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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19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한 방송보도가 정책선거를 도모하는 데 어떠한 역할

을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보도의 프레임과 보도 품질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MBN, 채널A, TV조선, JTBC 등 종합편성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서 

TV토론에 대한 보도 175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방송사들은 대선 후보자들의 TV토론을 주

로 전쟁 프레임을 사용하여 보도하고 있고 이슈 프레임과 토론평가 프레임, 토론전략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드러났다. 방송을 통해 TV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은 

후보들 간의 공방, 공격, 설전, 난타전 등의 기본 틀로 토론을 시청한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종

편 방송사보다, 그리고 공영방송사가 민영방송사보다 오히려 더 전쟁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정책정보성, 분석의 심층성, 부정적･냉소적 비난보도의 차원에서 측정한 보도의 품

질은 대체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MBC와 MBN의 보도 품질이 낮은 반면 

JTBC와 SBS의 보도 품질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도 프레임과 보도 품질의 관계를 보면 선행

연구에서 지적해 온대로 전쟁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이슈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의 보도

의 품질이 월등히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토론평가 프레임을 사용하는 보도에서 정책정보성이 전

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쟁 프레임을 사용한 경우보다도 부정적･냉소적 비난 보도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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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 방송사들의 토론평가 보도가 상당 부분 근거 없는 비난과 냉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선거를 위한 미디어 역할의 관점에서, 충분한 정책 정보

와 이해를 갖춘 유권자들이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정책 선거의 실현에 대선토론 방송

보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

다.

【주제어: 정책 정보성, 대통령 선거, TV토론, 미디어 프레임】

Ⅰ. 서론

이 연구는 정책선거를 위한 미디어 역할의 관점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TV토론에 대

한 방송보도가 TV토론을 어떠한 프레임에서 보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TV토론 보도의 

품질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시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

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여부는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

건이며, 특히 선거의 맥락에서 이러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이 정

책 이슈를 바탕으로 투표를 하는지에 초점을 둔 정책 투표 및 정책 선거의 필요성과 현

상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계에서 모두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김욱, 2012; 박희봉･장

경석, 2010; Cappella & Jamieson, 1997; Jamieson, 1992; Lawrence, 2000; Patterson, 

1993).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은 다양한 경로로 정책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며, 이 중 

언론 미디어로부터 받는 정보가 상당하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쟁점이 되

는 정책이슈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 학습한다고 알려져 있다(Iyengar & 

Simon, 2000; Patterson, 1980; 송건섭·박동춘, 2017). 특히 대통령 선거의 경우 미디어

의 선거 관련 보도량이 많을 뿐 아니라,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이 생방송 되고 TV토론에 

대한 방송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를 통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유권자가 많게 된다. TV토론은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공약, 비전, 가치관 등을 

표현하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직접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

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권혁남, 2011; Jamieson & Birdsell, 

1988; Kraus, 2000). 

대선 TV토론의 효과는 많은 실증 연구의 대상이 되었는데, TV토론 시청이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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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뿐 아니라(양승찬, 1999, 2003; 이강형, 2003; 이준웅, 1999, 2003), 유권자의 정책 

이슈 습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김관규 외, 2006; 이철한･현경보, 

2007). 김관규 외(2006)는 2006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의 텔레비전 토론효과를 분석

한 실증연구에서 유권자가 텔레비전 토론을 시청한다는 전제를 충족시킨다면 정책이슈

학습, 후보이미지 지각, 후보호감도 변화, 투표의도 등에 적지 않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렇게 TV토론이 정책 이슈의 이해도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다는 

점은, TV토론이 정책선거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을 시

사한다. 

19대 대선에서는 촛불 혁명으로 인한 정치적 상황과 조기 대선의 특수성으로 인해 선

거 캠페인 기간이 축소되었고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은 증가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대선 TV토론의 중요성이 더 커졌으리라고 볼 수 있다(장석준, 2017).1) 제19대 대선의 

TV토론에서는 6회에 걸쳐 다양한 형식의 새로운 TV토론 형식들이 시도되기도 하였는

데, TV토론이 방송사 주최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TV토론을 직접 시청하는 유

권자들보다는 방송보도를 통해 시청하게 되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TV토론 자체

뿐 아니라 토론에 대한 방송 보도가 갖는 역할이 매우 클 것이다. 유권자들의 현실 인식

에 미치는 영향은 TV토론 그 자체보다는 토론에 대한 언론보도라는 결과들도 있는데, 

TV토론을 직접 시청한 사람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시청한 사람들 간에 토론 결과에 대

한 응답이 달랐다는 것이다(Lang & Lang, 1984). 어느 후보가 TV토론을 더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적 질문에 대해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언론의 논평에 노출된 후 자신의 의사결

정을 변경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Tsfati,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TV토론에 대한 방

송보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제19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한 방송보도가 정책선거를 도모하는 데 어떠

한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토론 방송보도의 프레임과 품질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선거보도에서 이슈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이슈 프레임에 

노출된 사람들과 전략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전략 프레임에 노출된 사람들 간에 정치

냉소주의 및 정치에 대한 신뢰 등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밝히며, 선거 보도 프레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TV토론에 대한 방송 보도가 어떠한 프레임을 

1) 실제로 19대 대선 전 시행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가 어느 후보

를 찍을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바 있다. 관련 기사: “유권자 70%, TV토론 투표 결정에 

영향 미쳐“, 아시아경제  2017. 5. 3.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02094 

55999087; “원고 없이 붙은 첫 스탠딩 토론... 물고 물린 난타전”, JTBC 2017. 4. 20. http://news. 

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5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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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선거보도가 후보자의 

전략이나 갈등, 승패에 중점을 두는 보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편드는 편파보도, 정책 

이슈보다는 지엽적인 이벤트나 에피소드를 부각하는 선정보도 등의 문제를 보여왔다고 

지적해 왔다. 보도의 품질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들이 TV토론에 대한 방송 보도에서 어

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V토론 

보도의 품질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요인들을 찾아서 제19대 대선 TV토론 보도를 분석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TV토론 보도의 프레임과 보도의 품질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분석하여 향후의 토론 보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1.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선거와 선거 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책을 수립하

고 집행하는 행정의 수반과 입법가들을 선거로 뽑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Park, 2001). 그러므로 선거는 주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을 평가하고 선택

할 수 있는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한다(신두철, 2005). 여러 학자들은 그동안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념과 정책적 차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선택을 하고, 정당과 후보자

는 경쟁자들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선거전략과 운동에 매진하는 ‘정책선거’

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박명호, 2003; 박희봉･장경석, 2010; 유성진, 2014; 정연정, 

2008; 조진만, 2008). 정책선거의 중요성은 민주주의의 실행 여부가 관여적이고 사회/정

책 이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시민의 존재에 달려있다는 숙의민주주의의 기본 입장

과도 일맥상통한다(Barber, 1984; Fishkin, 1991). 정책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하게 형성

된 의견을 가지는 것은 시민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Zaller, 

1992).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정치학자들이 일찍이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정

책선거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김욱(2012)은 2002년, 2006년, 2010년의 지방

선거 유권자의 후보선택 기준을 비교하여 2010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에서 후

보 요인이나 출신지역, 개인적 연고 등에 비해 정책/공약의 성향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세종시, 4대강사업, 무상급식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고려 정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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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음을 발견하였으며 이 중 투표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이슈들도 있었음을 발견

하였다. 한편 박희봉･장경석(2010)은 20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과정의 정책선거 수준을 

공천심사과정의 절차, 후보의 지역별 공천신청 행태,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제시 및 토론

회 개최 실적, 정책공약 내용분석, 주요 언론의 정책공약비교의 5가지 측면에서 세심하

게 분석하였는데, 정책의 대결이나 정책공약 내용의 차별화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언론의 정책공약 보도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정책공

약 중심 선거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였다. 또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연구한 정희옥(2012)도 유권자들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음을 발견하였고 전반적으로 정책선

거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정책 선거에 대한 논의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 기준이 정책이나 공약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당이나 후보의 인적 특성, 연고나 출신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미국과 유럽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계의 주요 

관심은 선거 관련 담론이 주로 정책 이슈나 정치인의 정책 관련 제안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지 아니면 정치인이나 정당의 전략과 싸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가 정착되기 시작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선거 관련 정보가 

언론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으나(권혁남, 1999), 이후에

는 편파보도나 불공정 보도의 논의보다는 우리나라 언론의 선거관련 보도에서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권혁남(1999)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TV 보도 분석 연구에서 이슈와 정책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는 많이 다루어졌으나, 후보들의 정책을 직접 비교해 주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

으며 후보들의 공약 내용도 매우 피상적으로 보도되었다고 밝혔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방송보도를 분석한 구교태(2008) 역시 정책 이슈 중심의 긍정적 보도가 극히 부족하였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자들은 선거 관련 언론 보도에 정책 이슈가 부족하다는 점을 단지 규범적인 측면에

서만 문제시 한 것은 아니었다. 즉, 정책 선거의 중요성은 규범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밝혀져 왔다. 그동안 매우 다차원적으로 진행되어 온 선거과정과 언

론에 대한 연구들은 특히 프레이밍의 이론적 틀을 통해 선거 관련 보도가 어떠한 틀에서 

내용을 전달하는 지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밝혀 왔다. 다음 장에

서는 선거보도의 프레임과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이론과 연구들을 논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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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보도의 이슈 프레임과 프레이밍 효과 

프레이밍(framing) 이론은 뉴스 미디어가 지면과 시간의 제약, 뉴스 제작 과정의 관

행, 뉴스 제작기관이 가진 상황과 시각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특정한 부분은 선택, 강

조하고 다른 부분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Entman, 1993; Iyengar, 1991; Tuchman, 1978; Gitlin, 1980; Gamson, 1988; 우지숙·

최정민, 2015). 이렇게 특정한 부분은 선택, 강조하고 다른 부분은 배제함으로써 나타나

는, 미디어의 특정한 인지, 해석, 프리젠테이션의 방식을 미디어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Gitlin, 1980).  미디어 프레임, 또는 뉴스 프레임은 뉴스의 내용 안에 내재한 특

징으로서 때에 따라 특정한 키워드, 메타포, 개념, 심볼, 또는 영상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Gamson, 1988). 이러한 미디어 프레임이 수용자가 가진 인지적 틀과 공명하여 

일정한 정도의 호혜성(reciprocity)을 갖게 되면 수용자가 메시지를 해석하고 의미를 만

들어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보는 것이다(van 

Dijk, 1988; Gitlin, 1980; Hall, 1980; Pan & Kosicki, 1993; Schuefelle, 1999). 

