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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확

산 초기에 대한 언론 보도 현황을 파악하고, 감염병 보도준칙 준

수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감염병 보도준칙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2020년 1월 8일부터 2020년 4월 8일까지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KBS, SBS, TV조선, jtbc 등 총 6개 매체에서 보도된 7208건의 기

사에 대해 감염병 위기 경보 4단계에 따른 보도량 변화와 주요 프

레임을 분석하였다. 이후 매체별로 15%의 기사를 무작위 추출하여

총 1084건에 대하여 감염병 보도준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한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코로나19 보도가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위기 경보 단계에 따른 기사량 증감을 확인하였다.

이후 감염현황과 사회경제적 여파 등이 포함된 진단(diagnostic)

프레임과 개인적 대응, 정부의 방역적 대응 등이 포함된 예후

(prognostic)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2년 ‘한국헬스커뮤니케

이션학회’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이 발표한 감염병 보도준칙과

2020년 ‘한국기자협회’의 보도준칙 항목을 참고하여 ‘내용적 측면’,

‘표현적 측면’에 관한 보도준칙 코딩 유목을 생성하였고, 코딩을 실

시한 뒤 빈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보도는 감염병 위기 경

보 단계가 격상되고, 확진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기사량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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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둘째, 초기에 유병현황에 집중됐던 보도 프레임은 위기 경보

단계가 격상될수록 사회경제적 피해 프레임으로 확장되었다. 예후

프레임 가운데에선 보건당국의 방역적 대응 프레임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사가 위기 단계 격상에 따라 증가하였지만, 피해 확산을

논하는 진단 프레임에 비해 기사 비중이 적었다. 셋째, 감염병 보

도준칙에 비춰볼 때 실제 언론 보도 내용은 치료 정보나 연구 결

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과거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제목과 본문에 감정을 촉발하는 자극적인 표

현을 사용하는 관행도 이어졌다. 질병에 대한 공식용어 사용을 요

청한 보건당국의 권고를 대부분의 언론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지

만, 조선일보의 경우 지역명이 들어간 비공식 용어인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보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 보도준칙은 관련 집

단 지성 합의에 의해 마련된 유용한 기준이지만, 현재의 준칙으로

는 코로나19 언론 보도의 일부 경향성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전반

적인 활용도나 쓰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감염병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선언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실제 언론보도에서 보도준칙의 쓰임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는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신종 감염병 출몰 위험은 늘 상존하

기에, 감염병 보도 준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고

보도준칙을 적용한 보도 현황을 함께 분석하는 것은 감염병 보도

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 보다 유용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주요어 : 코로나19, 위험 소통, 프레이밍, 감염병 보도준칙, 내용분석

학 번 : 2017-2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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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알려진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

(SARS-CoV-2)는 약 1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이

하 코로나19)’란 이름으로 전 세계에 확산하였다(WHO, 2020). 중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는 2020년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하였고, 약 40일이 지난 3

월 11일 ‘세계적 대유행(Global Pandemic)’을 선포하였다(Cucinotta &

Vanelli, 2020). 1948년 세계보건기구가 설립된 이래 대유행 선언은 ‘홍콩

독감(1968)’과 ‘신종플루(2009)’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그만큼 질병의

확산 정도가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2020년

11월 2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감염자는 5683만 명이고, 사망자

만 135만 명에 이른다.1)

한국에서도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 첫 의심 환자가 발생한데 이어,

같은 달 20일 검사 결과 ‘양성’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확진 환자

숫자가 늘면서 국내 보건당국은 일주일 뒤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하였고, 한 달 뒤엔 ‘심각’ 단계로 올리며 총력대응을 선언하였다. 하

지만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계속 돼 11월 20일까지 3만 17명의 환자가 발

생했고, 501명이 목숨을 잃었다.2)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병원

체에 의해서 발생하여 보건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정의된다(천병철,

1)美 존스홉킨스대학 코로나센터(CSSE)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2)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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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발생시기와 감염경로 뿐 아니라 치사율, 사망률 등의 규모나 강도

에 대한 예측과 평가가 어려운 불확실성을 가지다보니 개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Markon et al., 2013).

이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의 혼란을 줄이고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위험 소통(Risk Communication)’의 중요성이 대두된다(유

명순 외, 2017).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위험 소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를 전달하는 창

구가 되는 ‘언론’은 위험 소통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언론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공중에게 위험을 신속하게 알리고 인

지시킴으로써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언론의 속성 상 새롭게 출몰하는 위협 요인을 감지하려 하고, 공중

의 관심을 끌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집중하는 경향은 위험에 대

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편향된 위험정보를 전달 할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Covello & Johnson, 1987).

실제 2003년 사스(SARS) 유행 당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캐나

다, 미국 언론은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threat to public health)’ 프레임

에 집중하는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

중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Chang et al., 2009).

반면, 사스 유행에 대해 미국과 중국 언론을 비교한 한 연구에서는 두

나라의 보도가 정보 전달보다 인간적 흥미에 초점을 맞췄고, 특히 중국

매체의 경우 정부에 책임을 묻는 책임 귀인 프레임이 적어 편향된 정보

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Beaudoin, 2007).

신종플루(H1N1) 등의 신종 감염병을 겪으며, 언론의 감염병 보도는

더욱 활발해졌고, 효과적인 감염병 보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었다. 2003년 사스와 2009년 신종플루를 통해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마

련할 필요성을 절감한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와 보건복지부 출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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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단은 ‘2012년 감염병 보도준칙’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100여 명의 부처

출입기자들의 성명은 공론화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이 마련되었다.

이 보도준칙의 경우 태풍 홍수 등의 자연 재난부터 감염병에 이르는 사

회적인 재난을 포괄하는 것으로 선언적인 의미는 있지만 감염병과 관련

해 구체적인 보도 지침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도준

칙을 언론 보도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얼마나 적합하게 준수하였는지 여

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015년 메르스(MERS)가 발생하였고, 언론 보도가 시민들의 궁

금증을 풀어주기보다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김

용, 2016). 당시 과학기자협회는 “메르스 보도 반성과 모색” 포럼 등을

통해 감염병 보도에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지만,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 사이 신종 감염병은 또 출몰했고 코로나19 관련

보도에서도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문제가 반복되

었다3).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 되면서, 언론에서도 다시 감염

자와 병명 등에 등장하는 다양한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

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다.4)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코로나19 국내

환자 발생 한 달 만인 2020일 2월 21일 ‘코로나19 보도준칙’을 제정하였

고,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감염병 보도준칙’을 4월 28일 만들고 배

포하기에 이르렀다. 감염병 보도가 전달해야할 일반적인 사항 뿐 아니라

주의해야할 표현까지 설명한 새로운 보도준칙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

건 위기상황에서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

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

3)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역엔 ‘뒷전’인 언론의 코로나19 보도(2020.08.31.)>

http://www.ccdm.or.kr/xe/watch/297447
4) 미디어오늘 <감염병에 특화된 보도가이드라인 논의된다(2020.02.0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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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사람들은 SNS보다 전통매체인 뉴스를 더 활용

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국내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3월 둘째 주 공영방

송 뉴스 시청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SNS에서는

허위 정보가 유포된다는 응답이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따라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뉴스보도가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혹은 그 반대로

공중의 불안감만 조장시켰는지 확인하는 연구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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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통매체인 TV와 신문의 코로나19 보도를

살펴보고, 감염병 보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

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가 위협을 감지하고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환경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감염병 위기 경보에 따른 보도량의 증감을 살펴볼 것이다. 어

떤 경향의 보도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레임을 유목화 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끝으로 새롭게 마련된 감염병 보도준칙을 언론이 얼마

나 따르고 있는지, 준수율이 매체에 따라, 방역당국 권고 시점에 따라 달

라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감염병 보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상황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향후 효과적

인 감염병 보도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

께 공중에게 어떤 감염병 보도가 필요한지 알리고, 시민사회가 언론에

필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화 자료로 활용되는데 기여하고자 한

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보도량은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변하는가?

1-1. ‘코로나19’ 보도량은 감염 환자의 증감에 따라 변하는가?

1-2. ‘코로나19’ 보도량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변하는가?

2. 코로나19 보도는 어떤 프레임에 집중하고 있는가?

2-1. 코로나19 보도는 감염병의 확산 피해 (진단) 또는

감염병 예방법 및 대책(예후) 중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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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보도는 감염병 보도준칙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3-1. 매체에 따라 보도준칙 준수 여부는 차이를 보이는가?

3-2. 중요시점에 방역당국이 권고한 내용과

언론의 실제 보도가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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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위험 소통 (Risk Communication)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Beck, 1992)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하였다. 자연 재해로 인한 재난 뿐 아니라 새롭게 출현하

는 각종 질병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은 위협성

(Threat), 위급성(Urgency),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는 세 가지 특성

을 지는데, 이 같은 위험의 특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관점들과 이해들이

생겨나고 대중의 불안이 높아지게 된다(Boin, 2005). 따라서 특정 개인이

나 단체의 지식만으로 위험을 해결하기 불충분하며, 위험상황과 관련한

여러 주체들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상황 해결의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Luhmann, 1993).

여기서 전문가의 판단과, 일반인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위험인식을 현

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위험 소통(Risk Communication)이다(주영기

& 유명순, 2016). 코벨로와 슬로빅(Covello & Slovic, 1986)은 위험 소통

이 “이해집단들 간에 위험의 정도와 의미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위험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결정과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라고

하였다. 언론은 이해집단임과 동시에 위험 정보의 중요한 전달자 역할을

수행한다.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하여 생각할지(What to think about)’

알려주는 언론의 의제설정기능(Agenda Setting)은 위험 상황에 대한 정

보를 전달하는데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Covello & Sandman, 2001 :

Glick, 2007). 언론의 정확한 인과관계 설명은 공중의 위험인식 뿐 아니

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Boholm, 2009 : Kasperson, & Slovic, 1992).

특히 공중보건 위기 상황은 다른 위험보다 특별하다. 그 규모가 매우

크고, 개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전 세계로 확산할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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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어렵고 대비 또한 힘들다(Freudenburg, 1988 :

Boin, 2010).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은 자연재난보다 그 피해양상이 복

잡하고 다양하다보니, 어떤 위험 상황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판단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국민안전처, 2016

: Fischoff & Downs, 1997).

WHO도 감염병은 단순히 의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외국과의 교역과 이동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적인 위험 커

뮤니케이션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WHO, 2005). 치료 방법이 제한적이

고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공중으로 하여금

혼란을 줄이고,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다.

WHO는 특히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질병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만큼, 질병 확산 ‘초기(early stage)’ 커뮤니케

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WHO, 2008).

