 크게 정책·제도와 관
련된 프레임 연구, 사회적 문제·현상·이슈와 관련된 프레임 연구,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프레임 연구로 구분해 보았다.
먼저 정책·제도와 관련된 프레임 연구로는 우지숙·최정민(2015)은 공
기업에 대한 언론사 사설의 프레임을 분석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공기업 문제점 강조’, ‘강력한 개혁 추진’, ‘정부/정권의 낙하산인사 책임’,
‘민영화/매각 신중론’, ‘공공성 강조’ 등 다섯 개의 언론 프레임이 자주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기업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언
론과 보수언론의 차이보다는 각 언론사의 개별적인 차이가 더 컸으며,
보수정부시기와 진보정부시기의 차이보다는 각 정부시기가 가진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 의해 언론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과 언론사 간에 공기업
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다는 점을 발견
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평가란 제도에 대하여 경영평가 실사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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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를 질적 특성과 양적 특성으로 구분한 통
계기초 자료를 이용하여 경영평가 종합점수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에서 기사의 질적 특성은 기사내용이 주요사업인 경우에
만 주요사업 비계량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황
영경, 2014).
2008년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관련하여 이재진·유승관(2010)은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헌법소원으로 효력이 정지하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연
구에서 보수성향의 신문은 야간집회에 대하여 주로 폭력성 우려 프레임
을 통해 야간집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하였고, 진보성향의 신문은 대
항 프레임을 통해 야간집회에 대해 옹호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을
파악하였다. 결국 야간집회와 관련하여 신문사들은 몇 개의 프레임을 사
용하고 있지만 지배적인 프레임이 신문사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언론프레임을 군집분석 형성방식을 사용하
여 에너지 정책개선 프레임, 원전확대 여부 프레임, 에너지절약 강조 프
레임, 효율적 자원외교 필요 프레임을 찾아낸 연구도 있다. 이 프레임 중
보수언론은 원전확대에 찬성하는 프레임을 사용하는 반면 진보언론은 반
대하는 프레임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밝혀냈다(김승민, 2014).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에 대하여는 최자은·박정수(2014)가
언론보도 내용분석을 통하여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은 소프트
웨어적 개혁중심, 자율 및 책임강조, 조직 및 인사관리 중심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 개혁정책이 상당부분 역대
정부와 유사하다는 점을 밝혔다.
최정규(2012)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보수언론사인 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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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동아일보, 진보언론사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
을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향신문을 제외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은 특정 아젠다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프레임의 차이를 분석한 최정규의 ‘전력산
업 구조개편에 대한 언론보도 연구’처럼 심흥식(2013)은 보수언론인 조선
일보와 진보언론인 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한미 FTA 협상 시작부터 발
효까지 전 기간 동안의 사설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
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상반된 프레
임으로 대립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권지현·안차수(2016)도 보수언론사와 진보언론사의 사설과 칼럼
에서 나타난 4대강 사업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는데, 진보언론사의 보도
프레임 특성은 민주적 절차 요구 프레임과 생태환경 피해 프레임이었고,
보수언론사의 보도 프레임 특성은 갈등유발 프레임과 무보도 프레임이었
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갈등만 강조하여 갈등 주체들 간의 다툼으로
몰고 가서 4대강 사업에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갈
등유발 프레임과 국민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서 사회적 관심을 줄
이는 무보도 프레임을 사용한 보수언론사의 보도태도에 대해 갈등을 해
소하고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강예린(2017)은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과 관련한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프레임을 비교 연구하여 진보언론사가 보수언론사보다 기초
연금제도에서 대립갈등 프레임과 정치적 이슈 프레임을 더 자주 사용되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사회적 문제·현상·이슈와 관련된 프레임 연구로 곽정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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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웅(2009)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언론 프레
임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김대중 정부시기에는 상황귀속, 인권
보장, 체제개선, 사회통합 순서로,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인권보장, 상황귀
속, 체제개선, 사회통합 프레임 순서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여 언론사와 정
부시기별로 주로 사용되는 프레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의 주요 신문들이 강간 범죄라는 사회적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우
리나라 신문은 강간 범죄를 보도함에 있어서 일화적 프레임이 주제적 프
레임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나타났으며, 전체 강간보도 중
피해자에게 책임을 귀인 시키는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확
인하면서 우리나라 강간보도에 나타난 성차별의 특성은 적대적인 것보다
는 온정적인 것이 지배적이라고 하였다(이상률·이준웅, 2014).
황성욱·이병혜(2010)는 저출산 관련 언론 보도의 프레임이 어떻게 현
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수언론(조선일보, 중앙일보)과 진보언론
(한겨레, 경향신문)의 신문내용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진보신문은 주제
중심적 보도보다 사건 중심적 보도를 더 많이 하였고, 도덕성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보수 신문은 인간적 흥미 프레임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언론의 식품 안전 관련 보도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내용분석
을 통한 연구에서는 정부부처 기관과 식품산업이 주 정보원으로 이용되
고 있으며, 의학 전문가나 소비자 집단은 정보원으로 미미한 역할을 하
고 있고, 사건에 대한 발생 경위, 피해 내역 등 객관적 보도에 중점을 두
는 사건중심 보도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김은이·반
현, 2010).
가축전염병으로서의 구제역을 보도함에 있어 우리 언론이 어떠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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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양태를 보여주는지 분석한 연구에서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핵심
수행자인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프레임 분석 결과 조
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 사건중심 프레임이 가장 많았지만 한겨레신문
이 조선일보에 비해 주제 중심 프레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실을
확인하였다(양기근, 2012).
김형주(2013)는 한국재난뉴스에 나타난 틀을 살펴보고 재난뉴스를
만들게 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전형화와 전략적 의례가 프레이밍 과정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 재난뉴스는 인재
(人災)론의 틀을 미리 정하고 취재에 나서는 주객전도의 전형화가 재난
이 벌어질 때마다 관행적으로 확대 재생산됨을 확인하였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위험보도의 특성과 보도 프레임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한 연구에서는 미세
먼지 보도는 미세먼지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단순한 내용
전달이나 대응요령을 언급하는 수준이었고,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중국에
가장 높은 원인 귀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프레임 중 개인적
대응이 가장 강조됨으로써 원인과 결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
였다(김영옥·이현승·장유진·이혜진, 2015).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언론프레임 분석
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전반적으로 도덕성 프레임과 문제해
결 프레임, 국가책임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언
론사별로는 조선일보는 기업의 도덕적 책임, 이해주체들 간의 갈등, 금전
적 보상 관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국가
적 책임에 대한 보도에도 비중을 할애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언론사별로 사건 진행 과정과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관점이 다름을 확
인하였다(김현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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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적 갈등상황에 대한 언론프레임 연구로는 양정혜
(2001)의 의료분쟁에 대한 신문 프레임을 내용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정부는 의료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갈등 해결에 무능
한 일면도 있지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주체로 묘사한 반면 의
사들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존재로 묘사한 언
론은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처방책들을 교환하기 위한 논쟁의
장을 형성하기보다는 기존체제를 옹호하는 갈등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 언론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언론은 바람직한 사회변동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기존 질서나 권력집단의
옹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을 띤다고 주장하였다.
이상률·이준웅(2014)은 뉴스 프레임 간 경쟁 양상을 검토하고, 프레
임 경쟁 수준에 따라 언론의 보도변화를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언
론은 프레임 경쟁기에 언론은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론장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수행하나 갈등적 사안이 전개되면서 언론은 독립적이
고 균형적으로 프레임을 제시하기보다 특정한 프레임을 강조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적연금개혁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상황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가 있다. 먼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영준·장현주·권
태형(2016)은 담론분석을 적용하여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여러 행위
자들이 지닌 담론의 변화와 경쟁을 통해 연금개혁의 주요 프레임이 무엇
인지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담론네트워크분석을 통해
5개 주요 일간지의 기사에 나타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정책행위자들의
진술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개혁 신중론’. ‘개혁 기피론’, ‘개혁 속도론’,
‘구조적 개혁론’의 5개 프레임을 도출하여 프레임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
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혁 반대진영에서 유리하게 변화하였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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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이유는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참여한 의사결정기구 내에서 협상과 합의가 불가피했고, 국회 내
에서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 의결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부담이 지배행위자였던 여당의 추진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상대방의 관
점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이들의 프레임도 리프레이밍(reframing)되었
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김연명(2004)의 국민연금법 개정과 언론
의 보도 성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보수언론사와 진보언론
사 간에 연금보도에 관한 입장의 차이를 밝혔는데, 연금급여와 보험료
수준 조정이 쟁점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보수언론인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미래에 닥칠 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진보언론인 ‘한겨레신문’과 ‘문화일보’는 연금액
인하가 국민연금을 용돈 연금으로 만들 것이라며 연금액 인하에 반대하
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였다. 연금개혁에 대한 이러한 언론의 입장 차이
는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이 신자유주의적 개혁 방향과 사회복지적 개혁
방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세대 간 부양이라는 공공제
도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사보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
인가 하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언론사별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뚜렷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주
장하였다.
그 외 공적연금개혁과 관련한 연구는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정창률, 2015), 공무원연금 개정이 재정건전성 및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대철·박승준, 2016),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의 평가와 향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이용하, 2015년), 공무원
연금의 개혁과 정책적 쟁점에 대한 연구(권혁주·곽효성, 2006), 공무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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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법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최재식, 2008), 공무원연금개혁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2012, 박지홍), 국민연금의 합리적 역할과 발
전 과제에 대한 연구(김진수, 201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과 세대
간 형평성 분석에 대한 연구(김대철, 2013),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공적
연금의 노후소득수준 변화에 관한 연구(오신휘, 2012) 등 공적연금에 대
한 재정·제도와 관련된 연구만 다수 존재할 뿐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갈등상황, 정부정책,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언론
프레임을 분석한 연구와 공적연금개혁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한 결과 공
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성향에 대한 비교연
구는 전무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사는 어떤 창을 제공하여 수용자
에게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을 바라보게 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언론이 어떠한 논조와 프레임으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
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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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문제

공무원연금의 경우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불균형 수급구조의
장기간 지속으로 연금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3~40
년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연금급여를 삭감하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을 이해당사자로 하고 있는 반
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라는 일정 범위의 특수 신분을 가진 집단을 대
상으로 하고 있는 점과 재정적자의 도래시기에 대한 차이점은 있지만 복
지축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양상이라는 큰 틀에서는 의미를 같이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 같이 복지축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양상이
란 점은 유사하지만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서로 다른 갈등상황을 주요 언
론들은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답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언론의 논조는 어
떠하였는가?