1990년대 미국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이전의 수십년 동안 미디어가 정치 

이슈, 특히 선거 캠페인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이슈를 중심대상으로 하는 보도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개인적 동기나 전략적 의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에 대

한 보도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Jamieson, 1992). 제이미슨(Jamieson, 

1992)은 ‘전략적 보도’의 특징으로서 선거에서의 승패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안이고, 전

쟁, 게임, 경쟁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정치인, 비평가, 유권자의 발언이 인용되고, 정치

인의 성과, 스타일, 지각 등에 중점을 두고, 선거 캠페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여론조사에 

큰 비중을 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후 카펠라와 제이미슨(Cappella & Jamieson, 1996)

은 건강보험개혁정책에 대한 뉴스보도 연구에서 미국이 당면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과 해결방안에 중점을 둔 보도를 이슈 프레임으로, 건강보험개혁 관련 논쟁의 승자와 

패자에 중점을 두거나 자신의 개혁 프로그램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 등에 중점을 

둔 보도는 전략 프레임으로 분류한 후, 전략 프레임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프레임의 뉴스

가 수용자들의 냉소주의를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카펠라와 제이미슨

(1997)은 냉소주의의 나선(Spiral of Cynicism)이라는 개념을 통해 신문의 선거보도에서 

후보자간의 승패, 후보자의 선거 전략, 여론조사 등을 통한 후보자의 지지도 비교분석, 

후보자간 비방이나 의혹제기 같은 네거티브 캠페인, 정치인의 이기적 동기 등에 초점을 

둔 ‘전략 프레임(strategy frame)’을 사용한 보도에 노출된 사람들은 전략적 정보를 더 

기억하게 되고,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 보도, 후보자 간 정책 및 공약 비교, 선거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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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시,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춘 ‘이슈 프레임(issue frame)’을 사

용한 보도에 노출된 사람들은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하게 된다는 점과, 전

략 프레임을 자주 접한 사람들은 냉소적 시각과 신념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치 보도, 특히 그 중에서도 선거 관련 보도가 어떤 프레임으로 뉴스를 전달하는가 

하는 것은 이후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Dekavalla, 2016; Woo, 1996), 

우리나라에서 선거 보도의 프레임을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다. 연합뉴스의 대선보도 프

레임을 연구한 김은주･방정배(2010)는 제15대, 16대, 17대 대선에 대한 뉴스통신사의 

선거보도기사의 프레임을 경성적 프레임(폭로･비방･갈등, 후보자 이미지, 경마, 단순후

보자 유세/정당/국회활동, 선거전망/게임 프레임)과 연성적 프레임(이슈/정책, 지역적 

시각, 사건, 후보 단일화, 선거참여/질서, 정치･사회적 반향 프레임)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대선 때마다 ‘폭로/비방/갈등 프레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시

간이 갈수록 이 프레임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후보자의 ‘이미

지 프레임’도 크게 증가한 반면, 외국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경마 프레임’은 줄어드는 추

세를 보였으며 ‘이슈/정책 프레임’과 ‘선거참여/질서 프레임’은 크게 감소하였다. 김은

주･방정배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정치보도의 주된 프레임이 정책대결이나 이슈대결 구

도의 프레임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이미지나 비방 프레임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우가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선거보도가 경마 또는 전략 프레임

보다는 폭로･비방･갈등 프레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는 폭로와 비난 등 부정

적 캠페인을 사용해온 우리나라 선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박재영 외

(2014)는 제14대부터 제17대까지 5회의 대선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의 선거

보도를 전략 프레임, 이슈 프레임, 시민 프레임, 복합 프레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세 

신문 모두에서 전략 프레임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김은주･방

정배(2010)의 연구에서 폭로･비방･갈등 프레임으로 분류된 기사들이 박재영 외(2014)의 

연구에서는 포괄적으로 전략 프레임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며, 결국 두 연구의 결과에

서 모두 후보자의 전략이나 대결, 갈등 프레임이 많이 발견되었고 이슈/정책 프레임이 

매우 적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정책 선거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19대 대선 보도에서 어떠한 프레임이 사용되고 있는지는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 수용자의 정치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학자들도 관심을 가져왔다. 이건혁(2002)은 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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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이라고 보고 이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미디

어의 보도 태도, 그 중에서도 특히 미디어의 보도 프레임을 꼽았다. 이건혁(2002)은 실험 

연구를 통해 ‘전략적 프레임’을 담고 있는 TV 뉴스를 본 시청자들은 정치인에 대한 부정

적 감정반응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더 많이 갖게 되며,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반응은 

정치적 냉소주의를 높이는 데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였다. 한편 권혁

남(2013)은 설문조사를 통해 방송의 경우에는 전략적 뉴스에 대한 주목이 정치적 냉소주

의를 높인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신문의 경우에는 전략적 뉴스에 대한 주목이 

정치적 냉소주의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전략적 뉴스에 

대한 주목이 투표 참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문의 전략적 뉴스 주목이 정치적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이 낮고 정치 효능감이 낮으며 정파성이 있는 사람들에

게만 일어난다는 점을 발견하여, 전략적 뉴스의 영향이 매체별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는 점을 보였다. 즉, 뉴스 프레임의 영향이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카펠라와 제이미슨의 연구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이슈 프레임과 전략 또는 게

임 프레임이 수용자들의 냉소주의와 정치 불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이 연구들

은 선거보도에서의 전략 프레임과 이슈 프레임의 사용이 일반인의 선거에 대한 인식이

나 냉소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계속하여 발견하는 한편, 개인적 특성이나 정교화

의 차이 등에 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온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Crigler, et al., 2006; Rhee, 1997; Shehata, 2014; Valentino et al., 2001). 

또한 우리나라의 선거보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폭로･비방･갈등 프레임

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보도 역시 수용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

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권혁남, 1998; 이준웅, 2000; Ansolabehere & Iyengar, 1995). 그러나 최근의 연구

에서는 부정적 보도, 특히 후보자 간 갈등과 폭로 등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방식의 보

도 등이 수용자들의 정치신뢰를 낮추고 싫어하는 후보와 그의 입장을 더욱 혐오하게 만

드는 부정적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권자가 좀 더 관여하게 하고 많

은 정보를 기억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Mutz, 2016). 즉, 

선거보도의 특정한 프레임들이 냉소주의를 야기하거나 불신을 야기한다는 이론은 상황

과 개인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선거 관련 보도의 내용에 

대한 연구가 수용자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언론사의 선거 보도, 특히 TV토론에 대한 보도

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민주주의의 작동을 위한 정책 선거의 실현에 얼마나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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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하는 차원과 연결해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보도의 프레임과 보도의 품질이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TV토론 보도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3. TV토론 보도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의 공직 후보 TV토론은 1995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시작하였고, 1997년 대통

령 선거, 2002년 대통령 선거,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 확대되어 제17대, 18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의 TV 토론회는 중요한 선거 과정으로 자리잡았다. 

TV토론에 대한 연구는 주로 TV토론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TV토론의 내용에 대한 연구

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TV토론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TV토론 시청 후 후보자 

혹은 정책에 대한 지식습득,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 변화,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나 선호

도 등의 변화, 정치참여에 대한 효과 등 매우 다양하다(김관규 외, 2006; 박연진･김관규, 

2016; 양승찬, 1999; 이강형, 2003, 2004; 이준웅, 1999, 2003). 토론의 내용에 대한 연

구는 토론의 전략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의 형식 등에 대한 평가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대선 토론을 비롯하여 TV토론의 전략적 측면에 대해 연구하

였는데, 주로 설득전략의 이론적 배경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고 담론 분석 등 언어적 측

면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김관규･박연진, 2011; 범기수･최용혁, 2013; 최윤선, 2003). 

토론에 대한 보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실제 토론회에서 사용된 수사적 

표현과 보도에 인용된 표현을 비교하는 연구 등이 있다(김춘식･전영란, 2009). 

다수의 TV토론에 대한 연구들이 토론 내용과 형식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였는데, 

공통적으로 토론의 내용에 정책 이슈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정치보

도나 선거보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되어 온 보도의 공정성 개념은 형식적인 측면

에서 강한 불편부당성을 내재하고 있는 TV토론의 분석에는 큰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

다. 그보다는 토론의 질, 그리고 토론 내용의 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최근 연구의 추세

다. 제15대 대선토론을 평가하는 글에서 정인숙(1998)은 정책 대결을 찾아보기 어렵고 

상호비방이 무성하였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제16대 대선토론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한 

송종길(2003)은 토론 내용의 질을 질문과 응답의 정책관련성, 질문주제의 적합성, 질문

의 명확성, 질문의 구체성, 질문의 심층성, 공격성으로 측정하였는데, 후보자간의 1:1 토

론과 사전 질문 준비를 허용하는 토론의 형식이 토론 내용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정책 

중심의 토론보다 이미지 중심의 토론이 나타나는데 기여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토론

의 질에 대해 같은 측정방식을 사용하여 제17대 대선토론을 분석한 김관규(2008)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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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선에 비해 토론의 질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분석하였는데 그 원인을 토론 형식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올해 치러진 19대 대선 토론에 대해 평가분석한 장석준(2017)은 정

책관련성, 즉 후보자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언급한 정책요소 빈도는 2007년에 비해 

증가했고 주제 관련성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공격성 요소 역시 2002년에 비하면 증가

했다고 밝히면서, 형식의 혁신은 있었으나 의도했던 정책토론 활성화는 없었다고 주장

하였다. 

