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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언론사의 사설을 분석하여

언론의 시각을 살펴보고, 언론보도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보도된 전국 7

대 일간지의 사설 265건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의

논조와 프레임을 찾아내었으며, 언론의 논조가 여론과 어떤 관계

에 있는지, 그리고 언론보도 프레임이 여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를 탐구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의 논조는 전체적으로 부정적 논조가

강하였다.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부정적 논조의 사

설 비중이 높았고, 진보언론은 긍정적 논조가 높았으며, 중도언론

은 중립적 논조의 사설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언론사의 이념

적 성향에 따라 논조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시기에 따라서

는 논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설을 귀납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활

성화 프레임, 갈등과 화해 프레임, 공약정책 프레임, 속도조절 프

레임,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 등 다섯 개의 언론보도 프레임이 도

출되었다. 이 중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경제활성화 프레임, 갈등과 화해 프레임, 속도조절 프레임,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은 언론사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시기에 따라서

는 경제활성화 프레임과 갈등과 화해 프레임, 공약정책 프레임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언론의 논조와 여론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논조와 여론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조는

여론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언론보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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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과 여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

석 모형에 따르면 갈등과 화해 프레임과 여론 간, 속도조절 프레

임과 여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갈등과 화해 프

레임과 속도조절 프레임의 등장빈도에 따라 여론이 변화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갈등과 화해 프레임은 여론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는데, 언론이 갈등과 화해 프레임을 많이 보도할수록 최저임금 인

상에 대한 여론의 찬성률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속도조

절 프레임은 여론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언론이 속

도조절 프레임을 자주 사용할수록 여론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

는 입장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언론의 논조

와 프레임을 탐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언론보도가

여론 변화에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언론이 어떻게 여론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단순한 찬반 형식의

논조보다는 언론의 프레임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최저임금 인상, 언론보도, 프레임, 여론, 최저임금위원회

학 번 : 2012-2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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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9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발

표하였다. 2018년과 2019년1)에 급격히 인상되었던 최저임금은 2020년에

는 금년 대비 2.9%(240원)인 소폭으로 인상이 결정되어, 문재인 정부 하

에서 두 자릿수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던 형세는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다수 후보들은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후보는 2020

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최저임금

이 8,590원으로 결정되어 1만원에 이르지 못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최저임금 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모델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

으로 적극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며 부각된 면이 있으나 갑작스러운 현상

은 아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매년 적용수준이 결정되어 왔으며 최저임

금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도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사회나 언론의 관심이 켜졌으며 이슈화된 것이다. 임금수

준은 최저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으로 결정된다. 그 중 최저생계비는

하한선으로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

는 최소한의 비용2)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

및 급여의 기준이 되어 왔다.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최저생계비를 법적으

1)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이는 2016년 6470원에서 16.4%(1,060원)인상된 금액이다. 그리고

2018년 7월 14일에는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10.9%(820원) 인

상하여 8,350원으로 인상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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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며 나아가 소득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나 EU 국가 다수가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

을 결정하던 독일마저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적용한지 30년 이상이 지났으며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중하위권

수준3)이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4)가 약 311만명으로 15.5%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는 매년 이루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여전히 낮은 임금을 받거나,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여 생계를 위협받으며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최저임금은 한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였으나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급격

히 인상5)하면서 폭발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쏟아졌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대립하면서 언론의 시각도 달리 나타났는데, 찬성하는 측은 정부에

서 추진하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근로자의 삶

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소득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

을 강조하여 보도하였다. 이에 달리 반대하는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와 물가인상,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가 나타나고, 자영업자 몰락

과 기업도산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근로자

의 삶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그동안

최저임금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떠한 효과를 줄 것인지 혹은 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것인

3)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최저임금위원회, 2019)
4)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5) 2018년도의 16.4%(1,060원) 인상률은 1991년 18.8%(130원), 2000년의 16.6%

(235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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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인 것이다.

이렇듯 갈등상황에 처해 있는 각 이해당사자는 대립하는 상황이나 여

러 입장에 대한 사실, 배경 등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

데 언론이 현실을 전달하는 특정한 관점과 맥락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해당 사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할 것이다(이준웅, 2005). 즉,

프레이밍 이론에 따르면 뉴스 프레임의 구성과 전달 방법에 따라서 해당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개인의 인지평가와 상황해석이 달라진다. 프레이

밍 된 뉴스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인 평가를 틀 지울 수 있으며

(나은경·송현주·김현석·이준웅, 2008), 동일한 사안이라도 언론이 프레임

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뉴스를 접하는 수용자의 태도 및 여론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Entman, 1993; 이준웅, 2005). 이렇듯 특정 사

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방식이 수용자의 해석에 미치는 점에 대해 주목하

며 언론이 공적 이슈를 의미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

가 선택하는 프레임에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우지숙·최정민, 2015).

언론의 보도 프레임은 갈등적 이슈에서는 더욱 부각된다. 갈등 이슈에

서는 언론사마다 특정 프레임을 구성하여 보도하고 이를 접한 뉴스 수용

자는 이 보도를 객관적 사실인 양 수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식된 현실은 새로운 현실 구성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갈등적 이

슈에 대한 사회적 의제설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유영돈·마정미, 2015).

즉, 현대 사회에서 언론은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실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줌으

로써 사회적인 이슈를 생성해 낼 뿐만 아니라, 그 이슈에 관하여 설명과

비판, 그리고 정책적 제언을 부가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최저임금액 인상 직후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두 자

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12월과 2019년 7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동결과 한

자릿수 인상률을 지지하는 국민의 응답이 과반수로 나타났다.6) 이러한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결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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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 및 정책에 대하여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최저임

금 인상에 대해 언론이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

였으며, 언론 보도가 여론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이슈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언론

보도 프레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언론 보도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밝혀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언

론과 여론 변화의 관계 연구는 언론의 논조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보도 프레임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조와

프레임이 여론 변화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갈등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고전적

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며, 언론과 여론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의 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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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공정성 원칙

1) 공정성 원칙의 의의

공정성은 상호협력을 통해서 유지되고,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

한 덕목으로 인식되어 왔다(Rawls, 1971).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조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애착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소속집단에 대한 협력적 태도를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 조

직의 규칙이나 가치를 잘 따르게 하는 등 공동체를 향한 긍정적 행동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Tyler, 2010). 초기 공정성 이론은 교

환이론과 상대적 박탈감 이론을 기초로 한 애덤스와 호만스의 형평 이론

(equity theory)에서 시작되었다. 레벤탈(Leventhal)이 분배결과 뿐 아니

라 결정과정의 공정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분배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equity) 이외에 필요성(need)이나 평등성(equality)의 원칙도 고려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적으로 발전하였다(박효민·김석호, 2015).

형평성(equity)이 능력이나 공헌도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나름대로 정

당하게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공정성 개념이라면, 평등성(equality)

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이 분배참여자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분배되는 공정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민경호·조국

행, 1999)

사회 내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며 개인이 의사결정의 공정

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대상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결과 위주인

지 아니면 과정 중심으로 접근되는지에 따라 분배 공정성 원칙과 절차

공정성 원칙으로 나누어지며(박효민·김석호, 2015; Deutsch, 1975; Levent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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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Tyler, Boeckmann, and Smithet al., 1997; Miller, 1999), 인식의 중

점에 따라 분류하면, 개인 간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

전체의 질서와 선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미시공정성과 거시공정성으로 구

분될 수 있다(Brickman, Folger, and Goode et al., 1981; Tyler et al.,

1997; 이희정, 2018).

균등 원칙(equality rule)은 동일하게 분배하거나 동일하게 손실을 할

당하면 공정하다고 보며, 분배 공정성 원칙의 다양성은 공정성 인식과

평가가 다차원적인 고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정성 원칙이

상황 의존적이고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구성원은 이 원

칙을 절대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정성 평가가 특정 공정성 원칙에 기초하여 실시되기도 하지만, 다

양한 공정성 원칙에 상대적 중요도를 부여하고 조합하는 과정을 거쳐 복

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이희정, 2018; 박효민·김석호, 2015; 석현호,

1997; Leventhal, 1980; Miller, 1991)

이러한 공정성 원칙에 대해 브릭만 등(Brickman et al., 1981)은 보상

에 대한 평가가 개인 간 관계와 사회 전체 관계에서 다른 기준이 사용되

고 있으며, 개인에게 합당한 보상이 공정하게 분배되더라도 사회 전체

차원에서는 불공정한 분배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과가 훌륭한

개인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공정하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소수에게 자원 집중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사

회구성원 전체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시공정성

의 특징을 고려하여 분배의 거시공정성 원칙으로 최소 원칙, 하위집단원

칙, 평균 또는 전체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7). 이런 측면에서는 시스템 차

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극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롤스(Rawls, 1971)의 정의 제2원칙도 거시공정성의 하

7) 최소 원칙은 최소 분배와 최대 분배 차이가 작아야 한다는 규칙이고, 하위집

단 원칙은 사회 내 집단 간 평균 분배의 균형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준이며, 평균 또는 전체 원칙은 특정 영역이나 방법에 따른 분배와 여타 영역

이나 방법에 의 한 분배 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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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이희정, 2018).

2) 사회연대감과 임금 불평등 등 사회갈등

어떤 대상에 대한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사회과학의 여러 분

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평등은 일반적으로 기회의 균등으로 설명되며, 소

득의 불평등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좀 더 평등한 소득 분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활용되기도 한다. 평등과 형평에 관한 관심은 행정학도

예외는 아니며 이들 주제는 세부 주제가 조금씩 변화해 왔으나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1980년대에는 최상위 소득계층과 최하위 소

득계층 각 10%의 평균소득 격차가 7배였으나 최근에는 9.5배로 크게 확

대되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확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임

금불평등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중 후반부터 유행하였던 신자유주의는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하위 소득계층은 상위 소득계

층과 달리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과 저임금의 터널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

하여 임금불평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피케티는 보다 직접적으로 소

득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을 임금불평등으로 지목하고 있다(김병섭·최서

희, 2019).

이처럼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쳐 복잡하고 다층화

된 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갈등이 확대되고 전반적인 갈등수준이 다소

심각하다는 인식이 있으며,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불평등

에 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증대되고 있다(이희정, 2018; 정해식

외, 2017; 유희정·이숙종, 2016; 신광영, 2013). 다시 말해서 그동안 한국

사회는 공정성의 여러 원리 중 형평의 원리가 가장 강조되어 가면서 보

상으로서의 임금의 불공정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고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적정한 분배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박효민·김석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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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성 원칙과 최저임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이

대립하며 양 당사자의 갈등이 반복되는 사회적 이슈이다. 최저임금 논쟁

의 지속은 국내·외 연구가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경우 기업 고용이나 소

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최저임금에 대한 경제학적 신고전학파 관점에

따르면 완전경쟁시장인 노동시장에서 시장가격인 임금의 시그널에 따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변동되고 그 결과 근로자의 임금이 한계생산수준

에서 결정되는데, 시장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최저임금은 한계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의 실업을 초래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최저임금위원

회, 2018). 이러한 신고전학파의 기술적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가치중립적

이라고 가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슈의 중요 논점이 공정성과 관련된

다도 할 수 있다(이희정, 2018; Levin-Waldman, 2000).

레빈 왈드만(Levin-Waldman, 2000)은 공정성의 강조점을 절차적 측

면에 두느냐 또는 실체적 측면에 두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의 의미가 달라

질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절차적 공정을 강조하면 좋은 사회를 인식하는

주체는 개인이므로 정부의 역할은 중립성을 유지하되 개개인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대우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주는 데 국한되어야 하며 그

절차에 따른 최종 결과는 공정하다고 한다. 한편, 실체적 공정을 강조하

는 경우 사회 공동체가 좋은 사회를 정의하고 정부 정책은 그러한 사회

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누구나 품위 있게 삶을 영위하고 가난에

서 벗어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과 유사

하며 근로기준법까지 포괄하고 있는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은 명칭에서부터 ‘공정성(fairness)’ 개념에 근거

하고 있기도 하다. 공정근로기준법에서는 공정성을 노동시장에서 발생하

는 부의 결과들을 고치려는 규범적 개념이라고 하면서, “공정성은 곧 생

활임금(living wage)이다”라는 절대적 공정성(Absolute Fairness)개념과

“공정성은 곧 교섭력의 대등성이다”라는 교섭력의 공정성(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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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ness)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절대적 공정성은 정부가 사용자에게

노동자들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

는 것이고, 교섭력의 공정성은 정부로 하여금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교

섭력을 대등하게 만들도록 ‘공적 교섭(public bargaining)’ 형태를 갖추는

근거가 되었다(강현주, 2013).

보울딩은 최저임금제도가 대체로 사회적 최저수준원칙을 토대로 제안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비록 단기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이라

는 비의도적인 결과를 수반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정의에 호소하는

대표적 사례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결국, 공정성 가치의 상징 투쟁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쟁의 근간이 있다고 할 수 있다(Boulding, 1962; 이희

정, 2018).

2. 언론의 프레임 이론

1) 프레임 이론

프레임이란 사전적으로 ‘틀’을 의미하는데, 학문적 개념으로 본격적으

로 논의한 것은 고프먼(Goffmann)으로 알려져 있다. 고프먼은 프레임을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상황에 대한 의미 파악과 협상의 틀로 사용하였으

나, 다른 학문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면서 현실 전반 혹은 개별 이슈가

생성되고 그 의미가 구성되는 사회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송용

희, 2005; 이희영·김정기, 2016). 갬슨(Gamson, 1992)은 “프레임이란 사람

들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를 조직화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기틀린(Gitlin, 1980)은 뉴스프

레임을 인지, 해독, 재현, 선택, 강조, 배제와 연관된 지속적 패턴으로 상

징 조작자의 관습적 담론 구성으로 발생한다고 하였고, 엔트만(Entman,

1993)은 프레임을 “인지된 현실의 특정 측면들을 선택하여 문제를 정의

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도덕적 평가와 처방을 내림으로써 선택된 측면들

을 커뮤니케이션 텍스트 속에서 보다 현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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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터크만(Tuchman, 1978)은 뉴스는 세계를 향해 나 있는 창이고 그

틀로 사람들은 세계를 보기에 창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하였다.

즉 우리가 이해하는 현실은 언론을 통하여 틀 지워진 현실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국내 학자로는 이준웅(1997)이 프레임은 “독자나 시청자가 특정

한 방식으로 뉴스를 이해하도록 돕는 이야기 구성방식”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뉴스 프레임 연구에서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언론이

현실에서 발생한 현상을 강조하거나 배제하는 방법으로 보도함으로써 사

회적으로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

며, 프레임을 통해 현실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뉴스 프레임에는 소속집단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러 정치 집단

들의 전략들이 반영되므로(Bennett, 1996; Entman, 2004), 프레임 경쟁에

따라 언론이 제시하는 틀을 통해 갈등적 현실을 구성하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프레임 경쟁은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프레임 선택에 대한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

에서 공론장을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될 필요

가 있다(이상률·이준웅, 2014).

한편, 프레임은 언론매체를 통해 공급·확산되며, 여론의 형성과 정책

수립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Entman, 1993; Brewer, 2006; 김희범·우

형진, 2016). 프레임은 미디어가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선택, 강조, 배

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현실을 재구성하는 정형화된 패턴이며 이

를 통해 미디어 담론이 형성된다(Gitlin, 1980; 김희범 외, 2016). 미디어

에 의한 반복적인 특정 프레임의 사용은 사회구성원들이 사건을 이해하

고 해석할 때 용이하게 접근 가능한 준거틀을 제공하기도 한다(Berinsky

& Kinder, 2006; 양정혜, 2001; 김희범 외, 2016). 프레이밍 이론의 선행

연구자들은 미디어 텍스트의 내용이 수용자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해석되

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회의 영향에 따라 미디어 프레임과 인식 프레

임의 상호과정에 의해서, 이를 만든 언론인과 수용자들의 상호작용에 의

해서 그 의미가 구성된다고 한다(van Dijk, 1988; 우지숙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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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이밍 이론과 여론 변화

언론이 국민의 정치적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초기 연구

들은 대부분 언론의 영향력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매우 약하다는 최소

효과론(the doctrine of minimal effects)을 주장하였다. 라자스펠드와 그

동료들은 언론이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유권자가 원

래 지니고 있는 입장을 더 지지하게 할 뿐, 그들의 투표 결정을 변경하

도록 설득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발견에

근거하여 언론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최준영·조

진만, 2009). 이것은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 중 국민이 찬성할 수 있는 의

견만 받아들이고 그 외 의견은 무시함으로써 언론의 영향력이 최소한에

그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언론의 최소효과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새로운 이론과 경험적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언론의 영향력

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은 주로 미디어의 의제설정 능력(agenda setting

power), 점화 효과(Priming effects),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론은 국민이 정치인이나 정치적 현상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다수의 기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느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최준영·조진만, 2009).