[연구문제 2]
(2-1) 연구기간 내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기사의 언론사별 보도 프레
임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2-2) 연구기간 내 국민연금개혁 관한 언론사별 보도 프레임은 어떤 특
징을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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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당기간 동안 두 개 사안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언론프레임의
특성과 차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언론의 논조와 프
레임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제 2 절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뉴스 프레임의 구성과 변화는 미디어의 유형이나 미디어
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Scheufele, 1999:115)는 선행연구
에 따라 각각 다른 보도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4개 종
합일간지 사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문사간 프레임 차
이를 보기 위해 기존의 연구(이건호·고흥석, 2009; 고영신, 2007; 박기수,
2011)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를 대상으로 하였고, 진보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 내 지면에 실린 사설 전
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공무원연금개혁 및 국민연금개혁의 제목이
나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검색하였다.
기사 검색은 각각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였고 검색된 기사들
중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가 단순히 제도를 언급만 하고 있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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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공무원연금개혁
223건, 국민연금개혁 136건으로 총 359개의 사설을 수집하였다.
각각의 기사수집 대상이 되는 연구기간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과제로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2014년 2월 25일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
의 한 달 후인 2015년 5월까지(2014년 2월~2015년 5월)를 연구대상기간
으로 설정하였다.
국민연금개혁의 경우에 2003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2003년 10월부터 여야합의
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의 한 달 후인 2007년 8월까지(2003년 10월~2007
년 8월)를 연구대상기간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이상에서 수집한 359개의 사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와 국민연금개혁의 사설의 논조 관련하여
양자 모두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신문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개
혁과 국민연금개혁의 경우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논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사설 전반의 논조를 대상으로 하되, 일부분만 나온 경우 해당 정
책을 설명한 부분을 중심으로 제목을 함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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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사 논조
• 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상세 보도 혹은 홍보하는 경우
•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지지하는 코멘트가 있는 경우
긍
정

• 개혁의 해석이 정책에 동조적이거나 제목에 긍정적인 해석이
들어간 경우
• 개혁안 신속한 처리 촉구

중

•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 의견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립

• 판단이나 해석이 없고 양쪽 정보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
• 정부나 정치권의 신속한 개혁안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

부
정

• 개혁에 부정적이거나 제목에 부정적인 해석이 들어간 경우
• 신속한 개혁보다 사회적 합의·대화가 중요하다고 보는 경우
• 공적연금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경우

코더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양의
자료를 읽으면서 자신의 관점을 변경하거나 선호가설을 선택적으로 지지
하는 경향이 있다. 내용분석의 경우 연구과정에서 모든 분석 단위가 동
등하게 처리 되어야하며, 해당 분석이 누가, 언제, 어디서 수행되는지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내용분석 측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자 이외의 코더들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
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krippendorff,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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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측정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공기업정책학 전공자 1
명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코더간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연구 대상이
되는 총 359개의 신문사설 중 약 30%인 110개의 사설을 무작위로 추출
하여 코더 본인을 포함한 2명이 코딩하였다. 사설의 종류와 같은 비교적
객관적 성격의 항목을 제외한 논조 및 7개 프레임 항목에 대해 측정하였
고, 각 항목에 대한 코더 일치도는 크리펜도르 알파 측정방식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책임귀인 프레임(0.593), 정책설명 프레
임(0.659)을 제외한 모든 코더간 일치도가 모두 70%이상을 보여 신뢰성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코더 간 신뢰도
항목

Krippendorff’s alpha

기사 논조

0.718

책임귀인 프레임

0.593

정책설명 프레임

0.659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

0.772

감정자극 프레임

1.000

대립·갈등 프레임

0.783

정치이슈화 프레임

0.865

경제적 영향 프레임

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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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레임 틀 구축

본 논문에서는 발켄버그와 세멧코 (Valkenburg & Semetko, 2000)의
5가지 프레임을 기본으로 하여, 수집된 359개의 사설을 예비적으로 읽어
가면서 프레임 틀을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7개의 프레임 분
석틀을 구축하였다.

1) 책임귀인 프레임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을 규명하려는 프레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
원연금개혁이나 국민연금개혁을 누가 해결해야한다고 보는지에 관한 내
용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입법과정의 문제이므로 대부분 개정안에 대한
여야 대립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여당,
야당, 청와대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프레임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무원단체 역시 여태 자기들 안을 내놓지 않은 채 무작정 정부·
여당안은 잘못아리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제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선 활동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
주는 데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최근 10년간 15조 원이었고 앞으로
10년 동안 55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야당과 공무원단체
는

·····

자신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명확하게 제

시해야 한다. (조선일보, 야·공무원단체, 연금개혁안도 안 낼 거면
논의에서 빠져라, 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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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설명(실행) 프레임

개혁에 대한 일반적이고 단순한 소개를 하는 프레임이다. 정치인들
의 각 정책에 대한 개인 생각을 언급한 부분들도 이에 해당한다. 개혁과
정의 경과나 개혁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에 그치는 경우로 개혁에 관한
찬반 의견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회를 통과한 개혁안의 뼈대는 국민대타협기구의 단일안을 바탕
으로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합의한 틀대로 이다. 공무원
이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월 급여의 7%에서 9%로
올리고, 연금 지급률은 20년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내리
는 내용이다. 현행보다 연금 보험료는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구
조에 따라 향후 70년간 재정부담금이 333조원 줄어들게 된다. (경
향신문, 사회적 타협으로 이뤄낸 공무원연금개혁, 2015.05.30.)

3)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민주적인 대화, 사회적 합
의의 내용을 언급하는 사설이나 문제의 구체적인 진단 및 처방을 제시하
는 사설이 해당된다. 사회적 합의체 구성 방식, 정치권의 대타협 방식을
제시하거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자체가 갖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내용과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제시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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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집행하는 주체인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편법을 통해 공
무원 연금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되었는지를 여
실히 반증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재개해, 단체협약 제39조에 따라 공무
원연금 개혁을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
이다.

(한겨레신문,

공무원연금

개혁은

단체교섭

대상이다,

2015.02.04.)

4) 감성자극(인간적 흥미) 프레임
불안감, 호기심, 동정심 등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지 분석하는 프
레임이다. 개인의 사적인 일화적 스토리나 그림, 사진 등을 제공하는 기
사, 흥미위주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기사가 이에 해당한
다.

지난 스무해 동안 우리 마을에는 범죄가 없었다. 자물쇠를 채우지
않아도 남의 집에 들어가 무얼 훔치는 사람도 없고, 경찰이 쫒아온
일도 없었다. 그러니 우리 마을 사람 쪽에서 보면, 경찰, 검찰, 법
무부, 국가정보원, 국회, 헌법재판소 같은 데 들어가는 돈이 아까울
수밖에 없다. 왜 이것들까지 먹여 살려야 하지? ·····

공무원연금

개혁? 웃기는 짓이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말, 정권 바뀌기만
기다리면서 복지부동하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말이 아니다.

·····

공무원 사회가 맑아지면 뒤로 새는 돈이 없어져서 따로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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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더라도 재원 문제는 해결된다. (한겨레신문, 딱 하나만!,
2014.12.25.)

5) 대립·갈등 프레임
이슈와 관련한 원인, 결과, 문제 해결 등의 과정에서 각각의 이익이
대립되는 집단끼리의 마찰, 대립 혹은 갈등이 나타나는 프레임으로 국민
과 공무원간의 갈등, 세대 간 갈등, 정치권 내, 정부 내 갈등, 정치권 간의
의견대립이 나타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 폐기와 공무원연금 개
혁 중단 등을 파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공무원연금개혁 저지에 동참한다며 연가 투쟁 형식으로 가담하기
로 했다.

····· 공무원연금은 이렇게 후하게 책정해놨기 때문에 지

난해만도 국민 세금에서 2조 5000억원을 지원해줘야 했다.

·····

쪼들리는 생활을 하는 국민이 공무원들의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
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판이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60~70%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과 전교조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반대를 앞세우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 민노총·전교조, 공무원
연금개혁 막는 총파업 하겠다니,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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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 이슈화 프레임
해당 이슈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가려는 프레임으로 표심을 얻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 묘사되거나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연금개혁 자체보다는 논란이 되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에 더 집중
이 되는 경우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며 “과도한 것이 있으면 조정하되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남아 있게 만드는 매력을 없애면 안 된다‘고 말
했다.

·····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박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포획돼

시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대통령 꿈을 위해 박
시장은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표를 확실히 다지고 싶을지
모른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국민의 등을 돌리게 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동아일보, 박원순 시장의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대권 꿈 때문인가, 2015.02.27.)

7) 경제적 영향 프레임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구고령화, 재정안정화 등 국가에 경
제적 혹은 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프레임이다. 단순히 예산이 필요하
다 정도의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아니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거나,
숫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혹은 재정적 결과를 예측하거나 자세
히 기술하고 있는 사설이면 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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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93조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조원이 공
무원과 군인연금에 들어갈 충당부채였다.