공중보건 위기 상황의 여러 주체들이 존재하지만, 언론은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위험을 알리고, 정보를 선택하거나 제외하고 알리는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nn, Kasperson & Slovic, 1992). 공중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따라 병을 이해하게 되고, 그

심각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신종 감염병 발생 초기 언론의 위험 커뮤니

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기수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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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환경감시기능 (Surveillance)

언론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출몰하는 위험

을 감지하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 정치학자 라스웰

(Laswell, 1948)은 이를 환경감시기능(Surveillance)이라고 하였다. 사람

들은 환경 속에서 위협을 감지하려는 내재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뉴스를 제공할 책임을 가진 기자, 언론이 이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 본 것이다(Shoemaker, 1996).

과거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에 대한 연구는 환경, 경제 분야에서 두드

러졌다. 환경오염이나 경제 위기와 관련된 뉴스 보도는 대중들에게 위협

을 알리는 ‘경고(alarm)’ 역할을 하였다. 부정적인 경제 뉴스 보도는 대

중들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Goidel et al., 1995). 다만 감시의 기능을 수행

하려 하다 보니 언론은 이른바 ‘나쁜(negative)’ 뉴스를 선호하고, 실제

경제 위기를 알리는 기사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

면 경제 호전을 알리는 긍정적인 기사는 경제상황이 개선 되어도 증가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Harrington, 1989: Soroka, 2006: Ju, 2008).

최근에는 질병을 포함한 건강 의제에 관해서도 언론의 환경 감시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언론이 위협을 감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뉴

스 보도량이 실제 위험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점검

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보도 경향 가운데 양적인 측면

을 살펴봄으로써 언론 보도가 실제 위험 현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Fung et al., 2015).

위협을 감지하려는 속성을 가진 언론은 이미 알려진 건강 위협보다 새

롭게 출몰하는 건강 위협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 언론 데

이터베이스 LexisNexis에서 2003년 사스, 웨스트 나일 열병(West Nile

Fever)과 같은 신종 출몰형 질병에 관한 기사는 10만 건을 넘어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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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나 흡연, 운동부족과 같이 알려진 건강 위협에 대한 보도는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Bomilitz & Briezis, 2008). 한국 언론도 사

스와 신종플루 같은 신종 출몰형 질병에 대해서는 집중 보도하며 위험

인식의 확산에 순기능을 수행한 반면 올바른 정보 제공이 필요한 만성질

환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주영기 & 유명

순, 2010). 또한 에볼라와 같은 신종 출몰형 질병에 대한 보도에서 언론

은 대중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피해에

집중된 보도로 질병에 대한 공포(panic)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Obukoadata, 2014).

환경감시기능이 자연 재해와 전쟁, 건강 공포 등이 발생하는 시기에 무

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는 것 뿐 만 아니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

여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역할임을 감안할 때 앞선 연구를 통해 밝혀

진 그동안의 질병 보도는 질병의 확산이나 피해에 대해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건강한 환경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제의 심각

성과 원인을 알리는 것 뿐 아니라 그 적절한 해결 방법에 대한 제시가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된 바 있다(유명순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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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프레이밍 (Framing)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보도 양상을 분석하는 또 다른 연구 경향은 언

론 보도가 해당 위험 사안의 어떤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주영기 & 유명순, 2016). 이는 뉴스 보도가 대중에게 무엇에 대

해 생각할지 알려 주는 것에서 나아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를 틀 짓기, 프레이밍(Framing)이라 한다

(Goffman, 1974 : Weaver, 2007)

엔트먼(Entman, 1993)은 인지된 현실의 일부분을 선택하고 이것을 더

현저한 의사소통 텍스트로 만들어서 문제의 진단과, 해석, 도덕적 평가,

그리고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디어의 프레이밍이라고 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내렸다. 실제 두 건의 민간 항공기 격추사건에 대해 미

국 언론이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기사를 구성하였음을 보여주며, 프레임

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다고 설

명하였다(Entman, 1991). 그리고 프레이밍이 단순히 언론 기사의 선택과

배제로 구성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프레이밍의 결과는 개

인은 물론 공중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Entman, 1993:

Scheufele, 1999).

미디어 프레이밍, 즉 언론매체들이 기사를 구성하는 방식이 공중의 인

식, 여론을 움직이는 하나의 작동 기제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위험

보도의 프레이밍 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공중의 위험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실용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주영기 & 유명순,

2016). 이 같은 관점에서 건강과 관련된 뉴스, 특히 공중보건 위기 상황

인 신종 출몰형 감염병 보도에 대한 프레이밍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 왔

다. 신종 감염병 보도에 대한 프레이밍 연구 동향은 아래의 [표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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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프레임 주요 결과

Beaudoin

(2007)

사스(SARS)

책임 귀인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인간적 흥미 Human Interest

경제적 결과 Economic Consequence

심각성 Severity

미국과 중국 언론 보도

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

이 우세했고, 특히 중국

보도는 책임 귀인 프레

임이 미미했음

김효경

권상희

(2011)

신종플루(H1N1)

경제적 결과

공적 의제, 재난 인식

조선일보와 경향 신문,

시기에 따라 보도 프

레임이 달랐음

주영기

유명순

(2011)

신종플루(H1N1)

진단 :피해, 증상

예후 : 개인수칙, 공중보건

피해와 증상에 대한 진

단 프레임이 예후 프레

임보다 우세했음
송해룡

조항민

(2015)

에볼라 (Ebola)

책임 귀인, 인간적 흥미, 갈등

의학 예방, 위험 사회, 상업적 정책

문제 심각성과 통계, 숫

자 등 통한 위험 강조

‘위험 프레임’ 두드러짐

박건숙

(2016)

신종플루(H1N1), 메르스(MERS)

통제 프레임, 국가 재난 프레임,

경제 위기 프레임

통제 프레임, 재난 프레

임, 경제 위기 프레임

순으로 확인

최믿음

정희수

(2018)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사실 전달 프레임

정보성 프레임

감정적 프레임

책임 프레임

사실 전달 프레임의 비

중 높음, 정보성 프레임

의 비중 낮음. 재난 위

험성만 강조, 실효성 있

는 방법 안내는 부족

하진홍

임혜준

(2020)

사스(SARS), 조류독감(AI), 신종플루

책임 귀인, 인간적 흥미,

심각성, 경제적 결과,

행동, 새로운 증거

심각성 프레임이 많이

활용, 공중들은 낙관적

편향성 작용. 실제 느끼

는 심각성 간 차이 발

생

박주현

(2020)

코로나19

사건 중심 프레임, 주제 중심 프레임

사건/주제 혼합 프레임

사회적 위기대처

책임귀인

코로나19 위험 이슈 보

도에서, 신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프레임, 보

도내용 차이 확인

[표 1] 신종 감염병 보도 프레이밍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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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사스에 관한 보도를 ‘책임 귀인’ ‘인간적 흥미’ ‘경제적 결과’

‘심각성’ 네 가지 프레임으로 구분한 연구에서는 미국 AP통신과 중국 신

화통신의 보도 양태를 파악하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으로 신화통신 보도

에는 책임 귀인 유목의 빈도가 적었고 이는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하였다(Beaudoin,

2007). 2009년 신종플루 보도에서는 예방대책을 다룬 프레임보다 피해를

진단하는 프레임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주영기 & 유명순,

2011) 사스와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기사의 프레임에서도

‘심각성’ 프레임이 뉴스 보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하진홍

& 임혜준, 2020).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 당시 보도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통계, 숫자 등을 통해 위험을 강조하는 ‘위험 프레임’이 가장

우세했고(송해룡 & 조항민, 2015), 2018년 지카 바이러스 보도에서도 사

실 전달 프레임의 비중이 높고 정보성 프레임의 비중은 낮아, 재난의 위

험성만 강조한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최믿음 & 정희수, 2018).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그동안의 신종 감염병 보도는 새

로운 바이러스의 확산과 피해 진단에 치우친 보도가 많은 반면, 질병에

대한 대응이나 예후에 대한 보도 비중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를 접한 대중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보에 부족함을 느낌과 동시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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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감염병 보도준칙

이와 같은 기존 신종 감염병 보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과

적인 감염병 보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유연(2011)은 ‘신종인플루엔

자 대유행 보도, 정보의 질 분석 연구’를 통해 질병 대유행 보도 주요 원

칙을 정하고, 실제 얼마나 준수하였는지 내용분석으로 보도의 ‘질’을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언론의 감염병 보도 원칙 첫 번째가 배경정보와 대처

요령 등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

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이는 표준화된 지침이 아니고 미국 질병

통제예방센터의 위험커뮤니케이션 통합모형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마련한 조류독감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정리한

유목이라는 제한점을 가진다.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언론사와 언론단체들은 ‘윤리강

령’을 만들어서 소속 언론인들에게 취재와 보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경호, 2003). 정부의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일환으로 한국기자협회

는 2004년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하였고, 2011년에는 국가인권위원

회와 인권보도준칙을 마련한 바 있다(심미선, 2013).

감염병 보도에 대한 공론화된 최초의 지침은 2012년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단과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수행한 연구용

역 결과로 탄생한 결과물이었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언론이 어떤 기

여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에 답을 내기 위해, 실제로 기자들이 참여하여

준칙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귀옥, 2015). 당해 5월 보도준칙 발간

사에는 “사스나 A형 독감 같은 감염병의 예에서 이미 언론보도가 일반

인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의료담당기자들이 체험한 바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언론보도를 만들어갈 목적으로 보도준칙을 만들었다”는 글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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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보도 준칙 주요 내용

감염병 보도 정확성

-사실로 밝혀진 정보 제공, 신뢰할 근거 필요

-부정확한 정보나 사실이 전달되지 않도록 보도 경쟁

자제

감염보도 일반 사항

-취약 집단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예방법과 행동수칙을 우선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

-필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와 의료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전문 용어나 의학적 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혼돈 완화

불확실성 관련 보도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

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도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되, 정확한 조사 결과

가 나오기까지 추측, 과장 보도 자제

관련 연구 결과 보도

-새로운 연구결과가 특정 제약사 이익과 관련 이 있

는지, 정부의 기존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과정 중의 단계적 결과물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확인하여 보도

감염 가능성 보도

-감염 가능성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보도

해야 하며,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해야함

-감염 가능성과 증가율, 사망예상자를 비율로 제시하

는 경우 실제 수치를 함께 전달

-감염 규모를 숫자로 전달하는 경우 그 단위가 사건인

지, 사례인지, 감염인의 수인지 명확하게 전달

감염인에 대한 보도

-감염인 신상에 관한 보도는 차별이나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함

-환자 및 감염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

대한 배려. 즉, 환자 및 감염자, 그리고 가족의 개인정

보를 보호

감염병 보도에서 주의가

필요한 표현

-병의 규모, 증상, 결과에 대한 과장된 표현 자제

-증상에 대해 자극적인 수식어 사용 자제

-다른 감염병과 오인하는 표현 쓰지 않도록 주의

[표 2] 감염병 보도준칙 (2012년)



- 16 -

감염병 보도의 정확성, 감염병 보도의 일반사항, 신종 감염병의 불확

실성 관련 보도, 감염병 관련 연구 결과의 보도,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

도, 감염인에 대한 보도, 감염병 보도에서 주의가 필요한 표현 등 7가지

사항을 기본으로 하는데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다만 2004년 자살보

도 권고기준, 2011년 인권보도준칙 등이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만들어져

오프라인 매체와 온라인 매체 등에 널리 공론화된 것과 달리, 감염병보

도준칙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게만 공유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후 한국기자협회는 정관에 ‘재난보도 준칙’을 마련하였다. 2014년 세

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재난에는 지진과 홍수 등 ‘자연 재난’

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재난에는 사고 및 ‘급

성 감염병’, ‘인수공통전염병’과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창궐 등 질병재난이 포함된다.