의제설정 이론(Agenda setting theory)은 언론매체가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주제들을 보도하여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그 주제를

공중의제로 부각시킨다는 이론으로 매콤스와 쇼(McCombs & Shaw,

1972)가 주장하였다. 맥콤스와 쇼는 언론의 영향이 유권자 태도의 방향

이나 강도에 있어서는 작다 할지라도 정치적 의제(agenda)를 설정함으로

써 이슈들에 대한 태도에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라자스펠드의 제한효과 이론(limited effect theory)의 선택적 노출에 대

한 반기로 나타났다. 이 이론은 이슈가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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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현상인 ‘이슈확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라고 하였

다(송원근, 1988). 여론 형성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점화효과 이론

(Priming effect theory)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이론은 어떤 사안에

대해 개인이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언론이 보도를 하여 공론화되면

개인의 의견은 더욱 공고해진다는 것이다. 아이옌가와 킨더는 실업에 대

한 뉴스를 시청한 미국인이 이를 시청하지 않은 미국인에 비해 대통령의

일반적 평가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 점화효과 가설을 검증하였

다. 사람들은 복잡한 두뇌 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떤 이슈

가 새롭게 등장하면 복잡한 분석을 피하면서 단순한 정보를 기초로 해당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며, 여러 연

구에서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집중적인 스캔들 보도로 그들의 지지도가

변화되는 현상을 점화효과 이론으로 분석하고 있다(박기묵, 2017;

Krosnick & Kinder, 1990; Scheufele, 2000; Iyengar & Kinder, 1987).

여론 변화를 설명하는 고전적인 이론으로는 ‘설득 모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이론은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 변화가 찬성과 반대의 평가적

의미를 지닌 메시지들이 상호 교차를 통해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이라고 한다. 즉, 고전적 여론 형성 및 변화 모형에서는 여론 변화를 둘

러싼 사회세력 간의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의 교환으로 본다. 경쟁하는 사

회세력들이 자신을 대변하는 메시지와 상대방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통해

대중을 설득하며 이러한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의 결과가 집합적 수준에서

찬반 균형 상태에 이른 상태가 여론의 현재라는 것이다. 한 의제에 대한

여론은 언론 보도의 평가적 차원에서 지배적인 어느 입장(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이 암시하는 하나의 입장)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하며,

각 언론보도의 정보원의 종류에 따라 특히 달라질 것이다(page &

Shapiro, 1992, Zaller 1992; 이준웅, 2005).

뉴스 매체는 여러 사회 기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구 중 하나이다.

언론 보도는 대중의 행태, 선호, 인식,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Fiske &

Taylor, 1992; McCombs, 2005; Zaller, 1992),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은

여론은 국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정책을 실현하려는 정부 기타 다양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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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의 의사 결정 지침으로 활용된다(Soroka, 2002). 이런 현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신문들은 시대에 따라 자신들의 논조를 일관되게 또는 유

동적으로 주장하며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연동하기도 하였고, 집권 세력

의 성격에 따라 정부에 대해 도전하거나 협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이건호·고흥석, 2009; 김민환, 1996).

그러나, 이러한 설득 모형은 여론 변화의 미묘한 측면에 대해서 충분

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복잡한 여론 변화의 사례를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즉, 현실적인 여론 형성과 변화의 메커니즘은 서로

반대되는 사회적 세력의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의

순효과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설득 모형

에서는 갈등적 이슈에 관한 찬성 반대 진영의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설

명하는 데 특정 입장의 이론이 아주 적은 양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밖에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Chong, 1996; 이준웅, 2005). 따라서 여론 변화를 설명하는 새로

운 모형으로 ‘뉴스 틀짓기 모형(프레이밍 이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프레이밍 이론은 고전적인 설득 모형이 간과한 수용자의 이슈에 대한

해석과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 이론은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구성

되는 방식과 그 메시지가 수용자에 의해 해석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

다. 프레이밍 이론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미디어 보도 프레임에 따라 수

용자의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적 수용에 따라 다수의 설득적 메시지 뿐

아니라 소수의 단기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얼마든지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

할 것이라고 본다. 프레이밍 과정은 언론매체가 복잡한 현실을 뉴스로

전달하는 경우에 동일내용이라도 특정한 맥락과 관점에 따라 뉴스의 줄

거리를 다르게 구성하면 뉴스 프레임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리고 뉴스프

레임이 달라지면 같은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며 그 해석은

의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뉴스 프레임이 여

론의 향방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Chong, 1996;

Nelson & Oxley, 1999; Price, Tewksbury & Powers, 1997; 이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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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여론 변화에 대한 프레이밍 이론은 여론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

한 원인이 언론보도 프레임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프레이밍 이론은 여

론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찬성과 반대의 교차

보다 언론 보도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적 프레임 구성에 신경쓰며, 이러

한 해석적 프레임이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하는

것이다(이준웅, 2000).

언론 프레임은 뉴스의 이야기가 구성되는 방식이며, 뉴스의 주체적 구

성과 뉴스 어휘 사용, 강조와 생략, 은유와 직유와 같은 수사적 장치, 시

각적 형태의 정보제공 등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가 되는 사태에 대한 전

체적인 해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프레임의 효과

란, 언론의 해석적 프레임이 뉴스의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며

프레임 이론에 따르면 언론은 개념화된 각자의 틀을 가지고 현실을 재구

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수용자가 반복적으로 뉴스 틀에

노출됨으로 발생하는 프레임 효과로는 지식, 신념, 관념의 3가지 방면에

서 효과를 의미한다(이준용, 1997, 2005). 뉴스 프레임 그 자체가 이슈에

대한 해석과 의견에 중요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뉴스 프레이밍 효과

의 중심적 주장이며, 뉴스 수용자가 같은 사건에 대한 뉴스를 접하더라

도 뉴스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다른 뉴스를 접할 경우 수용자의 해

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준웅, 2001).

3) 뉴스 프레임 분석방법

뉴스프레임 연구에서는 프레임 분석방법으로 크게 연역적 접근 방법

과 귀납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는 특정 사회체계에

서 나타나는 이슈에 대해 그 체계를 반영하는 프레임이 존재한다고 정의

하고 정형화된 프레임에 따라 연구대상을 분석하는 것이 연역적으로 접

근하는 방법이다(강내원, 2002). 즉, 특정 프레임을 내용분석 변인으로 먼

저 정의하여 이러한 프레임 변인이 언론 보도에서 등장하는 빈도를 검증

하는 접근법이다. 이 방법은 프레임의 유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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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에서 사용된 프레임을 후속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김춘식·이영화, 2008).

이와 달리 귀납적 방법이란 뉴스에서 발견되는 모든 프레임을 찾아내

는 방법이다. 모든 프레임을 찾아내기 위하여 탐색적이지만 개방적인 접

근으로 하나의 이슈가 틀지어질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식으로 뉴스 내용

을 분석한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이고 매우 작은 표본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연구에서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Semeko &

Valkenburg, 2000; 오대영 2011). 귀납적 방법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프

레임을 뒤이은 후속 연구에 반복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김춘식·이영화,

2008)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에 대한 고정관념 없이 다양한 프레

임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새로운 이슈에 대한 탐구에 이용

되고 있다. 뉴스 프레임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역적 접근 방법을 통

해 기본적 프레임을 먼저 밝혀낸 후 귀납적 접근 방법을 활용해 추가로

분석 프레임을 찾아내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유영돈·마정미, 2015).

뉴스 프레임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선 형식적 프레임과 내용

적 프레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이옌거(1991)는 형식적 프레임을 일화

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 이슈 또는 사건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및 문제에 대한 사건 중심의 묘사가 주된 부분일 경우에는

일화적 프레임이라고 하였고, 인과관계에 따라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분

석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주제적 프레임이라 하였다. 형식적 프레임과

달리 특정 이슈나 사건에 대한 내용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은 내

용적 프레임으로 다루었다. 세멧코와 밸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는 뉴스프레임 유형을 갈등, 인간적 흥미, 경제적 결과, 도덕성, ‘책

임 귀인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으며, 보도주제를 설명하거나 포괄할

수 있는 정도 및 차원으로 구분한 드 브리즈(De Vereese, 2005)의 특정

이슈(issue-specific) 프레임과 총칭적(generic) 프레임도 있다. 유사한 맥

락에서 추상화 정도에 따라 보편적 프레임과 구체적 프레임으로 분류하

기도 한다(이희영 외, 2016; Gamson, 1992; Lim & Jon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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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최저임금제도와 현황

1. 최저임금제 연혁 및 결정방식

최저임금제도는 뉴질랜드(1894년)에서 처음 실시8)된 이후 영국(1909

년), 미국(연방 1938년) 등으로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모든 국

가에서 실시되고 있다(한인상, 2011). 국제노동기구(ILO)는 창설 당시 사

회불안 해소와 평화 증진을 위해 적절한 생활임금 제공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하였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1928년 제11

차 ILO 총회에서 제26호 협약｢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1970년 제53차 ILO 총회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도

를 확대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최저임금결정 협약, 제131호｣를 채택했

다(현병훈, 2014).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법률 방식, 행정기관(정부) 결정방식, 위원회 방

식, 단체협약 방식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률 방식은 최저임금을

법률에서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적인 과정을 밟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법률

의 제·개정절차가 복잡하여 경제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방식을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과 캐나다가 있다.

행정기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은 정부안에 대하여 노사 관련 단체의 의견을

구한 후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네덜란드가 취하는 방식은

노사 등과의 협의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영국, 일본이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유효한 회신 또

는 권고에 기초하여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결정방식은 노·사·공

익(중립)위원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현실에 타당한 최

8) 1894년「산업조정중재법」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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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위원회 방식은 호주가 취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 결정

방식은 노조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임금의 최저수준에 관한 협약을 일정

한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결정하여 협약 체결당사자 이외의 근로자

나 사용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단체협약 방식

을 취하고 있었으나 2015년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변경되었다(한인상,

2011)

2. 국내 최저임금 현황

1) 최저임금의 제도적 보장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생활 유지수단으로서의 소득이지만 기업에게는

경쟁력과 관련된 비용의 문제이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문제이며 기업은 가능한 한 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므

로 근로자는 낮은 임금으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기

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는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에게 적

정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의 실행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국가에게 적정한 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

금을 보장해주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

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용자와 근

로자 간의 자유로운 교섭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

결정원칙에 대한 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달휴, 2017). 즉, 최저임금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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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의 교차점에서 결정되는 임금의 균형가격이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

하는 제도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최저임금 하에서 노동의 초과공급

으로 인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으로 혜

택을 보는 계층의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이

는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켜 노동에 대한 파생수요를 증가시켜 노동수요

곡선 자체의 상향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후생의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

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

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실제로 운용하지는 않았었

다. 7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지도를 하였

으나 효과가 미비했으며,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

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

이 불가피해졌다. 그리하여 그동안 경제가 발전하여 최저임금제를 충분

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자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표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제의 목적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광수(2010)는 최저임금에 대해 사회정책적 목적, 경제정책적 목적, 산업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우선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여 빈곤을 퇴치하고 교섭력이 약한 미숙련·비조직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임금저하에 따른 유효수

요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경제정책적 목적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업이

저임금에 의존하여 경쟁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술개발 및 생산력 증대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산업정책적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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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

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위

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액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위원

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

거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고시하고, 그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그림 1]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2001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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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

하였으며, 이는 2019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한 자릿수 상승률이었다. 최근 20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두 번째로 낮은 소폭의 인상이며, 2017년의 16.4%와 2018

년의 10.9% 두 자릿수 인상률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 영향률9)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25%로 나타났는데,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아지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자

연히 커지게 된다. [그림 2]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004년

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된 근로자의 수가 100만 명 정도였으나 2017

년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된 근로자 수가 330만 명을 넘어서게 되

었고, 2018년은 463만 명이었으며, 2019년에는 5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림 2] 최저임금영향률Ⅰ(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9)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

는 대상근로자의 비율(예측치). 즉,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되는 최저임금 수준

혹은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비율이다.

* 영향률 = 영향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 100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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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최저

임금 영향률은 18.3%로 나타났다. 2011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된 근

로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었으나, 2015년에는 8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2017년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된 근로자의 수가 200만 명이 넘었

으며, 2019년에는 약 290만 명에 이르렀다.

[그림 3] 최저임금영향률Ⅱ(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2)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국가 중위임금 수준 평균에

가깝다고 하였다. 2016년 전일제 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

대적 수준은 터키가 75.8%로 가장 높았고, 칠레 68.9%, 뉴질랜드 60.5%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50.4% 수준으로 27개국 중 13번째로 높았다. 라

트비아가 50.7%로 OECD 국가 중 12번째였고, 벨기에가 49.5%로 14번째

로 높았으며,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으로 34.9% 수준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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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OECD 주요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10)

2016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11)을 살펴보면, 뉴질

랜드가 51.4%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49.0%, 슬로베니아 48.4% 순이었

으며, 우리나라는 27개국 중 16번째로 높은 수준인 39.7%로 나타났다.

캐나다가 40.0% 수준으로 15번째로 높았으며, 헝가리는 39.0%로 17번

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

은 국가는 중위임금 대비와 마찬가지로 미국이었으며 24.8% 수준으로

나타났다.

10) 2018 OECD 한국 경제 보고서
11) 최저임금 30년사(최저임금위원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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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최저임금 현황12)

12)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동향(최저임금위원회, 2019) 참고, OECD 회원국 중

11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 등 총 15개국

대륙 국가 최근 동향

아

시

아

1. 대만

□ 2019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월 23,100NT$로 전년

(22,000NT$) 대비 5% 인상

□ 2018년 11월 30일 최저임금법 초안 발표, 주요 내용

은 최저임금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입하여 물가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임

2. 일본

□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018년도 최저임

금(전국 가중평균)을 874엔으로 권고

□ 47개 도도부현을 A,B,C,D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별 최저임금 인상액을 권고

- 도도부현 지방최저심의회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권

고를 토대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 

- 최저임금이 가능 높은 곳 동경으로 985엔, 가장 낮은 

곳은 가고시마현으로 761엔

3. 중국

□ 최저임금은 각 성·시·지치구별로 정하여 발표하며, 

2018년 9월 적용 중인 북경시 최저임금은 월 2,120위

안으로, 전년(2,000위안) 대비 6.0% 인상

□ 최저임금 인상율은 여전히 높기는 하나 매년 하락하

는 추세

-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3% 

이상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10% 이하로 인상률 하락

□ 2018년에는 전체 32개 성·시 중 북경, 상해 등 총 

16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조정지역 기준 8.4% 인

상)

- 전일제 월급 기준으로 상해의 최저임금이 2,420위안

으로 가장 높음

- 상해·북경·광둥·천진 등 7개 지역이 2,000위안을 초과

□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중진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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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국가 최근 동향

있고, 사회문제(양극화 및 저임금 근로자와 빈곤인구 심

각)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전망

4. 터키
□ 2019년 적용 월 최저임금은 2,558TL로 전년

(2,029TL)대비 26% 인상

유

럽

5. 독일

□ 2년마다 최저임금을 결정

□ 201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9.19유로로 전년(8.84

유로,’17년도∼’18년도) 대비 4% 인상

□ 독일 좌파당과 녹색당은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 등을 발의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

6. 

러시아

□ 2019년도 최저임금은 월 11,280루블로 2018년 5월

(11,163루블) 대비 1.04% 인상

□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

직은 매우 낮은 수준

7. 영국

□ 2019년 4월 1일부터 25세 이상 최저임금은 8.21파

운드로 전년(7.83파운드) 대비 4.9% 인상- 21세 이상 

최저임금은 7.70파운드, 18-20세는 6.15파운드, 16-17

세는 4.35파운드, 도제의 경우 최저임금은 3.90파운드

□ 종전 대비 4.9%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연간소득은 약 600파운드가 오름, 과세 최저한도는 650

파운드 상승 예상

□ 영국정부는 2016년 최저임금 도입 당시 2020년까지 

전체 중위소득의 60%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목표 

발표

- 2019년도 인상률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과도기

로, 현재 예상치 반영 시 2020년도 최저임금은 2019년

도보다 5.0% 인상된 8.62파운드로 예상

8. 

프랑스

□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유로로 전년

(9.88유로) 대비 1.52% 인상

□ 2019년 최저임금 재조정으로 1.52% 인상이 있었고, 

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노란조끼’시위를 진정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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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국가 최근 동향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대상자에게 활동보너스로 평균 월 

100유로 추가인상 결정

아

메

리

카

9. 미국

□ 20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방법 개정은 

없었으며,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 시간당 

7.25달러, 팁을 받는 근로자는 시간당 2.13달러임.

□ 2019년의 경우 19개의 주가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츠주, 워싱턴주가 

각 12달러로 가장 높음.

□ The Rsise the Wage Act of 2019 발의(2019년 1월 

16일 민주당)

- 2019년 연방최저임금을 8.55달러까지 인상한 후 

2024년까지 점진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하겠다는 인상

안,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다수당 공화당이 반대하여 쉽

게 관철될지는 아직 미지수

10. 