····· 지난해 정부 재무

제표 상 국가부채 총 1211조 2000억원 가운데 공적연금 충당부채
가 절반을 넘는다. 국민 1인당 2402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군인들의 노후 연금을 바쳐야 할 돈이라
는 얘기다. (동아일보, 나랏빚 급증하는데도 공무원연금 개혁 미적
댈 건가,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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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초통계

1. 각 연금별 사설 및 칼럼 유형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사설이 어
떠한 빈도로 보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4대 일간지에 보도된
사설 및 칼럼을 분석하였다.
먼저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사설 및 칼럼의 비율은 조선일보가 84
건 전 사설 및 칼럼 수 대비 37.6%로 가장 높고, 동아일보가 79건,
35.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35
건, 14.3%이고 경향신문은 25건, 11.2%로 보수언론에 비하여 비교적 낮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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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무원연금개혁 사설 및 칼럼 비율 (%)
구분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고

9
(25.7)

3
(12.0)

1
(1.0)

0
(0.0)

사설

14
(40.0)

20
(80.0)

64
(76.0)

74
(93.6)

시론

3
(8.6)

2
(8.0)

0
(0.0)

0
(0.0)

칼럼

9
(25.7)

0
(0.0)

19
(23.0)

5
(6.4)

계

35
(100)

25
(100)

84
(100)

79
(100)

그리고 국민연금개혁의 경우 사설 및 칼럼의 비율은 조선일보가 41
건 전 사설 및 칼럼 수 대비 30.1%로 가장 높고, 동아일보가 40건,
29.4%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31건, 22.8%이고 경향신문은 24건, 17.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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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민연금개혁 사설 및 칼럼 비율 (%)
구분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고

4
(13.0)

2
(6.5)

2
(4.8)

2
(5.0)

사설

23
(74.0)

0
(6.5)

31
(76.0)

26
(65.0)

시론

2
(6.5)

1
(6.5)

3
(7.2)

6
(15.0)

칼럼

2
(6.5)

21
(6.5)

5
(12.0)

6
(15.0)

계

31
(100)

24
(100)

41
(100)

40
(100)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사설은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전체 223건 중 166건, 73%를 차지하고 국민연금개혁의 경우는 136건 중
81건, 60%를 차지한다. 반면 진보언론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사설
은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전체 223건 중 60건, 27%를 차지하고 국민연
금개혁의 경우는 136건 중 54건, 40%를 차지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사설건수의 차이는
106건으로 46% 차이가 났으나, 국민연금개혁의 경우 보수언론과 진보언
론의 사설건수의 차이는 27건, 20% 차이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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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기별 사설 건수

공무원연금개혁의 월별 기사건수를 <그림1>과 같이 나타났다. 기사
수집 시작일은 박근혜 대통령이‘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2014년 2월의 전
달인 2014년 1월로 설정하였다.
언론은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통해 2015년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추
진하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면
서 당월 사설건수가 18건에 이르렀다. 9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 발표
가 무산되는 사건으로 8월까지 1~2건에 불과하던 사설은 9월에 다시 10
건으로 증가하였는데, ‘공투본’측에서 사전에 객석 대부분을 점거하고 회
의시작 전부터 전상적인 진행을 방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언론의 관심
을 다시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연금 특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 5월에는 78건의 사설이 보도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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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월 별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사설 건수

< 그림 2 > 월 별 국민연금개혁 관련 사설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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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집일은 2003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으로 국민연금의 개혁논
의가 시작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둔 연금개정안을 국
회에 제출한 시점인 2003년 10월로 하였다. 그러나 2004년 총선으로 제
16대 국회에서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되어 언론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
다.
2004년 인터넷에 ‘국민연금의 8대 비빌’이 유포되면서 국민연금 탈퇴
요구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
하고자 17대 국회 개원 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2004년 11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
심으로 진행된 논의는 야당 대립 속에서 진전되지 못하였다.
2006년 9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이 발의되면
서 1~2건이었던 사설이 5건으로 늘었으며, 2007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국민연금법 대안, 야당의 국민연금법 대안 수정안 및 기초노령연
금법 대안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고 여당의 기초노령연금법 대안만 가결
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수적 목
표인 사각지대 해소차원의 기초연금만 도입되는 결과 초래로 언론의 비
난이 쇄도하였다. 2007년 4월 언론의 사설건수는 21건으로 조사기간 중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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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언론의 논조 분석

[연구문제 1]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언론의 논조는
어떠하였는가?

4대 일간지가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에 대해 어떤 논조로
보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8> 연금개혁별 논조 (%)
논조
전체

구분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공무원연금개혁

153
(68.6)

44
(19.7)

26
(11.7)

223
(100)

국민연금개혁

86
(64.0)

26
(19.1)

24
(16.9)

136
(100)

전체

239
(66.9)

70
(19.5)

50
(13.6)

359
(100)

χ2 = 1.996, df=2,

Pr = 0.369

<표11>와 같이 대부분의 사설이 연금개혁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
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논조의 사설이 153건
(69.6%)로 부정적인 기사 26건(11.7%)보다 높은 수준의 기사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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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87건
(64.0%)로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 52건(16.9%)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신
문들이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보
도하는 비율이 부정적인 논조의 보도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언론사별 논조 (%)
논조
구분

전체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경향

7
(20.0)

16
(45.7)

12
(34.3)

35
(100)

한겨레

1
(4.0)

10
(40.0%)

14
(56.0%)

25
(100)

조선

76
(90.5)

8
(9.5%)

0
(0.0%)

84
(100)

동아

69
(87.3)

10
(12.7)

0
(0.0)

79
(100)

언론사

χ2 = 137.310, df=6,

Pr = 0.000(.<001)

공무원연금개혁 사설의 경우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긍정적 논조와
부정적 논조의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의 경우 긍정적인 논조는 각각 76건(90.5%)과 69건(87.3%)로 높은 비중
을 보이고 있고 진보언론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7건(20.0%)
와 1건(4%)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부정적인 논조의 경우 한겨레신

- 47 -

문이 14건(56.0%)로 가장 높은 건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경우는 0건으로 부정적 논조가 전혀 없었다.
중립적 논조의 사설은 경향신문이 16건(45.7%)로 가장 높고 조선일
보가 8건(9.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수언론은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사설의 경우 개혁에 찬성하는 긍정적 사설의 비중이 부정적 논설의 비중
보다 높은 수준으로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진보언론은 개혁에 찬성하는 긍정적 논조보다 중립적이
거나 부정적 논조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언론사별 논조 (%)
논조
구분

전체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경향

22
(71.0)

1
(3.2)

8
(25.8)

31
(100)

한겨레

3
(12.%)

8
(33.3)

13
(54.2)

24
(100)

조선

30
(73.2)

10
(24.4)

1
(2.4)

41
(100)

동아

32
(80.0)

7
(17.5)

1
(2.5)

40
(100)

언론사

χ2 = 50.746, df=6,

Pr = 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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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에 관한 언론의 사설과 관련하여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의 긍정적 논조와 부정적 논조의 비율이 공무원연금개혁과는 다른 결과
를 보였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경우 긍정적인 논조는 각
각 30건(73.2%)과 32건(80.0%)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진보언론인 한겨레
신문의 경우 보수언론처럼 22건(71.0%)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보
수언론인 한겨레신문의 긍정적 논조는 3건(12.5%)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
고 있다.
부정적인 논조의 경우 한겨레신문이 13건(54.2%)로 가장 높은 건수
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1건(2.4%)와 동아일보도 1건(2.5%)
로 가장 낮은 건수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립적 논조의 사설은 한겨레
신문이 8건(33.3%)로 가장 높고 조선일보가 10건(24.4%)로 두 번째로 높
게 나타났다.
보수언론은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사설의 경우 개혁에 찬성하는 긍정
적 논설의 비중이 부정적 논설의 비중보다 높은 수준으로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진보언론은 개혁에 찬성하는 긍정적
논조보다 중립적이거나 부정적 논조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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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언론사별 보도프레임의 특징 분석

[연구문제 2-1] 연구기간 내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기사의 언론사별
보도 프레임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연구기간 내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언론사와 언론보도 프레임 간의
관계를 카이제곱 검정 한 결과가 아래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검정
결과, p값이 Pr =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신문사별로 특정 언론프레임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공무원연금개혁관련 기사의 언론사별 프레임 등장빈도 및 비
중을 살펴보면, 보수언론인 조선·동아일보와 진보언론인 한겨레신문은
정치이슈화 프레임이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조선일보 38개(45.2%),
동아일보 42개(53.2%), 한겨레 10건(40.0%)로 경향신문 6건(17.1%) 대비
높은 비율로 해당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
도 경향신문에 비해 정치이슈화 프레임이 사용빈도가 높은 편이나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정치이슈화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보인다.
진보언론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경우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
을 보수언론과 확연한 차이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경향
신문 16개(45.7%), 한겨레 10건(40.0%)로 조선일보 10건(11.9%), 동아일
보 5건(6.3%)로 나타나, 진보언론은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정책설명 프레임과 감성자극 프레임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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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모두 0~2건의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별히 어떤 언론
사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립갈등 프레임의 경우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22건(26.2%), 동아일보 19건(24.1%)인 반면 진
보언론인 경향신문 3건(8.6%), 한겨레 1건(4.0%)로 보수언론이 진보언론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립갈등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영향 프레임의 경우 경향신문 3건(8.6%), 한겨레신문 0건
(0.0%), 조선일보 8건(9.5%), 동아일보 12건(15.2%)로 동아일보가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정책설명 프레임의 경우 경향신문 1건(2.9%), 한겨레
신문 2건(8.0%), 조선일보 1건(1.2%), 동아일보 0건(0.0%)로 나타나 보
수·진보언론 모두 많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언론사별 언론프레임 간의 관계는 카이제곱
검정 한 분석결과

Pr =

0.000 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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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사설의 언론사별 프레임의 특징 (%)
언론사

경향

한겨레

조선

동아

합계

책임귀인

6
(17.1)

1
(4.0)

4
(4.8)

0
(0.0)

11
(5.0)

정책설명

1
(2.9)

2
(8.0)

1
(1.2)

0
(0.0)

4
(1.7)

문제해결

16
(45.7)

10
(40.0)

10
(11.9)

5
(6.3)

41
(18.5)

감성자극

0
(0.0)

1
(4.0)

1
(1.2)

1
(1.3)

3
(1.3)

대립갈등

3
(8.6)

1
(4.0)

22
(26.2)