감염병에 특화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준칙에 그치는 점은 아쉬운 부

분이다. 하지만 신종 감염병 보도 프레이밍 연구에서 감염병에 대한 정

재난 보도준칙 주요내용

일반준칙

정확한 보도

인명구조와 수습 우선

피해의 최소화

예방 정보 제공

비윤리적 취재 금지

통제지역 취재

현장 데스크 운영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공적 정보의 취급

취재원에 대한 검증

유언비어 방지

단편적인 정보의 보도

선정적 보도 지양

감정적 표현 자제

정정과 반론보도

[표 3] 재난 보도준칙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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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 것을 감안할 때, 감염병 보도 준

칙과 재난 보도 준칙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예방정보 제공’과 재난 상황

에 대한 ’정확한 보도’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위의

보도준칙을 적용하여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언론보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도 같은 문제가 제기 되었다(허용강 외, 2015). ‘감염병 보도지침’ 가운데

‘의학적으로 밝혀진 정보의 존재 여부’ ‘이해관계자들의 특정 이익에 대

한 사항 제시 여부’ 등이 코딩 유목으로 반영되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언론 보도가 감염병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인간 흥미 프

레임에 치중하였으며 개인적 수준의 대처 방법 제시가 미흡했다는 결론

이 도출되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신종 감염병 보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기사에서 ‘슈퍼박테리아’라는 용어 뿐 아니라 불안감을 촉발시키는 ‘감염’

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박기수, 2014), 위험

공포식 기사에 대한 대중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어휘를 사용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였다(전지영, 2017).

또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하여 신종 감염병 기사에 자극적인 용어 사용

이 만연하고, 예방 저널리즘에 대한 보도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김태종, 2020).

이 같은 선행 연구 결과에 비춰볼 때 보도준칙 속에 제시된 ‘감염병

보도에서 주의가 필요한 표현’ 혹은 ‘감정적 표현 자제’ 항목도 언론 보

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보도에

서는 ‘혐오 표현’과 ‘감정적 표현’ 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난 보도준칙

에 빗대어 살펴보았을 때 진보 언론이 보수 언론보다 감정적 표현 위반

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김영욱 외, 2015). 기사 속 자극적인 표

현 등에 대한 주의와 지적은 아래의 [표 4] 와 같이 최근의 신종 감염병

연구 동향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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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준칙에 명시된 ‘감염인에 대한 보도’는 2015년 메르스의 경험을

겪으며 더 중요해 졌다고 할 수 있다. 메르스 발생 당시 국내 언론보도

는 감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는 초기 병원 명칭 등 정보 공개에 대한 정부와 언론 간 혼선에서 비롯

되었다. 또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개인 정보가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되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문제가 나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

도록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박미정,

논문 데이터 분석모델 주요 결과

박 기 수

(2014)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약 28개 언론사 대상 229건 다제

내성균 관련 기사 분석

언어네트워크

분석

‘슈퍼박테리아’가

가장 많이 사용되

고 불안감을 촉발

시키는 ‘감염’ 용

어 많이 사용

전 지 영

(2017)

조선, 중앙, 동아 등 3대 일간지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에서

지카바이러스, 야생진드기, 다제내성균

관련 기사 2016년 9월30일까지 취합,

총 534건의 기사를 분석

코퍼스

언어네트워크

분석

가치중립적인 기

사보다 위험공포

식의 기사에 호응

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자극적

이고 선정적인 어

휘를 사용함

김 태 종

(2020)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3월 11

일까지 보도된 47,816건의 뉴스 빅데이

터를 감염병 위기경보 4개 시기로 구

분하여 언론의 주요 의제 파악

토픽모델링

분석

자극적인 용어 사

용, 예방 저널리즘

부족, 정부의 적극

적인 대응이 언론

의 주목을 받았고

시민들의 위기극

복 노력이 부각

손 달 임

(2020)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6월 30

일까지

주요 일간지 및 방송사코로나 관련 뉴

스 기사 제목을 수집, 언어 표현에 나

타난 특징을 파악

언어 표현

분석

언론이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

감염자에 대한 혐

오와 폭력적 시선

을 어떻게 조장하

고 확산시키는지

도 살핌

[표 4] 신종 감염병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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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진나영 외, 2018). 하지만 이후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였다. 보건당국은 전세기를 통해 우한 교민을 국내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교민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거나 침해될 것을 우

려해 기자들에게 지난 2012년 복지부 출입기자단이 만들었던 ‘감염병 보

도준칙’을 지켜주길 권고한다는 연락을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

가 가속화 되자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는 ‘코로나19 보도준칙’을

새롭게 발표하고, 이틀 뒤 중앙방역대책본부를 통해 배포하기 시작하였

다. 코로나19 보도준칙은 코로나 19에 대한 혐오 표현 등을 자제하기 위

해 마련된 권고안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는 방송기자연합회, 한국

과학기자협회 등 3개 단체와 공동 명의로 ‘감염병 보도준칙(2020)’을 제

정하였다. 앞서 제정된 보도준칙이 공론화에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보다 공식적인 형태로 보도준칙을 배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또한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

도,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등 7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보도준칙
1. 코로나19 취재 및 보도 기자에 대한 안전장비 충분히 지급

2. 코로나19 보도 및 방송에서 공식 병명 사용 및 지역 명 넣은 용어 사용

자제

3. 유튜브 등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자제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 자제

-지역 간, 계층 간 성별 간, 인종 간, 종교 간 갈등 야기하는 보도 금지

-재난 사고 취재 시 존엄성 침해하거나 피해자 치료 방해하는 행위 금지

-병원, 요양소 등 취재 시 신분 밝히고 비공개 지역 허가 없이 출입 금지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사용 자제

[표 5] 코로나19 보도준칙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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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롭게 제정된 감염병 보도준칙 가

운데 6가지 원칙은 앞서 2012년 만들어진 준칙과 제목과 내용면에서 유

사하다. 2012년에는 감염병 보도의 정확성 원칙이 개별적으로 마련되었

고, 2020년에는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에 대한 원칙이 새롭게 생성되었

다. 특히 감염병 보도에 주의가 필요한 표현 항목의 경우 오히려 과거의

보도준칙이 ‘감염병의 규모, 증상, 결과’에 대한 표현을 주의해야 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은 부록[Appendix 1,2,3] 에

별첨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보도 권고안은 관

련 언론보도현황을 어떤 기준에 맞춰 점검하면 좋을지 계기를 마련해 주

었다. 다만, 그 내용이 과거와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원칙들이

주요하다는 방증임과 동시에, 8년이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감염병 보도준칙 (2012) 감염병 보도준칙 (2020)

감염병 보도 정확성

감염보도 일반 사항 감염병 보도의 기본내용 유사

불확실성 관련 보도 신종 감염병의 보도 유사

관련 연구 결과 보도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유사

감염 가능성 보도 감염 가능성에 대한 모도 유사

감염인에 대한 보도 감염인데 대한 취재·보도 유사

감염병 보도에서 주의가 필요한

표현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유사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표 6] 감염병 보도준칙 비교 (2012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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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국내 언론의 보도준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이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연구방법 가운데 하나

로, 문서나 영상자료에서 변인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측정하

여 그 변인들의 양적인 관계를 조사하는 분석 방법이다(Krippendorf,

1980 : Kerlinger, 2000). 분석할 자료의 범위와 변인을 결정하고, 이에

적합한 코딩 유목을 도출하여 훈련된 코더가 코딩을 진행한다. 이후 신

뢰도 검증을 통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Wimmer &

Dominick, 2013) 이를 토대로 자료가 담고 있는 메시지의 집합을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였는지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코딩 유목을 참고하여 연구

자가 실제 기사를 읽으며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전

문가의 자문을 거쳐 해당 유목이 내용분석의 주요 목적인 메시지의 특성

을 설명할 수 있을지 확인하였다. 연구자가 전체 코딩을 실시하되, 연구

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명의 코더들이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동일한 코드북으로 코딩을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보도한 신문과 방송 기사이다. 먼

저 종합 일간지는 구독수와 신문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여 2019년 한국

ABC협회 기준 유료 부수 1위 조선일보(1,308,395부)와 7위 한겨레신문

(214,832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발행 부수 면에서 2, 3위를 차지하

는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와 정치적 지향이 같기에 제외하였고,

후 순위인 매일경제신문과 농민신문, 한국경제신문은 종합 일간지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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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종합 일간지 가

운데 한겨레신문의 구독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5)

방송 뉴스 기사를 포함한 것은 같은 ‘코로나19’ 관련 보도라고 하더라

도 신문과 방송의 전달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특히 ‘감염병 보도준

칙’의 경우 준수 여부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

구 대상으로는 3개의 지상파 방송 뉴스 가운데 공영방송이면서 국가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와 민영방송인 SBS를 선정하였다. MBC의 경우

KBS와 같은 공영방송 이어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우리나라에 출범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jtbc 뉴스를 포함 하

였다. 두 매체는 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한 통합시청점유율에서 4개

의 종합편성채널 가운데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TV조선 메인뉴스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반면 jtbc 메인뉴스는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을

보인다고 평가받고 있어 신문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다른

보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사 수집 기간은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였다. 코로나19는 아직 종식 선

언이 되지 않은 현재진행형 이기 때문에, 해당기간은 감염병이 발생한

초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보건학적인 측

면에서 감염병 초기 효과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향후 확산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 국내에 신종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초기의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감염병 경보가 ‘심각’에

이르게 되면서 우리는 사회적 혼란과 무분별한 파급효과를 겪었다. 바이

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확진 환자가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산 공

포로 인한 손 소독제 품귀, 마스크 대란을 격기도 하였고 사회적 거리두

기와 같은 생소한 단어를 습득하며, 개인방역의 중요성을 실감하기도 하

5) 한국ABC협회 <2019년도 일간신문 발행 유료부수>

http://www.kabc.or.kr/about/notices/10000000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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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같은 감염병 초기 상황을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보는 작업은, 언

론이 감염병 보도의 목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하였는지 확인하고 후속 대

응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사 수집 시점은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이 아닌

의심 환자 발생인 8일로 설정하였다. 이는 언론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

나인 ‘환경 감시기능’을 보기 위함이다. 외재적인 위협 요인을 감지하여

주변 환경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 기능을 언론이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확

인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로 격상되기 전인 ‘관심’ 단

계일 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6개 언론사의 공개된 자료인 뉴스 기사를 분석한

것으로 개별 연구 참여자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인간 대상 연구가 아니기

에 2020년 3월 10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심의 면제

를 확인 받았다(SNUIRB-2020-NH-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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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 수집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창에서 앞서 선정한 6개 매체의

보도를 검색하였다. ‘코로나’ 또는 ‘우한’으로 검색하여 해당 키워드 중

한 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모든 기사를 먼저 수집하였다. 포털에서 제공

하는 뉴스 검색 옵션을 이용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지면’, KBS

와 SBS, TV조선, jtbc 방송은 ‘동영상’ 뉴스로 한정하였다. 위의 기준으

로 검색을 수행하여, 조선일보 3064건, 한겨레신문 1936건, KBS 9135건,

SBS 3648건, TV조선 1456건, jtbc 2846건 총 2만2085건의 기사가 확인

되었다.