브라질

□ 2019년도 최저임금은 월 998헤알로 전년(954헤알) 

대비 4.61% 인상

□ 최저임금은 당초(’18.4) 계획했던 월 1,006헤알이 아

니라, 998헤알로 결정

-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과 예산 반영 금액간의 차이

는 인플레이션 하락 때문

□ 최근 수년간 법정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어 왔으며, 

브라질의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수당, 실업수당, 노인 및 

장애인 수당 등 정부지출에 연관이 되어 있어 최저임금

을 인상하면 각종 수당도 그에 따라 인상되는 체계임

11. 

칠레

□ 2019년 3월 기준 최저임금은 월 301,000페소로 

2018년 1월(276,000페소) 대비 9.1% 인상

□ 칠레 의회는 2018년 9월 19일 오랜 진통 끝에 최저

임금 인상 법안을 승인하였고, 2020년 3월까지 향후 2

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임

12. 

캐나다

□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며 주

별로 결정방식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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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국가 최근 동향

- 온타리오 주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4CAD로 전년 대비 동결

□ 온타리오주는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15CAD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주정부 정권교체(2018

년 6월)로 인하여 2020년 9월 30일까지 최저임금이 동

결됨

오

세

아

니

아

13. 

뉴질랜

드

□ 201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성인기준)은 시간당 

17.70NZ$로 전년(16.50NZ$) 대비 7.3% 인상

□ 2017년 10월 집권한 노동당 주도의 연립정부는 더 

공정하고 더 좋은 뉴질랜드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포용

성장과 공정 경제, 빈곤 감소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

진

- 그 일환으로 현 정부는 집권 직후 최저임금을 2021년

까지 20NZ$로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8년 

4.8%, 2019년 7.3% 인상

- 금년 최저임금 인상액 발표 당시 2020년까지 

18.90NZ$, 2021년까지 20NZ$로 단계적 인상 계획 공

표

14. 

호주

□ 연령별, 업종별, 숙련도별로 최저임금 구분하여 적용

되며,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18.93A$로 전년

(18.29A$) 대비 3.5% 인상

아

프

리

카

15. 

남아프

리카공

화국

□ 최저임금은 시급 20랜드, 주 40시간 근무 시 월 

3,500랜드, 주 45시간 근무 시 월 3,900랜드(2019.1.1. 

주 시행 최저임금법)

- 예외적으로 농장근로자는 시급 18랜드, 가사근로자는 

15랜드, 공공사업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는 11랜드의 최

저임금 적용



- 27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최저임금 관련 선행연구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저임

금제 도입에 따른 고용량 변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관심이 많았으며, 법

학적 관점에서 현재의 최저임금제를 탐색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연

구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 미국, 영국, OECD 국가, EU국, 일본,

중국 등 해외 각국의 최저임금제도의 동향을 탐색한 연구들도 보이며,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를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도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는데, 특히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고용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김대일(2012)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미치

는 효과를 차분모형(first-difference)을 사용하여 시계열 자료로 분석하

였는데 규모가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발표했다. 즉, 최저임금

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을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신규채용 억제효과는 남성 청년층, 여성 고연령층, 5인

미만 영세업체, 제조업 등에서 효과가 높았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

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경

우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고,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취업자와 최저임금으로 인해 채용이 위축되어 취업 기회를 잃게

되는 저기능 구직 근로자 간의 내부자·외부자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승복·박철승(2015)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약하게 작용하기는

하나 장기적인 음(-)의 효과를 미치며,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신고전학파의 경쟁노동시장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

였다. 박기성(2016)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가져올 폐해를 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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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2017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41～506천 명의 고용이 감소하고, 9,000원으로 인상하면 173～311

천 명, 8,000원 인상은 125～154천 명, 7,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46～65천

명이 감소한다고 한다. 경제성장률은 자원배분이 효율적일 때 최고가 되

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질수록 하락하는데, 노동시장의 최저가격인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어 경제성장률

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조은영·김상미(2018)는 최저임금 인상이 거시경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최저임

금 인상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 수 감소

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가로 실

업률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원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분석했다.

강승복(2015, 2016)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

연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최저임금이 10% 인상되었을 때 전

체 임금은 약 1% 정도 상승하며, 물가는 약 0.2∼0.4% 상승한다고 하였

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중하위 임금계층 간 임금불평등 감소의 약 70%

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으로는 저임

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간접적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 또는 상승폭을 둔화시켜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임금압축 효과’

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황희영(2019)은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제도가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최저임금제

도가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더

욱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하에서 최저임금의 고

용효과에 대해 양지연(2017)은 한국노동패널자료(4～17차)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은 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취약 임금근로자

들의 직장유지율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

인 비공식부문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찾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저

임금의 인상은 양 부문 간의 노동력 이동을 유발하였으며 비자발적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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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직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나타났음을 밝혔

다. 김현경(2016)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최저임금 대상자의 분포

와 최저임금의 적용이 빈곤율과 빈곤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빈곤감소 효과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취업자의 감소와 더불어 더욱 커

질 것이라고 추정한다.

송헌재·임현준·신우리(2018)는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또는 경기

및 노동시장 수급상황 변화 등으로 산업내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 비율 및 정규직과 비정규

직간 임금 격차는 확대되나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하였으며, 산업내 최

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의 비율은 월평균 근로시간과 급여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민기(2018)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추

정하였는데 평행 추세를 가정한 모형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유

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추세의 영향이 집단별로 상이할

수 있는 요인 모형(factor model)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량보

다는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영민·강은영(2015)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사용하여 최저임금의 변화가 비공식부문(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과 고

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이 비공식부문의 고

용확률을 높인다고 하였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공식과 비공식부문 모두

에서 평균임금을 높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저임금의 인

상 효과는 공식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김태훈(2019)은 최저임금 인

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비중의 연도별․지역별 차이를 이용해서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 및 임금변수들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15〜64세 인구의 전체 고용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으나 일용근로자들의 고용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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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과 평균 월급여액을 증가시켰으며 그 효과는 상용직에

비해 일용근로자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정(2019)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초래되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어떤 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초래하

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는데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 상태와 취업지위를 이탈할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밝히고 개선을 논의하는

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있다. 방준식(2017)은 최저임금제도의 법적

과제를 다양하게 제시하며 최저임금법상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의 도

입,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편 등을 법적 과제로 제안하였다. 즉, 근로자상

변화에 주목하면서 다수의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제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였고 생활임금제의 도입을 통해 낮은 최저임금

을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달휴(2017)는 최저임금액의 결정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기준과 고용 관계이며, 기준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의 지불능력 내에서 결정된다

는 임금결정 원칙은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이상에서 결정되도록 수정되고

기업은 이러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시 법의 집행력을 제고

하는 국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내의 최저임금 관련 연구 뿐 아니라 국외의 최저임금 동향, 최저임

금제도 도입 등에 관한 연구들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김유선(2014)은

국가별 이질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OECD 25개 회원국(1990∼2012년)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 여성

고용, 고령자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은 분석모형에 따라 유의도가 엇갈려 합의된 결과를 이

끌어 낼 수 없었는데 이는 연구자의 분석모형과 분석대상에 따라 고용효

과 추정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얼마나 통제하느

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송유철(2017)은 EU 국가들이 다양한 유예

제도와 산입범위의 조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

기능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EU 국가들의 경우 업종별, 연



- 31 -

령별 차이를 두고 있으며 독일은 과도기를 설정하여 취약분야에 대해서

는 일정 기간 최저임금의 적용을 일부 유예해주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업

종별, 연령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

안하기도 한다. 오상봉(2017)은 최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흐

름으로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을 설명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1990년대 이전에는 17개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로 10개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현재 OECD 국

가 중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8개 국가뿐이다. 미국에서

는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밝혔으나 의회의 반대

로 무산되자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EU 국가 중 독일은 단체협

상에 따라 업종별 임금의 하한선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어서 최저임금제

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2010년부터 단체협상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빈곤이 증가하자 결국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중국과 일본도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김평식

(2019)은 미국에서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을 정리하였는데, 기업 규모별

로 최저임금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변의 다른 주에 비하여 상승폭

이 다른 시애틀 시의 사례가 많았다. 워싱턴대학의 연구에서 분석대상을

2014년 2사분기부터 2015년 4사분기까지로 한 경우 시애틀 시는 최저임

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률이 1%p 감소하였으나, 2016년 1사분기부터 3사

분기까지로 한 경우에는 고용률이 7%p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간당 임금은 1.5～3.1%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6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버클리대학 연구에서는 비교적 장기간

(2009년 4사분기부터 2016년 1사분기)에 걸쳐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고용

률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주급이 1% 상

승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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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 프레임에 대한 선행연구

프레이밍 이론을 근거로 한 연구들은 사회학, 언론학, 신문방송학 분

야 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행정학 분야에

서도 프레임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식프레임을 탐

색하여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심준섭·김지

수, 2011). 국내 프레임 연구들은 언론사가 어떤 미디어 프레임으로 사회

이슈를 보도하였는지 분석하는 미디어 프레임 영역에서 더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강내원, 2007; 곽정래·이준웅, 2009; 김승민, 2014; 유영돈·마

정미, 2015; 우지숙·최정민, 2015). 아이옌거(Iyengar, 1991)는 프레이밍

효과와 관련하여 프레임을 ‘주제적 프레임(thematic frame)’과 ‘일화적 프

레임(episodic frame)’으로 구분하면서 어떤 프레임으로 뉴스를 구성하느

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책임 귀인과 해결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있다고 하였는데, 김영욱·이현승·장유진·이혜진(2015)은 일화적 프레임

속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는 경우 미세먼지 위험의 책임과 해결을 개

인화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박기수(2011)는 이념적 성향이 서로 다른 3대 종합일간지가 이명박 정

부가 추진한 4대강 정비 사업을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고, 이들 간의 보

도 프레임에 차이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프레임 유형 분석과 4

대강 사업 이슈의 특성을 고려하여 10개의 프레임을 추출ㆍ분석한 결과,

동아일보는 권위주의 및 성장ㆍ효율 프레임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정당성

과 정책수행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경향신문은 대항, 비난, 비판, 환경ㆍ

안정, 인간흥미 프레임을 앞세워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며,

한국일보는 갈등, 책임귀인, 민주합의ㆍ균형 프레임을 부각시켜 4대강 사

업의 문제점을 수정하려는 입장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책사업이 국민

들에게 공정한 정보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내언론들의 성찰

적 노력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행정학 분야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갈등적 이슈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

히 연구되고 있는데 언론이 갈등에 대한 보도를 통해 갈등 당사자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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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보도에 대한 언론의 역

할은 매우 중요하다. 갈등 당사자들의 주장과 요구 및 그에 대한 정당성

을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언론인 것이다(양정혜, 2001).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언론을

통해 갈등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여론을 습득할 수 있으나, 이러

한 갈등 보도는 다양한 집단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도 크다(송종길ㆍ이동훈, 2003). 따라서

사회적 갈등 보도에 있어서는 언론이 균형적 시각으로 보도 방향성을 견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준섭·김지수(2011)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과

프레임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공공갈등 전개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프레

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위험 프레임의 변화가 갈등관리의 시각

변화를 가능케 한다는 점, 정확한 정보전달과 쌍방향 소통이 정책신뢰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대립하는 이해관계인들의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김연명(2004)이 국민연금법 개정과 언론의

보도 성향에 대한 연구에서 보수언론사와 진보언론사 간에 연금보도에

관한 입장의 차이를 밝혔는데, 연금급여와 보험수준 조정이 쟁점인 정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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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고 하였

다. 연금개혁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이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방향과 사

회 복지적 개혁 방향의 대립국면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 간 부양이라

는 공공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할지 아니면 사보험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

인가 하는 근원적 인식의 차이 때문이며, 언론사별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영돈·마정미(2015)는 세종시 갈등 이슈와 관련하여 뉴스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세종시 이슈가 격렬했던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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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에 대립갈등 프레임과 책임귀인 프레임을 부각

해 보도하였고, ‘대전일보’와 ‘중도일보’는 대립갈등 프레임, 도덕성 프레

임, 책임귀인 프레임과 함께 지역발전 프레임, 경제적 중요성 프레임을

강조했다. ‘전북일보’ 역시 지역발전 프레임을 3개 정부에서 일관되게 보

도하였고, ‘영남일보’는 각각의 프레임이 다양하게 형성되었으며 일부 프

레임에서는 조선일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강원도민일보’는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시기에 책임귀인 프레임과 지역발전 프레임, 개혁

개선 프레임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한편, 언론은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에 초점을 맞추고 부정

적 뉴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Dennis & Merrill, 1996), 부정적인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익숙하거나 기대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

가 전달되는 것처럼 느끼게 하므로 부정적인 메시지가 긍정적인 메시지

보다 상대적으로 부각이 된다는 견해들도 주장되었다(Lau, 1982). 최은

비·김효숙(2011)은 언론보도의 어조와 관여유형이 공중의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부정적 어조의 언론보도가 공중

의 조직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속적 관여를

지닌 공중보다는 상황적 관여를 지닌 공중이 부정적 기사를 접했을 때

조직에 대한 인식이 더 크게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밝혀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언론논조와 국민여론을 비교한

연구도 있는데 이 연구는 언론의 논조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

사와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시기별로 김 정부 초기에는 포

용정책에 대해 일관성이 있었고 여론도 높이 지지하였으나 보수언론 논

조는 비판적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론이 압도적 지지를 보이자 보

수언론들도 부정적 어조를 벗어나 지지로 선회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이

후에는 국민 여론의 변화는 없었으나 적대적 논조로 변하였는데 이는 언

론이 주관적 감정에 따라 논조를 선택함으로써 보수신문들이 직선형의

투명한 매체가 아니라 굴곡형 채널로 진단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김재

홍, 2003).

프레이밍 이론과 여론 변화와 관련하여 단순한 찬성 반대의 양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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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다는 언론이 뉴스를 이야기 형식에 담아 제시하는 뉴스 프레임이 더

욱 중요하다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여론 변화를 매체에의 접촉

과 노출 중심으로 이해하는 고전적 여론 모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론의 변화과정이란 갈등 세력이 사회커뮤니케이션

을 통해 그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한다(이준웅,

2005).

언론의 프레이밍을 국면별로 분석한 연구에서 프레임 경쟁은 국면에

따라 달리 전개되고 있다. 밀러와 리처트(Miller & Riechert)는 기회의

나선형 이론을 통하여 시작단계, 개념 정의 및 대립 단계, 공명 단계, 평

정 또는 해결 단계로 프레임의 충돌 과정을 나누어 설명했으며, 이동훈

과 김원용(2012)은 잠재기, 점화기, 고조기, 쇠퇴기로 사안의 전개과정을

구분한 뒤 그에 따라 프레임 형성기, 경쟁기, 주도기, 쇠퇴기 등이 나타

난다고 하였다(이상률·이준웅, 2014; Miller & Riechert, 2001, 김원용,

2012). 갈등적 이슈와 관련하여 시기별로 프레임의 차이를 분석한 김태

원·정정주(2016)의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라는 재난이 일반적 재난보

도를 넘어 정치적 담론화 단계로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보수

신문과 진보신문의 프레임 변화를 분석하였다. 세월호 특별법 논의 보도

가 주로 이루어진 3단계에서는 한겨레의 보도가 많았는데 한계레는 세월

호 관련 이슈를 다방면에서 중요 이슈로 다루고 있으나 조선일보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정치적인 이슈로만 국한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논조 역시 3단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한겨레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책

임을 기사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을 택하였고,

조선일보는 유족 등 개인에게 책임을 묻되 유족과 관련된 사건의 정리,

혹은 관계자 멘트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보도한 결과인 것이다.

프레임 분석방법으로 선행연구에서 이미 제시된 프레임을 반복해서

사용가능한 연역적 접근 방법에 의한 연구들이 꾸준히 탐구되는 가운데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지숙·

최정민(2015)은 체계적인 연구가 미미한 공기업에 대하여 귀납적으로 내

용을 분석하여 공기업 문제점 강조, 강력한 개혁 추진, 정부·정권의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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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인사 책임, 민영화·매각 신중론, 공공성 강조 등 5개의 언론 프레임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언론이 공기업의 문제점을 방만경영, 비효율,

부패 등 일반 기업과 유사하게 보았고 시장 중심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

하였으며, 다른 공적 이슈를 다룬 연구들과는 달리 진보와 보수언론의

프레임 차이보다는 언론사별 프레임 차이가 크다는 점과 가장 진보적 언

론에서도 기본적으로 신공공관리론적 프레임으로 공기업 이슈를 바라보

고 있음을 밝혔다. 임미영·안창현·감규식·유홍식(2010)은 조선일보와 한

겨레신문의 박근혜에 대한 보도프레임 분석에서 귀납적으로 프레임을 분

석하여 원칙주의, 투사, 정치적 영향력, 주변인, 위상 저하 등의 프레임을

도출하였으며, 한미 대통령의 묘사 프레임을 영웅과 선생님, 동격 지도

자, 전략가, 철부지와 반항아, 독재자와 구걸인 등 5개의 프레임으로 도

출한 연구도 있다(설원태, 2012).