19
(24.1)

45
(20.1)

정치이슈화

6
(17.1)

10
(40.0)

38
(45.2)

42
(53.2)

96
(43.0)

경제적 영향

3
(8.6)

0
(0.0)

8
(9.5)

12
(15.2)

23
(10.4)

합계

35
(100)

25
(100)

84
(100)

79
(100)

223
(100)

프레임

χ2 = 71.941, df=18, Pr = 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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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2] 연구기간 내 국민연금개혁 관한 언론사별 보도 프레
임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국민연금개혁에 관한 대립갈등 프레임 등장 빈도를 먼저 살펴보면,
보수언론을 표방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경우 각각 13건(31.7%), 13
건(32.5%)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진보성향의 경향신문 8건(25.8%), 한겨
레 3건(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립갈등 프레임을 보수 성향의
신문이 진보 성향의 신문보다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하며 이는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치이슈화 프레임의 경우 동아일보 15건(37.5%), 조선일보 11건
(26.8%), 경향신문 9건(29.0%), 한겨레신문 3건(12.5%)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을 규명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귀인 프레임의
경우 한겨레신문 1건(4.2%)를 제외하고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
두 0건으로 나타났다. 정책설명 프레임의 경우는 경향신문 2건(6.5%)를
제외하고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두 0건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의 경우 한겨레신문이 16건(66.7%)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동아일보가 9건(22.5%), 경향신문 6건
(19.4%), 조선일보 4건(9.8%) 순으로 나타났다. 감성자극 프레임의 경우
동아일보 1건(2.5%)를 제외하고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모두 0
건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영향 프레임의 경우 조선일보가 13건(31.7%)로 가장 많이 사
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향신문 6건(19.4%), 동아일보 2건(5.0%), 한겨
레신문 1건(4.2%)로 순서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개혁에 관한 언론사별 언론프레임 간의 관계는 카이제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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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한 분석결과

Pr =

0.000 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국민연금개혁 관련 사설의 언론사별 프레임의 특징 (%)
언론사

경향

한겨레

조선

동아

합계

책임귀인

0
(0.0)

1
(4.2)

0
(0.0)

0
(0.0)

1
(0.7)

정책설명

2
(6.5)

0
(0.0)

0
(0.0)

0
(0.0)

2
(1.4)

문제해결

6
(19.4)

16
(66.7)

4
(9.8)

9
(22.5)

35
(25.7)

감성자극

0
(0.0)

0
(0.0)

0
(0.0)

1
(2.5)

1
(0.7)

대립갈등

8
(25.8)

3
(12.5)

13
(31.7)

13
(32.5)

37
(27.3)

정치이슈화

9
(29.0)

3
(12.5)

11
(26.8)

15
(37.5)

38
(28.0)

경제적 영향

6
(19.4)

1
(4.2)

13
(31.7)

2
(5.0)

22
(16.2)

합계

31
(100)

24
(100)

41
(100)

40
(100)

136
(100)

프레임

χ2 = 51.757, df=18, Pr = 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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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3] 해당 기간 동안 두 개 사안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언
론프레임의 특성과 차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1)번과 (2-2)번에서 각각 정책에 대한 신문사별 언론프
레임 특성을 알아보았다면 연구문제 (2-3)번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국
민연금개혁 두 개 사안에 대한 언론프레임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
다. 전반적인 프레임 등장 빈도수를 보면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프레임
유형이 신문사에 관계없이 정치이슈화 프레임과 대립갈등 프레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 두 개혁에 관한 언론 보도 프레임
비교는 아래 <표 13>과 같다. 정책별 언론 보도 프레임 간의 관계를 카
이제곱 검정한 분석결과는

Pr =

0.012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세부 프레임별로 살펴보면, 먼저 책임귀인 프레임의 경우 공무
원연금개혁 관련 사설이 11건 (3.1%)으로 국민연금개혁 관련 사설 1건
(0.3%) 보다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정책설명 프레임의 경우
공무원연금개혁에서 4건(1.1%), 국민연금개혁에서 2건(0.6%)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해결 및
모색프레임의 경우 공무원연금개혁에서 41건(11.4%), 국민연금개혁에서
35건(9.7%)으로 공무원연금개혁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대립갈등 프레임의 경우 공무원연금개혁에서 45건(12.5%)로 국민연
금개혁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정치이슈화 프레임이

96건(26.7%)로 국민연금개혁의 38건(10.6%)

에 비해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공무원연금개정안 입법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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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당에 추진했기 때문에 정부입법을 추진한 국민연금개혁보다 여야
의견 대립이 더 심각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립갈등
도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45건(12.5%)로 국민연금개혁의 경우 37건
(10.3%)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감성자극 프레임의 경우 공무원연금개혁은 3건(0.8%), 국민연금개혁
1건(0.3%)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나 국민연금개혁에서 사용되는 프레임

으로 보기 어렵다. 경제적 프레임의 경우 공무원연금개혁이 23건(6.4%)
이며 국민연금개혁이 22건(6.1%)로 나타나 비슷한 사용 빈도를 보여 특
별히 해당 프레임 선택이 많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에서 나타난 프레임 사용빈도
에 따른 비중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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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금별 언론 프레임 유무 (%)
정책유형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전체

책임귀인 프레임

11
(3.1)

1
(0.3)

12
(3.3)

정책설명 프레임

4
(1.1)

2
(0.6)

6
(1.7)

문제해결 프레임

41
(11.4)

35
(9.7)

76
(21.2)

감성자극 프레임

3
(0.8)

1
(0.3)

4
(1.1)

대립갈등 프레임

45
(12.5)

37
(10.3)

82
(22.8)

정치이슈화 프레임

96
(26.7)

38
(10.6)

134
(37.3)

경제적 영향 프레임

23
(6.4)

22
(6.1)

45
(12.5)

합계

223
(62.1)

136
(37.9)

359
(100)

프레임

χ2 = 16.252, df=6, Pr =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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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금별 언론 프레임 사용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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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언론의 논조와 프
레임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먼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언론논조와 프레임의 관계를 알아보
았다. 논조와 프레임 간의 관계를 카이제곱 검정 한 결과가 아래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검정결과, p값이 Pr =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언론의 논조와
프레임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 논조와 관련해서는 정치이슈화 프레임을 47.1%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대립갈등 프레임을 25.5%, 경제적 영향 프레임
15.0% 순서로 사용하였다. 긍정적 논조를 사용할 때는 정책설명 프레임,
감성자극 프레임이 각각 0.7%, 1.3%로 가장 낮은 시용빈도를 보였다.
중립적 논조와 관련해서는 문제해결 프레임을 43.2%로 가장 많이 사
용하였고, 정치이슈화 프레임 38.6% 순서로 나타났다. 경제적 영향 프레
임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부정적 논조와 관련해서는 문제해결 프레임이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정치이슈화 프레임 26.9%, 책임귀인 프레임 19.2% 순서로
나타났다. 정책설명 프레임과 경제적 영향 프레임은 단 한 건도 사용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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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공무원연금개혁 논조와 언론 프레임 관계 (%)
논조
구 분
긍정

중립

부정

책임귀인

5
(3.3)

1
(2.3)

5
(19.2)

정책설명

1
(0.7)

3
(6.8)

0
(0.0)

문제해결

11
(7.2)

19
(43.2)

11
(42.3

감성자극

2
(1.3)

0
(0.0)

1
(3.8)

대립갈등

39
(25.5)

4
(9.1)

2
(7.7)

정치이슈화

72
(47.1)

17
(38.6)

7
(26.9)

23

0

0

(15.0)

(0.0)

(0.0)

153
(100)

44
(100)

26
(100)

경제적영향

총계

χ2 = 74.767, df=12,

Pr = 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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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한 언론논조와 프레임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논조와 프레임 간의 관계를 카이제곱 검정 한 결과가 아래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검정결과, p값이 Pr = 0.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언론의 논조와 프레임 또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긍정적 논조와 관련해서 정치이슈화 프레임을 35.6%로 가장 많이 사
용되었는데, 이 점은 공무원연금의 경우와 같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영향 프레임이 24.1%,

대립갈등 프레임이 20.7%로 자주 사용하였다. 긍

정적 논조를 사용할 때는 책임귀인 프레임이 단 한건도 사용되지 않았
고, 정책설명 프레임이 2.3%, 감성자극 프레임이 1.1%로 낮은 시용빈도
를 보였다.
중립적 논조와 관련해서는 문제해결 프레임과 대립갈등 프레임이
38.5%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정치이슈화 프레임 19.2% 순
서로 나타났다. 경제적 영향 프레임은 3.8%에 불과했고, 책임귀인 프레
임과 정책설명 프레임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부정적 논조와 관련해서는 문제해결 프레임이 50.0%로 절반을 차지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대립갈등 프레임 36.4%로 확인되었다. 정책설명
프레임, 감성자극 프레임은 한 건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책임귀인 프레임
과 정치이슈화 프레임은 각각 4.5%, 9.1%로 낮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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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국민연금개혁 논조와 언론 프레임 관계 (%)
논조
구 분
긍정

중립

부정

책임귀인

0
(0.0)

0
(0.0)

1
(4.5)

정책설명

2
(2.3)

0
(0.0)

0
(0.0)

문제해결

14
(16.1)

10
(38.5)

11
(50.0)

감성자극

1
(1.1)

0
(0.0)

0
(0.0)

대립갈등

18
(20.7)

10
(38.5)

8
(36.4)

정치이슈화

31
(35.6)

5
(19.2)

2
(9.1)

21

1

0

(24.1)

(3.8)

(0.0)

87
(100)

26
(100)

22
(100)