다만 하루에 1회 지면을 발행하는 신문과 달리 방송의 경우 다양한 뉴

스 시간대에 비슷하거나 똑같은 기사를 방송하고 있었고, 기사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각 사의 메인뉴스 KBS <뉴스9>, SBS <뉴스8>, TV조선

<뉴스9>, jtbc <뉴스룸>에 해당하는 기사로 한차례 더 추출 작업을 수

행하여 9775건의 기사를 확보하였다.

이후 내용 관련성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 자료를 분류하였다. 헤드라인

과 오늘의 주요뉴스처럼 본 기사에 대한 예고성 기사와 TV프로그램, 광

고성 기사는 제외하였고(N=221건) 기자나 앵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

한 ‘사설’, ‘칼럼’, ‘오피니언’ 형식의 기사는 코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N=876건). 끝으로 ‘코로나’, ‘우한’ 검색어가 기사의 1차 소재가 아니거

나 관련이 없을 경우를 제외(N=1470건)하여 최종적으로 조선일보 1933

건, 한겨레신문 1192건, KBS 988건, SBS 1040건, TV조선 754건, jtbc

1301건 등 총 7208건의 기사가 추출되었다. 이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기

사량의 증감과, 주요 내용 프레임 등을 확인하였다.

감염병 보도준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종 분석대상에서 각

매체 마다 15%의 기사를 통계 프로그램 SPSS 22.0을 통해 무작위로 추

출하였다. 감염병 보도준칙 확인을 위해 사용된 기사는 조선일보 2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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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84건, KBS 129건, SBS 158건, TV조선 109건 jtbc 206건

등 총 1084건 이다. 연구대상 선정과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내용분석 연구대상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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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코딩 유목 및 조작적 정의

1. 일반 정보

먼저 신문과 방송 기사의 빈도, 유형 등 일반적인 정보를 분석하기 위

하여 언론 매체, 기사 제목과 날짜, 기사 분야, 국내 관련 뉴스인지 해외

관련 뉴스인지 여부 등을 코딩유목으로 생성하였다. 기사 분야의 경우

한국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빅 카인즈, 뉴스 검색 및 빅 데이터 사이트

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정치’, ‘사회·정책’, ‘경제’, ‘국제’, ‘문화·연예’, ‘스

포츠’, ‘생활·건강’, ‘기타’ 등 총 8개 항목으로 나누었다. 코로나19는 해외

에서 유입된 감염병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유행하고 있는 질병인

만큼 뉴스가 국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지, 해외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지 여부도 코딩 유목에 넣어 분류하였다.

2. 주요 내용 프레임

코로나19 보도에 대한 주요 프레임 측정을 위한 코딩 유목은 선행연구

에서 사용된 틀을 활용하되, 데이터 수집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프레임

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먼저 세멧코와 발켄버그

(Semetko & Valkenburg, 2000)의 5가지 내용적 분석 프레임 ‘갈등’, ‘인

간적 흥미’, ‘귀인’, ‘경제적 결과’, ‘도덕적 프레임’과 언론의 미세먼지 보

도를 내용분석으로 연구한 김영욱(2015)의 분석 틀에서 ‘사회경제적 여

파’, ‘원인 및 책임’, ‘갈등’에 대한 프레임을 차용하였다.

본 연구가 감염병 보도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감안하여 감염병 보도를

피해와 증상이 포함된 ‘진단’, 개인수칙과 공중보건에 관한 내용이 담긴

‘예후’ 프레임으로 구분해 분석한 주영기와 유명순(2011)의 연구를 참고

하였다. 또 감염병 보도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 기사가 건강 및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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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안을 담고 있는지, 경제적 여파와 사회적 여파 등을 포함하고 있

는지 구분한 유연(2011)의 연구에서 ‘감염 현황’과 ‘질병 특성’ 프레임을

차용하였다.

기존 연구의 경우 ‘대응’ 부분을 ‘개인적 대응’과 ‘공중 보건적 대응’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거나, ‘치료’ ‘공중보건학적 감염통제 조처’ ‘예방접종

관련 사안’ ‘개인수준 대처요령’ 등으로 세분화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개인적 대응’과 ‘시민사회 대응’을 구분하고, 공중보건학

적 대응의 경우 ‘방역적 대응’ ‘의학적 대응’,‘사회 경제적 대응’으로 보다

세분화 하였다. 해당 프레임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의 기사는 ‘기타’로 분

류 하였다. 프레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뉴스 기사에서 프레임을 찾아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목과 기사의 첫 문장인 리드와 앵커멘트에 한정하여 코딩유목으로 제

시된 프레임을 발견하는데 집중하였다. 보편적으로 기사는 역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다(이재경 외., 2001). 리드는 기사의 맨 앞에 기사 전체의 요

점을 간추려서 쓴 짧은 핵심 문장으로, 방송뉴스에서는 기사의 주요 내

용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앵커멘트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양선희,

2017). 팬과 코시키(Pan&Kosiki, 1993)는 미디어 프레임을 ‘구문론적 구

조’, ‘이야기 구조’, ‘주제적 구조’, ‘수사적 구조’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

데, ‘구문론적 구조’에서 제목과 리드가 주요 프레이밍 장치가 될 수 있

다고 하였다(주영기 & 유명순, 2010). 이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리드가

아닌 본문 등에서 다른 성격의 프레이밍이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코

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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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조작적 정의 기사 제목

감염현황

코로나19 감염 확인, 감염 확대

축소 전망 등 ‘의료적 피해’에

초점 맞춘 보도

“‘중국 폐렴’ 증상자 국내 첫

발생”

“中 우한 폐렴, 하루 만에 또

17명 추가 확진”

질병 특성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

병원체의 의학적 성질에 초점을

맞춘 경우

“신종코로나 첫 임상보고서 나

왔다...‘빠르고 치명적’ 이유는?”

사회경제

여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와 여파 등 비의료적 피해

“‘신종코로나’ 中 부품 끊긴 쌍

용차 ‘임시 휴업’”

원인,책임

코로나19 발병 원인 강조한 보

도. 발병 책임이 어디 있는지 따

져보는 보도 포함

“확진자 70% ‘신천지 연관’…

대구 신도 500여 명 “증상 있

다”“

갈등

코로나19와 관련된 행위 주체들

간의 대립이나 갈등을 강조한

프레임

“靑·총리실·복지부, 컨트롤타워

대체 어딥니까”

개인

대응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에 초점

을 맞춘 보도

“물비누로 손씻기, 마스크는 빈

틈없이…'검증된 코로나 예방

법'”

시민사회

대응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에 초점을

맞춘 보도

“연대의 손길도 전염되길…광

주시민사회, 중국에 마스크 긴

급 전달”
방역적

대응

정부, 방역당국의 감염통제를 위

한 방역 활동에 관한 보도

“고양·부천·수원 유치원, 일주

일 휴업”

의학적

대응

정부, 방역당국에서 실시하는 치

료 관련 대응

“전국 음압병상 1,027개…“부족

하면 중증 환자 우선 배정”“

사회경제

대응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책

“코로나 추경 편성”…“모든 조

치 실시”

기타

위의 프레임에 해당하지 않는

보도, 팩트체크 혹은 르포기사

등 인간적 흥미 위주의 보도

“[사실은] 김치가 예방 효과?…

'신종코로나' 루머와 진실”

“우한 영사관 직원들 "전세기

띄워 보내고 펑펑 울었다"

[표 7] 주요 프레임 및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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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 보도준칙

감염병 보도준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2년 발표된 보건복지

부 출입기자단의 감염병 보도준칙과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기

자협회에서 새롭게 발표한 보도준칙을 유목화 하고, 기사를 읽으며 발견

된 필요한 유목을 귀납적으로 추가하였다. 먼저 감염병 보도에 포함되어

야 할 기본정보를 얼마나 충실하게 보도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부분은

보도준칙의 ‘내용적 측면’으로 분류하였고, 어떻게 표현하였는지는 ‘표현

적 측면’으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였다.

‘내용적 측면’ 기본 정보에는 1) 감염병의 예방법 및 행동 수칙을 언급

했는지 여부 2)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3) 해

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었는지 여부 4) 취약집단에 대한 대처를

언급하였는지 여부를 코딩 유목으로 생성하였다. 보도준칙에는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당 취약

집단에 어떠한 대처를 하였는지를 추가로 유목화 함으로써, 해당 보도가

단편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는지 혹은 취약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내용적 측면 중에서 보도 내용의 보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는 1)해당 기사가 의학적 정보를 담고 있는지 여부, 2)정보

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였다. 기사 내 발견되는 정보원의 경우 ‘한국정

부’, ‘외국정부’, ‘국제기구’, ‘의료제공자’, ‘국내전문가’, ‘해외전문가’, ‘시민

사회’, ‘기타’로 중복 코딩하였다. 3) 연구 결과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지

4) 연구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면 해당 연구의 단계에 대한 언급을 하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6조 2항은 감염병 예방 및 감

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의 인적사항과 위치정보를 요청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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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초기 확진 환자의 동선을 세세하게 공개하

였고, 언론에도 이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그 기준

이 달라 일부에서 성별과 나이, 거주지, 직장정보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

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생겼고, 정부는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는

것으로 4월 12일 확진자 동선 등 정보공개 안내 지침 2판을 발표 하였

다.7) 이에 따라 보도준칙 코딩 시 감염인의 성별과 나이, 거주지, 직장정

보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정보 유출이라 판단하였다. 5) 감

염인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는지, 6)감염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코딩 유목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켰고,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

는지 텍스트로 추가 기입하였다.