그 외 프레임과 관련하여서는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117편의 국내 뉴

스프레임을 분석한 이희영 외(2016)의 연구가 있다. 4가지 차원의 총 15

개의 프레임을 도출하였는데 4가지 차원이란 기능적 프레임 차원, 관점

프레임 차원, 상태·상황 프레임 차원, 전달방식 프레임 차원으로 구분된

다. 4가지 차원 각각에서 포함하고 있는 프레임을 살펴보면, 기능적 프레

임은 이슈의 정의/해석 프레임, 원인 프레임, 결과/영향 프레임, 대책 프

레임이다. 관점 프레임 차원은 사회, 경제, 도덕성, 책임, 민주합의, 인간

적 흥미 프레임 등의 시각에서 이슈를 다루고, 상태/상황 프레임 차원은

대개 부정성을 담는 갈등상태나 위기/위험 상황을 담고 있으며, 전달방

식 프레임 차원은 의혹/고발 프레임과 단순 정보전달 프레임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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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하겠

다는 이념에서 출발한 최저임금은 최근 큰 폭의 인상이 이루어지며 우리

사회에 공론화되고 있다. 언론은 이러한 논의에 대해 스스로가 선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정책 이슈에 대한 여론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

치고 있다(정정길 외, 2016). 이러한 언론의 담론은 공적 이슈를 프레이

밍하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해당 이슈에 관

한 여론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Pan & Kosicki, 1993; 김태

원·정정주, 2016).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적 이슈를 언론매체들

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즉 언론의 논조와 언론보도 프레임을 탐색

하는 것을 통해 언론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언론의 논조와 프레임이 여론이 변화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여론 변화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답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의 논조는 어떠한가?

1-1. 언론의 논조는 언론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1-2. 언론의 논조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 보도의 프레임은 어떠한가?

2-1. 언론보도 프레임은 언론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2-2. 언론보도 프레임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의 논조와 여론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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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4>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과 여론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언론보도 중 사

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문의 보도이념은 주관적 판단과 의견이 자유롭

게 기사내용에 반영되는 사설에서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윤영철, 2000).

언론보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언론의 정파성(partisanship)은

영향력이 지대하며, 여러 이슈에 대해 논조, 프레임 등에서 차이를 보인

다는 연구들이 나타나 있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갈등적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그 외 과학기술 이슈 등 뚜렷한 갈등 대립이 없는 데에서도 검증되어 있

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유사한 이데올로기 진영의 언론과

정치권력이 병행(parallelism) 관계에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Seymour-Ure,

1974; 윤영철, 2000; 최진호⋅이해수⋅진은형, 2019). 최현주(2010)는 신문

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을 고찰하기 종합부동산폐지ㆍ호주제폐지ㆍ대북지

원 등 3개 이슈에 대해 6개 종합일간지를 분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동아

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보수적 성향이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진보적 입장에 치우쳐 있으며, 한국일보가 중도에 위치에 있다고 하였다.

김정현(2001)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보수적 성향을, 한겨레신

문이 진보적 입장을, 한국일보가 중도적 위치를 각각 취한다고 분석하였

다. 이건호·고흥석(2009)은 여러 연구를 통해 한국 신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판단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하며 조선일보는 보수를 대표

하는 신문이고, 한겨레신문은 진보의 대변자라고 하였다(고영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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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기, 1997; 송용회, 2005, 2007; 이효성, 1999). 보수지와 진보지 간의

차이 외에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종합지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경

제지 간의 유사성이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합지는

경제지에 비해 이슈가 넓고 경제지는 종합지에 비하면 보도의 깊이가 있

다고 한다(김사승, 2013).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언론사별 프레임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대상 매체로는 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는 신문사 중 2개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립적 시각의 신문사 1개(한국일보), 진보적 성향

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는 신문사 2개(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 5개의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2개(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총 7대 일간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의 열독율 및 ‘2018년도 일간신문 발행 유료부수(한국ABC협회, 2018)’도

고려하였다.

기사의 검색은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하여 이들 신문이 최저임금을 내용에 포함한 모

든 사설을 1차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개별 기사들을 애벌로 읽어보고

최저임금 논쟁과 관련 없이 검색어가 단순 언급된 기사를 제외하고 실

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룬 사설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조선일보의 경우 2018년 이전의 기사들은 빅카인즈에 검색되지 않

아 조선일보가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같은 조건으로 검색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총 세 차례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다. 이

러한 세 차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여론에 미

치는 영향력을 탐구하기 위하여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위해 최

저임금위원회가 열린 2017년을 시기(始期)로 하고 세 번째 인상인 2020

년 인상액을 결정한 2019년의 가장 최근인 9월을 종기(終期)로 설정하였

다. 그리고 전체 분석대상을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탐구하였다. 세월호 참

사 보도에서 분석대상의 시기를 세 단계로 분류하였는데 주요 사건이나

수사 방향의 전환점 등을 통해 각 시기별로 언론사들이 보도 프레임을

다르게 선택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설계한 것이다(김태원, 2016).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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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최저임금 결정 또는 시행에 따라 시기별로 논조와 언론보도 프레

임이 달라질 수 있고,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였다.

사전 작업으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기사량을 분석해보니

매년 1월과 7월의 보도량이 다른 시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액 의결 시기(매년 7월 중) 및 시행 시기(매

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하여 각 연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시기

를 구분하였다. 최저임금 관련 시기별 중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표 1]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시기별 이슈

일자 시기별 이슈

’17

상

반

기

2017.1.1. 2017년 최저임금(시간급 6,470원) 시행

2017.4.17. 주요 대선 후보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2017.5.10. 문재인 정부 수립

’17

하

반

기

2017.7.15.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의결 – 

지난해 대비 16.4%(1,060원) 인상

2017.7.16.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

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2017.8.4 고용노동부 장관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고시

2017.11.9.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확정·발표

’18

상

반

기

2018.1.1. 2018년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 시행

2018.5.28.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

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 월 환산액의 25%(상여금)와 7%(복리후생

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최저임금법 개

정, 2019.1.1. 시행)

’18

하

반

기

2018.7.14.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 

지난해 대비 10.9%(820원) 인상

2018.8.3. 고용노동부 장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고시

2018.8.10.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유급으로 인정되는 총 노동시간과 주휴 시간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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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기별 이슈

적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을 법정주휴시간과 약정유급휴일시간 모두 계산

2018.8.2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

표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 직접

지원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

화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④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⑥ 한계 자영업

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2018.12.24.

수정된 시행령 재입법 예고

-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중 법정주휴시간만 최저

임금 산정에 넣고, 노사가 약정한 약정유급휴일시간은 

계산에서 제외 

-12.31.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의결

’19

상

반

기

2019.1.1. 2019년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시행

2019.2.27.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2019.2.27.)

-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

-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노동자 생활보

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

’19

하

반

기

2019.7.12.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의결– 

지난해 대비 2.9%(240원) 인상

2019.8.5.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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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분석 방법

1) 논조

일반적으로 기사의 논조는 긍정적 논조, 부정적 논조, 중립적 논조로

구분할 수 있다. 긍정적 논조의 기사는 보도대상에 대해 낙관적 또는 긍

정적 언어 사용하거나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며, 부정적 논조의 기

사는 적대적ㆍ갈등적ㆍ냉소적ㆍ부정적ㆍ공격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부정

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중립적 논조의 기사는 가치판단을 보류하고 보

도대상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말한

다(이동근, 2009; 정수영·유세경, 2013). 곽정래·이준웅(2009)은 탈북자 문

제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에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찬성/호의/고무적 태도 등은 긍정적인 논조로 보았고, 정부

의 소극적 정책 또는 관련국의 처리 등에 대해 반대/비호의/비난적 태도

등은 부정적 논조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드러내지 않거나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게 제시된 경우는 중립으로 보았다.

이인욱·강주현(2013)은 한미 언론 조선일보와 워싱턴 포스트의 인사

보도 프레임을 비교하면서 보도 태도를 우호적, 중립적, 비판적 태도로

구분하였다. 언론사 및 정권의 성향에 따라 보도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는 가정에서 기사의 내용 중심으로 보도 태도를 분류하기보다는 기사의

내용과 함께 서술 형태와 어조를 고려하여 판단하였는데, 후보자에 대한

화려한 경력을 부각하거나 기대감이 엿보일 경우를 우호적 태도,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사실의 전달, 의혹과 해명의 균형적 서술은 중립적 태도,

후보자 의혹에 대한 자세한 보도나 문제 제기, 부정적 태도가 선명한 표

현 등은 비판적 태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기별

뉴스프레임 비교 연구에서는 헤드라인, 제목 등과 본문의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뒤 본문에서 드러난 기자의 뉘앙스를 찾아내어 기사의 논조를 구

분하였다(김태원·정정주, 2016).

본 논문에서는 <연구문제 1>에 답하기 위해 사설의 내용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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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논조를 크게 긍정, 부정, 중립의 3가지로 나누어 판단하였다. 기

사 전반의 논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부분만 나온 경우 최저임금 인

상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중심으로 제목을 함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

다. 기사의 논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긍정이나 부정 또는 중립을 판단

하는 기준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기사의 논조

긍     정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상세히 보도하는 경우

□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 기사의 해석이 최저임금 인상에 동조적인 경우

□ 기사 제목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해석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증거나 취재원의 코멘트만 등장하는 경우

□ 기사 제목에 긍정적인 해석이 들어간 경우

중     립

□ 단순히 사실 중심의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

□ 의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

□ 어떤 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 판단이나 해석이 없고 양쪽 정보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

□ 긍정적 입장 또는 부정적 입장의 서술이 비슷하게(균형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부     정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자세하게 보도하는 경우

□ 기사의 해석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경우

□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증거나 취재원의 코멘트만 등장하는 경우

□ 인용되는 발언이나 예제가 부정적인 경우만 등장하는 경우

□ 기사 제목에 부정적인 해석이 들어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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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임 도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프레임 연구에서는 연역적 접근 방법과 귀납

적 접근 방법으로 대별된다. 연역적 접근 방법은 이미 사용된 프레임을

활용하여 해당 프레임이 뉴스 텍스트에서 등장하는 빈도를 찾아내는 방

법이다. 이 방법은 이미 탐색된 프레임을 다음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프레임 차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새로운 프레임들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귀납적 접근

방법은 뉴스텍스트에서 가능한 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프레임을 찾아내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고 작은 크기의 표본

에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

양한 프레임을 모두 찾아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이슈에 대하여 탐구하기

에 좋은 방법이다(이희영, 2016).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준웅(1997)이 뉴스 프레임

연구에 사용하였던 귀납적 프레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버

크(Burke, 1945)의 사고의 구성방식 다섯 가지 요소와 반 다이크(van

Dijk, 1988)의 주제구조 개념을 뉴스에 직접 적용한 것으로 ①주요 행위

자(행위자는 무엇을 했는가?), ②대항적 행위자(대항 행위자는 무엇을 했

는가?), ③대상의 속성(대상의 주요 속성은 무엇인가?), ④행위가 이루어

지는 방식(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⑤행위의 맥락(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가?), ⑥행위의 의의와 함의(무엇을 위한 것인가?) 등과 같은 주

제함수(thematic fuctions)를 기초로 이야기가 구성되는 방식에 의해 뉴

스 프레임이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들 주제함수는 이야기 구성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이들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뉴스 이야기의 특징이 달라진

다. 즉, 이러한 주제 진술은 이야기 전체를 구성하는 ‘의미의 벽돌’로 여

겨질 수 있으며 각 주제함수에 포함되는 주제진술문이 다른 주제함수의

주제진술문들과 상호 결합하는 패턴을 분석해보면 ‘뉴스 틀’이라는 의미

있는 이야기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이준웅, 1997). 즉, 주요 언론

의 사설에서 뉴스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제함수를 몇 가지로 축약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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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진술문을 수집한 후 의미상 상호 연관되는 패턴을 찾아내어 주제

진술문이 의미 있는 구조를 이룰 경우 한 개의 프레임으로 정하였다. 이

렇게 도출된 프레임의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문제 2>를 설명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전체 사설을 애벌로 읽어가면서 주제 진술을 추출해 낸

뒤 수집된 각각의 사설이 추출되어진 주제진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코딩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사설과 주제 및 주

장을 미리 도출한 주제 진술문을 대응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진행하였다.

3) 여론 변화

<연구문제3>에서는 사설의 논조가 여론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고, <연구문제4>에서는 언론보도 프레임이 여론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두 개의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이미 발표

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데

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검색과 포털사이트

검색,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s://

www.nesdc.go.kr)의 여론조사결과 현황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한 여론

조사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여론조사 목록

순번
조사

등록일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 문항 결과(%)

1
2017.

7.15.

㈜에이알

씨그룹/

서울신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하기 위해 노사

공익위원회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

다.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

수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시간당 

9,570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용자 측

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6,670원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9,570원 선

①22.7

②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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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조사

등록일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 문항 결과(%)

②6,670원 선 

③평균인 8120원 선

⑨모름/무응답

③57.8

⑨5.9

2
2017.

7.21.

㈜한국갤

럽조사연

구소

1.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귀하는 이번

에 정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적정하다/ 높다/ 

낮다)

2.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리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3. 귀하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

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긍정적, 부정적, 영향없을 

것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번 질문

적정55

높다23

낮다16

모름 6

2번 질문

유리31

불리20

둘 다 아 님

47

모름 2

3번 질문

긍정45

부정28

무관17

모름10

3
2017.

7.30.

㈜에스티

아이/

미디어오

늘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8년

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6,470원에서 

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높다 ②적절하다 ③낮다 ④잘 모르겠다

높다26.7

적절50.4

낮다18.6

모름 4.3

4
2017.

8.13.

㈜한국리

서치/

한겨레신

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70원에서 

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①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②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

③대체로 부정적으로 본다

④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⑨모름/무응답

긍정74.4

부정23.6

모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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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조사

등록일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 문항 결과(%)

5
2017.

8.15.

㈜마크로

밀엠브레

인/

문화일보

정부는 최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으로 결정한바 있습

니다. 이 같은 인상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높다/다소 높다/적절하다/다소 낮

다/너무 낮다/모름·무응답

높다33.0

적절53.4

낮다11.1

모름 2.5

6
2017.

8.16.

㈜칸타코

리아/

KBS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

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내년 최

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

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임금소득 불평등 해소 및 소비진작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 

찬성한다

②고용위기 및 영세 사업자의 생존기반 

위협 등 경기불황을 초래할 수 있어 반

대한다

⑨모름/무응답

찬성60.6

반대34.0

모름5.3

7
2017.

12.7.

㈜마크로

밀엠브레

인/

국민일보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으로 상승하

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음 중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①기본적인 생활수준이 개선되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②임금 인상으로 기업운영이 어려워져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⑨모름/무응답

①58.1

②35.3

⑨6.6

8
2018.

1.12.

㈜한국갤

럽조사연

구소

1.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시간당 6,470

원에서 1,060원 인상된 7,53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적정하다/ 높다/ 낮다)

2.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에게 유리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리하다고 생각

1번 질문

적정50

높다27

낮다17

모름 6

2번 질문

유리31

불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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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조사

등록일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 문항 결과(%)

하십니까?(유리/불리/둘다아님)

3. 귀하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

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긍정적, 부정적, 영향 없을 

것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둘 다 아 님

44

모름 2

3번 질문

긍정45

부정28

무관17

모름10

9
2018.

1.13.

㈜한국사

회여론연

구소

1. 올해 1월부터는 최저임금이 지난 해 

대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인상되

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

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한 일이다

 어느 정도 잘한 일이다

 별로 잘못한 일이다

 매우 잘못한 일이다

 모름/무응답

2.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한 다음 의견들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내

수증진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용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오히

려 해고 등의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1번 질문

긍정73.1

부정25.1

모름 1.8

2번 질문

긍정48.4

부정45.8

모름 5.8

10
2018.

2.14.

㈜한국리

서치/

경향신문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

로 인상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최저임

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43.6

부정34.0

무관19.6

모름2.8

11
2018.

2.15.

㈜칸타코

리아/

SBS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

난 해 대비 16.4%가 인상됐습니다. 최

저임금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고 보십니까?

①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이 개선되고 늘

긍정38.7

부정55.6

모름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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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조사

등록일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 문항 결과(%)

어난 임금으로 소비가 진작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다.

②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영

세한 사업자가 어려워지는 부정적 효과

가 클 것이다

⑨모르겠다/무응답

12
2018.

6.4.

㈜서던포

스트/

민주노총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공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

십니까?

반대41.4

찬성53.3

잘모름5.3

13
2018.

7.16.

㈜한국사

회여론연

구소

1.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이 2017년 대

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인상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부

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한 일이다

어느 정도 잘한 일이다

별로 잘못한 일이다

매우 잘못한 일이다

모름/무응답

2. 2019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

에서는 인상을,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주

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

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상/동결/모름·무응답

2-1. 2019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얼

마라고 생각하십니까?