경제적영향

총계

χ2 = 34.474, df=12,

Pr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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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 전체 관련한 언론논조와
프레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논조와 프레임 간의 관계를 카이제곱 검정
한 결과가 아래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검정결과, p값이 Pr = 0.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언론의 논조와 프레임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 논조와 관련해서는 정치이슈화 프레임을 42.9%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대립갈등 프레임을 23.8%로 사용하였다. 긍정
적 논조를 사용할 때는 정책설명 프레임, 감성자극 프레임이 각각 1.3%
로 가장 낮은 시용빈도를 보였다.
중립적 논조와 관련해서는 문제해결 프레임을 41.4%로 가장 많이 사
용하였고, 정치이슈화 프레임 31.4%, 대립갈등 프레임 20.0%로 순으로
사용빈도를 보였다. 전혀 사용되지 않은 프레임은 감성자극 프레임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논조와 관련해서는 문제해결 프레임이 45.8%로 가장 많았고,
대립갈등 프레임 20.8%, 정치이슈화 프레임 18.8%, 책임귀인 프레임
12.5%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설명 프레임과 경제적 영향 프레임은 단 한
건도 사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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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전체 논조와 언론 프레임 관계 (%)
논조
구 분
긍정

중립

부정

책임귀인

5
(2.1)

1
(1.4)

6
(12.5)

정책설명

3
(1.3)

3
(4.3)

0
(0.0)

문제해결

25
(10.4)

29
(41.4)

22
(45.8)

감성자극

3
(1.3)

0
(0.0)

1
(2.1)

대립갈등

58
(23.8)

14
(20.0)

10
(20.8)

정치이슈화

103
(42.9)

22
(31.4)

9
(18.8)

44

1

0

(18.3)

(1.4)

(0.0)

241
(100)

70
(100)

48
(100)

경제적영향

총계

χ2 = 86.180, df=12,

Pr = 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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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주요 보수 언
론과 진보 언론의 사설을 분석하여 각 개혁들에 대해 언론사의 지배적인
시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논조와 자주 사용하는 프레임, 국민연금개혁의 경우 보수언
론과 진보언론의 논조와 자주 사용하는 프레임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먼저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언론사 간 논조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긍정적 논조나 부정적 논조를 보인다고 평가된 사
설의 경우 신문사간 차이가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보수언론으로 평가 받는 조선일보와 동아일
보는 개혁을 찬성하는 긍정적인 논조의 사설이 각각 90.5%, 87.3%인 반
면 진보신문으로 평가받는 한겨레신문의 경우 긍정적인 논조의 사설비율
이 4.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정적 논조의 사설 비중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부정적인 논조의 사설이 한
건도 없는 반면,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34.3%, 56.0%로 높았으며 이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개혁의 경우, 보수언론으로 평가 받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는 개혁을 찬성하는 긍정적인 논조의 사설의 비율이 각각 73.2%,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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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게 나왔다. 진보신문으로 평가받는 한겨레신문의 경우 긍정적인 논
조의 사설비율 12.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경향신문의 경우는
71.0%로 보수언론과 유사하게 높은 긍정적 논조를 보였다. 부정적 논조
의 사설 비중의 경우는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부정적인 논
조의 사설이 각 1건인 반면, 진보성향의 한겨레신문은 그 비율이 54.2%
로 나왔으며 경향신문은 25.8%로 보수언론과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이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신문사와 언론프레임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언론프레임은 크게 7가지로, 책임귀인프레임,
정책실행프레임,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 감성자극 프레임, 대립갈등
프레임, 정치이슈화 프레임, 경제적 영향 프레임으로 구성하고 4대 일간
지의 신문기사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
였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하여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립
갈등 프레임과 정치이슈화 프레임의 사용 빈도수가 높은 반면, 진보언론
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의 사용 빈도수가
높게 나왔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보수언론사는 정치이슈화 프레임, 진보언론사는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하여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대립갈등 프레임,
경제적 영향 프레임이 동일하게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고, 동아일보
는 정치이슈화 프레임과 대립갈등 프레임 순으로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
다. 진보언론인 한겨레신문은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
용한 반면 경향신문은 정치이슈화 프레임, 대립갈등 프레임 순으로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찬성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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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과 다르게 경제적 영향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여 국민연금개혁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라는 두 가지 개혁의 언론프레임 간의 보도
특징과 관련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고, 이는 매우 유의미한 값을
갖는다고 측정되었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에서는 국민연금개혁에 비해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보다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가 정치이슈화 프레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던 공무원연금개혁
과 국민연금개혁을 다룸에 있어 신문사의 이념적 성향 차이에 따라 프레
임 선택이 달라지고 언론사가 사용하는 특정 언론 보도 프레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보수성향의 언론사는 대립
갈등 프레임과 정치이슈화 프레임을, 진보성향의 언론사는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고, 국민연금개혁의 경우 보수
성향의 언론사는 대립갈등 프레임을, 진보성향의 언론사 중 경향신문은
문제해결 프레임을, 한겨레신문은 정치이슈화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 것
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한 언론논조와 프
레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언론논조와 프레임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긍정적 논조와 관련해서는 정치이슈화 프레임과 대립갈등 프레
임 순서로, 중립적 논조와 관련해서는 문제해결 프레임과 정치이슈화 프
레임 순서로 많이 사용하였다. 부정적 논조와 관련해서는 문제해결 프레
임과 정치이슈화 프레임 순서로 많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한 언론논조와 프레임의 관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언론의 논조와 프레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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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긍정적 논조와 관련해서 정치이슈화 프레임, 경제적 영향 프레임, 대
립갈등 프레임 순서로 자주 사용되었다. 중립적 논조와 관련해서는 문제
해결 프레임과 대립갈등 프레임이 38.5%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사용되
었고, 부정적 논조와 관련해서는 문제해결 프레임이 50.0%로 절반을 차
지할 만큼 많은 빈도를 보였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 전체 관련한 언론논조와 프레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
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언론의 논조와 프레임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적 논조와 관련해서는 정치이슈화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
고, 그 다음으로 대립갈등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였다. 중립적 논조와 관
련해서는 문제해결 프레임, 정치이슈화 프레임, 대립갈등 프레임 순서로
많은 사용빈도를 보였다. 부정적 논조와 관련해서는 문제해결 프레임의
사용빈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립갈등 프레임, 정치이슈화 프레
임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은 재직시 저임금에 대한 보상이 가미된 ‘퇴직연금’적 성
격이 강한데 ‘노후보장, 퇴직금, 후불임금’의 성격이 가미된 종합 복지의
성격이고 국민연금은 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차이점은 있으나, 퇴직 후 소득보장이라는 의미에서 동
일한 정책목적을 추구하고 연금재정악화라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개혁
이 이루어진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 상황은 상당히 유사점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각각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창과 국민연금개혁
과 관련된 창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언론사의 논조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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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는 김연명(2004)의 연구 결과처럼 보수언론은 일관적으로 연금개
혁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개혁 방향으로 사보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개혁에 찬성하였으며 진보언론은 사회복지적 개혁 방향으로 공공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해 개혁에 반대 또는 중립적인 성향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하여 보수언론은 수용자
로 하여금 공적연금개혁의 본질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창을 제공하기
보다는 대립갈등 프레임, 정치이슈화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여 개혁에 반
대하는 집단과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갈등을 강조하고 정치 이슈
화하여 한쪽으로 편중된 창을 제공한 반면 진보언론 중 한겨레신문은 공
적연금개혁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와 그 문제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
는 문제해결 및 모색 프레임을 일관되게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제 2 절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를 통하여 보수언론은 일관적으로 연금개혁에 대해 신자유주
의적 개혁 방향으로 사보험이라는 관점에서 개혁에 찬성하였다는 점과
진보언론은 사회복지적 개혁 방향으로 공공제도의 관점에서 개혁에 반대
하거나 또는 중립적인 성향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적연금개혁과 관
련하여 보수언론은 대립갈등 프레임, 정치이슈화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
여 개혁에 반대하는 집단·정치세력간의 갈등을 강조하거나 정치 이슈화

- 69 -

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공적연금개혁의 본질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창
(窓)을 제공하기 보다는 특정 시각 중심으로 재구성된 창(窓)을 제공한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는 은퇴 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복
지라는 점에서 큰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프레임 연구를 비교하였으나,
공무원연금의 성격은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인사정책 차원의 제도로
연금과 퇴직금의 복합성격의 급여이고 국민연금은 노령인구의 생계보장
을 위한 일반사회보장제도의 순수 연금급여인 점 등의 상이한 점이 많아
서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었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과 2007년 국민연금개혁 당시 언론 프레임에
대한 연구라서 비교 시기의 차이가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공무원연금개
혁과 국민연금개혁이 같은 시기 또는 같은 정권 내에 이루어진 적이 없
기 때문에 보수정권 또는 진보정권에 따른 언론사의 보도성향 차이를 통
제할 수 없었다.
또한 연구대상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앙일간지의 사설만을 분석
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신문의 사설과 기사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연구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더라면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루
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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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tried to examine the perspectives of the media
by analyzing the arguments and frames of the conservative press and
the progressive press on reforms of public servants' pensions and
national

pens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359

editorials

in

conservative journalists Chosun Ilbo, Dong - A Ilbo and progressive
journalists Hankyorei and Kyunghyang newspapers, the results of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dia and the frequently used frames
are the case of public servant pension reform and the case of
national pension reform I could confirm that it was different.
In the case of public servant pension reform, the conservative
media showed higher positive tone in favor of the reform th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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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ve media,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y mainly use the
conflicts of conflict frame and the political issue frame. On the other
hand, the progressive media showed that the negative tone against
the reform was higher than the conservative media, and the problem
- solving and seeking frame was mainly used.
In the case of the national pension reform, the conservative media
has been highly positive in favor of reform, using the conflicts of
conflict frame, the political issue frame, and the economic impact
frame.