감염병 보도준칙 가운데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표현적

측면’이다. 모든 매체가 코로나19에 대한 보도를 하지만, 그 표현의 방식

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사스, 메르스 등의 감염병

을겪은 이후 마련된 보도준칙은 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질병의 공식

용어를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하지만 실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 ‘우한폐렴’과 같이 지역 명칭을 담은 용

어가 자주 등장하였고, 보건당국의 권고 이후에도 일부 매체에서는 공식

용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한 곳이 있었기에 코딩 유목을 생성 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도준칙은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으로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을 예시로 두고 있다. 다제내성균과 관련된 보도에서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이란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거 광우병 기사에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뻥 뚫리는 무서운 병’과 같은 표현을 실제 준칙에 명시하며 보도

에 주의할 표현이라고 하였다 (감염병 보도준칙, 2012). 이처럼 극단적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7)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 동선 등 정보공개 안내(2판)>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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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상태 자체를 표현하거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켜 독

자의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현들을 사용했을 경우,

이를 ‘감정촉발(Outrage)’ 표현 사용으로 정의 하였다. 1) 기사의 제목에

자극적인, 감정촉발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2) 본문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를 ‘사용=1’ ‘비사용=0’으로 코딩하였고, 사용하였다면 어떤 표현을 썼는

지 텍스트로 명시하였다. 3)다른 감염병과 비교하였는지 여부도 ‘비교=1’

‘비교하지 않음=0’으로 코딩하였고 비교한 감염병이 무엇이었는지 텍스

트로 설명하였다. 4)‘코로나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19’와 같은 공식용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사용=1’ ‘비사

용=0’으로 코딩하였다. 공식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표

현을 텍스트로 명시하였다. 5) 전문용어나 의학용어를 쉽게 풀어 썼는지

여부와 6)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게재된 적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보

도준칙 유목 및 조작적 정의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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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준칙 이름 조작적 정의 입력값

내용적

측면

기본정보

Q. 감염병의 예방법 및 행동 수칙을 언급했는가?

ex) “손을 잘 씻고 기침예절 준수” 등

0=언급 안함

1=언급함

Q.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ex) ‘1339 콜센터’,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

Q.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 주었는가?

ex) “기저질환자에 취약” “어린이, 노약자 취약”

Q. 취약집단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언급하였는가?

신뢰성 및

투명성

Q. 해당 기사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정보를 언급하고 있는가?

ex) “CDC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에...

0=언급 안함

1=언급함
Q. 정보원은 누구인가? (중복 입력)

0=출처 없음 1=한국정부 2=외국정부 3=국제기구 4=의료제공자

5=국내 전문가 6=해외 전문가 7=시민사회 8=기타

숫자

Q. 감염병 관련 연구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가?
0=언급 안함

1=언급함
Q. 연구 결과가 중간 단계인지, 최종 결과물인지 확인을 했는가?

0=언급안함 1=중간 2=최종
숫자

Q. 감염인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였는가?
0=언급 안함

1=언급함

Q. 감염인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유출된 개인 정보 서술 문자

[표 8] 보도준칙 유목 및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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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적

측면

주의해야

할

표현

Q.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재앙, 두려움, 치명적인

등 감정을 촉발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0=사용 안함

1=사용함

Q. 사용한 표현 서술 문자

Q.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재앙, 두려움, 치명적인

등 감정을 촉발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0=사용 안함

1=사용함

Q. 사용한 표현 서술 문자

Q.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 비교했는가?
0=비교 안함

1=비교함
Q. 비교한 감염병 설명

1 : 메르스 2: 사스 3: 독감 4: 기타 (문자 직접 입력)
숫자

공식용어

Q. ‘코로나19’ 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용어를 사용했는가?
0=사용 안함

1=사용함
Q. 공식용어 대신 사용한 표현

1: 우한폐렴 2: 우한코로나 3: 중국폐렴 4: 중국코로나 5: 기타
숫자

의학 용어 Q. 전문, 의학용어를 쉽게 풀어 썼는가?
0=안 풀어 씀

1=풀어 씀
정정/반론

보도
Q. 정정과 반론보도를 하였는가?

0=보도 안함

1=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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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신뢰도

코로나19 보도의 내용적 프레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전문가의 자

문을 거쳐 코딩유목과 조작적 정의가 담긴 코드북을 완성하였다. 연구자

가 이를 습득한 뒤 100건의 기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1차 코딩을 실시

하였다. 이후 예후 프레임 부분에 대한 코딩 유목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

으로 코드북을 수정하였고 본 코딩을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전체 코딩을

진행하되, 해당 유목에 대한 신뢰도를 보기 위하여 전체 기사 7208건의

약 5%에 해당하는 300건의 기사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직 종사자 1명이

코딩 유목과 조작적 정의를 충분히 습득한 뒤 연구자와 중복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ohen’s Kappa 값 0.81로, 신뢰도 확보기준 값인

0.70을 초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감염병 보도준칙 코딩도 앞서 내용적 프레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코드북을 제작하였다. 보도준칙에서 필요한 코딩 유

목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한 뒤 자문 받는 과정을 거

쳤다. 연구자가 전체 1084건의 기사에 대한 코딩을 진행하되, 이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116건에 대해서는 코드북을 숙지한 코더 1명이 연구

자와 동시에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복 코딩이 필요한 정보원, 기사 제목

과 본문에 어떤 감정 촉발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문자로 기술하여야 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두 코더 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Kappa값

0.70~0.80의 일치도를 보였으나, 감염병 예방법 및 행동수칙 언급에 대해

서는 0.62의 낮은 점수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실제 기사를 참고하여

조작적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였고, 이후 새롭게 코더 간 신뢰도를 구한

결과 0.71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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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코로나19 보도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 언론 보도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6개 매체의 코로

나19 관련 기사는 8개 분야 가운데 사회·정책 분야에서 가장 많이 게재

되고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과 같은 신문 매체는

사회·정책 기사 비중이 35.8%와 28.2%로 나타났고, KBS와 SBS, TV조

선, jtbc 같은 방송 매체는 전체 기사의 50% 이상이 사회·정책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체별로 국제 분야 기사의 비중이 각각 전체 기사의 약 20%를 차지하

였다. 코로나19는 해외에서 확산소식이 먼저 전해진데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만큼 국제 분야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등 신문 매체 두 곳에서는 경제

분야 기사가 각각 20%를 웃돌았고, 방송에서는 10%대로 나타났다. 정치

분야 기사의 비중도 매체별로 약 10%에 이르렀고, 그 외에는 스포츠, 문

화, 기타, 생활·건강 순으로 기사가 분포되었다.

조선일보의 전체 기사에 국내 상황과 관련된 기사는 1230건(63.6%), 해

외 코로나19 관련 기사는 703건(36.4%)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의 경

우 국내 895건(75%), 해외 297건(25%), KBS는 국내 762건(77.1%), 해외

226건(22.9%), SBS는 국내 773건(74.3%), 해외 267건(26.7%)의 분포를

보였다. TV조선 기사에서 국내 기사는 570건(75.6%), 해외 관련 기사는

184건(24.4%), jtbc에서 국내 코로나19 관련 기사는 996건(76.5%), 해외

상황기사는 305건(23.5%)으로 나타났다.



- 36 -

분야

매체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TV조선 jtbc 전체

정치 204 10.6% 112 9.4% 97 9.8% 102 9.8% 93 12.3% 123 9.5% 731 10.1%

사회·정책 692 35.8% 336 28.2% 544 55.1% 536 51.5% 411 54.5% 731 56.2% 3250 45.1%

경제 439 22.7% 276 23.2% 106 10.7% 137 13.2% 81 10.7% 133 10.2% 1172 16.3%

국제 368 19.0% 236 19.8% 209 21.2% 209 20.1% 149 19.8% 277 21.3% 1448 20.1%

문화· 

연예
66 3.4% 18 1.5% 6 0.6% 0 0.0% 10 1.3% 22 1.7% 122 1.7%

스포츠 144 7.4% 73 6.1% 17 1.7% 51 4.9% 10 1.3% 15 1.2% 310 4.3%

생활· 

건강
0 0.0% 0 0.0%% 3 0.3% 5 0.5% 0 0.0% 0 0.0% 8 0.1%

기타 20 1.0% 141 11.8% 6 0.6% 0 0.0% 0 0.0% 0 0.0% 167 2.3%

소계
193

3
100.% 1192 100% 988 100%

104

0
100% 754 100% 1301 100% 7208 100%

[표 9] 매체별 코로나19 관련 보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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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코로나19 보도량

코로나19 국내 첫 의심 환자가 발생한 이후 3개월 동안, 6개 매체에서

하루 평균 79.21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매체별로 조선일보는 하루 평균

21.24건, 한겨레신문 13.10건, KBS 10.86건, SBS 11.43건, TV조선 8.26

건, jtbc 14.30건의 코로나19 관련보도가 확인되었다. 일별 기사량을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를 시행한 결과, 확진 환자 수 변화에 따라 기사

량이 변하는 경향을 보였다.(β= .102, p < .001)

주간 보도량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국내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처음

발생한 1월 8일, 9일이 포함된 첫째 주(1월 8일~ 1월 12일)는 조사 대상

6개 매체가 모두 의심 환자 발생에 대해 보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주에 해당하는 일주일간(1월 13일~ 1월 19일) 기사 량은 3개 매체

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한겨레신문은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첫째 주 2건

에서, 둘째 주 3건으로 늘었고, SBS는 5건에서 8건으로, jtbc는 3건에서

7건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KBS는 첫째 주와 둘째 주 모두 5건의 기사를

[그림 2] 일별 확진 환자 수와 6개 매체 기사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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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하였고 TV조선은 각각 1건씩 보도하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국내 첫

의심 환자 발생 전 “춘제 연휴 앞두고… 中 '미스터리 폐렴' 비상”(조선

일보, 2020.01.08.) 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에 대해 인지하였지만 보

도량은 첫째 주 4건, 둘째 주 1건으로 감소하였다.

기사량의 증가는 국내 첫 의심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고,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매체가 외부에서 오는 위협

을 감지하는 환경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이라 해석할 수 있다. 보도

내용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 일본에서도 확인(한겨레,

2020.01.16.)”, “中 폐렴 2번째 사망자 발생…국경 넘어 확산에 각국 '비

상'(TV조선, 2020.01.17.)”과 같이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집중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우한 폐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위험성과 예방법

은?(KBS, 2020. 01.09)”, “ 질본, 중국 폐렴 바이러스, 사스와 89% 유사

(jtbc, 2020. 01.13)"와 같이 병원체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언급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부터는 기사량이 크게 증가

하였다. 한 주간 확진 환자가 11명 발생한 1월 27일부터 2월 2일 사이

조선일보는 105건, 한겨레신문 75건, KBS 104건, SBS 108건, TV조선

91건, jtbc는 112건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신규 확진 환자가 27명 늘어난

2월 3일부터 2월 9일에도 기사량 급증세는 유지되었지만,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규 확진 환자가 2명으로 줄어들자, 보도량이 절반 가까

이 감소하였다.