①8,000원 미만/②8,500원 미만/③9,000

원 미만/④9,500원 미만/⑤10,000원 미

만/⑥10000원 이상/⑨잘모름

3.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한 다음 의견들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과 소비를 늘리

1번 질문

긍정63.6

부정32.4

모름 4.0

2번 질문

인상41.9

동결42.5

모름15.6

2-1 질문

①15.7

②37.4

③14.5

④4.9

⑤15.6

⑥11.6

⑨2.2

3번 질문

긍정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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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조사

등록일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 문항 결과(%)

고 내수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

용이 증가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줄어

들고 고용감소로 실업자는 증가하며 물가

는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부정51.7

모름 6.8

14
2018.

7.18.

㈜리얼미

터/

tbs/CBS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을 올해의 7530원에서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

상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너무 많이 올랐다

②다소 많이 올랐다

③대체로 적정하게 올랐다

④다소 적게 올랐다

⑤너무 적게 올랐다

⑨잘 모르겠다

①28.3

②13.5

③39.8

④9.7

⑤5.1

⑨3.6

15
2018.

7.20.

㈜한국갤

럽조사연

구소

1.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7,530원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귀하는 이번

에 정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적정하다/ 높다/ 

낮다)

2.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리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3. 귀하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

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긍정적, 부정적, 영향없을 

것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번 질문

적정42

높다34

낮다14

모름10

2번 질문

유리24

불리27

둘 다 아 님

45

모름 3

3번 질문

긍정45

부정28

무관17

모름10

16
2018.

7.25.

㈜조원씨

앤아이/

쿠키뉴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최저임

금을 8,35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공감52.4

비공감44.3

잘모름3.3



- 51 -

순번
조사

등록일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 문항 결과(%)

매우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17
2018.

8.30.

여론조사공

정(주)

지난 20일 통계청의 7월 고용지표의 발

표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8년 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

는데요.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②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③거의 관계가 없다

④전혀 관계가 없다

⑨잘 모르겠다

①42.7

②26.4

③19.4

④8.2

⑨3.3

18
2018.

12.20

㈜리얼미

터

/tbs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6개월 유예에 

대한 국민 여론

반대44.4

찬성44.1

모름·무응답

11.5

19
2018.

12.25

㈜리서치

플러스/

MBN, 

매일경제

1.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①매우 바람직하다

②대체로 바람직하다

③대체로 바람직하지 않다

④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⑨모르겠다

2. 2020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은? 

①동결/

②5% 이내 인상/

③5~10% 이내/

④10~15% 이내/

1번 질문

①16.7

②20.2

③24.9

④35.1

⑨ 3.1

2번 질문

①49.8

②25.4

③14

④3.6

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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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조사

등록일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 문항 결과(%)

⑤15% 이상 인상/

⑨모르겠다
⑨4.3

20
2019.

1.18.

㈜한국갤

럽조사연

구소

1.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7,530원에서 820원 오른 

8,350원입니다. 귀하는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적

정하다/ 높다/ 낮다)

2.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리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3. 귀하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

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긍정적, 부정적, 영향없을 

것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번 질문

적정 42

높다 36

낮다 13

모름 8

2번 질문

유리 27

불리 31

둘다아님39

모름 3

3번 질문

긍정 24

부정 52

무관 15

모름 8

21
2019.

5.13.

㈜한국리

서치/

TJB 

대전방송

올해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10.9% 인상된 8,350원입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최저임금 인상률을 지금 수준보다 더 

올려야 한다

②최저임금 인상률이 지금 수준이 적당

하다

③최저임금 인상률을 지금 수준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

⑨모름/무응답

①18.5

②48.4

③29.1

⑨4.0

22
2019.

6.6.
한국일보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한 첫 해에는 

16.4% 인상하여 7530원, 올해 10.9% 

인상하여 8,53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현행 8,350원 동결

②8400원~8700원(1~4% 인상)

①49.5

②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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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조사

등록일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 문항 결과(%)

③8800원~9200원(5~10% 인상)

④9300~9600원(11~15% 인상)

⑤9700원~1만원(16~20% 인상)

⑥1만원 초과(21% 이상 인상)

⑨모름/무응답

③15.8

④4.0

⑤4.9

⑥3.0

⑨3.8

23
2019.

7.15.

㈜리얼미

터/

YTN 

더뉴스 

1.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 인상 수준이 

어떠한가?

①적정 수용가능

②적정 수용불가

③부적정 수용가능

④부적정 수용불가

⑨모름/무응답

2. 적정성 인식: 최저임금 인상이 적정한

가?

①적정하다

②적정하지 않다

⑨모름/무응답

3. 수용성 태도: 인상된 최저임금이 수용

가능한가?

①수용가능

②수용불가

⑨모름/무응답

1번 문항

①32.7

②11.2

③26.1

④23.6

⑨6.4

2번 문항

①43.9

②49.7

⑨6.4

3번 문항

①58.8

②34.8

⑨6.4

24
2019.

7.16.

㈜조원씨

앤아이/

쿠키뉴스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의

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크다/작다/적당하다/잘모름

크다28.6

작다24.6

적당41.5

잘모름5.3

25
2019.

7.18

㈜한국갤

럽조사연

구소

1.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귀하는 이번

에 정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적정하다/높다/낮

다)

1번 질문

적정47

높다26 

낮다20 

모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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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집된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

론의 입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하여 ‘여론조사 목록’의 설문을 구체

적으로 분석하였다. 중복되는 질문의 경우 대표되는 하나의 질문으로 통

합하고, 설문항목이 달라 동일한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설문은 제외하

는 등 총 25개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설문 내용(하나의 여론조사에서

복수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음)을 5개 유형의 설문으로 정리

하였다.

언론의 논조와 프레임이 여론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한 여론조사들의 설문 유형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으로 정형화하였고, 설문에 대한 답변 형식은 <찬성, 반대, 모름/무응

답>으로 통일하여 조작화하였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로 응답한 설문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

키는 것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로 답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대로 응답 결

과를 사용하였고, 최저임금 인상이 ‘적정하다, 높다, 낮다’로 응답이 이루

어진 설문은 ‘적정하다’와 ‘낮다’는 응답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

한다는 답변으로, ‘높다’는 응답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답

변으로 조작화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는지에 대한 설문

순번
조사

등록일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 문항 결과(%)

2.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리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3. 귀하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

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긍정적, 부정적, 영향없을 

것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2번 질문

유리18

불리27

둘 다 아 님

52

모름 3

3번 질문

긍정28 

부정40 

무관22 

모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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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감’으로 응답한 경우 찬성으로, ‘비공감’으로 응답한 경우는 반대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

하는가라는 설문으로 여론조사 내용을 조작화하여 이에 대한 응답을 찬

성과 반대로 정리한 여론조사의 설문유형은 [표 4]와 같다.

[표 4]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설문유형 조작화

구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설문유형
찬성 반대

모름/

무응답

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느냐?
찬성 반대

모름/

무응답

2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어떠한가?

적정하다

높다 모름

낮다

3

2019년 최저임금이 다시 10% 이

상 인상되는 것(2020년 적용될 

임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찬성 반대 모름

4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공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 찬성

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 반대 모름

5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공감하십니

까?
공감 비공감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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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화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설문유형을 바탕으로 25개의 여론조

사 결과 중 총 17개의 조사결과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언론 보도와

여론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론의 찬성률을 구하였고, 최저임

금 인상에 대한 여론의 찬성률 변화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률 변화

* 제시된 수치는 무응답자 수치를 통제한 표준화된 찬성률로서 찬성%/(찬성%+반대%로 정의됨

여론 형성 과정에서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제설정 이론은

언론이 특정한 의제를 강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여론의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데 약 2주면 그 영향력이 최고에 다다르며,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

에는 신문 뉴스보다 더 단기간 내에 영향력이 미친다고 한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 방송의 텔레비전 뉴스는 의제설

정 효과가 1주 이내에 발생한다는 결과도 확인된다. 한편,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론 변화를 다룬 또 다른 연구에서는 뉴스 프레임이 1달을 지체해

서 여론 변화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Wanta & Hu, 1994; 이준

웅, 1997,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의제설정 효과가 미디어

로부터 공중에까지 전이되는 시간적 차이(optimal time span)를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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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언론의 논조와 여론 변화와의 관계, 언론보도 프레임과 여론 변화와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특정한 시점(t)에서의 논조와 프레임은 일정

한 시간적 차이(ot)를 두고 후행하는 시기의 여론을 변화시킨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의 가정에 따른다면 결국 시점t의 여론은 시점t-ot에서의 언

론의 논조와 프레임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

문제 3>과 <연구문제 4>에서 논조와 프레임이 여론 변화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시점t-ot의 논조 및 프레임’과 ‘시점t의 여론

조사 결과의 찬성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만, 미디어로부터 공중

에까지 전이되는 최적의 시간적 차이(ot)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각각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모형’과 ‘30일의

시간적 차이 모형’ 두 가지 모두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더 많은

모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표 5]는 실제 여론조사일의 여론 결과인

찬성률을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모형과 30일의 시간적 차이 모형에 따라

여론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언론 보도의 날짜를 조작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



- 58 -

[그림 7] 30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

[표 5]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 영향일 조작화

순번
실제 

여론조사일

여론의 

찬성률(%)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모형의 

여론 영향일 

30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모형의 

여론 영향일

1 2017.7.21 75.5 2017.7.7 2017.6.21

2 2017.7.30 72.1 2017.7.16 2017.6.30

3 2017.8.13 75.9 2017.7.30 2017.7.13

4 2017.8.15 66.2 2017.8.1 2017.7.16

5 2017.8.16 64.1 2017.8.2 2017.7.17

6 2018.1.12 71.3 2017.12.29 2017.12.13

7 2018.1.13 74.4 2017.12.30 2018.12.14

8 2018.2.14 65.0 2018.1.31 2018.1.15

9 2018.6.4 56.3 2018.5.21 2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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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더 간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사설의 약 10%에 해당하는 30건의 사설을 대상

으로 두 명의 사전교육을 받은 연구자가 중복으로 코딩하여 코더 간 신

뢰도를 검증해 보았다. 논조는 긍정, 중립, 부정적 논조로 구분하였고, 주

제진술문을 사전에 도출하여 상호일치도를 살펴보았다. Holsti의 신뢰도

평가방식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평균적으로 80%의 신뢰도를 보였다.

코딩 과정에서 코더 간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상호 토의와 수정을 통해

코딩을 완료하였다.

순번
실제 

여론조사일

여론의 

찬성률(%)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모형의 

여론 영향일 

30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모형의 

여론 영향일

10 2018.7.16 66.3 2018.7.2 2018.6.16

11 2018.7.18. 56.6 2018.7.4 2018.6.18

12 2018.7.20 62.2 2018.7.6 2018.6.20

13 2018.12.25 61.9 2018.12.11 2018.11.25

14 2019.1.18 60.4 2019.1.4 2018.12.19

15 2019.7.15 46.9 2019.7.1 2019.6.15

16 2019.7.16 69.8 2019.7.2 2019.6.16.

17 2019.7.18 72.0 2019.7.4 20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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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최저임금 인상 관련 사설 보도량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빅카인즈 및 조선일보 홈페

이지를 통하여 5개 종합지(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

국일보) 및 2개 경제지(매일경제, 한국경제) 중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하

여 검색된 사설은 1,629건(빅카인즈 수집 1,346건, 조선일보 홈페이지 수

집 283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설을 애벌로 읽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

한 논조가 드러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 사설을 재분류하여 297건을 추출하였으며, 다시 반복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을 총 265건으로 확정하였다. 이 중 종

합지는 166건(62.6%)이었으며, 경제지는 99건(3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관련한 분석대상 언론사 7개 일간지의 사설 중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설 건수가 가장 많은 언론사는 경제지인 매일경제(58건,

21.9%)였고, 그 다음은 조선일보(49건, 18.5%)였으며, 한국경제(41건,

15.5%), 한국일보(33건, 12.5%), 중앙일보(32건, 12.1%), 한겨레신문(27건,

10.2%), 경향신문(25건, 9.4%) 순으로 높았다.

한편,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8년 하반기가 85건(32.1%)으로 가장 많

았으며, 2018년 상반기도 75건(28.3%)으로 나타나 2018년 한 해 동안 최

저임금과 관련한 많은 사설이 보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월별로는 2018년 7월이 35건의 기사가 보도되어 가장 많았으며, 2018

년 12월이 27건, 2018년 1월이 25건, 2017년 7월이 22건 등으로 분석되었

다. 최저임금액 인상이 이루어지는 매년 7월과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

되는 새해 전후인 12월과 1월에 보도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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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저임금 인상 관련 사설 건수(빈도, %)

구분
경향

신문

매일

경제

중앙

일보

조선

일보

한겨레

신문

한국

일보

한국

경제
계

’17

상

반

기

2 2 3 1 0 4 1 13

(0.8) (0.8) (1.1) (0.4) (0.0) (1.5) (0.4) (4.9)

하

반

기

3 8 7 3 5 5 5 36

(1.1) (3.0) (2.6) (1.1) (1.9) (1.9) (1.9) (13.6)

소

계

5 10 10 4 5 9 6 49

(1.9) (3.8) (3.7) (1.5) (1.9) (3.4) (2.3) (18.5)

’18

상

반

기

7 17 14 10 7 9 11 75

(2.6) (6.4) (5.3) (3.8) (2.6) (3.4) (4.2) (28.3)

하

반

기

6 22 15 11 9 12 10 85

(2.3) (8.3) (5.7) (4.2) (3.4) (4.5) (3.8) (32.1)

소

계

13 39 29 21 16 21 21 160

(4.9) (14.7) (10.9) (7.9) (6.0) (7.9) (7.9) (60.4)

’19

상

반

기

4 6 8 7 4 7 5 41

(1.5) (2.3) (3.0) (2.6) (1.5) (2.6) (1.9) (15.5)

하

반

기

3 3 2 0 2 4 1 15

(1.1) (1.1) (0.8) (0.0) (0.8) (1.5) (0.4) (5.7)

소

계

7 9 10 7 6 11 6 56

(2.6) (3.4) (3.8) (2.6) (2.3) (4.2) (2.3) (21.1)

계

25 58 49 32 27 41 33 265

(9.4) (21.9) (18.5) (12.1) (10.2) (15.5) (1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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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도별·월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사설 건수

제 2 절 언론의 논조 분석

1. 언론사별 논조 분석

종합일간지 5개와 경제지 2개 등 7대 언론사들이 최근 세 차례 인상

된 최저임금에 대해 어떤 논조로 보도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각 언론사의

태도 및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의 논조는 어떠한가?

1-1. 언론의 논조는 언론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설 265건 중 긍정적 논조는 37건(14.0%), 중

립적 논조는 36건(13.6%), 부정적 논조는 192건(72.5%)으로 분석되었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 언론사들은 부정적 논조의 사설을 긍정

적 논조보다 약 5배 이상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언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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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되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 논조의 사설이 전

혀 없고 81건의 사설 모두 부정적 논조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통적으

로 진보언론으로 대표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긍정적 논조의 사설

비중이 각 19건(76.0%)과 18건(66.7%)로 가장 많은 가운데 중립적 논조

의 사설은 각 6건(24.0%), 9건(33.3%)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일보는 중립

적 논조가 20건(60.6%), 부정적 논조가 13건(39.4%)으로 나타났고 긍정

적 논조의 사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일보는 전통적으로 중립적 성

향의 언론사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

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부정적 파급효과 역시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중립적 논조의 사설 1건

(1.0%)을 제외하고 98건(99.0%) 모두 부정적 논조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분석대상인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의 경우 언론의 성향이 보수적임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언론사들

이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 보수 또는 진보 그리

고 중립적인 시각에 따른 보도성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

이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조는 언론사별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사별 논조(빈도, %)

χ2 = 299.173,  df=12,  Pr = 0.000(p<.001)

언론사

논조

경향

신문

매일

경제

중앙

일보

조선

일보

한겨레

신문

한국

경제

한국

일보
전체

긍정

적

19 0 0 0 18 0 0 37

(76.0) (0.0) (0.0) (0.0) (66.7) (0.0) (0.0) (14.0)

중립

적

6 1 0 0 9 0 20 36

(24.0) (1.7) (0.0) (0.0) (33.3) (0.0) (60.6) (13.6)

부정

적

0 57 49 32 0 41 13 192

(0.0) (98.3) (100) (100) (0.0) (100) (39.4) (72.5)

계
25 58 49 32 27 41 33 26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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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로 구체적으로 논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향신문

의 경우 25건의 사설 중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논조는 19건이

었으며 중립적 논조는 6건으로 분석되었다. 경향신문의 경우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진보적인 정파성을 가진 언론사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번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사설의 태도 역시 아래와 같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찬성하거나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노동자들도 의식주 걱정에서 벗어나 가끔 영화도 보고 필요할

때는 택시도 탈 수 있어야 한다. 1만원 정도는 돼야 주 40시간 노동 기준

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에 이르러 1인 가구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5만원)에 근접한다. 물론 임금을 주는 쪽도 생각해야 한다. 노동계 요

구대로 최저임금을 단번에 1만원으로 올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부

담이 크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1만원(시

급 기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등 다

른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내건 터라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 측은 2.4% 인상안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 최저임금 협상에 전

향적으로 임해야 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저소득층 소비가 늘면 내수 증

가로 연결돼 경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경향신문, 2017.1.10.).