In

the

case

of

the

progressive

media,

the

Hankyoreh

newspaper showed a negative tone against the reform, while the
Kyunghyang newspaper showed a similar rate of reform to the
conservative media. The Hankyoreh Newspaper mainly used the
problem solving and search frame as same as the government
employee pension reform, but the Kyunghyang Newspaper used the
political issue frame and the conflicts of conflict frame main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service pension reform and the public service pension reform, it is
found that the policy issue frame is most frequently used for the
positive case, and the problem solution frame and the political issue
frame order Frequency. The most frequently used problem - solving
frames were negative conflicts, followed by oppositional conflicts and
political issue fram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nservative media consistently
agreed to reform the pension reform in the direction of neo - liberal
reform

from

the

viewpoint

of

the

- 77 -

private

insurance,

and

the

progressive media has the tendency toward the social welfare reform.
In the case of public servants' pension reform, the conservative
media have used the conflicting conflict frame and the political issue
frame, and the progressive media have used the problem solving and
search frame. In the case of the national pension reform, , The
progressive newspapers Kyung Hyang Newspaper used the problem
solving frame and the Hankyoreh Newspaper used the policy issue
frame more frequently.

Key words: Public servant pension reform,
reform, conflicts of conflict frame,

national pension

problem - solving and seeking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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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공무원연금 분석 대상 사설 목록

<경향신문>
순번

기사 제목

보도 일자

1

공무원 연금 개혁은 단체교섭 대상이다

2015.02.04

2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2014.12.28

3

공무원연금 개혁의 진짜 속내

2014.09.23

4

국민연금소득대체율50%는돼야

2015.06.02

5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2015.05.25

6

연금개혁은 초고령 미래 사회 설계로

2014.10.14

7

연금세 신설이 답이다

2014.12.18

8

연금학회의 무책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2014.10.07

9

의원세비삭감모범뒤‘연금개혁’을

2014.11.19

10

가계도,기업도,나라도빚으로연명할건가

2014.12.22

11

공무원연금 개혁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2015.05.03

12

공무원연금개혁논의,근본취지잊지말아야

2015.03.30

13

공무원연금개혁,국민협의체구성해논의하자

2014.10.18

14

공무원연금개혁,합리적대안마련에최선을

2014.09.24

1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진지한 논의 필요하다

2015.05.05

16

대통령과여야회동,대화정치디딤돌삼아야

2014.10.30

17

뜬금없는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

2015.05.19

18

사회적타협으로이뤄낸‘공무원연금개혁’

2015.05.30

19

새누리당,공무원연금개혁안일방강행안된다

2014.10.28

20

여야와청와대,대타협정신으로돌아가야

2015.05.08

- 79 -

순번

기사 제목

보도 일자

21

청와대3자회동,대화정치복원의계기돼야

2015.03.18

22

청와대의 무책임한 세금폭탄론

2015.05.11

23

하루 만에 뒤집힌 연금개혁…이런 정부 어떻게 믿나

2014.12.24

24

고령 사회 복지는 증세로 대응해야

2015.05.11

25

리더십과 특권

2014.11.10

26

연금의진실,노후소득보장

2015.05.12

27

‘구조개혁’은정치적문제다

2015.01.05

28

‘야당복’도없다

2015.01.02

29

공무원연금,하후상박이해법이다

2014.10.15

30

귀닫은정부,파행되는공청회

2014.10.25

31

박근혜대통령의‘내심’

2014.12.26

32

복고열풍,반갑지않다

2015.01.16

33

연금 공방에서 사라진 두 가지

2015.05.13

34

용돈연금이라 놀리지 마라

2014.12.10

35

공무원연금개혁]이미515조빚‘대개혁’불가피

2014.09.16

<한겨레신문>
순번

기사 제목

보도 일자

1

‘100만명의노후밥줄’졸속변경안돼

2014.10.20

2

“딱하나만!”

2014.12.25

3

대통령님,공무원연금개혁하고싶으신가요

2014.09.10

4

‘청와대2중대’로전락한새누리당

2015.05.11

5

4대강빠진‘빅딜’,타협아닌의무방기다

2014.12.11

6

공무원연금개편,인내심과지혜로대타협을

2015.03.25

7

공무원연금개편,졸속으로는안된다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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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사 제목

보도 일자

8

공무원연금개편안,내용·절차모두잘못됐다

2014.10.27

9

공무원연금개혁,‘타협’의미살려‘실천’힘써야

2015.05.03

10

공무원연금상·하한제,대화의실마리로삼자

2014.11.02

11

공적연금개혁,여야주도로결실거두길

2015.05.17

12

당청갈등속‘제왕적대통령’의그림자

2014.10.22

13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무책임한 언동

2015.05.08

14

박대통령,뭐하러여당대표불렀나

2015.04.16

15

불씨되살려야할공무원연금·국민연금개혁

2015.05.14

16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공무원연금 문제

2014.09.22

17

세월호 유족에게 눈길도 안 준 대통령

2014.10.29

18

수준높아진여야대표연설,실천으로이어가야

2015.04.09

19

스스로 모순 드러낸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2015.05.15

20

연금협상에 찬물 끼얹은 정무수석 사퇴

2015.05.19

21

정치복원가능성보여준박근혜-문재인회담

2015.03.17

22

눈의들보외면하며‘정치개혁’할수있나

2015.05.04

23

집권세력의무책임한‘사회적대타협’파기

2015.05.07

24

노후불안키우는‘사적연금밀어주기’

2014.09.30

25

헛돌기만 하는 연금개혁 논의

2014.11.24

<조선일보>
순번

기사 제목
철도노조를 바꿔가는 최연혜 사장

보도 일자

1

'不通'

2

奇跡을 이룬 나라, 기적을 잊은 나라

2015.05.09

3

우리가 長期 저성장을 견딜 수 있을까

2015.05.20

4

낡은 '福祉(복지)의 집'을 전면 재건축하자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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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순번
5

기사 제목
'정치 쇼' 공무원연금 개혁

보도 일자
2015.05.06

6

내 무덤에도 침을 뱉어라

2015.05.12

7

野黨은 집권을 포기했나

2015.05.15

8

젊은 공무원들의 '연금 逆說'

2015.04.09

9

政黨은 어떻게 몰락하나

2015.05.13

10

'빵과 서커스'의 自殺 코스

2015.05.08

11

부양받는 老人에서 책임지는 노인으로

2015.05.26

12

이대로 가면 일본·그리스型 복합 위기 온다

2015.02.05

13

6년 뒤 원위치 공무원연금 대통령 거부권 검토를

2015.05.06

14

'健保 개편 再추진', 앞으론 이런 갈팡질팡 없어야

2015.02.04

15

경제는 맹골수도라는데 선장은 어디가고

2014.11.15

16

공무원·목사를 샤일록으로 몰아서야

2014.11.29

17

공무원年金 개혁, 이번엔 확실하게 매듭지으라

2014.10.18

18

'공무원연금 개혁' 벌벌 떠는 與, 공무원 票만 무서운가

2014.08.20

19

공무원연금 개혁, 노조가 막으면 국민도 참지만 않을 것

2014.09.23

20

공무원연금 改革이야말로 개각 이후 새 출발의 시금석

2015.02.22

21

공무원연금 '改革'한다더니 국민연금까지 '改惡'한 여야

2015.05.04

22

공무원연금 결국 국민연금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2015.03.26

23

공무원연금 '맹탕 개혁', 국민이 결코 용납 안 할 것

2015.05.02

24

공무원연금 처리 무산, 차라리 原點서 다시 시작하라

2015.05.07

25

공무원연금, 국회가 눈치 보지 말고 결론 내려야

2014.12.10

26

공무원연금, '서명 강요' 정부나 '공청회 훼방' 노조나
똑같다

2014.11.08

27

공무원연금, 알맹이 빠진 개혁안 통과시켜선 안 된다

2015.05.01

28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해야 福祉 문제도 풀릴 것

2014.02.07

29

公約보다 나라 상황에 정직해야

2014.11.07

30

국민 반대하는 공무원연금 개편 밀어붙이겠다는 與野

2015.05.11

31

국정 토론 직접 나선 오바마, 靑과 與野 보고 느끼는 것 없나

2015.05.15

32

귀국 朴 대통령 어떤 각오로 이 난제들 앞에 설 건가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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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사 제목

보도 일자

33

김무성·문재인, 재·보선 아니라 국가 개혁 놓고 경쟁해야

2015.04.06

34

끝없는 系派 싸움, 이러려면 제1 야당 간판 내려라

2015.05.16

35

年金 개혁, 국회에만 떠맡기지 말고 대통령의 존재
드러내야

2015.05.09

36

느닷없는 '국민연금 불입금 두 배 바가지' 국민을 뭐로 보나 2015.05.05

37

大統領 지지율 50%를 회복하는 길

2015.03.02

38

대통령·與, 공무원 연금 개혁에 정말 절박한 심정인가

2014.11.18

39

대통령과 與野의 '정책 대화'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2015.03.18

40

뒤늦은 4大 改革, 정부가 솔선하지 않으면 누가 따르겠나

2014.12.23

41

맹탕 공무원연금 개혁안 놓고 與는 갈팡질팡 野는 무책임

2015.05.29

42

文 대표, 거친 말 앞세우면서 '국민統合' 이룰 수 있겠나

2015.02.10

43

文 대표, 이런 리더십으론 대통령 꿈도 꾸지 말아야

2015.05.12

44

文대표 '경제·안보정당론' 1차 관문은 공무원연금 개혁

2015.03.30

45

문재인 대표 '새 경제' 구호보다 행동이 앞서야

2015.04.10

46

민노총·전교조, 공무원연금 개혁 막는 총파업 하겠다니

2015.04.21

47

朴 대통령 회견 새로운 상황 인식 보여주는 轉機 돼야

2015.01.12

48

朴 대통령, 여당의 '쇄신·福祉수정' 요구 또 내칠 건가

2015.02.05

49

朴 대통령, '정치 평론' 그만두고 국정 가닥부터 잡을 때

2015.05.05

50

朴 대통령, '제 식구'만 따로 만나 제대로 소통 되겠나

2014.12.31

51

朴 대통령과 文 대표, 공공 개혁 하나라도 합의해야

2015.03.16

52

非朴 원내대표 당선은 대통령 향한 여당의 경고

2015.02.03

53

私學·군인연금 하루 만에 번복, 이런 정부가 개혁 하겠나

2014.12.24

54

深夜에 '원내대표 비판' 전화 돌린 靑, 지금 제정신인가

2015.06.06

55

아베는 경기 회복 성공했는데 우리는 成長이 추락하니

2015.05.21

56

野, 공무원연금 개혁 책임 與에만 미룰 자격 없다

2014.10.28

57

野·공무원단체, 연금개혁안도 안 낼 거면 논의서 빠지라

2015.03.21

58

여야 대표의 '교차 參拜'가 쇼로 끝나지 않으려면

2015.02.14

59

여야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案에 반대하는 이유

2015.05.28

60

여야, 노동·공공 개혁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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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61
62
63