이후 2월 17일 대구에서 국내 31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 경

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 환자수가 일주일 마다 573명, 3134명,

3398명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기사량 또한 조선일보 128건→218건,

한겨레신문 86건→144건 등으로 급증하였다. 다만 3월이 되면서 확진 환

자의 확산세는 2월 중순보다 잦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관

련 보도가 이어졌고, 4월이 되어서야 매체별 평균 기사량이 두 자릿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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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단계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상황에 맞는 위기 대응책을 마련한다.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은 관심

-주의-경계-심각 등 4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

생 또는 유행하였을 경우 이를 ‘관심(Blue)’ 단계로 분류하고 감염병 대

책반을 운영한다. 해외에서의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면 ‘주의

(Yellow)’단계로 위기 경보를 격상하게 되고,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

염병이 제한적인 전파가 확인될 때 ‘경계(Orange)’단계 경보를 발령한다.

이후 지역사회 전파나 전국적인 확산이 확인되면 위기경보의 가장 마지

막 단계인 ‘심각(Red)’를 발령해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된다.8)

실제 국내 언론보도는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기사량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1월 8일 국내 첫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으로 발령하였다. 당시 6개 매체 모두 관련 내

용을 보도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 기사량은 매체별 10개 이하로 확인되

었다. 이후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에 위기 경보는 ‘주의’

로 바뀌었고, 기사량도 조선일보 17건, 한겨레신문 15건, KBS 36건,

SBS 43건, TV조선 26건, jtbc 39건으로 증가하였다. 국내에서 감염경로

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1월 27일 ‘경계’까지 격

상되었다. 기사량이 급증한건 이때부터인데, 조선일보는 498건, 한겨레신

문은 285건, KBS는 327건, SBS 388건, TV조선 261건, jtbc는 384건의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전하였다. 정부는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한 감염이 ‘제한적 전파’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결국 2월 23일 지역사회

전파를 인정하며 심각단계를 선언하였다.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조선

일보는 1413건, 한겨레신문 887건, KBS 615건, SBS 599건, TV조선 465

건, jtbc 868건으로 이전 단계보다 2배 가까운 기사량의 증가를 보였다.

8)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시대응체계> http://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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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감염병 위기경보수준과 기사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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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코로나19 보도 프레임을 확인한 결과 매체별,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11개의 항목으로 분류한 보도 프레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프

레임은 사회경제적 여파로 전체 7208건 가운데 1830건, 25.4%를 차지하

였다. 유병현황 및 전망은 1665건(23.1%)으로 뒤를 이었고 공중 보건적

조처 가운데 방역적 대응이 1244건(17.3%)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 관련

주체들과의 갈등을 다루는 기사도 690건(9.6%)을 차지하였다.

조선일보에서 가장 많은 프레임은 사회경제적 여파, 688건으로 전체 보

도 1933건 가운데 35.8%로 나타났다. 유병현황 및 전망이 285건(14.7%)

으로 뒤를 이었고, 관련 주체들 간의 갈등이 담긴 기사도 237건(12.3%)

으로 확인되었다. 방역적 대응은 195건(10.1%) 이었다. 한겨레신문에서도

사회경제적 여파가 전체 1192건 가운데 358건(30.0%)로 가장 많았다. 유

병현황 및 전망이 192건(16.1%)로 나타났고, 방역적 대응이 173건

(14.5%), 사회경제적 대응이 147건(12.3%)로 확인되었다.

신문2개 매체에서는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보도가 집중됐던 반면 방

송 4개 매체에서는 유병현황 및 전망이 가장 집중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

다. KBS의 경우 988건 중 264건(26.7%), SBS에서는 1040건 가운데 281

건(27.0%)으로 유병현황 및 전망이 가장 많았다. TV조선에서도 754건

가운데 251건(33.3%), jtbc 전체 1301건 중 392건(30.1%)으로 확인되었

다.

질병의 특성에 대한 보도는 각 매체 당 2% 수준으로 높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는 새롭게 출몰했고 현재 진행형인 감염병 인만큼 아직

병원체의 특성에 대한 보고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원인과 책임

을 다루는 기사도 1~2%대에 그쳤다. 이 또한 신종 감염병 발생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규모 확산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원인과 책임을 규

명하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갈등 프레임의 경우 조선일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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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한겨레신문 7.5%, KBS 8.9%, SBS 6.9%, TV조선 8.8%, jtbc

10.6%로 조선일보, jtbc에서만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팩트 체

크]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 띄워놓고, 논란 일자 가짜뉴스라는 정부(조

선일보, 2020. 2.6)”, “홈쇼핑서 마스크 판다더니 방송 전 ‘매진’…소비자

분통(KBS, 2020.2.7.)” 기사처럼 ‘마스크’가 갈등 프레임 사이에 주요 키

워드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초기 마스크 수급 불균형 문제

가 제기 됐고,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등에 대해 방역당국과 의료계 사이

에 이견을 보였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입국자들을 제한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적 대응

프레임 기사는 KBS가 26.1%, SBS가 21.2%, jtbc가 21.4%를 차지하였

다. TV조선은 15.9%, 한겨레신문 14.5%, 조선일보 10.1%를 기록하였다.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을 강조하는 개인적 대응과 마스크 무료 배포,

기부 등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을 의미하는 프레임은 매체별로 각각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이나 치료제 등의 의학적 대응은 모

두 2~3%대의 비중을 보였는데 TV조선의 경우 전체 7건, 0.9%에 불과

하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지원 등을 의미하는 사회경제적

대응 관련 기사는 한겨레신문이 12.3%로 가장 많았고, KBS와 조선일보

가 각각 7.7%와 7.4%를 기록하였다.

10개의 프레임에 해당하지 않는 기사는 ‘기타’로 분류하였는데, 기타의

비중은 조선일보 8.9%, 한겨레신문 8.7%, KBS 5.2%, SBS 7.8%, TV조

선 4.5%, jtbc 6.9%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특파원의 중국 우한 현지 상황

에 대한 보도, 우한 교민이 국내 전세기를 타면서 느꼈던 불안한 심경

등을 서술한 보도 등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인들의 불안감 등에 감성적으

로 접근한 기사나 개인적인 사례에 관한 기사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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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TV조선 jtbc 전체

분류

유병현

황 및 

전망

285 14.7% 192 16.1% 264 26.7% 281 27.0% 251 33.3% 392 30.1% 1665 23.1%

질병 

특성
40 2.1% 28 2.3% 22 2.2% 51 4.9% 22 2.9% 27 2.1% 190 2.6%

사회경

제적 

여파

688 35.6% 358 30.0% 146 14.8% 217 20.9% 198 26.3% 223 17.1% 1830 25.4%

원인, 

책임
24 1.2% 7 0.6% 15 1.5% 25 2.4% 19 2.5% 24 1.8% 114 1.6%

갈등 237 12.3% 89 7.5% 88 8.9% 72 6.9% 66 8.8% 138 10.6% 690 9.6%

개인적 

대응
32 1.7% 13 1.1% 23 2.3% 18 1.7% 6 0.7% 16 1.2% 107 1.5%

[표 10] 매체별 기사 주요 프레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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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시민사

회대응

71 3.7% 38 3.2% 16 1.6% 11 1.1% 10 1.3% 28 2.2% 174 2.4%

방역적

대응
195 10.1% 173 14.5% 258 26.1% 220 21.2% 120 15.9% 278 21.4% 1244 17.3%

의학적

대응
44 2.3% 43 3.6% 29 2.9% 20 1.9% 7 0.9% 31 2.4% 174 2.4%

사회경

제적 

대응

144 7.4% 147 12.3% 76 7.7% 44 4.2% 22 2.9% 54 4.2% 487 6.8%

기타 173 8.9% 104 8.7% 51 5.2% 81 7.8% 34 4.5% 90 6.9% 533 7.4%

소계 1933
100.0

%
1192

100.0

%
988

100.0

%
1040

100.0

%
754

100.0

%
1301

100.0

%
7208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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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어떤 프레임의 기사가 집중되는 지 확인하였

다. 관심단계에는 감염현황을 전달하는데 기사의 프레임이 집중되어 있

었다. 주의 단계에 이르러서 감염 현황 뿐 아니라 방역적 대응 등 공중

보건적 대응에 대한 기사량이 증가하였음을 아래 [그림 4]를 통하여 확

인할 수 있었다.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가 일어나는 시기인 경계

단계에서는 감염병 확산 현황에 대한 보도는 물론 사회경제적 여파와 관

련 된 기사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또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

본부가 설치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가 강화되는 시기였던 만큼 감염병

과 관련된 주체들 간에 원인을 밝혀내려는 노력과 동시에 갈등이 두드러

지게 발현되기도 하였다.

심각 단계에 이르러서는 유병현황에 대한 기사보다 사회경제적 여파와

관련한 기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팬데믹, 세계

[그림 4]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기사 주요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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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유행이 선언된 감염병의 경우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갈등은 더 고조되었고, 국가의 재난 상

황 최대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는 시기인 만큼

방역적 대응과 의학적 대응, 사회 경제적 대응을 모두 포함한 공중 보건

적 대응의 비중 또한 높아졌다.

유병 또는 감염현황, 사회경제적 여파와 같은 프레임은 현재 상황에 대

한 피해를 집계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다. 반면 공중 보건적 대응의 경

우 벌어진 피해 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포함한 예후를 보도하

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으로 분류할 때 감염병 위기경

보 경계, 심각 단계에서 피해 현황에 대한 진단 기사의 비중이 예후에

대한 기사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8 -

제 4절 코로나19 감염병 보도준칙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감염병 보도준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체 코로나19 기사에서 매체별로 15%의 기사를 무작위

로 추출하였다. 조선일보 298건, 한겨레신문 184건, KBS 129건, SBS

158건, TV조선 109건 jtbc 206건에 대해 ‘내용적 측면’에 대한 코딩을 진

행한 결과, 매체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매체에서 감염병의 예방법 및 행동 수칙을 알려준 기사의 비중은

KBS 129건의 기사 가운데 67건, 5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감

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경산 시민들에게

당부(KBS, 2020.3.1.)” “집단행동 자제(KBS, 2020.3.8.)” 등의 본문이 이

에 해당하였다. 한겨레신문 기사에선 38.0%, jtbc에서는 37.9%의 기사가

예방법과 행동 수칙을 알려 주었다. TV조선의 경우 23.9%의 기사에서

예방법 또는 행동 수칙 정보를 제공하였고, 조선일보는 19.1%, SBS는

17.7%의 기사가 해당하였다.