한편, 경향신문의 사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논조는 찾

아볼 수 없었으나 중립적 논조는 아래와 같이 몇몇 사설에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드러내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인상의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

한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감소하려는 내용

이 있었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인상의 효과를 최소화하려

는 경영자측 입장과 산입범위를 최소화하여 인상액을 극대화하려는 근로

자측 입장을 모두 균형있게 서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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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부총리의 언급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각론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최저임금

정책에서도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원칙을 훼손

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경향신문, 2018.9.12.).

중앙일보의 경우 사설 32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부정적 논조로 나타

났다. 일부 사설에서는 중립적 논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해당 사설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 논조의 내용으로 분류되었으며,

분석대상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부정적 논조로 파악되었다. 선행연

구에서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로 분류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도 정부의 최

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논조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뒤 제

과점 주인들은 임금 부담에 제빵사를 내보내고 직접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근로자들은 “초과 근무가 줄어 실제 임금은 늘지 않았다”고 불만

을 토로했다. 구직자들은 인건비 부담에 취업 기회가 줄었다고 하소연했

다. 내년에 또다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가 회사가 직원을 줄일까 봐

걱정하는 근로자도 있었다.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일자리는 줄고 가계 형편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목소

리였다(중앙일보, 2018.7.10.).

조선일보 사설 49건 모두 부정적 논조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선행연

구에서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과 함께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

되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도 경영자의 입장을 대변하

는 내용,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내용 등 부정적 논조가 매우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정 경제와 분배 정의를 내세운 정부에서 도리어 불평등이 확대되는 역

설이 빚어졌다. 정부는 고령화 추세로 저소득층 고령 인구가 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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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 최하위 20% 층의 소득은 과거에도 감소했던 적이 여러 차

례 있지만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든 적은 없었다. 결국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에 민감한

분야일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다. 편의점·식당처럼 단기 아

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1분기 중 7만

개 줄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많은 임시직과 일용(日傭)직 일자리도

46만 개나 감소했다. 최하위층 근로자일수록 충격이 컸다. 최저임금 인상

이 하위층 일자리를 줄이고 이것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빚어

지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는커녕 오

히려 빈곤화를 가속화한 것이다. 이미 예견됐으나 정부만 부인하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조선일보, 2018.5.25.).

한겨레신문의 경우 사설 26건 중 긍정적 논조가 19건, 중립적 논조는

7건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은 선행연구들에서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로 분류되고 있었는데 본 연구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거를 제시하며 긍정적 논조의 사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면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려야 한

다는 게 노동계의 요구다. 1만원이 돼야 주 40시간 노동으로 한달에 209

만원을 벌어 기본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1인가구 노동자의 한

달 표준생계비가 216만원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겨레신문, 2017.7.10.).

한국일보의 경우 사설 30건 중 19건은 중립적 논조였고, 11건은 부정

적 논조로 분석되었다. 중립적 논조의 사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주장하는 논거를 비슷한 분량으로 서술하

거나, 논조를 드러내지 않고 인상 이후 사태를 수습하자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 논조의 사설이 없었

으며, 부정적 논조의 사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자영업자의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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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 고용 악화, 정부의 대기업에의 부담 강요 등의 내용이었다.

최저임금은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 한국 경제의 발

목을 잡고 있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해

내수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니 최저임금 1만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영세 하청업체

등이 최저임금 1만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자영업과 소상공업은 조기

퇴직자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엄청난 과당 경쟁에 내몰려 있다. 이런 가운

데 임대료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가맹점 본사의 이기적 행태는 도를

더하고 있어 이들의 처지가 말이 아니다. 지금 상태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이 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테니 차라리 가게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

로 나서겠다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하소연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만큼 최저임금 1만원에 맞춰 이들을 지원하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

돼야 한다(한국일보, 2017.6.15.).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 정책관계자들의 현장출동도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

당도 경제단체를 잇달아 방문,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LG외 다른 기업도 정부 정책에 맞장구를 치는 ‘성의 표시’ 부담이 커지

고 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기업 손목을 비트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탱할 수 있을지는 의

문이다. 기업은 일자리를 줄이는 등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려 들

게 뻔하다. 더욱이 정부의 개입이 가능한 것은 일부 대기업 정도여서 수

많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는 달리 손 쓸 방법도 마땅찮다(한국일보,

2018.1.25.).

매일경제의 사설 58건 중 57건은 부정적 논조였고, 1건이 중립적 논조

로 나타났다. 경제지인 매일경제는 분석대상인 다른 종합지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사설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

이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경제지에서 선호하는 주제인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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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기업들이 임금 부담 탓에 되레 고용을 줄이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국에

300만명이 넘어 제도의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사각

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취

약계층은 더 위협받을 수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종국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상황에 놓인 중소기업, 시간제 근로자 사이 등 '을

(乙)'들 간 싸움을 유도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매

일경제, 2017.7.17.).

전문가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건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일각에서도 객관성 담보가 어

려울 것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의

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이런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중립성이

담보돼야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최저임금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2019.1.8.).

한국경제 또한 매일경제와 같이 경제지로 분류되는데 사설 41건 모두

부정적 논조였다.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우리 경제를 암울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근로자측 보다는 경영자측 주장을 더 상세히 보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년 연속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진통이 가라앉

지 않고 있다. 단순노무자,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거 일터

에서 밀려났다. 인건비 부담 확대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등도 급

증했다. 최저임금발(發) 시장 혼란을 방치하다간 더 큰 ‘고용 쇼크’로 이

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른다. 대학교수들이 상아탑을 벗어나 ‘최저임

금 폭주저지 시민모임’ 결성에 나섰을 정도다.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안착되기 위해 거쳐야 할 진

통”이라며 귀를 막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쇼크와 최저임금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면서도 개선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나아가 최

저임금의 악영향을 확대하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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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근로시간에 ‘소정 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주휴) 시간’을 포함한 시행령

을 입법예고한 데서 잘 드러난다(한국경제, 2018.9.18.).

2. 시기별 논조 분석

<연구문제 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의 논조는 어떠한가?

1-2. 기사의 논조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표 8]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기별 논조(빈도, %)

χ2 = 9.248,  df = 10,  Pr = .509

논조를 시기별로 살펴보았을 때 긍정적 논조는 2019년 하반기에

33.3%(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립적 논조는 2019년

상반기에 19.5%(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9년 하반기

에 6.7%(1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정적 논조는 2018년 하반기에

77.6%(66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

한 시기별 논조의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시기

논조

2017

상반기

2017

하반기

2018

상반기

2018

하반기

2019

상반기

2019

하반기
전체

긍정적
2 7 9 9 5 5 37

(15.4) (19.4) (12.0) (10.6) (12.2) (33.3) (14.0)

중립적
1 4 12 10 8 1 36

(7.7) (11.1) (16.0) (11.8) (19.5) (6.7) (13.6)

부정적
10 25 54 66 28 9 192

(76.9) (69.4) (72.0) (77.6) (68.3) (60.0) (72.5)

계
13 36 75 85 41 15 26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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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언론의 보도 프레임 분석

1. 언론보도 프레임 유형

<연구문제 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 보도의 프레임은 어떠한가?

2-1. 언론보도 프레임은 언론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케네스 버크와 반 다이크의 이론을 적용한 이준웅(1997, 2005)의 귀납

적 프레임 도출방식에 따라 본 연구문제인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주제함

수를 제시해 본다면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기업은 무엇을 했는

가?, 노동조합은 무엇을 했는가?>, <최저임금 인상은 무엇인가?>, <최

저임금 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행되는가?>,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배경에서 발생했는가?>, <최저임금 인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주요 행

위자인 정부와 대항 행위자인 기업과 노동조합이 무엇을 하였고, 최저임

금 인상이 무엇이며,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주제함수

를 중심으로 주제진술문을 코딩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내용의 진술

문은 통합하였고, 지엽적 내용을 담고 있거나 등장 횟수가 적은 진술문

은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주제진술문을 24개로 확정하였다. 한 건의 사설

에서 많게는 9건의 주제 진술문이 등장하였고, 한 건의 사설이 나타나지

않는 사설도 있었다. 최종 결정된 주제진술문은 아래와 같다.

1) 주요 행위자(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A1.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A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런저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

해야 할 정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며 낙관적이다.

A3. 정부가 이렇게 파급력 큰 노동정책을 기업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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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으로 추진하고 있다.

2) 대항적 행위자(기업은 무엇을 했는가?, 노동조합은 무엇을

했는가?)

B1.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농성

또는 파업, 불참으로 대응하고 있다.

B2. 경영계는 파업을 강행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3) 대상의 속성(최저임금 인상은 무엇인가?)

C1.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C2.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을과 을’, ‘을과 병’의 ‘약자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C3. 최저임금은 을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최저임금 문제의 근저에는 대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관계가 깔려 있다.

C4.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

면 중·상위 수준이다.

C5.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축이다.

4) 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식(최저임금 인상은 어떻게 진행되

는가?)

D1. 최저임금의 인상은 시대적 과제이며,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D2. 최저임금은 정치적 결정 즉, 대선 공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D3. 최저임금을 향한 정치권, 재계, 보수언론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D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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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D5. 정부의 추가대책이나 보완대책은 세금을 쏟아 넣는 미봉책이고 효과

가 미미하다.

5) 행위의 배경, 맥락, 함의

E1.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 확장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효과를 낸다.

E2.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를 줄여 임금 불평등 해소와 소득분배

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다.

E3. 소득주도 성장이 근로자의 실직이라는 역설적 결과를 불러왔고, 저

소득층,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했다(개인적 측면).

E4.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감소와 생활물가 상승, 소득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전체 경제적 측면).

E5.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고 존폐 위기다.

E6. 연구기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소득 양극

화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결과 또는 통계를 발표했다.

E7. 연구기관(KDI, IMF, OECD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E8.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짜고, 구조적 개혁 등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

E9.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사회 전체가 나누어야 한다.

내용분석 결과 265개의 사설 하나당 24개의 주제진술문 행렬표

(265*24)를 만들었다. 이 행렬표를 바탕으로 주제함수의 등장빈도를 기준

으로 하여 각 주제진술문 간 거리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이 거리를 기준으

로 각 진술문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9]의 덴드로그램이

나왔고, 서로 관련성이 있는 5개의 그룹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

하여 각 신문사별로 주제진술문의 등장 횟수를 나타낸 것이 [표 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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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군집분석 결과 :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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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군집별 주제진술문과 신문사별 빈도

군집 주제 진술
경

향

매

경

조

선

중

앙

한

겨

레

한

경

한

국

전

체

1

D1.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4 0 0 1 3 1 4 13

E6. 연구기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소득 양

극화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는 결과 또는 통계를 발표했다.

4 0 0 0 3 0 3 10

E9.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사회 전체가 나누어야 한다.
3 0 0 0 4 0 0 7

B1. 노조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에 대하여 농성 또는 파업, 불참으

로 대응하고 있다.

1 3 1 1 0 4 1 11

D3. 최저임금을 향한 정치권, 재

계, 보수언론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6 0 0 1 9 0 0 16

E1.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

자의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

고 일자리 확장으로 연결하는 선순

환 효과를 낸다. 

7 0 4 3 3 1 5 23

E2.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를 줄여 임금 불평등 해소와 소득

분배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다

8 2 0 0 5 0 4 19

군집 1 합계 33 5 5 6 27 6 17 99

2

C2.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

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

면서 ‘을과 을’, ‘을과 병’의 ‘약자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3 3 1 0 4 1 2 14

C3. 최저임금은 을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최저임금 문제의 근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관계가 깔려 있다. 

4 1 1 1 8 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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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주제 진술
경

향

매

경

조

선

중

앙

한

겨

레

한

경

한

국

전

체

A1.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

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5 2 2 3 10 0 3 25

E8.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중장

기 로드맵을 짜고, 구조적 개혁 등

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 

7 1 1 0 10 1 1 21

C1.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16 3 0 2 7 4 5 37

A3. 정부가 이렇게 파급력 큰 노동

정책을 기업계 의견 수렴 없이 일

방통행으로 추진하고 있다. 

0 6 14 3 1 5 3 32

군집 2 합계 35 16 19 9 40 12 17 148

3

B2. 경영계는 파업을 강행하며 최

저임금 인상에 반발한다,
3 13 13 6 4 10 6 55

D5. 정부의 추가, 보완대책은 세금

을 쏟아넣는 미봉책이고 효과가 미

미하다.

1 12 17 9 2 7 12 60

D2. 최저임금이 정치적 결정 즉, 

대선 공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16 11 5 6 9 10 62

군집 3 합계 9 41 41 20 12 26 28 177

4

A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런저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해

결해야 할 정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며 낙관적이다.

2 2 8 6 1 4 1 24

C5.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내세

우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축이다. 
3 5 5 5 2 1 5 26

C4.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

하면 중·상위 수준이다.

0 9 4 3 0 6 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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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각각의 주제진술문이 신문사별로 등장한 횟수를 나타내는데

‘E5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부담이 되

고 존폐 위기다’라는 진술문이 총 104번 등장하여 가장 많았고, ‘E3 소득

주도 성장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근로자의 실직이라는 역설적 결과를 불

러왔다’라는 진술문은 총 66번, ‘D2 최저임금이 정치적 결정 즉, 대선 공

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술문도 총 62건으로 빈번히 나타났다. 이에

비해 ‘E9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사회 전체가 나누어야 한다’는

진술문은 총 7건 등장하여 가장 적었으며, ‘E6 연구기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결과 또는 통계를 발표했다’는 주제문은 10건에 불과했다.

군집 주제 진술
경

향

매

경

조

선

중

앙

한

겨

레

한

경

한

국

전

체

E7. 연구기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관련 통계

를 발표했다.

2 8 11 10 2 5 4 42

D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이 속출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3 13 5 11 4 10 9 55

군집 4 합계 10 37 33 35 9 26 19 169

5

E4.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 

감소와 생활물가 상승, 소득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

4 11 16 6 1 8 4 50

E3.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층, 취

약계층 근로자의 실직이라는 역설

적 결과를 불러왔다.

2 15 18 10 1 16 4 66

E5.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부담

이 되고 존폐 위기다.

8 26 20 14 7 16 13 104

군집 5 합계 14 52 54 30 9 40 21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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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프레임이란 이렇게 [표 9]에 나타난 군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5

개의 군집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집에 포함된 주제진술문을 살펴보아 이

야기를 구성한 것이 아래의 [표 10]이다. 각각의 프레임은 <경제활성

화>, <갈등과 화해>, <공약정책>, <속도조절>, <자영업자 몰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 군집 분석을 통한 주제진술문 재구성

[그림 10]은 위에서 구성한 각각의 주제프레임(개개의 군집)이 사설에

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평균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 언론은

경제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노조가 기득권 세력이라며 보수언론의 

공격이 계속되나,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 확장으

로 연결하는 선순환 효과를 내며, 소득 양극화를 줄여 임금 불평

등 해소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부담을 사회 전

체가 나누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갈등과 

화해

최저임금 인상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을과 을’, ‘을과 병’, 

‘갑과 을’ 등 갈등 관계를 유발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

활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므로 계속 추진해야 하며 종합적인 대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약 

정책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 공약으로 시작되었고, 보완대책이 효과가 

미미하여 경영계는 반발한다.

속도 

조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축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임금은 중·상위 

수준에 이르렀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정부가 

여전히 낙관적이어서 우려와 함께 속도조절론이 나타났다.