이처럼 대선 토론에 대한 평가는 주로 정책관련성이나 정책 요소의 빈도 등 정책이슈

가 어느 정도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를 근거로 진행되어 왔다. 아직 토론 보도의 

질적 측면에 대해 연구한 경우는 없었으나, 그동안의 대선 토론에 대한 평가 연구들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정책 이슈의 빈도나 정책연관성 등이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토론의 질을 좀 더 중점적으로 연구한 장슬기･한규섭(2015)은 토론

의 질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후보자 간의 ‘관여’의 개념을 설정하고 후보자가 자

신의 논점만을 반복하여 밝히기보다는 동일한 논점에 대해 주장-반박-재반박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경우에 질 높은 토론이 일어

난다고 보았다. 토론의 형식보다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할수록, 대립적 이슈일수록, 토론

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수가 많을수록, 한 이슈에 할당된 시간이 적을수록 관여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관여의 개념을 토론 보도의 질을 측정하는 데 바로 적

용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단문이나 키워드 중심으로 후보자 발언들을 단순 보도하는 

경우는 질높은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토론회에 대한 

단순 보도보다는 후보자의 정책 입장이 후보자간의 관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의 

보도를 질 높은 보도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TV토론 보도만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선거보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편파보도, 

경마보도, 추측성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서 선거 이슈에 대한 분석과 

해설을 제공하는 심층 보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구교태, 2008; 김영욱･김위

근, 2007). 우리나라 대선보도를 분석한 박재영 외(2014)의 연구에서는 사건 중심의 이

벤트 기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사안의 의미, 사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등을 

보도한 해설기사나 사인의 배경이나 원인 판단, 문제점 진단 등의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기획기사는 적었다고 분석하였다. 선거보도의 바람직성을 연구한 김소형･이건호(2015)

는 인물, 정책/이슈, 판세의 3가지 상위 주제 하에서 바람직한 보도와 바람직하지 않은 

보도의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인물에 대한 주제에서는 단순 동정이나 출처 없는 

비방 등의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 보다는 상세한 배경이나 근거, 사실관계 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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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보도를 바람직한 보도로 보았고, 정책/이슈와 관련된 주제에서는 무비판적으로 후

보자의 공약이나 홍보를 나열하고 정치적 대립을 부각시키거나 심층분석 없이 선거의 

부정적 내용에만 집중해서 보도하는 경우보다 정책 및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거

나 비교하는 보도를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TV토론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토론을 승･패의 

구도로 경마적으로 보도하거나 말싸움 등의 공방을 통한 승리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보

도보다는 토론의 내용과 후보자 발언 내용 등을 언론사에서 자체 검증하는 방식의 보도

를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준웅(2002)은 후보가 던지는 메시지의 근거를 확인하고, 제

대로 추론된 주장인지 검토하고, 근거의 사실성을 검증해서 비판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언론학회는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보도 가이

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보다 좋은 선거보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

하고 있다(최선열 외, 2001). 체크리스트에는 먼저 일반적 선거보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

는데, TV토론 보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는 유권자에 필요한 이슈와 정책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보도, 후보간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보도, 후보 발언, 공약, 정책 등

에 대한 사실 검증들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보도 형태로서 후보들 간의 인신공격, 근

거 없는 자격 시비 등을 그대로 보도하여 부정적 캠페인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경우와, 

전쟁 용어, 게임 용어 등 전략적 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유권자가 정치적으로 냉소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보도를 들고 있다. 체크 리스트는 또한 TV토론 보도와 관련한 유의

점으로서 정치적 이슈보다는 정책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정책에 대한 사후 

검증을 하고 있는지, TV토론 내용의 많은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지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내용은 질 높은 TV토론 보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유권

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슈를 얼마나 많이, 또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

는지를 보고 있다. 정책 이슈보다는 정치적 대립을 부각시키거나, 언론사 자체의 분석과 

검증 없이 후보 당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특히 짧게 반복하는 방식의 보도는 정책선거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권자들의 냉소주의를 자극하는 방식

으로 후보간의 공방과 비난을 그대로 보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보도 역시 정책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

서는 TV토론 보도의 질을 측정하는 요소로서 정책정보성, 분석의 심층성, 부정적･냉소

적 비난보도의 문제 등을 정하여 19대 대선토론 보도의 질적 차원을 분석해 보고자 한

다. 또한 방송보도의 프레임과 품질 간에 토론 차수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토론회의 주최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습효과가 존재하는지

를 살펴보고, 또한 방송사별로도 TV토론 보도의 프레임과 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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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최근 두드러지게 논의되고 있는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논의들이나 공영방

송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과 연결해보더라도 (강상현, 2013; 강형철 외, 2011; 윤

성옥, 2013; 이상훈, 2012),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간에, 그리고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방송 간에 TV 토론 보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

다. 나아가 토론 보도의 프레임과 품질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여 특정한 프

레임의 보도가 보다 나은 품질, 또는 낮은 품질의 보도와 연결되는지 살펴봄으로써 TV

토론 보도에 대한 제언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대선 토론에 대한 방송 보도의 프레임은 무엇인가?

1-1. 방송 보도의 프레임에 토론 차수별 차이가 있는가?

1-2. 방송 보도의 프레임에 방송사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선 토론에 대한 방송 보도의 품질은 정책정보성, 분석의 심층성, 부정적･냉소적 비난의 

측면에서 보아 어떠한가? 

2-1. 방송 보도의 품질에 토론 차수별 차이가 있는가?

2-2. 방송 보도의 품질에 방송사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대선 토론에 대한 방송보도의 프레임과 품질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Ⅲ. 연구방법

1. 자료 수집과 분석의 대상

이 연구는 제19대 대선 TV토론의 방송 보도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TV토론은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TV토론이 최소 3회 이상이 열려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선 기간동안 총 6회의 TV토론이 개최되었다. TV토론의 초청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문

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총 5명

이었다. 

방송 매체는 지상파 3사인 문화방송(MBC), 한국방송공사(KBS), 서울방송(SBS)의 메인 

뉴스 <뉴스데스크>, <뉴스9>, <8시 뉴스> 그리고 종합편성방송 4사인 MBN, 채널A, TV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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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JTBC 의 메인 뉴스 <뉴스룸>, <뉴스8>, <종합뉴스>, <뉴스 판>을 선정했다.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TV토론은 오후 8시에서 10시에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TV토론이 개최된 당

일의 메인 뉴스는 해당 사안을 보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토론 당일과 

함께 다음 날의 메인 뉴스를 내용 분석하였다. 뉴스 보도에서 대선 토론에 대한 내용이 

주된 보도 내용인 경우, 대선 토론에서 후보자가 언급한 내용에 대한 보도가 주된 보도

인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시기는 TV토론이 방영된 4월 13일, 4월 

19일, 4월 23일, 4월 25일, 4월 28일, 5월 2일과 다음 날인 4월 14일, 4월 20일, 4월 

24일, 4월 26일, 4월 29일, 5월 3일의 방송 보도이다(표 1).2) 

<표 1> 분석대상 TV 토론회

차수 날짜 주최 메인중계 사회자 비고 분석날짜

1 4/13 한국기자협회･SBS SBS 김성준 녹화중계 4/13,14

2 4/19 KBS KBS 박영환 스탠딩 4/19,20

3 4/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BS 김진석 정치분야, 스탠딩 4/23,24

4 4/25 한국정치학회･중앙일보･JTBC JTBC 손석희 원탁 4/25,26

5 4/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MBC 박용찬 경제 분야 4/28,29

6 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MBC 이정희 사회분야, 스탠딩 5/2,3

각 방송사별로 해당 방송사 웹페이지에서 ‘KBS 23건’, ‘MBC 24건’, ‘SBS 25건’, ‘MBN 

24건’, ‘TV조선 29건’, ‘채널A 15건’, ‘JTBC 35건’으로 총 175건의 보도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대선 토론에 대한 보도 숫자는 JTBC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TV 조선의 

보도가 많았으며, KBS, MBC, SBS, MBN의 보도 숫자는 비슷하였고 채널A가 가장 적게 

보도하였다. 또한 토론 차수별로 각 방송사의 토론에 대한 보도의 빈도가 달랐는데, SBS

와 JTBC, MBC는 본 방송사에서 주최하거나 메인 중계한 토론에 대한 보도의 횟수를 다

른 차수에 비해 늘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MBC의 경우에는 본사가 메인 중계한 토론회에 

대한 보도의 횟수를 특별히 늘이지 않았다. 토론 차수별 각 방송사의 보도 기사 수는 

<그림 1>과 같다. 

2) 한국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2017.4.13)는 오후 10시 녹화 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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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토론 차수별 방송사의 대선토론 보도기사 수 

2. 분석 유목

1) 보도 프레임 

TV토론 보도의 프레임을 측정하기 위해 애벌로 모든 분석 대상 보도를 청취하고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프레임들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TV토론에 대한 방송보도의 주제

는 주로 각 후보자간의 공방에 대한 보도, 이슈에 대한 분석, 토론에 대한 평가, 후보들

에 대한 평가, 흥미 위주의 에피소드 분석 등이었다. TV토론에 대한 제도적 엄격함 때문

에 특정 후보에 대한 편파적 보도는 형식적으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외국의 프레이밍 

연구에서 주로 발견되었던 경마식 보도도 별로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공방, 설전, 공

격, 포문, 반격 등 전쟁을 암시하는 단어가 오프닝 멘트에 나오면서 후보자 간의 싸움과 

부딪힘에 중점을 둔 보도가 많았다. 전략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후보

자의 전략을 해석하는 방식의 보도가 많았고 경마식으로 누가 이기는 지에 대해 보도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쟁 프레임과 전략 프레임을 분리하여 

설정하였고, 다음의 프레임 유형에 따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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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슈 프레임: 기사를 전개하는 기본 틀이 후보자의 정책 이슈와 공약, 후보자의 자

질 등 선거 관련 이슈에 대한 것이고 선거 이슈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유권자가 이해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량으로 전달하는 경우, 제목, 오프닝 멘트 등에 특정 이슈에 대한 

분석 또는 비교에 대한 기사임을 알리는 경우, 이슈에 대한 언론사의 분석이 들어가 있

는 경우,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진위를 따져보는 내용이 기사의 주된 내용

인 경우에 이 기사의 프레임이 이슈 프레임이라고 보았다. 기사 안에 공방, 공격 등의 

단어가 한 두번 들어가거나 후보자간에 서로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도, 

공격이나 반박 자체보다 선거 관련 이슈를 의미 있게 다루는 것이 기사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이슈 프레임으로 코딩하였다. 기사의 꼭지가 형식적으로 팩트 체크 코너라 하

더라도 내용에서는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후보자간의 공방만을 단순간략하게 되풀이해 

보도한 경우에는 이슈 프레임으로 코딩하지 않았다. 이슈 프레임을 사용한 보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앵커> 토론회를 보면 각 후보들은 정책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특히 민감한 핵무장 

법인세 인상과 같은 중요한 현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책, 이도성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핵무장론을 두고 후보들의 의견은 확연하게 갈립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비핵화 원칙을 내세웠지만,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녹취>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20년 동안 외교로 북핵을 제거하려 했지만, 허

망한 짓이란 거 이제 알았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법인세율에 대해선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상하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녹취> 유승민(바른정당 대선후보): “법인 소득이 많은 대기업한테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일단 올리겠습니다.” 