기사 제목
외교도, 경제도,개혁도 못하는 '무기력 청와대'
울진原電 합의·울산 맞춤 급식, '갈등 국가'에 解法
보여줬다
李 총리 사퇴, 국민이 무릎 칠 만한 새 총리로 국정
一新해야

보도 일자
2015.05.04
2014.11.22
2014.04.22

64

전면전으로 번지는 黨·靑 '국회법' 갈등,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2015.06.02

65

'젊은 은퇴자' 量産하는 공무원연금

2014.11.04

66

정책마다 하룻밤 새 뒤집으면 누가 정부 믿고 따르겠나

2015.01.30

67

존재감 없는 野, 공무원 연금개혁마저 눈치보기 할 건가

2014.12.13

68

찔끔 개혁 종착지는 결국 '공무원연금 해체' 갈등 될 것

2015.05.08

69

靑 정무수석·特補, 이렇게 '소모품'으로 써도 되는 자리인가

2015.05.19

70

靑·국회, 쓸데없는 소란 피우지 말고 공공개혁 집중하라

2015.06.01

71

靑과 각 세운 劉 원내대표 연설, 무슨 의도인가

2015.04.09

72

청와대·여당 앞으로 ＂개혁＂ 말하지 말라

2015.05.18

73

총성 없는 年金 전쟁

2014.09.23

74

큰 악재 만난 與에 전패한 野, 국민이 믿지 않기 때문

2015.04.30

75

'푼돈 年金' 누가 만들었나

2014.12.16

76

협상 아닌 투쟁 선봉 서겠다는 野 새 원내대표

2015.05.08

77

대체 세금은 왜 내는가

2015.05.02

78

여당과 야당, 공무원 3者 담합

2015.05.16

79

사회적 연대 강화에 실패한 공무원연금 개편안

2015.05.06

80

장차 공무원연금 부담할 靑年층 얘기도 귀 기울여야

2015.05.22

81

공무원연금 赤字 보전 없애야

2015.04.07

82

勞組만 승리한 공무원연금 개혁

2015.05.05

83

무상 복지가 자초한 '빚 돌려막기 예산'

2015.01.27

84

문재인 대표의 빚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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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순번

기사 제목

보도 일자

1

‘국회후진화법’과 ‘제왕적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 달랑 3건

2015.05.14

2

‘대통령과의 회동’ 걷어차는 게 새정연의 소통 방식인가

2015.05.09

3

‘대통령의 변화’ 실감케 할 靑비서실장 인사 시급하다

2015.05.20

4

‘무늬만 개혁’ 공무원연금 합의안, 국민은 용납 못한다

2015.05.29

5

‘사학·군인연금 개혁’ 하루 만에 뒤집은 정부, 국민
우롱하나

2015.05.06

6

‘실무기구’ 꼼수로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시킬 건가

2015.05.12

7

‘정치 복원’ 첫발 뗀 靑3자회담, 후속조치에 경제 달렸다

2015.05.15

8

“이번엔 법인세 연계”, 새정연 反연금개혁 본색 드러냈다

2015.04.09

9

“정부와 전면전” 선언한 문재인 새 대표, 첫 단추 잘못됐다

2015.05.13

10

“충청” “호남” 지역감정 앙금 남긴 이완구 총리 인준

2015.05.08

11

3년 8개월 만의 코스피 2100 돌파가 불안한 이유

2015.05.26

12

11일 만에 귀국한 대통령, 획기적 국정해법 내놓아야

2015.02.05

13

2015년 4대 구조개혁 방안, 정권 걸고 완수할 결기 있는가

2015.05.06

14

FTA 비준 재촉한 청와대, 여당이 하청업체로 보이나

2015.02.04

15

경제혁신에 승부 건 朴대통령, 공무원부터 뛰게 하라

2014.11.15

16

공무원연금 ‘맹탕 개혁안’ 통과시켜 미래세대에 죄지을 텐가 2014.11.29

17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 눈속임 할 생각 말라

2014.10.18

18

공무원연금 개혁, 누구 마음대로 ‘빅딜’하나

2014.08.20

19

공무원연금 개혁, 올해 안에 못 해내면 물 건너간다

2014.09.23

20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시 만들라

2015.02.22

21

공무원연금 법안 상정 막은 새정연, 만년 野黨작정했나

2015.05.04

22

공무원연금안에서 구체적 수치 뺀 야

2015.03.26

23

공무원연금에 세금 퍼주려는 여당, 英 보수당을 보라

2015.05.02

24

공직사회 혁신한다더니 결국 공무원만 늘렸다

2015.05.07

25

국민 뜻과 거리 먼 ‘사회적 합의기구’ 함부로 만들지 말라

2014.12.10

26

국민기대 못미친 재·보선 전날 대통령의 代讀 메시지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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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사 제목

보도 일자

27

국민만 패자로 만든 공무원연금 맹탕 개혁

2015.05.01

28

국민연금 불쑥 들고나온 野, 공무원연금개혁 깰 참인가

2014.02.07

29

국회문턱 못 넘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다시 논의하라

2014.11.07

30

극단주의 강경파에 휘둘리는 나라

2015.05.11

31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에 대표직 걸라

2015.05.15

32

나라 망치는 데 한술 더 뜨는 새누리당

2015.04.27

33

나랏빚 급증하는데도 공무원연금 개혁 미적댈 건가

2015.04.06

34

내부 혁신안도 걷어찬 새누리당, 개혁 운운할 자격 있나

2015.05.16

35

대통령 건강 이유로 ‘성완종 정국’ 수습 미룰 수 없다

2015.05.09

36

대통령과 여야 회동, 만난 뒤 더 악화된 과거 반복 말아야

2015.05.05

37

대통령이 親朴만 챙겨서야 ‘소통 리더십’ 발휘할 수 있겠나

2015.03.02

38

돈 풀다 신용등급 추락한 일본 반면교사 삼아야

2014.11.18

39

또 발목 잡는 野, 앞으로 ‘혁신’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2015.03.18

40

만신창이 이완구 후보자, 총리가 돼도 문제다

2014.12.23

41

명분 없는 민노총 파업시위 5월까지 이어갈 텐가

2015.05.29

42

문재인 대표, 국정공백 채우는 리더십 발휘하라

2015.02.10

43

문재인 이종걸 野 투톱의 강경 투쟁은 적반하장이다

2015.05.12

44

문재인式 ‘새 경제’로는 성장도, 일자리도 어렵다

2015.03.30

45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改惡에 논평만 하고 있을 건가

2015.04.10

46

박대통령은공무원이만든공무원연금案거부해야

2015.04.21

47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20%대, 문제는 경제다

2015.01.12

48

朴대통령의 ‘시한부’ 예고, 李총리는 거취 정리하라

2015.02.05

49

朴心 대신 脫朴 유승민 원내대표 택한 새누리당

2015.05.05

50

박원순 시장의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대권 꿈 때문인가

2014.12.31

51

복지 조정도, 증세도 안 된다면 빚더미 남길 셈인가

2015.03.16

52

사회 지도층부터 公共性확립해야 제2도약 가능하다

2015.02.03

53

새정연, 발목 잡기도 모자라 ‘입법 독재’까지 할 참인가

2014.12.24

54

새정치연합 지지율 ‘반짝 상승’ 안 되려면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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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사 제목

보도 일자

55

與野, ‘무상보육 폭탄’ 2015년으로 미뤄놓고도 웃음 나오나

2015.05.21

56

여야가 작당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할 참인가

2014.10.28

57

연금 개혁 시늉만 낸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들에 포획됐나

2015.03.21

58

연금 개혁에서 국민 등지고 공무원 편에 선 새정연

2015.02.14

59

연금 전쟁·세대 격돌 속에 맞는 어버이날

2015.05.28

60

이 총리 辭意 수용하고 최경환 부총리 직무대행하라

2015.04.15

61

이완구 총리,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공공개혁 앞장서라

2015.05.04

62

자원외교 의혹, 부실 감사 드러나면 국정조사 못 면한다

2014.11.22

63

재·보선에 大選급 공약, 여야 책임질 수 있나

2014.04.22

64

전공노가 난입해도 ‘공무원연금 개혁’ 멈출 수 없다

2015.06.02

65

정윤회 문건이 민생법안 처리 막는 이유 될 수 없다

2014.11.04

66

조윤선수석사표수리로청와대할일다한건아니다

2015.01.30

67

靑, 연금개혁 무산에 정치권 핑계 말고 自責부터 하라

2014.12.13

68

청년실업 앞에 희망 접은 세 자매의 비극

2015.05.08

69

청와대 3자회담, 국민에게 희망 주는 경제 해법 내놔야

2015.05.19

70

청와대와 김무성, 집안싸움으로 ‘국정 블랙홀’ 만들 건가

2015.06.01

71

총선에 눈먼 ‘시한부 내각’으로 국정개혁 할 수 있겠나

2015.04.09

72

하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안 하고 국민연금만 거덜 내나

2015.05.18

73

한국노총의 勞使政 파기, 이제 정부가 노동개혁 나서라

2014.09.23

74

공무원연금 개혁, 2009 실패 뒤따르나

2015.04.30

75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찔끔 개혁

2014.12.16

76

‘일반미’와 젊은 백수가 분노하는 ‘귀족연금’

2015.05.08

77

공무원연금 개혁, 유시민을 평가한다

2015.05.02

78

김무성이 사는 법 “정치는 딜이다”

2015.05.16

79

홍준표-문재인의 50가지 그림자 - 개혁찬성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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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분석 대상 사설 목록