자영업자 

몰락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감소와 생활물가 상승, 소득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근로자의 실직

이라는 역설적 결과를 불러왔다. 특히, 인건비 부담으로 영세 자영

업자와 소상공인이 존폐 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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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

고 있었다. 이 프레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 당

장 타격을 받는 계층이 영세한 자영업자라고 보았다. 그리고 고용감소

및 소득불균형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피

해가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은 최저임금 인상

이 종국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포괄하고 있다. 다음

으로 <공약정책>이라는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는 최저임금 인상이 체계적으로 대책이 마련된 정책이라기보다는 공약으

로 발표된 후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

령은 후보자 시절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당선 이후 세 차

례에 걸친 인상을 단행하였는데 언론은 이를 두고 공약 이행을 위한 인

상으로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속도조절> 프레임이 등장하였는데 이

프레임은 최저임금 인상이 다소 빠르게 진행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

고, 이제는 최저임금이 상당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인상의 폭과 속

도를 조절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갑과 을, 을과 을 등의 갈등을

유발하는 면이 있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

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갈등과 화해> 프레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

로자의 소득이 높아지고 불평등이 해소되며 경기가 살아난다는 <경제활

성화>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적게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각 프레임의 전체 평균



- 79 -

2. 언론사별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각 프레임별로 언론사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성

화’ 프레임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사설당 평균 0.19건과 0.14건의

주제문을 사용하였고, 한국일보는 0.07건이었으나,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은 0.03건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과 화해’ 프레임 역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서만 0.2건 이상으로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조절’ 프레임은 중앙일보에서 0.22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한겨레신문에서 0.07건으로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최

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프레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자영업자 몰락’ 프

레임은 조선일보, 한국경제, 중앙일보, 매일경제 모두 0.3건 상당으로 사

용하였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각각 0.19건, 0.11건을 사용하여 모든

신문사가 선호하는 프레임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가지 프레임은 언론사별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공약정책 프레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11] 각 프레임의 언론사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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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프레임

경향

신문

(25)

매일

경제

(58)

조선

일보

(49)

중앙

일보

(32)

한겨레

신문

(27)

한국

경제

(41)

한국

일보

(33)

전체

(265)

F-

통계

경제

활성화
0.19 0.01 0.01 0.03 0.14 0.02 0.07 0.05 

18.24

***

갈등과

 화해
0.23 0.05 0.06 0.05 0.25 0.05 0.09 0.09

13.92

***

공약 

정책
0.12 0.24 0.28 0.21 0.15 0.21 0.28 0.22 1.63

속도 

조절
0.08 0.13 0.13 0.22 0.07 0.13 0.12 0.13 2.43*

자영업자

몰락
0.19 0.30 0.37 0.31 0.11 0.33 0.21 0.28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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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프레임에 포함된 주제진술문의 수는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갈등과 화해’ 프레임을 평균 0.23건으로 가장

강조하였다. 그리고 경제활성화 프레임과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도 각각

0.19건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속도조절 프레임은 0.08건으

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을 평균

0.37건으로 사용하여 가장 강조하였다. 보수성향의 다른 신문사들 역시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을 가장 강조하였지만, 조선일보가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정책’ 프레임도 0.28건으로 강조하였으나, 경제활

성화 프레임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자영업

자 몰락’ 프레임을 평균 0.31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속도조절’ 프

레임과 ‘공약정책’ 프레임도 각각 0.22건과 0.21건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겨레신문은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갈등과 화해’

프레임을 평균 0.25건으로 가장 강조하였다. 그리고 공약정책 프레임을

0.15건으로 사용하였으며, 경제활성화 프레임도 0.14건으로 사용하였다.

한국일보는 다른 언론사들과 달리 ‘공약정책’ 프레임을 평균 0.28건으로

가장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프레임과 속도조절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지인 매일경제는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을

평균 0.30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공약정책’ 프레임도 0.24건 사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성화 프레임은 0.01건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경제지의 일종인 한국경제 역시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을 평균 0.33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공약정책’ 프

레임은 0.28건 사용하였고, ‘경제활성화’ 프레임은 0.02건으로 거의 사용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지인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보수지의

대표라고 여겨지는 조선일보와 매우 유사한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또한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최저임금 인상과 관

련한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유

사한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

보, 그리고 보수성향의 경제지인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자영업자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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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을 가장 선호하면서 ‘공약정책’ 프레임도 자주 사용하였다. 이들 4

개 언론사에서는 ‘경제활성화’ 프레임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비해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보수지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제활성화’ 프레임과 ‘갈등과 화해’ 프레임을 더 중요하

게 강조하였다. 중도 성향의 한국일보는 ‘공약정책’ 프레임을 가장 강조

하면서,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

금 인상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에서는 한가지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

데,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은 근소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수적 성향

의 언론사나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 모두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으로 자영업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언론사들이 한 목소리로 그려내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3. 시기별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연구문제 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 보도의 프레임은 어떠한가?

2-2. 언론 보도 프레임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대부분의 언론보도 프레임은 시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성화’ 프레임은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발생한 초기 단

계인 2017년 상반기에 사설당 평균 0.14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강조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하반

기에 가장 드물게 나타났다. ‘갈등과 화해’ 프레임은 2017년 하반기에 평

균 0.16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2018년 상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는 평균 0.06건으로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정책’ 프레임은

2017년 상반기에 평균 0.41건, 2017년 하반기에 평균 0.40건을 사용하여,

주로 2017년도에 자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조절’ 프레임과 ‘자

영업자 몰락’ 프레임은 시기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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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각 프레임의 시기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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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상반기에는 ‘공약정책’ 프레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

는 2017년 4월 대선 후보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 걸

었던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대다수 주

요 대선후보가 시기의 차이는 있었으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

하겠다고 약속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언론은 이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공약정책 프

레임과 함께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도 강조되었다.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인건비가 급상승하리라는 우려 때문에 수많은 자

영업자와 영세업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고 언론은 이 점을 주목하여 보

도한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은 2017년 상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지속하여 강조된 프레임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

을 입은 계층이 영세 자영업자라는 호소와 함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에도

공약정책 프레임과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은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

시기

프레임

2017

상반기

(13)

2017

하반기

(36)

2018

상반기

(75)

2018

하반기

(85)

2019

상반기

(41)

2019

하반기

(15)

전체

(265)
F-통계

경제

활성화
0.14 0.06 0.06 0.03 0.04 0.09 0.05 2.84*

갈등과

 화해
0.10 0.16 0.06 0.11 0.06 0.10 0.09

3.19*

*

공약 

정책
0.41 0.40 0.19 0.26 0.05 0.07 0.22

10.82

***

속도 

조절
0.17 0.05 0.14 0.13 0.15 0.17 0.13 1.97+

자영업자 

몰락
0.38 0.26 0.25 0.29 0.31 0.20 0.28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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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갈등과 화해’ 프레임도 다소 나타났는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직후 급격히 증가한 인건비 부담이 고용주와 고용인 간, 그리고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 갈등을 불러일으킨 점을 일면 긍정하면서도, 최저생계비

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계속 추진되어

야 하며, 나아가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2018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과 공약정책 프레임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작은 움

직임이긴 하지만 ‘속도조절’ 프레임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

타났다. 2019년 상반기에는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이 매우 강조되는 상황

에서 ‘속도조절’ 프레임이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두 차례의 급

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호소와 반발이 매우

커진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이 일정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는 주장도 대

두되었다. 정부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정책만 시행하고 그로 인한 부

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에 몰입하기보다는 부작용으로 피해를 받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이다. 2019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

로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과 속도조절 프레임이 많이 나타났는데, 2019년

7월 단행된 소폭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이 시기에 더 빈번히 등장한

속도조절 프레임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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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언론 보도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1. 언론의 논조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

1) 언론의 논조와 여론 변화의 대응성

<연구문제 3>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의 논조와 여론 변화

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언론의 논조가 여론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미디어로부터 공중에까지 전이되는 시간적 차

이를 2가지 모형으로 설정하여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과 ‘30일

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 따라 언론의 논조와 여론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즉,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사설 논조의 평균 등장빈도와 그에

영향을 받는 시기의 여론의 평균 찬성률을 대응시켜 분석하였으며, 논조

의 시기별 평균 등장빈도에 따라 여론의 시기별 찬성률 변화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논조와 여론 변화의 관련성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언론의 논조는 긍정적 논조, 중립적 논조, 부정적 논조 등 3가지로 구

분하여 265건의 사설을 코딩하였으며, 각 연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

류하여 시기에 따라 각각의 논조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표 13]과 같

이 평균 등장빈도를 구하였다.

2017년 상반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13건의 사설을 탐색하

였다. 이 중 긍정적 논조의 사설이 2건으로 나타나 15%를 차지했고, 중

립적 논조의 사설은 1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며, 부정적 논조의 사설은

10건으로 77%를 차지하였다. 즉, 2017년 상반기에는 사설 1건당 부정적

논조의 사설이 평균 0.77건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긍정적 논조는 평

균 0.15건 나타났으며, 중립적 논조의 사설은 평균 0.08건 등장하였다.

2017년 하반기에는 36건의 사설 중 긍정적 논조의 사설은 7건으로

19%를 차지하였다. 중립적 논조의 사설은 4건으로 11%를 차지하였으며,

부정적 논조의 사설은 25건으로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7년 하반기에는 사설 1건당 부정적 논조의 사설이 평균 0.69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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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긍정적 논조는 평균 0.19건 나타났으며, 중립적 논조의 사설은

평균 0.11건 등장하였다.

2018년 상반기에는 75건의 사설 중 긍정적 논조의 사설은 9건으로

12%를 차지하였다. 중립적 논조의 사설은 12건으로 16%를 차지하였으

며, 부정적 논조의 사설은 54건으로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8년 상반기에는 사설 1건당 긍정적 논조는 평균 0.12건 나타났고,

중립적 논조의 사설은 평균 0.16건 등장하였으며, 부정적 논조의 사설은

평균 0.72건 등장하였다.

2018년 하반기에는 85건의 사설 중 긍정적 논조의 사설은 9건으로

11%를 차지하였다. 중립적 논조의 사설은 10건으로 12%를 차지하였으

며, 부정적 논조의 사설은 66건으로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8년 하반기에는 사설 1건당 긍정적 논조는 평균 0.11건 나타났고,

중립적 논조의 사설은 평균 0.12건 등장하였다. 부정적 논조의 사설은 평

균 0.78건 나타나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전체 시기 중에서도 가장 많

이 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상반기에는 41건의 사설 중 긍정적 논조의 사설은 5건으로

12%를 차지하였다. 중립적 논조의 사설은 8건으로 20%를 차지하였으며,

부정적 논조의 사설은 28건으로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9년 상반기에는 사설 1건당 긍정적 논조는 평균 0.12건 나타났고, 중

립적 논조의 사설은 평균 0.20건 등장하였으며, 부정적 논조의 사설은 평

균 0.68건 등장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9년 하반기에는 15건의 사설 중 긍정적 논조의 사설은 5건으로

33%를 차지하였다. 중립적 논조의 사설은 1건으로 7%를 차지하였으며,

부정적 논조의 사설은 9건으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9년 상반기에는 사설 1건당 긍정적 논조는 평균 0.33건 나타났고, 중

립적 논조의 사설은 평균 0.07건 등장하였으며, 부정적 논조의 사설은 평

균 0.60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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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사설 논조의 평균 등장빈도

괄호 안은 시기별 사설 건수

구분

긍정적 논조 중립적 논조 부정적 논조

건수
평균 

빈도
건수

평균 

빈도
건수

평균 

빈도

2017 

상반기

(13)

2 0.15 1 0.08 10 0.77

2017 

하반기

(36)

7 0.19 4 0.11 25 0.69

2018

상반기

(75)

9 0.12 12 0.16 54 0.72

2018

하반기

(85)

9 0.11 10 0.12 66 0.78

2019

상반기

(41)

5 0.12 8 0.20 28 0.68

2019

하반기

(15)

5 0.33 1 0.07 9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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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논조의 평균 등장빈도에 대응하는 여론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의 평균 찬성률을 시기별로 구하여 살펴보았다. 여론의 찬성률은 중

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집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무응답자

수치를 통제한 표준화된 찬성률이며, 찬성과 반대의 합계 중 찬성이 차

지하는 비율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여론의 찬성률을 각 모형에 따라 정

리한 것이 [표 14]이다.

[표 14] 여론의 평균 찬성률

구분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 30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일

(찬성률 %)

평균 

찬성률

(%)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일

(찬성률 %)

평균 

찬성률

(%)

2017 

상반기
- -

2017.6.21 75.5
73.8

2017.6.30 72.1

2017 

하반기

2017.7.7 75.5

71.4

2017.7.13 75.9

70.4

2017.7.16 72.1
2017.7.16 66.2

2017.7.30 75.9

2017.7.17 64.12017.8.1 66.2

2017.8.2 64.1
2017.12.13 71.3

2017.12.29 71.3

2018.12.14 74.42017.12.30 74.4

2018

상반기

2018.1.31 65.0

60.7

2018.1.15 65.0

61.3

2018.5.5 56.3

2018.6.16 66.3

2018.5.21 56.3
2018.6.18 56.6

2018.6.20 62.2

2018

하반기

2018.7.2 66.3

61.8

2018.11.25 61.9

61.2
2018.7.4 56.6

2018.7.6 62.2
2018.12.19 60.4

2018.12.11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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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여론의 평균

찬성률은 71.4%이었으며, 2018년도 상반기는 60.7%로 나타났다. 2018년

하반기 여론의 평균 찬성률은 61.8%이었으며, 2019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의 평균 찬성률은 각각 찬성률은 60.4%와 62.9%로 분석되었다.

한편, 30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여론의

평균 찬성률은 73.8%로 나타났고, 2017년 하반기 여론의 평균 찬성률은

70.4%이었다. 2018년도 상반기의 찬성률은 61.3%이었고, 2018년 하반기

여론의 평균 찬성률은 61.2%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의 찬성률은

61.2%로 분석되었다.

구분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 30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일

(찬성률 %)

평균 

찬성률

(%)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일

(찬성률 %)

평균 

찬성률

(%)

2019

상반기
2019.1.4 60.4 60.4

2019.6.15 46.9

62.92019.6.16. 69.8

2019.6.18. 72.0

2019

하반기

2019.7.1 46.9

62.9 - -2019.7.2 69.8

2019.7.4 72.0



- 89 -

2)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의

논조와 여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 [표 15]이다. 시기를 기준으로 논

조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론의 평균 찬성률을 대응시켜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다. 긍정적 논조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론의 평균 찬성률은 상관계수

가 .272이었고, 중립적 논조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론의 평균 찬성률은

-.447이었으며, 부정적 논조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론의 평균 찬성률의

상관계수는 -.126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긍정적 논조와 여론, 중립적 논조와 여론, 그리고 부정적

논조와 여론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언론 보도

가 있었던 날로부터 2주일 정도가 지나면 최고의 의제설정 효과가 나타

난다는 가정의 모형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설의 논조가 찬성을

강조하는 긍정적 어조, 반대하는 부정적 어조, 그리고 양측 입장을 모두

서술하거나 어떠한 입장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어조로 보도되느냐

는 여론을 변화시키는데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5] 논조와 여론의 상관관계(2주일 모형)

긍정 중립 부정 여론

긍정 1 -.650 -.808 .272

중립 -.650 1 .084 -.447

부정 -.808 .084 1 -.126

여론 .272 -.447 -.126 1

   *p<.05, **p<.01, ***p<.001, 양측검증, 피어스만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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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30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언론의

논조와 여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 [표 16]이다. 시기를 기준으로 논

조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론의 평균 찬성률을 대응시켜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다. 긍정적 논조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론의 평균 찬성률은 상관계수

가 .786이었고, 중립적 논조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론의 평균 찬성률은

-.725이었으며, 부정적 논조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론의 평균 찬성률의

상관계수는 .092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

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논조와 여론, 중립적 논조와 여론, 그리고 부정적

논조와 여론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언론 보도

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의 시간이 흐르면 최고의 의제설정 효과가 나타

난다는 가정의 모형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설이 정부의 인상을

찬성하는 입장이거나 반대하는 입장, 혹은 어떠한 입장에도 치우치지 않

으며 중도적인 입장을 드러내어 보도하더라도 여론을 변화시키는데 영향

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6] 논조와 여론의 상관관계(30일 모형)

긍정 중립 부정 여론

긍정 1 -.650 -.808 .786

중립 -.650 1 .084 -.725

부정 -.808 .084 1 .092

여론 .786 -.725 .092 1

   *p<.05, **p<.01, ***p<.001, 양측검증, 피어스만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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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과 30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의 논조와 여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모형 모두 언론의 논조와 여론의 찬성률 변화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언론이 찬성과 반대 혹은 중

립의 태도로써 보도하는 경우 어느 경우에도 여론의 변화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전

체 사설에서 부정적 논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시기에 따라

논조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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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

1) 언론보도 프레임과 여론 변화의 대응성

<연구문제 4>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과 여론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언론보도 프레임이 여론 변화

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미디어로부터 공중에까지 전이되

는 시간적 차이를 2가지 모형으로 설정하여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과 ‘30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언론보도 프레임의 평균 등장빈도와 그에 영향을

받는 시기의 여론의 평균 찬성률을 대응시켜 분석하였으며, 다섯 가지

프레임들의 평균 등장빈도에 따라 여론의 평균 찬성률 변화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언론보도 프레임과 여론 변화의 관련성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설에 나타난 다섯 개의 프레임은 연구문제 2

에서 도출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높아지고 불평등

이 해소되며 경기가 살아난다는 ‘경제활성화’ 프레임, 최저임금 인상은

갑과 을 또는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는 면이 있으나 근로자의 인간다

운 삶을 위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갈등과 화해’ 프레임, 최저임금 인

상은 체계적으로 대책이 마련된 정책이라기보다는 공약으로 발표된 후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었다는 ‘공약정책’ 프레임, 최저임금 인상

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속도를 조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속도조절’ 프레임,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어 폐업에 이르게 하고, 전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자

영업자 몰락’ 프레임 등이다. 각 사설에서 이 다섯 가지 프레임이 시기에

따라 얼마나 등장하였는지 [표 17]과 같이 평균 등장빈도를 구하였다.