... (이하 생략)

(MBN, ｢[19대 대선]주요 정책 둘러싼 입장 차이 '뚜렷｣, 2017.04.14.)

<앵커> 사실인지, 아닌지 가리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북송금이 어느 정권

에서 가장 많았느냐는 부분입니다. 어제 TV토론에서 후보들 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부

인데, 신정훈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녹취>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금하고 달러 넘어간 게 통

일부 자료 44억 달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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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가 더 많았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자> 역대 정부의 대북 송금액은 김영삼 정부 9억 3,619만달러, 김대중 정부 17억 

455만달러, 노무현 정부 22억 938만달러, 이명박 정부 16억 7,942만달러, 박근혜 정

부 2억 5,494만달러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44억 달러가 넘어갔다는 홍준표 후보의 

말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가 더 많다는 문재인 후보의 말,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대북송금액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에 사업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무상인 대

북 인도적 지원과는 다릅니다.

... (이하 생략)

(TV조선, ｢[팩트체크] 文 "대북송금 MB-박 정부 더 많아"…安 "대북송금 공과 있어"｣, 

2017.04.20.)

② 전쟁 프레임: 기사를 전개하는 기본 틀이 후보자 간의 싸움과 갈등, 비난, 폭로 등

에 대한 것인 경우 이 기사의 프레임이 전쟁 프레임이라고 보았다. 제목, 오프닝 멘트 

등에 난타전, 공방, 신경전, 설전, 공격, 포문, 반격 등 전쟁을 암시하는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고, 보도의 내용이 이슈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기는 하더라도 이슈의 내용

보다는 후보자 간의 싸움이나 공방, 서로 공격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보도의 중점이 맞

춰져있는 경우에 전쟁 프레임으로 코딩하였다. 전쟁을 암시하는 단어가 한두 번 나온다 

하더라도 보도의 주된 내용은 후보자 간의 싸움이 아닌 경우에는 전쟁 프레임으로 코딩

하지 않았다.3)

<앵커> 네거티브가 줄어들긴 했지만,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버릇없다, 오만하다 이

런 거친 말도 오갔습니다. 이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홍준표 후보의 집요한 공격에 강하게 반

박하고 나선 문재인 후보. 급기야 감정싸움으로 번졌습니다. ... (중간 생략)

<녹취>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이보세요.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

다.”

<녹취>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말씀을 왜 그렇게 버릇없이 해요. 이보세요라니.”

<기자> 공약을 실현할 재원을 놓고 시작된 정책 논쟁은 토론 태도에 대한 신경전으로 

3) 전체 기사 중 전쟁과 관련된 단어를 제목이나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39건으로 전체의 

22.3%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136건 (77.7%)의 기사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단어가 다수 

사용되었으나, 기사의 기본적인 틀이 후보자간의 싸움에 대한 것일 경우에만 전쟁 프레임으로 코딩

하였다: 난타전, 설전, 포문, 신경전, 공방, 충돌, 공세, 격돌, 감정싸움, 인신공격, 집중포화, 탐색전, 

기선제압, 역공, 기싸움, 일촉즉발, 가세, 맹공, 장외전, 펀치, 직격탄 등. 



TV토론 보도와 정책선거: 제19대 대선토론 방송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97

번졌습니다.

... (이하 생략)

(SBS, ｢네거티브 줄었지만…"버릇없이" "오만하게" 거친 신경전』, 2017.04.26.)

<앵커> 원고 없이 이뤄져서 그런지 그야말로 난상토론이었습니다. 호통을 치고, 말을 

끊고,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지지자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발끈한 안철수 후보.

<녹취> 유승민(바른정당 대선 후보): “문재인 후보를 디스하시면서 저보고 물으시

면…”

<기자> 문재인 후보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 (이하 생략).

(MBC, ｢대본 없는 난상토론, 말싸움 고조…순발력 경연장｣, 2017.04.20.)

③ 토론 전략 프레임: 기사를 전개하는 기본 틀이 각 후보자 또는 특정한 후보자의 

토론에 대한 전략에 대한 내용인 경우, 후보들의 발언 등을 방송사 나름대로 전략으로 

해석하여 보도하는 경우에 이 기사의 프레임이 토론 전략 프레임이라고 보았다. 

<앵커> 어제 TV토론에서는 평소 유권자들이 보던 모습과는 다른 후보들의 모습도 보

였지요. 이른바 '보수 적자' 자리를 다투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나 바른정당 유승

민 후보의 경우가 특히 그랬습니다. 평소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모습이 많았는데, 모두 

전략으로 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세탁기 발언처럼 '거친' 표현도 있었지만 홍준표 후보는 수식없는 담담한 발언

을 더 많이 했습니다. ... (중간 생략)

<기자> 이른바 '홍트럼프'의 저돌적인 모습보다는 차분한 이미지를 주려는 의도인 겁

니다.

... (이하 생략)

(JTBC, ｢홍 '담담' 유 '공세'…토론서 '이미지 변신' 꾀한 두 후보｣, 2017.04.14,)

<앵커> 어젯밤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노린 공세들도 집요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별 방어 전략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정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상대 후보들의 공격 수단은 송민순 문건이었습니다. '친북

이다, 수차례 말을 바꿨다'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문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며 맞받아

치기 전략을 폈습니다.

<녹취>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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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확인해보시고… (문 후보님 제가…) 자자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기자> 홍준표 후보는 '돼지 흥분제' 논란으로 사퇴요구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해명 대신 납작 엎드리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이하 생략)

(SBS, ｢아킬레스건 정조준…TV토론 관전 포인트는 '맞받아치기'｣, 2017.04.24.)

④ 토론 평가 프레임: 기사를 전개하는 기본 틀이 토론회의 형식에 대한 평가거나 후

보자들의 토론에 대한 평가인 경우 이 기사의 프레임이 토론 평가 프레임이라고 보았다. 

새로운 토론 형식에 대한 안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도, 토론 형식에 대한 객관적, 

성찰적 평가를 담고 있는 보도, 후보들 중 누가 토론을 잘했는지 평가하는 보도, 후보자

들을 전체적으로 깎아 내리는 네거티브 평가를 담고 있는 보도 모두 토론 평가 프레임으

로 코딩하였다. 

<앵커> 어제(19일) 토론은 대선후보 토론으로는 처음으로 원고 없이, 2시간 내내 서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형식도, 내용도 거의 제한하지 않은 자유토론이어서 논

쟁 강도는 훨씬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첫 시도였던 만큼 개선점도 드러났습니다. 신

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롭게 서서 토론하는 스탠딩 방식 도입이었습니다. 과거 

토론회와 달리, 허리 높이까지 올라오는 단상이 마련됐습니다. 참모들 역시 함께 무대 

위로 올라와 자리를 점검했습니다. 자료는 반입 금지, 단상 위에는 KBS가 준비한 백지

와 펜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후보별로 9분씩 주는 자유토론은 주제나 질문 횟수 제

한이 없어 난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 (이하 생략)

(KBS, ｢첫 ‘스탠딩 자유 토론’…전례 없는 불꽃논쟁｣, 2017.04.20.)

<앵커> 5명이나 참여한 요즘 대선토론을 보면서 나온 대체적인 의견을 꼽자면 토론이 

산으로 가는 일이 잦았다는 점일 겁니다. 네거티브 공방이 넘친데다가 주제와 벗어난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녹취> 유승민(바른정당 대선 후보): “저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

구합니다.”

<기자> 자유토론이 시작되자마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사퇴론이 나오자 사회자

가 제지합니다. 

<녹취> 김진석(토론회 사회자): 지금 주제는 외교･안보･대북정책 토론을 하는 시간입

니다. 이 점에 유념하셔서 토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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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50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70초를 주제와 

벗어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데 썼습니다.

... (이하 생략)

(채널A, ｢주제 무시하고 나홀로 웅변…산으로 간 토론｣, 2017.04.24.)

2) 보도의 품질

보도의 품질은 선행연구들(구교태, 2008; 김소형･이건호, 2015; 김영욱･김위근, 2007; 

박재영 외, 2014; 이준웅, 2002; 최선열 외, 2001)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 선거에 도움을 

주는 요소와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 본 후 다음과 같은 유목으로 측정하였다. 

① 정책 정보성: 기사 내용에 정치적 이슈만이 아니라 대선 후보자의 정책 이슈에 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후보의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을 유권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정책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책 정보성이 높은 기사라

고 보았다. 후보들의 발언을 파편적으로 단순 전달하여 정책 이슈에 대한 정보가 담기지 

않은 기사는 정책 정보성이 높은 기사로 코딩하지 않았다.4) 

<앵커> 경제와 사회 분야 토론에서도 후보들은 상대방의 공약을 꼼꼼히 파고들며 난

타전을 벌였습니다. 조세 문제와 일자리, 복지 분야 등에서는 입장 차이를 분명히 했

습니다. 이어서 최건일 기자입니다.

<기자> 민감한 세금 문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부자 증세와 탈세 방지에 초점을 맞

췄습니다.

<녹취>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증세는 다시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

뤄져야 합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제대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조세 형평성을 강조했고,

<녹취> 유승민(바른정당 대선후보):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이 원칙을 

확실하게...”

<녹취>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이러 저렇게 탈법, 불법으로 

4) 코더들은 프레임과 품질 유목의 성격을 세심하게 분리하여 측정하도록 훈련되었다. 즉 전쟁 

프레임이 사용된 기사라 하더라도 정책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정책 정보성이 높은 것으

로 코딩하였으며, 이슈 프레임이 사용된 기사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내용의 정책 정보가 부재

한 경우에는 정책 정보성 지수가 높은 것으로 코딩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칙은 분석의 심층성 

지수나 부정적･냉소적 비난 지수를 측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100 ｢행정논총｣ 제55권 제4호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홍준표 후보는 유일하게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녹취>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저는 감세를 해야 된

다고...”