치료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한 매체도 KBS로 확인되었다. 129건 중 40

건, 31.0%에 해당하는 기사가 "증상이 없을 경우엔 시설에 격리하는 대

신 공항에서 바로 귀가하고, 3일 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KBS,

2020.3.24.)"과 유사한 치료 관련 내용을 담고 있었고, 한겨레신문이

23.4%, jtbc가 18.9%, SBS가 17.7%, TV조선 10.1%, 조선일보 7.4% 순

으로 이어졌다. 매체별 준수 현황을 개별 그래프로 표현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TV조선 기사 109건 가운데 45건, 41.3%가 감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었고, SBS에서는 38.6%, 조선일보 기사에선 28.6%, 한겨레신문

에서 16.8%의 기사가 이 같은 감염인 정보를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루 새 169명 추가 · 총 602명…절반 넘게 ‘신천지 관련’(SBS,

2020.02.23.)”, “신천지 교인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입원 거부하며 도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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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매체별 감염병 보도준칙 ‘내용적 측면’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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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TV조선, 2020.03.09.)”와 같이 직업과 동선, 종교 등에 대한 노출이 이

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복 코딩으로 진행된 유출된 감염인의 정

보는 나이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 및 직장이 71건, 거주지와 거주

지역 31건, 성별 25건 순으로 많았고 동선과 종교 등이 뒤를 이었다. 특

히 동선과 종교가 ‘신천지 관련’인 경우가 두드러졌는데, 대구경북을 중

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당시, 해당 지역 감염 첫 환자인 31번 환자가

‘신천지’라는 종교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 보도가 특정 종교와

관련한 릴레이식 보도를 이어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평소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된 뒤 상태가 급격히 나빠

져(KBS, 2020.02.29.)”와 같이 취약집단을 명시하는 기사는 KBS가

26.4%인 반면 SBS는 1.9%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보건 당국과 세계보

건기구는 신종코로나의 잠복기를 최대 14일로 보고 있다(조선일보,

2020.02.21.)”처럼 새로운 질병에 대한 의학정보는 조선일보 11.7%, KBS

11.6%, SBS 11.4, 한겨레신문 10.9%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jtbc와

TV조선은 각각 7.3%, 6.4%로 나타났다. 연구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의

경우 빈도 자체가 적어 전 매체에서 한 자릿수의 비율을 보였다.

주요 정보원은 한국정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해외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인만큼 외국정부의 비중이 뒤를 이었고, 의료

제공자를 통한 정보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같은 신문 매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매체 중에서는 SBS 기사가 의

료제공자가 아닌 국내전문가와 해외전문가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전 매체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정보원 코딩 유목을 ‘보건’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고, 보건 분야에 해당

하지 않는 정보원의 경우 대부분 기타로 분류하였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 KBS의 경우 한국정부를 둔 비중보다 기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코로나19 관련 기사가 질병의 확산에만 초점을 맞추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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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프레임 유목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경제적 여

파와 같은 기사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기타에는 외

국 언론사, 정치인, 경제 등 기타 분야 전문가, 개인사업자 등이 포함되

었다.

매체별로 몇 명의 정보원을 사용하였는지도 확인하였다. 조선일보는 한

건의 기사 당 평균 2.75명의 정보원을, 한겨레신문은 2.27명, KBS와

SBS는 각각 2.65명, 2.46명, TV조선 2.03명, jtbc 1.55명을 밝힌 것으로

집계 되었다.

보도준칙의 표현적 측면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에서 매체별 차이는 보다

확연히 드러났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질병에 대한 공식용어 사용 여

부이다. 조사대상 6개 매체 전체 기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

로나19)’이라는 공식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기사는 144건으로 결측치 27

건을 제외한 1057건의 기사 중 13.6%에 해당되었다. 특히 이는 조선일보

에 편중되어 있는데, 조선일보 전체 기사량 298건 가운데 132건, 44%에

서 공식 용어가 아닌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 매체별 정보원 분포 (중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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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에선 3.9%, KBS는 1.9%, TV조선 0.9%, SBS 0.6%, 한겨레신문

0.5% 공식용어 비사용이 나타났다. 이 경우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용어

를 발표하기 이전 우한에서 처음 발병한 것으로 알려진 원인불명의 폐렴

이란 의미로 ‘우한 폐렴’이란 용어를 쓴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의 경우 감염병 발생 초기 ‘우한 폐렴’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아

니라, 이후에도 ‘우한 코로나’ 같은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

타났다. 실제 신문에서는 기사 제목과 함께 ‘소제목’, ‘부제’를 쓰는 경우

가 많은데, 한겨레신문의 경우 ‘코로나19’, ‘코로나’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

면, 조선일보에서는 1월 8일부터 24일까지 ‘중국 폐렴’이란 용어를 사용

했고, 2월 19일까지는 ‘우한 폐렴 확산’이라는 소제목의 기사를 꾸준히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월 20일부터는 ‘우한 코로나 확산’이라는 소

제목을 사용하여 코로나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언론이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면서 차별적 시선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용어 사용은 계속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9)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

과, 제목에서는 TV조선이 109건의 전체 기사 가운데 19건, 17.4%에서

감정이 촉발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고, 본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이 184

건의 기사 가운데 49건, 26.6%로 많았다. KBS와 jtbc 등의 매체에서는

특히 제목에 감정적인 표현이 각각 2.3%와 1.5% 포함되어, 실제 감정촉

발 표현 사용을 자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제목과 달리 본문

에서는 SBS를 제외한 전 매체가 보도준칙을 준수하지 않고 감정촉발 표

현을 사용한 기사의 비중이 15%를 웃돌았다.

제목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은 ‘공포’였고, 이후 ‘팬데믹’, ‘공포

감’, ‘패닉’ 등의 단어가 뒤를 이었다. 기사 본문에서도 제목과 마찬가지

9) 민주언론시민연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보도, 혐오 조장하는 언론들

(2020.01.29.)> http://www.ccdm.or.kr/xe/watch/29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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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포, 패닉, 마비, 불안, 우왕좌왕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나 시

청자의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목과 본문에 사용한 감정촉발

표현을 워드 클라우드로 구현한 것은 아래 [그림 7]과 같다. 공포, 공포

심, 공포감과 같이 공포와 관련된 단어가 29건, 팬데믹 13건, 패닉 7건,

불안 6건, 대공황 5건 순으로 이어졌다. 유령도시 4건, 퍼펙트스톰 4건,

우왕좌왕 3건, 휘청 3건, 올스톱도 3건이 발견되었다. 세월호와 증폭, 폭

증, 칼바람, 초비상 같은 표현은 각각 2건씩 확인되었다.

[그림 7] 코로나19 보도에 사용된 감정촉발 표현

다른 감염병과 코로나19를 비교한 기사의 비중은 6개 매체 모두 10% 미

만으로 나타났다. 비교한 감염병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인 메르스,

사스가 가장 많았고 독감과 에볼라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용어나 의학

용어에서 한겨레신문의 경우 17.4%가 친절하게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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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였고, 쉽게 풀어쓴 비율이 KBS 11.6%, 다른 매체들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도 보도준칙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해당

연구 시점이 감염병 발생초기였음을 감안할 때 대부분 정정 반론보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보도준칙의 표현적 측면 준수 여부에 대한 결과는

아래 [그림 8]과 같다.

보건당국은 지난 4월 감염병 보도준칙이 정식 제정되기 전인 2월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매일

배포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발생현황 보도 자료와 함께 그

‘코로나19 보도준칙’10)을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보도준칙은 감

염병 보도준칙의 요약본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감염병 보도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 보다는 기사에 어떤 표현을 주의해야할지 등의 권고를

담고 있다. “일부 매체와 SNS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

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데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공

표 이유를 밝히면서(한국기자협회, 2020) 취재기자의 안전 뿐 아니라 세

계보건기구의 공식 병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라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나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해당 보도준칙은 이후 본 연구의 조사대상기간인 4월 8일까

지 보건당국이 배포하는 보도 자료에 매일 첨부 되었다. 이 같은 반복적

인 준칙 권고가 실제 기사에도 어떤 변화를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

월 23일을 기점으로 전/후 기사의 보도준칙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다.

먼저 제목과 본문의 자극적인 표현, 감정촉발 표현의 경우 KBS를 제

외한 5개 매체에서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식용어 사용여

부는 보도준칙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준수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조선일보의 경우 공식용어사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용어

를 사용하는 빈도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준칙 (2020.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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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매체별 감염병 보도준칙 ‘표현적 측면’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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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준칙 권고
매체

조선 한겨레 KBS SBS TV조선 jtbc

제목 속

감정촉발

표현

전

사용
13

(18.6)

9

(19.6)

1

(1.9)

6

(9.4)

9

(22.5)

3

(3.7)

사용

안함

57

(81.4)

37

(80.4)

53

(98.1)

58

(90.6)

31

(77.5)

79

(96.3)

후

사용
36

(15.8)

17

(12.3)

2

(2.7)

8

(8.5)

10

(14.5)

0

(0.0)

사용

안함

192

(84.2)

121

(87.7)

73

(97.3)

86

(91.5)

59

(85.5)

124

(100)

본문 속

감정촉발

표현

전

사용
13

(18.6)

13

(28.3)

9

(16.7)

7

(10.9)

9

(22.5)

14

(17.1)

사용

안함

57

(81.4)

33

(71.7)

45

(83.3)

57

(89.1)

31

(77.5)

68

(82.9)

후

사용
35

(15.4)

36

(26.1)

17

(22.7)

5

(5.3)

14

(20.3)

17

(13.7)

사용

안함

192

(84.6)

102

(73.9)

58

(77.3)

89

(94.7)

55

(79.7)

107

(86.3)

공 식 용 어

사용 여부

전

사용
35

(50.7)

45

(97.8)

52

(96.3)

46

(97.9)

33

(97.1)

74

(90.2)

사용

안함

34

(49.3)

1

(2.2)

2

(3.7)

1

(2.1)

1

(2.9)

8

(9.8)

후

사용
130

(57.3)

138

(100)

75

(100)

93

(100)

68

(100)

124

(100)

사용

안함

97

(42.7)

0

(0)

0

(0)

0

(0)

0

(0)

0

(0)

[표 11] 보도준칙 사용 권고 전/후 기사 비중 변화

기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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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언론들은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발생 초기를

어떻게 보도하였는지 프레이밍과 보도준칙 등에 근거하여 살펴보기 위한

것 이었다. 먼저 국내 첫 의심 환자가 발생하였을 무렵엔 미미했던 기사

량이 신규 확진 환자 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언론들

은 감염병 위기 경보 ‘관심’ 단계에서 보다는 ‘주의’ 단계에 더 많은 기사

를 보도하였고, ‘경계’와 ‘심각’ 단계로 격상될수록 코로나19 관련 보도는

더욱 집중되었다. 확진 환자 증가라는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보도량이

유의미한 변동을 보인 것은, 감지된 위험에 대한 언론의 환경감시 순기

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적 프레임을 확인하였을 때, 바이러스의 확산과 진단, 사회 경제적

피해에 집중한 보도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

응, 예후와 관련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진단’에 치중한 기사를 중

심으로 살펴보면, 확진 환자의 숫자 증감 등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루었

다. 질병 특성에 대한 정보와, 의학적인 대응에 대한 프레임을 담은 기사

량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아직 바이러스의 특성이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은 신종 감염병이 가지는 한계임과 동시에 언론의 보도 양상

이 아직 피해 확산 등 인간적 흥미를 유발하는 기사에 치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과거 신종플루와 에볼라 등