- 93 -

[표 17] 프레임의 평균 등장빈도

괄호 안은 시기별 사설 건수

구분

경제활성화

프레임

갈등과화해

프레임

공약정책 

프레임

속도조절 

프레임

자영업자몰락 

프레임

건수
평균 

빈도
건수

평균 

빈도
건수

평균 

빈도
건수

평균 

빈도
건수

평균 

빈도

2017 

상반기

(13)

1.9 0.14 1.3 0.10 5.3 0.41 2.2 0.17 5.0 0.38

2017 

하반기

(36)

2.0 0.06 5.9 0.16 14.3 0.40 1.8 0.05 9.3 0.26

2018

상반기

(75)

4.4 0.06 4.4 0.06 14.3 0.19 10.4 0.14 19.0 0.25

2018

하반기

(85)

2.8 0.03 9.4 0.11 21.9 0.26 10.8 0.13 24.3 0.29

2019

상반기

(41)

1.7 0.04 2.4 0.06 2.0 0.05 6.0 0.15 12.7 0.31

2019

하반기

(15)

1.3 0.09 1.2 0.10 1.0 0.07 2.6 0.17 3.0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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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설에서 공약정책 프레임

이 5.3건(4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은 5.0건

(38%) 나타났으며, 속도조절 프레임은 2.2건(17%) 등장하였다. 경제활성

화 프레임은 1.9건(14%) 등장하였으며, 갈등과 화해 프레임은 1.3건

(10%)이 등장하였다. 즉, 2017년 상반기에는 사설 1건당 ‘공약정책’ 프레

임이 평균 0.41건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다음으로 자영업자 몰락 프

레임이 평균 0.38건 나타났다. 속도조절 프레임은 평균 0.17건, 경제 활성

화 프레임은 평균 0.14건 등장하였으며, 갈등과 화해 프레임은 평균 0.10

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하반기에도 사설 1건당 ‘공약정책’ 프레임이 평

균 0.40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은 평균 0.26건

등장하였으며, 갈등과 화해 프레임은 평균 0.16건 등장하였다. 경제 활성

화 프레임은 평균 0.06건, 속도조절 프레임은 평균 0.05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에는 다섯 가지 프레임 중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이 사

설 1건당 평균 0.25건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공약정책 프레임은 평

균 0.19건 나타났으며, 속도조절 프레임도 평균 0.14건 보도하였다. 경제

활성화 프레임과 갈등과 화해 프레임이 각각 평균 0.06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하반기에도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이 평균 0.29건으

로 가장 빈번히 등장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공약정책’ 프레임이 평균

0.26건 등장하였다. 속도조절 프레임은 평균 0.13건으로 나타났고, 갈등과

화해 프레임은 평균 0.11건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경제 활성화 프레임은

평균 0.03건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상반기 역시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이 평균 0.31건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속도조절’ 프레임은 평균 0.15건으로 등장하였

다. 그 외 갈등과 화해 프레임은 평균 0.06건, 공약정책 프레임은 평균

0.05건, 경제활성화 프레임은 평균 0.04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이 평균 0.20건 등장하였고 ‘속

도조절’ 프레임이 평균 0.17건 등장하여, 두 프레임이 거의 비슷한 빈도

로 등장하였으며, 갈등과 화해 프레임은 평균 0.10건, 경제활성화 프레임

이 평균 0.09건, 공약정책 프레임은 평균 0.07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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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프레임의 평균 등장빈도에 대응하는 여론의 변화는 논조와

여론 변화의 관계를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표 14]의 각 모형에 따라

여론의 평균 찬성률을 구하여 활용하였다. 각 시기에 따른 여론의 평균

찬성률은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는

71.4%, 2018년도 상반기는 60.7%, 2018년 하반기는 61.8%, 2019년 상반

기는 60.4%, 그리고 2019년 하반기의 평균 찬성률은 62.9%로 확인되었

다. 한편, 30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여론의

평균 찬성률은 73.8%이었으며, 2017년 하반기는 70.4%, 2018년도 상반기

는 61.3%, 2018년 하반기는 61.2%, 그리고 2019년 상반기의 찬성률은

61.2%로 확인되었다.

2)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표 18] 언론보도 프레임과 여론의 상관관계(2주일 모형)

경제

활성화

갈등과 

화해

공약 

정책

속도 

조절

자영업자 

몰락
여론

경제 

활성화
1 .081 .394 .415 .376 .223

갈등과 

화해
.081 1 .667 -.719 -.096 .916*

공약 

정책
.394 .667 1 -.483 .493 .780

속도 

조절
.415 -.719 -.483 1 .194 -.889*

자영업자 

몰락
.376 -.096 .493 .194 1 -.184

여론 .223 .916* .780 -.889* -.184 1

   *p<.05, **p<.01, ***p<.001, 양측검증, 피어스만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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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프레임과 여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기별로 측

정된 언론보도 프레임들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론의 평균 찬성률을 대응

시켜 양자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과 여론 변화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갈등과 화해’ 프레임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론의 평균 찬성률의

상관계수는 .916으로 나타났으며, ‘속도조절 프레임’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론의 평균 찬성률의 상관계수는 –.889로 나타났다. ‘갈등과 화해’ 프레

임과 ‘속도 조절’ 프레임은 모두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나타나 여론 변화에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언론이 ‘갈등과

화해’ 프레임과 ‘속도조절’ 프레임을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최저임금 인

상에 대한 여론이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갈등과 화해’ 프레임은 여론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것은 언론이 갈등과 화해 프레임을 강조하여 자주 보도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의 찬성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언론이 갈

등과 화해 프레임을 많이 보도할 경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

중의 인식은 지지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속도조절’ 프레임은 여론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

는데, 이러한 결과는 언론이 속도조절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

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의 찬성률은 낮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그동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다소 급하게 진행된 면이 있으며

이제는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인

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프레임을 언론에서 자주 활용하

는 경우, 공중의 인식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지지보다는 반

대하는 쪽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프레임 중 갈등과

화해 프레임의 상관계수가 속도조절 프레임의 상관계수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갈등과 화해 프레임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속도조

절 프레임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경제활성화’ 프레임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론의 평균 찬성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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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가 .223으로 나타났고, ‘공약정책’ 프레임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

론의 평균 찬성률의 상관계수는 .780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자 몰락’ 프레

임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론의 평균 찬성률의 상관계수는 -.184로 분석되

었다. 경제활성화 프레임과 공약정책 프레임, 그리고 자영업자 몰락 프레

임은 여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아니하여, 이 세가지 프레임은

여론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30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표 19] 언론보도 프레임과 여론의 상관관계(30일 모형)

경제

활성화

갈등과 

화해

공약 

정책

속도 

조절

자영업자 

몰락

여론 

변화

경제 

활성화
1 .081 .394 .415 .376 .826

갈등과 

화해
.081 1 .667 -.719 -.096 .547

공약 

정책
.394 .667 1 -.483 .493 .789

속도 

조절
.415 -.719 -.483 1 .194 -.140

자영업자 

몰락
.376 -.096 .493 .194 1 .583

여론 .826 .547 .789 -.140 .583 1

   *p<.05, **p<.01, ***p<.001, 양측검증, 피어스만 계수

30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

보도 프레임과 여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활성화’ 프레임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론의 평균 찬성률은 상관계수가 .826으로 나타났고,

‘갈등과 화해’ 프레임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론의 평균 찬성률과의 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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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547, ‘공약정책’ 프레임과 여론의 상관계수는 .789이었다. 그리고

‘속도조절’ 프레임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론의 평균 찬성률은 –.140이었

으며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의 평균 등장빈도와 여론의 평균 찬성률의

상관계수는 -.583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미디어가 여론에까지 전이되

는 시간적 차이를 30일 후라고 가정한 이 모형에서는 다섯 가지 프레임

모두 여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4) 소결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과 30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언론보도 프레임과 여론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서는 ‘갈등과 화해’ 프레임과

‘속도조절’ 프레임이 여론 변화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갈등과 화해 프레임의 경우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속도조절 프

레임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관련성의 확인은 언론보도

프레임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한편,

‘30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 따르면 언론보도 프레임과 여론은 유

미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언론보도 프레임이 여론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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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언론사의 태도(논조) 및 언

론보도 프레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논조와 프

레임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세 차례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는데, 이 시기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여론에 미친 영향력을 탐구

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보도된 전국 7대

일간지의 사설 265건을 귀납적으로 내용분석하였다. 이 중 종합지는 166

건(62.6%)이었으며, 경제지는 99건(37.4%)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관련한 분석대상 언론사 7대 일간지의 사설 중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설 건수가 가장 많은 언론사는 경제지인 매일경제였고,

그 다음은 조선일보이었으며, 한국경제,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

향신문 순이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8년 하반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설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2018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높은 건수

와 비율로 나타나 2018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한 많은 사설이 보

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월별로는 2018년 7월에 가장 많은 사설이 보도

되었으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액이 결정되는 매년 7월과 인상된 최저

임금이 시행되는 새해 전후인 12월과 1월에 보도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조가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는지,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설

265건 중 긍정적 논조는 37건(14.0%), 중립적 논조는 36건(13.6%), 부정

적 논조는 192건(72.5%)으로 분석되었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

언론사들은 부정적 논조의 사설을 긍정적 논조보다 약 5배 이상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언론으로 대표되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보도된 사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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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정적 논조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통적으로 진보언론으로 대표되

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긍정적 논조의 사설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

데 중립적 논조의 사설도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전통적

으로 중립적 성향의 언론사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부정적 파급효과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지는 부정적 논조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

며, 이는 분석대상인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의 성향이 보수적임을 시사한

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언론사들이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 보수 또는 진보 그리고

중립적인 시각에 따른 보도성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

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조는 언론사별로 유의미하게 차

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조를 시기별로 살펴보았을 때 긍정적 논조는 2019년 하반기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립적 논조는 2019년 상반기에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했으며, 2019년 하반기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설은 부정적 논조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2018년 하반기에

가장 높은 비율로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시기별 논조의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문제 2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이 언론사

에 따라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였고, 시기별로 차이를 살펴보았다. 최저임

금 인상에 대한 사설을 분석한 결과, ‘경제활성화’ 프레임, ‘갈등과 화해’

프레임, ‘공약정책’ 프레임, ‘속도조절’ 프레임,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 등

다섯 개의 언론보도 프레임이 중점적으로 나타났다.

우리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을 가

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 프레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이 증가하면 당장 타격을 받는 계층이 영세한 자영업자라고 보았고, 고

용감소 및 소득불균형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경

제적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은 최저임

금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포괄하고 있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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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약정책’이라는 프레임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체계적으로 대책이 마련된 정책이라기보다는 공약으로 발표된 후 그 공

약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속도조절’ 프레임이 등

장하였는데 이 프레임은 최저임금 인상이 다소 빠르게 진행되어 부작용

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는 최저임금이 상당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갑과 을, 을과

을 등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인간

다운 삶을 위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갈등과 화해’ 프레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높아지고 불평등이 해소되며 경기가 살아난다

는 ‘경제활성화’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적게 등장하였다.

대부분의 프레임별로 언론사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제활성화’ 프레임과 ‘갈등과 화해’ 프레임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주

로 사용하였고,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은 매우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조절’ 프레임은 중앙일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한겨레신문에서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

련한 프레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은 조선일보,

한국경제, 중앙일보, 매일경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향

신문과 한겨레신문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신문사가 선호하는 프레임으로 나타났다. 이들 네 가지 프레임은 언론사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공약정책 프레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언론사의 성향에 따

라 유사한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지인 조선일보와 중

앙일보, 그리고 보수성향의 경제지인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을 가장 선호하면서 ‘공약정책’ 프레임도 자주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언론사에서는 ‘경제활성화’ 프레임은 거의 사용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

문은 보수지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제활성화’ 프레임과 ‘갈등과 화

해’ 프레임을 더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중도 성향의 한국일보는 ‘공약정

책’ 프레임을 가장 강조하면서,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도 많이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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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에서는 한가지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은 근소한 차이가 있기

는 하지만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나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 모두 많이 사

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

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으로 자영업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언론사들이 한

목소리로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 프레임과 갈등과 화해 프레임, 그리고 공약정책 프레임은

시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 프레임

은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발생한 초기 단계인 2017년 상반기에 가장 많

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강조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갈등과 화해’ 프레임은 2017년 하반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2018년 상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는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정책’ 프레임은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자주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처음 시작된 2017년에 가장 활발히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

도조절’ 프레임과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은 시기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2017년 상반기에는 ‘공약정책’ 프레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

는 2017년 4월 대선 후보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 걸

었던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하반기에도

공약정책 프레임과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은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

어 ‘갈등과 화해’ 프레임도 다소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과 공약정책 프레임은 계속하여 등장했다. 이 시기

에는 미약하지만 ‘속도조절’ 프레임도 더 많이 등장했다. 2019년 상반기

와 하반기에는 자영업자 몰락 프레임이 가장 강조되는 상황에서 ‘속도조

절’ 프레임도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정부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정책

만 시행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몰입하기보다는 부작용으로 피해를 받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자는 주장이 강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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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의 태도(논조)가 여론

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의 논조와

여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2주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과 ‘30

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 모두 논조의 등장빈도와 여론의 찬성률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언론의 논

조는 여론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러한 분석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전체 사설에서 부정적 논조가 차

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시기에 따라 논조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

타나지 않은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연구문제 4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이 여론

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언론보도 프레임과 여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30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서는 프레임의 등장빈도

와 여론의 찬성률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주

일의 시간적 차이 분석 모형’에서는 ‘갈등과 화해’ 프레임의 등장빈도와

여론의 찬성률 간 및 ‘속도조절 프레임’과 여론의 찬성률 간의 상관관계

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이 두 가지 프레임은 여론 변화에 영향력이 미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등과 화해’ 프레임은 여론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언론이 갈등과 화해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보도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의 찬성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속도조절 프레임은 여론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데, 이러한 결과는 언론이 속도조절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여론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

그동안 정책적 이슈에 대해 언론의 논조나 보도 프레임을 탐구한 연

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 언론보도

가 공중의 의견인 여론의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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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론이 최근

세 차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어떤 논조였는지, 그리고 어떤 프레

임을 가지고 현실을 재구성하였는지 탐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

아가 여론 변화에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까지 분석하였다는 점에

함의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슈에 대해 찬성과

반대, 혹은 중립의 태도로 보도하는 언론의 논조는 공중의 의견인 여론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언론의 보도 프레임은 여

론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는

“언론이 어떻게 여론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즉, 여론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설득 모형(찬반 평가)보다는 프레이

밍 모형(뉴스 틀 구성)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크

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종합지 외에도 경제지까지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다

양한 정파성을 지닌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도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최

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조와 보도 프레임을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

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자신들의 정파성에 따라 보수 또는 진보

그리고 중립적인 시각에 따른 보도성향을 견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는

데, 이는 선행연구들과 결과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언론의 보도성향에

관한 기존 연구의 양적 확대로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종

합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에서 더 나아가 경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

는 경제지까지 분석대상으로 한 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폭넓은 관점

으로 탐색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주제진술문을

통해 프레임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사설을

분석하였다. 가능한 객관적 분석을 위해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으나 연

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

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은 총 3번에 걸쳐 이

루어졌다. 시기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달라지면서 차이가 났으나, 여론

조사의 찬성률을 측정할 때는 이러한 구체적인 인상률의 차이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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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언론보도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한 시도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상관관계 분석에 그치고 인과

관계 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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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d the editorials of media companies related to

the minimum wage increase to examine the view of the press and

studied the impact of media reports on public opinion. Out of 265

editorials of the nation's seven major dailies, reported from Jan. 1,

2017 to Sept. 30, 2019, I identified the media's tone and frame for the

minimum wage increase, and explored how the media's tone had to

do with public opinion and how the media's reporting frame had to

do with public opinion.

The media's overall stance on the minimum wage increas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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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The conservative media showed the largest proportion of

editorials in negative commentary on the minimum wage increase,

while the progressive media showed the most positive, and the middle

media showed the largest proportion of editorials in neutral ones.

Depending on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press, the ton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nd the differences in the ton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epending on the timing.

The inductive analysis of the editorials on the minimum wage

increase resulted in five media reporting frames: economic

revitalization frame, conflict and reconciliation frame, pledged policy

frame, speed control frame and the downfall of the self-employed

frame. Among these, the downfall of the self-employed frame

appeared the most, and the economic revitalization frame, conflict and

reconciliation frame, speed control frame, and the downfall of the

self-employed frame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media

companies. According to the timing, economic revitalization frame and

the pledged policy fram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dia's tone and

changes in public opinion on the minimum wage increas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media’s reporting frames and the change in public opinion

shows that the two frames, conflict and reconciliation frame and

speed control frame, revealed a significant correlation effect in

‘two-week time gap analysis model,’ which testifies that the two

frames influence the change in public opinion. Conflict and

reconciliation frame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hanges in public

opinion, which means that the more the media reports on the conflict

and reconciliation frame, the higher the public approval rate for the

minimum wage increase. In comparison, speed control frame reveal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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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correlation, which means that the more frequently the media

uses speed control frame, the more public opinion shifts to opposing

the minimum wage increas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not just to investigate

the media's tone and frame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but

further to analyze whether media reports influence public opinion

changes. As to how the press changes public opinion, this study

meaningfully clarified that the frame, as a reconstruction of reality

with story structure, is more effective than a simple pros and cons

argument.

keywords : minimum wage increase, media reporting, frame,
public opinion, Minimum Wag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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