... (이하 생략)

(KBS, ｢[토론회 공방] ② 증세･복지 정책…상대 공약 비판 ‘난타전’｣, 2017.04.20)

② 분석의 심층성: 기사 내용이 언론사나 저널리스트가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한 

내용이나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분석의 심층성이 높은 기사라고 보았다. 후보자

들 간의 정책 입장을 언론사 나름의 방식으로 비교하거나 분석해서 제시하는 보도, 후보

자들의 정책입장이나 토론 발언들의 진위에 대해 언론사에서 검증하거나 분석하는 내용

이 담긴 보도, TV 토론회의 형식이나 진행에 대한 언론사의 성찰적 분석이나 평가를 담

은 보도 등, 주제에 관계없이 보도에서 주장하는 바를 지지하기 위해 정보나 논리, 비교,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보도의 깊이와 타당성을 높인 경우 분석의 심층성이 높다고 

코딩하였다. 기사 내용이 정책 이슈를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해석 없이 토론

회에서의 후보 발언을 그대로 나열하면서 한두 문장으로 발언의 내용을 반복하는 앵무

새식 보도는 분석의 심층성이 높은 것으로 코딩하지 않았다. 

<앵커> 어제(19일)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여러 주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누구 말

이 맞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료 없이 토론

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더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정치부 

송지혜 기자와 함께, 이른바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먼저 문

재인 후보 복지 정책이 주말 사이에 후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자> 네, 먼저 심상정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아동수당은 2분의 1로 줄이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년수당 7분의 1로 줄였고. 또 육아예산은 4분의 1로. 그 다음에 노인기초연금은 3분

의 2 수준으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앵커> 예,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줄어든 게 맞습니까?

<기자> 먼저 이 표를 보시면요. 왼쪽이 13일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이고, 오른쪽

은 17일 선관위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문 후보의 10대 공약입니다. 13일 발표문에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 중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돼 있습

니다. 그런데 17일 선관위 자료에는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만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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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약 내용이 달라지기는 한 건데요?

<기자> 네, 민주당은 실무자의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당과 후보 캠프 측에서 투 

트랙으로 공약을 그동안 준비해왔는데, 당에서 준비해온 공약을 후보의 세부 공약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배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지공약이 후퇴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하 생략)

(JTBC, ｢주장과 주장 '정면 충돌'…2차 TV토론 발언 '팩트체크'｣, 2017.04.22.)

③ 부정적･냉소적 비난: 기사의 주된 내용이 후보들 간의 인신공격이나 약점, 추문 들

추기, 근거 없는 자격 시비 등을 그대로 반복 보도하는 것뿐인 경우, 토론의 형식이나 

진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후보자 전체에 대한 단순 비

난 및 토론회 자체에 대한 비난에 그치는 경우, 특별한 근거 없이 토론 자체에 대한 냉소

적 비난이나 후보자 깎아내리기로 결론을 맺는 경우 등 유권자의 냉소주의를 유발하는 

부정적 캠페인의 대변인 노릇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사의 경우 부정적, 냉소적 비난도가 

높은 기사로 보았다. 

<앵커> 어젯밤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진 대선후보 TV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깊이 

있는 정책토론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의 반응에 어쩐지 냉소와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말싸움에 가까운 공방과 내 할 말만 한다는 식의 동문서답이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준규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이른바 '흥분제' 논란을 시작으로 토론은 주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기자> 자기주장을 하다 상대가 반박하려면 말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녹취>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기자>결국 논리가 아니라 감정싸움이 됐습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참,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휴, 유 후보님 실망

입니다.”

... (이하 생략)

(MBC, ｢“수준 이하" TV 토론회 주제 무시하고, 말 끊고 화내고｣, 2017.04.24.)

이러한 방식으로 기사의 내용이 정책정보성 유목과 분석의 심층성 유목에 해당하는 



102 ｢행정논총｣ 제55권 제4호

경우 1점을 부여하고 부정적, 냉소적 비난 유목에 해당하는 경우 –1점을 부여하여, 각 

항목별 품질 뿐 아니라 전체 기사의 품질 지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레임 분석은 훈련된 3명의 연구자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전체 175건의 기사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약 10%(18건)의 기사를 연구자 3명이 독립적으로 코딩하였다. 신뢰도

는 코헨(Cohen)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유목 가운데 프레

임의 신뢰도 계수는 이슈프레임이 0.76, 전쟁프레임 0.95, 전략프레임 1.00, 토론평가프

레임 0.91로 나타났다. 품질 지수 유목의 신뢰도 계수는 정책정보성 0.827, 분석의 심층

성 0.827, 부정적･냉소적 비난 1.00으로 나타나 코더간 신뢰도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5) 

Ⅳ. 연구 결과

1. TV토론 보도 프레임의 특성

<연구문제 1>에서는 TV토론의 프레임 유형을 살펴보았다. 7개 방송사의 대선 TV토론 

관련 기사 175건을 4개의 프레임으로 분류한 결과, 전쟁프레임을 사용한 기사가 

42.85%(75건)로 가장 많았다(표 2). 뒤이어 이슈 프레임을 사용한 기사가 전체의 

24.57%(43건)를 차지하였으며, 토론평가 프레임을 사용한 기사도 23.43%(41건)를 차지

하였다. 가장 적게 나타난 프레임은 토론전략 프레임으로 9.4%(16건)로 나타났다. 

2. TV토론 보도 프레임의 토론 차수별 차이

먼저 토론차수에 따라 방송사들이 어떠한 보도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

데, 토론차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2). <그림 2>에서도 나타나듯이 1차

와 2차, 5차, 6차 토론회에 대한 보도는 전쟁 프레임(각각 62.16%, 34.21%, 66.67%, 

54.17%)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3차 토론에서는 토론 평가 프레임(39.39%)을, 4

차 토론에서는 이슈 프레임(44%)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5) 코헨의 카파 계수는 그 값이 0.75 이상일 경우 뛰어난 수준, 0.40~0.75 사이일 경우 우수한 수준

(Cohen, 1960)으로 분류된다. 코더 간 불일치 항목은 재검증을 통하여 조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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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쟁 토론전략 토론평가 합계

1차 토론(%) 8(21.62) 23(62.16) 1(2.7) 5(13.51) 37(100)

2차 토론(%) 9(23.68) 13(34.21) 4(10.53) 12(31.58) 38(100)

3차 토론(%) 5(15.15) 7(21.21) 8(24.24) 13(39.39) 33(100)

4차 토론(%) 11(44) 7(28) 1(4) 6(24) 25(100)

5차 토론(%) 6(33.33) 12(66.67) 0(0) 0(0) 18(100)

6차 토론(%) 4(16.67) 13(54.17) 2(8.33) 5(20.83) 24(100)

합계(%) 43(24.57) 75(42.85) 16(9.14) 41(23.43) 175(100)

(χ2=41.104, df=15, ***p<.001)

<표 2> 토론 차수별 보도 프레임 차이 

<그림 2> 토론 차수별 보도 프레임 차이 (비율, %)

시기별 프레임의 변화를 좀 더 잘 살펴보기 위해 1~2차 토론을 전기, 3~4차 토론을 

중기, 5~6차 토론을 후기로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다(표 3). 분석 결과 전기와 후기에는 

전쟁 프레임이 각각 48%와 59.92%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이슈 프레임이 

22.7%와 23.81%로 자주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토론평가 프레임이 22.67%와 11.9%로 

사용되었고, 전략 프레임은 각각 6.67%와 4.76%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방송사들이 전기

와 후기에는 비슷하게 프레임을 적용한 반면, 중기에는 전쟁 프레임(24.14%)이 크게 줄

어들고 토론평가 프레임(32.76%)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중기에서는 이슈프레임이 

27.59%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전쟁 프레임은 24.14%, 전략 프레임도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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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었다. 방송사들은 토론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후보자간의 토론을 서로에 대한 

공격과 싸움의 프레임에서 주로 보도하고, 중간에는 토론에 대한 평가와 이슈에 대한 

분석의 프레임으로 주로 보도하지만, 선거 막바지에 이르는 토론 후기에는 다시 공격과 

싸움의 프레임으로 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슈 전쟁 토론전략 토론평가 합계

전기[1~2차](%) 17(22.7) 36(48) 5(6.67) 17(22.67) 75(100)

중기[3~4차](%) 16(27.59) 14(24.14) 9(15.52) 19(32.76) 58(100)

후기[5~6차](%) 10(23.81) 25(59.52) 2(4.76) 5(11.9) 42(100)

합계(%) 43(24.57) 75(42.85) 16(9.14) 41(23.43) 175(100)

(χ2=16.779,  df=6, *p<.05)

<표 3> 토론 시기별 보도 프레임 차이 

3. TV토론 보도 프레임의 매체별 차이 

다음으로 각 방송사가 어떠한 보도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방송사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BS와 MBC, SBS, MBN은 

전쟁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각각 65.21%, 62.5%, 40%, 58.33%). 반면 TV

조선은 이슈 프레임을 41.38%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채널A와 JTBC는 토론평가 프레

임을 46.67%와 40%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림 3에서도 나타나듯이 KBS의 경우 전

쟁 프레임의 비중이 매우 높았고 토론평가 프레임(21.74%)과 이슈 프레임(13.04%)이 다

음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전략 프레임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MBC의 

경우도 전쟁 프레임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이슈 프레임이 25%로 다음으로 많이 사용

되었으며 토론평가 프레임과 토론전략 프레임의 비중은 적은 편이었다. SBS도 전쟁 프

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슈 프레임(28%), 토론전략 프레임(16%), 토론

평가 프레임(16%)도 비교적 고르게 사용하였다. MBN의 경우 전쟁 프레임이 58.33%으로 

전체 보도의 절반 이상에서 사용되었으나 토론평가 프레임이 25%로 타 방송사에 비해 

높았고 전략 프레임(12.5%)과 이슈프레임(4.17%)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었다. TV조

선은 앞서 살펴본 방송사들과 다르게 이슈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전쟁 프레임(34.48%), 토론전략 프레임(13.79%), 토론평가 프레임(10.35%)의 순으로 많