<경향신문>
순번

기사 제목

보도 일자

1

연금개혁 미룰수록 큰 부담

2004.05.18

2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

2007.01.22

3

국민연금법 개정 더 미룰수 없다

2005.04.04

4

연금개혁 더이상 늦춰선 안된다

2007.02.22

5

공무원·군인연금부터 개혁하라

2004.09.21

6

국민연금 개혁 되살려야 한다

2004.10.18

7

국민연금, 미봉책은 필요없다

2004.05.31

8

국민연금, 우선 살려놔야 한다

2003.12.24

9

설 민심’ 들었다면, 임시국회 제대로 하라

2007.02.19

10

공감하기 어려운 盧대통령의 신년연설

2007.01.24

11

공무원 연금 ‘연내 개혁’ 약속은 사기였나

2006.12.14

12

공무원연금 ‘연내 개혁’ 공언에 주목한다

2007.07.05

13

공무원연금 개혁 눈가리고 아웅하나

2007.01.11

14

공무원연금개혁, 이젠 노대통령이 나서야

2007.01.03

15

국민에게 희망 주는 청와대 회담 되기를

2007.01.30

16

궤도에 오른 연금 개혁, 이젠 특수직 차례다

2006.12.01

17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행사 안된다

2007.04.09

18

끝내 연금개혁 무산시킨 ‘무책임 국회’

2007.04.03

19

노대통령의 탈당과 책임정치

2007.02.22

20

연금 불균형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2005.10.24

21

연금개혁 더 이상 끌 시간이 없다

2006.06.05

22

연금개혁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05.10.13

23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겨를이 없다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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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사 제목

보도 일자

24

정기국회 내내 정계개편론으로 지샐 건가

2006.10.31

25

정치타협으로 미봉한 국민연금 개혁

2007.04.20

26

최저출산에다 이젠 최고속 고령화까지

2006.05.25

27

한나라당의 국민연금 표대결 안된다

2007.04.01

28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부쳐

2004.10.22

29

복지정책과 ‘우리’의 몫

2005.05.25

30

노대통령이 꼭 해야할 일

2007.01.09

31

비효율 복지제도 전면 개선을

2007.05.01

<한겨레신문>
순번

기사 제목

보도 일자

1

국민연금 개혁 논리의 허구성

2007.04.20

2

국민연금개혁 미룰 수 없다

2006.11.10

3

국민연금법 개정, 원칙을 지켜라

2004.10.18

4

‘연석회의’의 연금개혁 가능성을 주목한다

2006.09.15

5

‘용돈연금’ 만들바엔 차라리 손떼라

2007.04.23

6

‘유시민식’ 복지정책이 연장되어선 안된다

2007.05.25

7

개혁 외쳐 놓고, 국민연금 등진 한국개발연구원

2007.06.13

8

견해차 있어도 대화정치 가능하다

2007.02.10

9

국민 노후생활까지 볼모로 잡아서야

2007.03.08

10

국민연금 개혁, 올해는 마무리해야

2005.08.27

11

국민연금 개혁, 합의 가능성을 살려나가야 한다

2006.11.27

12

국민연금, 또 땜질 처방인가

2004.06.04

13

국민연금, 정도로 풀어야 한다

2007.04.18

14

국민연금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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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사 제목

보도 일자

15

미래에 대한 성찰 없는 국민연금 개혁

2006.12.11

16

사각지대 해소책이 없는 허망한 연금개혁

2006.12.04

17

연금개혁 논의, 첫단추 잘 끼워야

2006.04.04

18

연금개혁, 정부와 정치권에만 맡길 수 없다

2007.04.04

19

용돈연금 만들지 말고 내년에 차분히 논의하자

2007.06.30

20

‘양당합의’ 말고 ‘국민합의’를

2007.04.24

21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2006.09.26

22

연금 개혁으로 꺾이는 삶의 희망

2006.12.19

23

연금 개혁의 세가지 열쇠

2007.04.10

24

절차적 민주주의의 역설

2007.07.17

<조선신문>
순번
1

기사 제목
국민아닌공무원이개혁대상

보도 일자
2005.10.10

2

국민연금 개혁, 정치적 접근은 안된다

2005.05.08

3

'철밥통' 공무원 연금

2005.04.26

4

연금법 '父子세대 갈등'

2003.12.23

5

새 정치의 출발은 국민과의 정책공유로

2004.05.02

6

‘관리만 한다’면서 1600兆 복지정책 밀어붙이는 속뜻

2006.08.21

7

‘여야 민생경제회담’ 열어야

2007.01.28

8

‘유럽 복지病 새 患者’ 따라 하자는 대통령

2007.04.26

9

개헌안 철회를 국정 마무리의 계기로

2007.04.15

10

공무원늘리는肝큰정부를보라

2005.10.05

11

공무원연금부터고쳐놓고국민연금말하라

2008.09.29

12

공무원을 쥐어짜는 일본, 공무원이 쥐어짜는 한국

2006.03.08

13

국민 28%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다

200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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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사 제목

보도 일자

14

국민연금개혁위해서도공무원연금먼저고쳐야

2005.10.12

15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한국 5.7%, 캐나다 17.4%

2007.06.11

16

국민연금지금안고치면못고친다

2004.05.20

17

국민연금법 개정, '고효율 복지' 계기 삼아야

2006.11.30

18

年金 안낸 장관이 “더 내고 덜 받자”는 改革한다니

2006.02.05

19

눈 감고 유럽식 복지모델만 따라가나

2005.05.11

20

대통령 개헌논란 끝낼 계기 마련됐다

2007.04.11

21

대통령 다시 입을 열다

2007.05.03

22

대통령과 야당 대표, 민생 합의의 ‘기적’을

2007.01.30

23

언제까지 공적연금에 국민세금을 쏟아붓나

2004.07.19

24

언제까지 이렇게 공무원 ‘봉양’해야 하는가

2006.12.06

25

연금 파탄 막기보다 표 챙기기 바쁜 與·野·政

2007.04.02

26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 가는 길

2007.05.08

27

오래사는것을불행하게만드는사회

2004.10.03

28

이젠 공무원연금 차례다

2007.04.20

29

인구감소는 국가 쇠락(衰落)의 시작이다

2005.01.20

30

자식世代에게빚떠넘겨서는안돼

2005.01.24

31

低출산 수렁에 빠진 이 나라의 미래

2004.05.21

32

정부안에“NO”라말할장관이필요하다

2007.01.05

33

지나온 4년과 남은 1년

2007.02.20.

34

집권세력의 무책임이 만든 ‘유시민 파동’

2007.04.08

35

표계산에 연금법 개정도 밀려나서야

2003.12.23

36

한국은 실패한 유럽 복지 흉내 내지 말라

2006.09.12

37

2100년남한인구1600만명

2004.06.07

38

가족파괴하는국민연금제

2004.07.06

39

'희망의 不在'가 문제의 본질이다

2006.09.04

40

달다진 보수 vs 새로운 진보

2007.05.02

41

'올 것이 왔다'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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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신문>
순번

기사 제목

보도 일자

1

국민연금 ‘대토론의 場’ 열자

2004.05.23

2

연금개혁 여야 합의 기대한다

2005.03.29

3

복지부 장관의 ‘이벤트성 행사’

2005.03.25

4

연금개혁 미루는 ‘정치권의 罪’

2006.02.20

5

院구성도 못하면서 국정조사

2004.06.27

6

춤추는 善心법안…잠자는 民生법안

2003.12.14

7

연금개혁법 이끌 소신파 의원 없나

2007.04.06

8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혁에도 나서야

2007.07.01

9

‘69세 청년’ 서상문 씨의 271顚 272起

2005.04.15

10

‘국민통합 연석회의’가 국정실패 되돌릴까

2005.05.13

11

‘국정 마무리’ 의지,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보여야

2007.01.04

12

‘脫法 공무원집단’ 노후보장稅까지 내는 국민

2006.01.26

13

17대 대통령선거 D-299

2007.02.23

14

각 政派, 꼼수 부리지 말고 민생법안 타결하라

2007.04.19

15

개헌, 탈당, 민생 표류, 공허한 비전 2030

2007.05.02

16

개헌발의 ‘조건 없는 포기’가 정답이다

2007.04.11

17

국민연금 ‘파워게임’ 대상 아니다

2004.11.23

18

국민연금, 확 뜯어고쳐야한다

2004.06.05

19

국민연금·특수직 연금 “時差 둔 개혁”은 속임수다

2006.06.19

20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불균형’ 손 못 대나

2005.10.24

21

국민연금법 개정하고 특수연금도 수술하라

2006.11.30

22

국민연금-특수연금 함께 손질해야

2006.02.16

23

박명재 장관으론 공무원연금 개혁 어렵다

2007.01.31

24

세금 얼마를 쓰든 ‘平生 보장’ 하라는 공무원노조

2007.07.09

25

열린우리당 ‘實用노선’ 옳다

2004.04.27

26

외환위기 8년, 이젠 재정이 불안 요소

2004.11.22

27

이러니 국민이 정부를 안 믿을 수밖에

200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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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사 제목

보도 일자

28

이럴 바엔 국민연금이 아니라 개인저축에 맡겨라

2005.04.27

29

전효숙 지명 철회 前後

2006.11.27

30

통과시켜야 할 法, 통과시켜선 안 될 法

2007.04.03

31

특수직 연금 개혁, 말 아닌 행동 나서야

2006.04.05

32

한국 젊은이들도 유럽처럼 ‘IPOD세대’ 되나

2007.03.11

33

血稅로 메우는 공무원연금 적자

2005.09.30

34

‘걱정 2030’

2006.09.02

35

‘民生’ 없으면 정치도 없다

2003.11.27

36

사회안전망’이 흔들린다

2004.06.17

37

佛 ‘검은 화요일’의 교훈

2006.03.31

38

차라리 공채를 발행하라

2004.11.21

39

‘개혁독재’ 철옹성 쌓기

2004.10.18

40

정치劇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5.09.13

- 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