이 사용하였다. 채널A의 경우에는 TV토론 기사 숫자가 가장 적었는데, 토론평가 프레임

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전쟁 프레임(40%), 이슈 프레임(13.33%)을 사용하였으나 

토론전략 프레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JTBC는 토론평가 프레임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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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하였고 이슈 프레임(34.29%)도 많이 사용한 반면, 타 방송사에 비하여 전쟁 프

레임(14.29%)과 토론전략 프레임(11.43%)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슈 전쟁 토론전략 토론평가 합계

KBS(%) 3(13.04) 15(65.21) 0(0) 5(21.74) 23(100)

MBC(%) 6(25) 15(62.5) 1(4.17) 2(8.33) 24(100)

SBS(%) 7(28) 10(40) 4(16) 4(16) 25(100)

MBN(%) 1(4.17) 14(58.33) 3(12.5) 6(25) 24(100)

TV조선(%) 12(41.38) 10(34.48) 4(13.79) 3(10.35) 29(100)

채널A(%) 2(13.33) 6(40) 0(0) 7(46.67) 15(100)

JTBC(%) 12(34.29) 5(14.29) 4(11.43) 14(40) 35(100)

합계(%) 43(24.57) 75(42.85) 16(9.14) 41(23.43) 175(100)

(χ2=43.531, df=18, ***p<.001)

<표 4> 매체별 보도 프레임 차이 

<그림 3> 매체별 보도 프레임 차이 (비율, %)

본 연구는 나아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방송사들을 유형화한 뒤, 보도 프레임이 유형별

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시청자에게 도달하는 통로(플랫폼)의 차이

에 따라 방송사를 지상파 방송(KBS, MBC, SBS)과 종합편성 방송(MBN, TV조선, 채널A, 

JTBC)으로 분류하였고,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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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전쟁 프레임을 55.56%로 과반 이상의 보도에서 사용하였고 이슈 프레임

(22.22%), 토론평가 프레임(15.28%), 전략 프레임(6.94%)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여, 

프레임을 다소 편중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종합편성 방송은 전

쟁 프레임(33.98%)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지상파 방송에 비하여 토론 평가 

프레임(29.13%), 이슈 프레임(26.21%), 전략 프레임(10.68%) 모두 균형 있게 사용하여 비

교적 고른 프레임을 구성을 보였다. 

이슈 전쟁 토론전략 토론평가 합계

지상파(%) 16(22.22) 40(55.56) 5(6.94) 11(15.28) 72(100)

종합편성(%) 27(26.21) 35(33.98) 11(10.68) 30(29.13) 103(100)

합계(%) 43(24.57) 75(42.85) 16(9.14) 41(23.43) 175(100)

(χ2=8.993, df=3, *p<.05)

<표 5>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방송의 보도 프레임 차이

다음으로 방송사 운영 방식에 따라 방송사를 공영방송(KBS, MBC)과 민영방송(SBS, 

MBN, TV조선, 채널A, JTBC)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공영방송은 전쟁 프레임을 63.83%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뒤

이어 이슈프레임(19.15%), 토론평가 프레임(14.89%), 토론전략 프레임(2.13%)의 순서로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민영방송은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전쟁 프레임(35.16%)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슈 프레임(26.56%)과 토론평가 프레임(26.56%) 역시 상대

적으로 고르게 사용하였으며 토론전략 프레임(11.72%)도 공영방송에 비해 비교적 많이 

사용하였다. 즉 공영방송은 민영방송에 비해 전쟁 프레임을 두 배 가량 더 많이 사용하

였을 뿐 아니라 프레임 사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편중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 전쟁 토론전략 토론평가 합계

공영방송(%) 9(19.15) 30(63.83) 1(2.13) 7(14.89) 47(100)

민영방송(%) 34(26.56) 45(35.16) 15(11.72) 34(26.56) 128(100)

합계(%) 43(24.57) 75(42.85) 16(9.14) 41(23.43) 175(100)

(χ2=12.821, df=3, **p<.01)

<표 6>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보도 프레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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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V토론 보도의 품질 평가

<연구문제 2>에서는 TV토론에 대한 방송보도의 품질을 정책정보성, 분석의 심층성, 

부정적･냉소적 비난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한 기사가 정책정보성과 분석의 심층성을 

모두 갖춘 경우의 점수가 2점이고 부정적･냉소적 비난도가 높은 경우 –1점을 받게 된다. 

분석 결과 전체 TV토론보도의 종합품질지수는 평균 0.59점이며, 각 하위 유목들인 정책

정보성 점수가 평균 0.31점, 분석의 심층성 점수가 평균 0.34점, 부정적･냉소적 비난 점

수가 평균 -0.06점으로 나타났다(표 7). 정책정보성과 분석의 심층성을 모두 갖춘 보도

의 점수가 2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 토론 보도의 평균점수가 0.59점이라는 것은 전

반적으로 TV토론 보도의 품질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기사 품질의 각 분석유목을 합산하여 도출한 종합품질지수를 

근거로 각 기사의 품질을 유형화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정책정보성과 분석의 심층성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기사(보도품질지수=2)는 ‘고품질’ 기사로, 정책정보성과 분석의 심층

성 두 가지 중 하나를 갖춘 기사(보도 품질지수=1)는 ‘중품질’ 기사로, 정보정책성과 분

석의 심층성 없이 정보를 파편적으로 단순 전달하는 기사(보도 품질지수=0)는 ‘저품질’ 

기사로, 정책정보성과 분석의 심층성이 없으면서 부정적･냉소적 비난도가 높은 기사(보

도 품질지수=-1)는 ‘초저품질’ 기사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175개의 기사 중 고품

질 기사가 26개로 전체의 14.86%, 중품질 기사가 60개로 전체의 34.29%, 저품질 기사가 

82개로 전체의 46.86%, 그리고 초저품질 기사가 7개로 전체의 4%였다.6) 즉 전체 TV토

론 기사 중 저품질에 해당하는 기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품질에 해당하는 기

사가 많았으며 고품질에 해당하는 기사는 매우 적은 편이었다. 

5. TV토론 보도 품질의 토론 차수별 차이

다음으로 TV토론 보도의 품질이 토론의 차수에 따라 달랐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품질

지수 분석 결과 토론 차수에 따라 정책 정보성 지수와 부정적 냉소적 비난 지수의 하위 

품질 유목과 종합품질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표 7). 종합품질지수는 

5차 토론 보도에서 1점으로 가장 높았고, 4차 토론(0.88점), 2차 토론(0.74점), 6차 토론

(0.5점), 1차 토론(0.38점)의 순서로 높았으며, 가장 품질이 낮은 토론은 3차 토론으로 

0.27점을 기록하였다. 정책정보성 지수는 5차 토론 보도에서 0.72점으로 가장 두드러지

6) 종합품질점수 0점을 받은 저품질 기사에는 정책정보성 또는 분석의 심층성 중 1가지 요인을 갖추었

으나 부정적･냉소적 비난도가 높아 결과적으로 0점을 받게 된 기사들이 3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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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고, 뒤이어 4차 토론(0.4점), 6차 토론(0.33점), 2차 토론(0.29점), 1차 토론(0.24

점), 3차 토론(0.12점)의 순이었다. 부정적･냉소적 비난 지수는 3차토론 보도에서 0.18점

을 기록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어 6차 토론(0.13점), 1차 토론(0.03점)에서도 

나타났다. 해당 유목은 그러나 2차 토론, 4차 토론, 5차 토론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의 심층성 유목에 대해서는 토론 차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책정보성 분석의 심층성 부정적･냉소적 비난 종합품질지수

1차 토론 (37) 0.24 0.16 -0.03 0.38

2차 토론 (38) 0.29 0.45 0.00 0.74

3차 토론 (33) 0.12 0.36 -0.18 0.27

4차 토론 (25) 0.40 0.48 0.00 0.88

5차 토론 (18) 0.72 0.28 0.00 1.00

6차 토론 (24) 0.33 0.29 -0.13 0.50

전체 (175) 0.31 0.34 -0.06 0.59

F-통계량 4.728** 2.055 3.661** 3.946**

**p<.01  (괄호 안은 기사 수)

<표 7> 토론 차수별 보도 품질 지수 차이

보도의 시기를 토론 차수에 따라, 1~3차 토론을 전기로, 4~6차 토론을 후기로 구분하

여 분석한 결과 토론 차수에 따라 정책정보성 지수와 종합품질지수의 차이가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표 8). 후기 토론 보도의 종합품질지수가 0.78점으로, 0.47점을 기록한 전기 

토론 보도의 품질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토론회가 뒤로 갈수록 양질의 고품질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책정보성 지수는 0.22점에 그친 전기 토론 보도

에 비하여 0.46점을 기록한 후기 보도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후기 토론 보

도에서 상대적으로 상위 품질의 기사를 구성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분석의 심층성 지

수와 부정적･냉소적 비난 지수의 경우 전기 보도와 후기 보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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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성 분석의 심층성 부정적･냉소적 비난 종합품질지수

전기[1~3차] (108) 0.22 0.32 0.06 0.47

후기[4~6차] (67) 0.46 0.36 0.04 0.78

전체 (175) 0.31 0.34 0.06 0.59

t-통계량 -3.278** -0.462 0.575 -2.538*

*p<.05, **p<.01 (괄호 안은  기사 수)

<표 8> 토론 시기별[전･후기] 보도 품질 지수 차이

 

6. TV토론 보도 품질의 매체별 차이

다음으로 각 방송사가 어떠한 품질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방송사별 

보도 품질지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방송사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표 9). 먼

저 종합품질지수는 JTBC가 0.91점으로 방송사 중에 가장 높았고 SBS도 0.84점으로 상당

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어 TV조선(0.76점), KBS(0.61점), MBC(0.33점), 채널

A(0.27점)의 순이었으며, MBN은 0.08 점으로 방송사 중 가장 낮은 품질지수를 보였다. 

유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정보성 지수의 경우, SBS가 0.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KBS(0.48점), JTBC(0.34점), MBC(0.33점), TV조선(0.24점), 채널A(0.13점)의 순서였고, 

MBN이 0.0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분석의 심층성 지수는 JTBC가 0.57점, 

TV조선이 0.55점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어 채널A(0.4점), SBS(0.36점), 

MBN(0.13점), KBS(0.13점)의 순이었고, MBC는 가장 낮은 0.08점을 기록하였다. 부정

적･냉소적 비난 지수는 채널A(0.27점), MBN(0.13점), MBC(0.08점), TV조선(0.03점) 순으

로 높게 나타났고, KBS, SBS, JTBC의 보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책정보성 분석의 심층성 부정적･냉소적 비난 종합품질지수

KBS (23) 0.48 0.13 0 0.61

MBC (24) 0.33 0.08 0.08 0.33

SBS (25) 0.52 0.36 0 0.84

MBN (24) 0.08 0.13 0.13 0.08

TV조선 (29) 0.24 0.55 0.03 0.76

채널A (15) 0.13 0.4 0.27 0.27

JTBC (35) 0.34 0.57 0 0.91

전체 (175) 0.31 0.34 0.06 0.59

F-통계량 2.990** 6.038*** 3.59** 4.003***

**p<.01, ***p<.001 (괄호 안은 기사 수)

<표 9> 매체별 보도 품질 지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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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매체별 보도 품질 지수 차이

한편 방송사를 지상파 방송(KBS, MBC, SBS)과 종합편성 방송(MBN, TV조선, 채널A, 

JTBC)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방송사별 정책정보성 지수의 차이와 분석의 심층성 

지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10). 정책정보성 지수는 지상파의 보

도가 0.44점으로 0.22점을 기록한 종합편성방송의 보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반면, 분

석의 심층성 지수는 종합편성 방송이 0.44점을 기록하여, 지상파 방송(0.19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냉소적 비난 지수와 종합품질지수의 경우에는 방송사 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책정보성 분석의 심층성 부정적･냉소적 비난 종합품질지수

지상파 (72) 0.44 0.19 0.03 0.6

종합편성 (103) 0.22 0.44 0.08 0.58

전체 (175) 0.31 0.34 0.06 0.59

t-통계량 3.073** -3.568*** -1.399 0.128

**p<.01, ***p<.001 (괄호 안은 기사 수)

<표 10>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방송의 보도 품질 지수 차이

다음으로 방송사를 공영방송(KBS, MBC)과 민영방송(SBS, MBN, TV조선, 채널A, 

JTBC)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민영방송의 분석의 심층성 지수가 0.42점으로서 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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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분석의 심층성 지수 0.11점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표 11). 한편 정책정보성 

지수, 부정적･냉소적 비난 지수, 종합품질지수의 경우에는 방송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책정보성 분석의 심층성 부정적･냉소적 비난 종합품질지수

공영방송 (47) 0.4 0.11 0.04 0.47

민영방송 (128) 0.28 0.42 0.06 0.63

전체 (175) 0.31 0.34 0.06 0.59

t-통계량 1.555 -4.996*** -0.543 -1.457

***p<.001 (괄호 안은 기사 수)

<표 11>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보도 품질 지수 차이

7. 토론 보도 프레임과 토론 보도 품질의 관계

<연구문제 3>에서는 대선 TV토론의 방송 보도 프레임과 보도의 품질 간의 관계를 살

펴보았고, 프레임과 보도 품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였다(표 12). 분

석 결과 이슈 프레임을 사용한 보도의 품질 지수가 정책정보성 지수 0.77점, 분석의 심

층성 지수 0.7점, 종합품질지수 1.44점으로 모두 가장 높았다. 전략 프레임을 사용한 보

도의 종합품질지수가 0.44점으로 다음으로 높았고, 토론평가 프레임의 지수가 0.32점, 

전쟁프레임의 지수가 0.28로 가장 낮았다. 정책정보성 지수의 경우에는 이슈 프레임을 

사용한 기사에서 0.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쟁 프레임을 사용한 기사에서 0.28

점, 전략 프레임을 사용한 기사에서 0.06점을 기록하였다. 흥미롭게도 토론평가 프레임

을 사용한 기사 중에는 정책정보성이 높은 기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나라 방

송사의 토론 평가 보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을 보여준다. 분석의 심층성 지수도 이슈 프레임을 활용한 기사에서 0.7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토론평가 프레임을 사용한 기사에서 0.49점, 전략 프레임을 사용

한 기사에서 0.38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슈 프레임과 전략 프레임을 사용한 기사 

중에는 부정적･냉소적 비난도가 높은 경우가 없었고, 부정적･냉소적 비난 지수는 전쟁 

프레임을 사용한 기사에서 0.04점으로 약간 높았다. 역시 흥미롭게도 부정적･냉소적 비

난 지수는 토론평가 프레임을 사용한 기사에서 0.17점 가장 높아, 후보자들에 대한 비난

과 약점 들추기 등의 보도는 토론평가 프레임을 사용하는 보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음

을 보여주었다. 



112 ｢행정논총｣ 제55권 제4호

정책정보성 분석의 심층성 부정적･냉소적 비난 종합 품질지수

이슈 (43) 0.77 0.7 0 1.44

전쟁 (75) 0.28 0.04 0.04 0.28

토론전략 (16) 0.06 0.38 0 0.44

토론평가 (41) 0 0.49 0.17 0.32

전체 (175) 0.31 0.34 0.06 0.59

F-통계량 33.583*** 28.924*** 4.881** 36.949***

**p<.01,  ***p<.001 (괄호 안은 기사 수)

<표 12> 프레임별 보도 품질 지수 차이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TV토론에 대한 방송보도의 보도 프레임과 보도 품질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국내 주요 방송사들은 대선 후보자들의 TV토론을 주로 전쟁 프레

임에서 보도하고 있으며, 이슈 프레임과 토론평가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경우는 상대적

으로 적다는 점이 드러났다. 가장 적게 사용되는 프레임은 전략 프레임이었다. 즉 TV토

론을 방송을 통해 시청한 유권자들은 주로 후보자들 간의 공방, 공격, 설전, 난타전, 신

경전 등의 기본 틀로 TV토론을 시청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후보자의 정책 

이슈와 공약 등에 대한 프레임으로 토론을 보도한 경우와 토론회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

한 평가의 프레임으로 토론을 보도한 경우도 상당 부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선거보

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지적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TV토론 보도에서도 선거 이슈들을 

기본 틀로 한 보도보다는 후보자간의 대립과 싸움을 기본 틀로 하는 보도가 더 지배적이

었다는 점이 나타나, 이러한 프레임의 사용이 정책선거의 실행에 어떤 함의를 가질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국내의 다른 연구에서처럼 해외연구에서 주

로 문제시 되었던 경마 프레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후보자의 전략을 해석하는 프

레임도 매우 적게 나타났다.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토론 보도 프레임에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전쟁 프

레임의 보도가 다수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토론이 시작되는 초기에 비해 중기로 들어서

면서 방송사들은 전쟁의 틀에서만이 아니라 토론평가의 틀과 이슈해석의 틀에서도 보도

를 많이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선거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기의 토론회들에 대한 

보도에서는 다시 전쟁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여 후보자간 싸움과 공격의 내용을 기본 틀



TV토론 보도와 정책선거: 제19대 대선토론 방송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113

로 하여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6회의 토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TV토론 또는 토론 

보도에 대한 성찰적 평가가 진행되지 않고, 전쟁과 갈등의 프레임으로 다시 회귀하였다

는 점은 우리 방송사들이 갖고 있는 전쟁프레임의 경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방송사 별로 TV토론 보도의 프레임 차이도 드러났다. 전쟁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

한 방송사들은 KBS, MBC, SBS, MBN 등이고, 이들 방송사들은 주로 후보자간의 공방과 

난타전, 설전 등의 프레임으로 보도의 틀을 잡고 이에 해당하는 각 후보자의 발언을 짧

게 배치하여 보도하는 방식의 기사를 많이 내보냈다. 전쟁 프레임보다 이슈 프레임을 

더 많이 사용한 방송사는 TV조선 하나 뿐이었다. TV조선의 경우는 <팩트체크> 코너를 

고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쟁프레임보다 이슈프레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결과를 낳은 

듯하여, 방송사가 선거 이슈와 관련된 주장이나 발언의 사실관계를 고정적으로 체크하

는 보도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가져오는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 JTBC는 타 방송사에 비

해 전쟁 프레임을 사용하는 비율 자체가 매우 적고 토론평가 프레임과 이슈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여 선거 관련 이슈에 대한 보도나 토론에 대한 평가적 보도를 많이 제공하였

다. 채널A의 경우는 토론평가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토론에 대

한 보도량 자체가 매우 적었다. 

이러한 방송사별 차이는 방송사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먼저 지상파 방송사들이 종합편성 방송사들에 비해 월등히 더 많은 비율로 전쟁프

레임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다 공공성을 지향하는 지상파 방송사

들이 과반수이상의 TV토론 보도를 공방과 난타전의 틀로써 보도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시청자들이 토론 보도를 통해 선거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질 기회보다는 싸움과 갈등의 

틀로 선거를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종합편성 방송사들도 전쟁 프레

임을 사용하여 TV토론을 보도하기도 하였지만, 토론 평가의 프레임이나 이슈 프레임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선거 이슈와 토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

여한 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이는 방송사들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나누어 보

았을 때 더욱 두드러졌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다른 5개의 민영방송사에 비해 거

의 두 배에 달하는 비율로 전쟁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였다. 민영방송이 전쟁 프레임, 이

슈 프레임, 토론평가 프레임을 고루 사용하여 TV토론을 보도했음에 비해 공영방송사들

은 전쟁프레임으로 토론을 보도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영방송의 이러한 보도 

프레임이 시청자들이 토론을 시청하면서 선거 이슈에 관심을 갖는데 기여하지 못하였음

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제도개혁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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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적해온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타당하였음을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TV토론 보도의 품질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보도의 정책정보

성 지수와 분석의 심층성 지수가 모두 낮았고, 전체적인 종합품질지수도 매우 낮은 편이

었다. 또한 정책 정보성과 분석의 심층성을 모두 갖춘 보도는 전체의 15% 정도에 불과하

였고, 기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고 방송사나 기자 나름

대로의 분석이나 해석 정보도 전혀 없이 후보자의 주장만을 단문으로 단순 전달하는 보

도가 과반에 달했다. 부정적, 냉소적인 방식으로 후보자를 깎아내리거나 비난에만 초점

을 두는 기사들도 적지만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이 TV토론 보도의 시청을 

통해 정책 관련 정보나 심층 정보를 얻기 매우 어려웠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토

론보도의 품질은 토론회 후기로 가면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크게 두

드러지는 정도는 아니어서, 토론 보도가 계속되면서 방송사들에게 학습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방송사별로도 TV토론 보도 품질의 차이가 드러났다. 방송사 유형별로 먼저 보면 지상

파 방송사는 정책정보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종합편성 방송사들은 분

석의 심층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방송 뉴스의 형식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시간의 제약을 덜 받는 종합편성 방송사들이 심층분석 보도를 기획하는 

데 더 자유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종합편성 방송사이지만 MBN과 채널

A 보도에서는 분석의 심층성이 높지 않았고, 같은 지상파 방송이지만 MBC의 경우는 정

책정보성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은 토론 품질의 차이에 방송사 유형보다는 개별 방

송사의 영향이 더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가장 품질 높은 보도를 한 

방송사는 JTBC와 SBS였다. SBS의 보도는 방송사들 중 가장 자주 의미 있는 정책정보를 

전달했고 JTBC는 방송사 나름대로의 정보 제시 및 이슈에 대한 분석과 해석으로 선거 

이슈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다는 점에서 정책선거에 대한 기여가 컸다고 볼 수 

있다. TV조선 역시 팩트체크 보도를 많이 배치하여 심층적인 선거 이슈 분석에 기여하

였다. KBS의 경우에는 단순한 사건 보도의 형식을 많이 사용하여 분석의 심층성 면에서

는 저조하였으나 단순 전달 보도 내에도 정책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발언들을 최대한 

배치함으로써 정책정보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MBC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사건 보도의 형식을 사용하면서 보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정책정보보다는 흥미위주의 내용을 주로 배치하여 매우 질 낮은 토론보도였다

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가장 토론보도의 질이 낮게 평가된 방송사는 MBN으로서 토론보

도의 내용에 심층 분석이나 정책 정보 등을 찾아보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후보들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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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들추기나 토론 후보들에 대한 희화화 및 비난 보도도 일부 있었다. 채널A의 경우에는 

후보자 깎아내리기만을 주된 내용으로 하거나 토론회에 대한 냉소적 평가, 부정적인 시

민들의 반응만을 인터뷰하여 토론을 비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적･냉소적 보도를 가

장 많이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도 품질 분석의 결과가 갖는 함의로서 제19대 대선 토론 보도의 전반적인 

품질이 정책 정보나 심층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매우 낮다는 점에서 토론 보도의 

정책 선거에 대한 기여도 역시 매우 낮았으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부정적 캠페인에 

대한 언론의 무비판적 보도와 부정적 캠페인에 영향을 받은 언론의 선거에 대한 특수한 

관점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과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선행연구

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이준웅, 2002).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학자들의 우려가 실체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방송 환경에서도 방송사에 

따라 매체에 따라 정책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하고 선거 이슈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 예들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토론 보도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론보도 프레임과 토론보도 품질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이 드

러났다. 이슈 프레임을 사용하는 보도의 정책 정보성과 분석의 심층성은 여타 프레임을 

사용한 보도에 비해 월등히 더 높았다. 기사 안에 공방이나 공격 등의 단어가 들어가고 

후보자들 간에 서로 반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기사를 전개하는 기본 틀이 

정책 이슈와 공약 등 선거 관련 이슈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기사 내용의 정책에 대한 

정보의 양과 질, 분석의 심층성 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기사를 전개하는 기본 틀

이 후보자 간의 싸움과 갈등, 비난 등에 대한 것이고 설전, 난타전, 공격, 포문, 반격 등의 

틀로써 기사가 프레임 된 경우에는 내용에 이슈와 관련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도 막상 

정책에 대한 정보가 의미있게 들어있거나 후보자 발언 이상의 정보나 해석이 제시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많은 선거보도 연구들이나 프레임 연구에

서 전략, 전쟁, 갈등, 경마 프레임 등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를 지적하면서 이슈 프레

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과 일치한다. 

한편 전쟁 프레임과 토론평가 프레임의 품질 차이도 보도의 정책선거 기여 가능성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토론평가 프레임을 사용한 보도의 경우 분석의 심층성은 전쟁 

프레임을 사용한 보도에서보다는 높은 편이었으나 정책정보성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19대 대선의 TV토론 방송보도에서 토론에 대한 평가를 기본적인 틀로 하여 보도

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책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전달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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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토론평가 프레임을 사용하는 보도에서 부정적, 냉소적인 비난 위주의 보도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은 우리나라 방송사의 대선 TV토론에 대한 평가가 정책 이슈와

의 연결점 없이 방송사의 자의적이고 근거 없는 정치인 비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

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이 지적해온 우리 언론의 부정적 캠페인의 대변인 역

할에 대한 우려(이준웅, 2002; 최선열 외, 2001)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

고 할 수 있다. 토론평가 프레임 보도의 문제점은 정책정보성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났다. 

전쟁 프레임을 사용한 보도에서의 정책정보성은 이슈 프레임을 사용한 보도에서보다는 

낮았지만 토론평가 프레임이나 토론전략 프레임을 사용한 경우보다는 높았다. 즉, 후보

자 간의 싸움과 공방의 틀로써 TV토론을 보도하더라도 정책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면 

정책 선거에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토론을 객관적, 심층적으로 평가

하는 틀에서 토론을 보도하더라도 정책 정보는 전무하고 근거없는 비난과 냉소만을 위

주로 한다면 정책선거에 긍정적인 함의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

이다. TV토론에 대한 보도 프레임과 보도 품질 간의 이러한 관계는 향후 토론 보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제적인 차원에 대해 큰 함의를 갖는 것이다. 

TV토론 보도 연구의 학문적, 실천적 의의는 보도의 내용과 효과가 정책 선거를 실현

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지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TV토론에 대한 방송보도가 유권자의 정책 선거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보도의 프레임과 품질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 온대로 기획이나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 과정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기술적 중립과 객관의 틀을 사건 보도의 틀로 사용하는 앵무새식 

보도의 문제점과 근거 없는 냉소적 평가 보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보도 경향은 

주로 언론을 통해 정책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정책 선거의 실현에도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난 보도 경향들은 특정 방송사나 TV토론, 나아가 선거보도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책 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에 대한 고민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하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보도가 좋은 보도인지, 어떻게 보도를 해야 하는지를 언론에

게 제도적 지침으로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책 선거의 

실현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민주주의의 성패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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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 언론의 구조와 관행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외부의 규제나 정치적 

압력과 같은 외부 요인들보다는 미디어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나 게이트 키핑 등 조직 

차원의 역할과 언론사 간의 경쟁 상황의 영향이 매우 크며 전문직으로서의 저널리스트 

의식이 낮은 것도 프레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모･신의경, 2013; 김원용･
이동훈, 2004; 박경숙, 2000). 그렇다면 언론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보다 정책선거에 도

움이 되는 보도의 사례들을 언론이 스스로 숙지하고 시도하는 것이 제도적 지침의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 스스로의 성찰만으로 정책 선거의 과정에 

언론이 기여하게 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책 선거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과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처럼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의 규정에만 기대어 선거 토론과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기 보다는 언론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TV 토론을 비롯한 선거 과정을 관장하는 정책선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질높은 TV 토론 보도의 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언론과 시민, 학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 선거를 위한 언론

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실체적이면서도 긍정적인 결

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비롯한 실증 연구의 결과들이 공공 저널리즘과 정책 

선거의 실천에 근거를 제공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TV토론의 방송 보도만을 다루고 있어 신문 보도를 비롯한 다른 매체의 보

도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보도의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실제로 어떻

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지는 못하였고, 방송사들의 프레임과 보도 품질

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추측으로만 다루었을 뿐이다. 보도의 경향을 보기 

위한 양적 연구에 중점을 둠으로 인해 개별 보도들의 내용에 대한 세세한 기술은 예시적

으로밖에 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향후 효과 및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질적 연구, 

나아가 다른 매체의 보도 등에 대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정책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계속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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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roadcasting Reports of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nd 
Policy-Oriented Election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News 

Frames of the 19th Presidential Debate in Korea

Jisuk Woo, Hansol Kim & Joonkyu Ahn

This paper explored the role of media in a policy-oriented election process by analyzing 

news frames and the reporting quality of the broadcast reports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debate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main news reports on the presidential debates 

on KBS, MBC, SBS, MBN, TV Chosun, Channel A, and JTBC. The new reports most often 

employed the ‘war frame’ in reporting the presidential debates, although JTBC and Channel A 

employed the ‘debate evaluation frame’ most often and TV Chosun used the ‘issue frame’ most 

often. The ‘strategy frame’ that is often used by the US media in its reporting of political 

elections appeared the least frequently in Korean broadcasting media. The network TV stations 

used the ‘war frame’ more frequently than non-network TV channels, and public broadcasting 

stations used the ‘war frame’ more frequently than the private broadcasting stations, suggesting 

that people who watched the debates through TV news reports must have watched the debates 

through the lens of war, battle, and contest. The reporting quality of the TV debate news turned 

out to be quite low in terms of the amount and quality of policy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news 

reports and the level of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reports. Also found was cynical and 

negative reporting that focused mainly on the candidates’ mistakes or weaknesses without 

rational evidence or ground. The quality of news reporting was the highest on JTBC and SBS and 

was the lowest on MBN and MBC.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 and the 

reporting quality demonstrated that the reporting quality was higher both in terms of policy 

information and level of analysis in the reports using the ‘issue frame’ than in those using the 

‘war frame,’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and arguments of previous scholars. Interestingly, 

policy information was non-existent when the news reports used the ‘policy evaluation frame,’ 

which was even less than those using the ‘war frame’ or the ‘strategy frame.’ Furthermore, the 

cynical and negative reporting was also most frequently found in the reports using the ‘policy 

evaluation frame’ over those using the ‘war frame’ or the ‘strategy frame.’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Korean broadcasting reports on presidential debates tend to evaluate and commen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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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bates in a cynical and negative tone without supporting evidence or ration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regarding how the broadcasting media currently report 

on presidential debates and how the media can improve their reporting in ways that can 

contribute to realizing policy-oriented elections. 

【Keywords: policy-oriented election, policy information, presidential election,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 media fr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