의 신종 감염병 보도에서 나타났던 양상과 동일하다(주영기 & 유명순,

2011 : 허용강 외, 2015). 이 같은 초기 3개월 보도 양상을 통해 아직도

진행형인 감염병에 대한 보도를 개선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

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예후’ 보도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에 대한 대응 보도는 적었다. 감염병

에 대한 언론 보도는 공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손씻

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건강한 행동 요령을 알림으로써 질병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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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확률을 낮출 수 있고, 초기 확산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Collinson

et al., 2015).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무증상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많아 개인적인 방역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가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감염병 초기 상황에 이에 대한 보도는 충분하지 않았다. 방역의

또 다른 주체인 시민사회 대응의 경우 관련 기사가 ‘기부’ ‘온정의 손길’

등이 대부분이었다. WHO 등은 공중(public)을 중요한 방역 주체로 인정

할 것을 강조하였지만(박기수, 2020) 아직 언론의 보도에 비춰지는 방역

의 주체는 보건당국만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다만 2015년 메르스 확산 당

시에는 보건당국과 언론 모두 병원 명 등을 ‘비공개’하여, 대중들로 하여

금 정보 갈증을 겪게 만든다는 비판을 들었던 것과 비교할 때(김용,

2016) 코로나19 보도에서는 보건당국 차원, 특히 방역에 있어서 조직적

인 대응에 대한 보도가 보다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이에 따른 기사량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높아질수록, 유병현황 및 전망에 대한 기사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기사량이 급증하였다. 이는

전 세계 대유행, 팬데믹이 선언된 감염병의 경우 그 여파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1차적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한 달 남짓 만에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이라는

최고 단계에 이르렀을 만큼, 코로나19는 확산 속도가 빨랐고 그만큼 발

생 초기부터 사회경제적 피해가 가속화 되었다(김태완, 2020). 실제로 과

거 사스와 메르스 등은 경제적으로는 국지적인 피해에 그쳤지만, 코로나

19 경제 피해는 이보다 심각할 수 있단 전망도 나왔다(강두용, 2020).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하여 학교에 등교하거나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새로운 사회 현상이 생겨났고, 셧 다

운, 봉쇄령 등으로 인하여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 2차, 3차 피해까지 유발

하였다. 매체별로는 방송 4개 매체가 신문 2개 매체보다, 유병현황 및 전

망에 대한 기사를 높은 비중으로 보도하였고, 신문 2개 매체의 경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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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보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보도는 단

순히 질병에 관한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겨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 사이 일어난 사회적 재난에, 혼란도 많았다. 코로나19 주체들

간의 갈등이 담긴 프레임 기사의 비중의 전체 매체에서 10% 남짓으로

나타났는데, 감염병 위기 경보 격상 여부를 놓고 벌어진 갈등 뿐 아니라

마스크를 언제 어떻게 써야하는지,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갑론을박 등이 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매체

별로 갈등의 성격이 달랐다. 이념적으로 보수신문으로 분류되는 조선일

보의 경우 ‘靑·총리실·복지부, 컨트롤타워 대체 어딥니까(2020.01.29.)’,

‘WHO, 중국 눈치 보느라 위기상황 선포 늦추나(2020.01.30.)’ 와 같은 기

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정부와 중국 등의 갈등과 책임에 대한 내용

을 다뤘다. 반면 진보신문으로 분류되는 한겨레신문의 경우 ‘식당 앞엔

‘중국인 출입금지’ SNS에선 ‘조선족 도우미 그만(2020.01.29.)’,‘공항이 일

터인데...마스크는 3일에 1개라니까요(2020.01.29.)’와 같이 코로나19로 인

한 개인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일본 지진에 대한 국내 4대 일간지의 ‘재난보도준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연구에서, 재난상황 묘사에 치중하는 보도를 지양할 것을 제언하

였고(백선기 & 이옥기, 2012) 앞서 메르스를 겪으며 감염병에 대한 재난

보도는 ‘정확한 보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지만(김선호 &

양정애, 2015),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량의 기사 중에서 충분한 정

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보도준칙

준수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내용적 측면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는데

해당하는 기사가 매우 한정적이었다. 보도준칙의 내용적 측면은 감염병

의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연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

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실제 코로나19 관련 기사의 경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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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였듯이 질병 확산 피해와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

루다보니 코딩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기존에 마련된 감염병 보도준칙이 선언적인 의미로서는 의의를 가지지

만, 실제 2004년부터 마련되어 계속해서 수정 보완된 ‘자살보도 권고기

준’ 등에 비해 아직 뉴스 제작에 일상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스며들지 못

한 가이드라인이란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실제코딩을 진행한 결과, 매체별로 준칙 준수 여부에 대한 차이가 발견

되었는데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경우 공영방송의 성격에 맞게 행동

수칙과, 치료정보, 취약집단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가장 여러 차례

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염인 정보의 경우 TV조선과 SBS 순

으로 자세히 공개를 하였고, 다른 매체들도 감염인 정보 유출 비율이

15%를 넘어섰다. 특히 ‘신천지’ 관련 정보 유출이 많았다. 이는 방역적

조치를 이유로 확진 환자 동선을 자세히 공개했던 당시 보건당국의 발표

와도 일맥상통한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최근에는 환자의 동선 공개가

보다 간소화 되었다. 실제 코로나 확진 환자 가운데, 완치 판정 이후 사

회적 ‘낙인’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사례를 미뤄볼 때(정

종구 & 손정구, 2020) 이 같은 결과는 감염인의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보도준칙의 표현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언론 매체들이 사용하는 어휘는

자극적이고 사람의 감정을 촉발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질병의 심각한 정

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선정성을 추구하는 언론의 속성

이 드러나는 모습이라 해석할 수 있다(Covello & Johnson, 1987).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공식용어 쓰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라는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한’이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WHO는 불완전한 정보라도 일찍,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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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신종 감염병 문제인 만큼 향후에

관련 정보가 바뀔 수 있다는 점 또한 같이 밝혀야 한다고 하였는데

(WHO, 2005) 실제 국내 기사에서는 코딩 유목 ‘반론, 정정보도’ 에 해당

하는 기사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보도준칙의 권고 전후를 살펴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제

한적이었지만 권고 전보다 권고 이후, 준칙을 더 준수하는 경향이 발견

되었다. 보도준칙을 권고하기 시작한 2월 23일 이후 언론의 전체 기사량

은 그 이전보다 늘었지만, 감정촉발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 사용한 기사

의 비중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식용어 사용 여부는

조선일보를 제외하고는 준칙 권고 이후 모두 100% 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도준칙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게 될 경우, 언론의 준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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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결론 및 제언

불확실성이 높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는지

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의 위험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

(Singer & Endreny, 1993: 허용강 외, 2015). 따라서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 초기 보도를 점검하

고 향후 언론보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유용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신종 감염병 보도와 감염병 보도준칙의 정책

적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감염병 보도

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와 감염병 위기 대응 요령 습득을 위

한 정보가 균형감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본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보도 경향은 질병 피해, 사회경제적 피해의 확산에 치중하

였다. 공중보건적 대응에 있어서, 방역당국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지만 개인 방역,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움직임 등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내용 프레임, 정보원 사용 부분에서 모두 확인되는 부분이다. 몇

명이 감염되고, 몇 명이 사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감염병

의 원인과 통제 방안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 앞서 에

볼라를 다룬 연구에선 신종 감염병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보건의료체

계가 회복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노력 뿐 만 아니라 개인과 시

민사회, 즉 지역사회의 도움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던 것처럼

(Barker et al., 2020) 이들 차원에서 필요한 위기 대응에 대한 꾸준한 보

도가 필요하다.

둘째, 의학적 지식은 일반 대중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영역인 만큼,

언론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 간극을 메울 필요가 있다. 앞서 신종



- 63 -

플루 프레임분석 연구에서는 의료적 지식 전달에 대한 보도량이 절대적

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주영기 & 유명순, 2011), 코로나19 보도준

칙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도 과거에 비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준칙에는 분명히 의학적 정보, 치료 정보 제공 연구결과에 대한 서술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해 전달한 보도는 매우 드물었다.

매체마다 ‘의학전문기자’의 수가 1명 혹은 2명에 그치는 만큼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인 기자에 의한 기사 작성이 이뤄지는 한계 때문이라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보다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여 해당 감

염병이 어느 정도 검증된 것인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면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 미국 보건의료기자협회

AHCJ(Association of Health Care Journalists)11)는 보건의료 영역을 취

재할 때, 취재원 즉 정보원 한 명을 상대로 취재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의학정보에 대한 전문성 부

족은 명확한 정보원을 명시함으로서 메울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감염병 보도 준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

다. 올해 마련된 한국기자협회 감염병 보도준칙의 제정 취지에는 ‘감염병

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언론인도 다 함께 노력한다’는 실천적

내용이 담겨있다(김달아, 2020). 2012년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

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만들었던 감염병 보도준칙은 감염병 보도의 정확

성, 보도의 일반사항, 불확실성 관련 보도 등 7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

었는데, 8년이 지난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감염병

보도준칙에서는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에 대한 항목만 추가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진전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 선언적 의

미의 보도준칙이 될 공산이 크다.

앞서 언급한 AHCJ는 질병의 치료와 관련된 기사를 쓸 때는 후속 치료

과정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11) 미국 보건의료기자협회 https://healthjournalism.org/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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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정보원을 명시하고 있는가’와 같은 현재의 국내 감염병 보

도준칙보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감

염병 발생초기 ‘마스크’를 둘러싼 혼란과, ‘신천지’와 같이 특정 종교집단

에 대한 낙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종 감염병 초기 정보 부

족 등으로 인한 제한적인 보도라는 점을 명시하고, 후속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추적 관찰하는 방법 등도 대중과 언론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되리라 생각한다.

보도준칙은 마련되었지만 앞서 보도준칙을 준수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

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준칙은 실제 보도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

에 없다. 감염병 보도 자체에 필요한 유목들은 될 수 있으나 팬데믹 상

황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정치적 현상에 대한 보도에 적용하

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왜 지켜질 수 없었는지, 해결 방안으로서의 가이

드라인 개선방안에 대한 언론인 대상 설문조사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덧붙여 단계별 감염병 보도준칙 마련이 필요하다. 감염병 위기

경보에 따라 보건당국의 위기대응체계가 가동하듯, 보도준칙 또한 그 외

연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효과적인 감염병 보도를 위하여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앞서 코로나19 보도가 보도준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일시적으로 진행된 바 있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12) 보도준칙을 마련하고, 권고 수준에만 그칠 경우 그 효과는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해외의 경우 2006년 출범한 ‘헬스뉴스리뷰(Health

News Review)’13)에서 주요 매체에 대한 보건의료보도에 대한 검증을

7) 오마이뉴스 <언론은 왜 ‘방역 훼방꾼’ 됐나? “정권 비판에 재난 이용” (,

2020.09.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5

18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

paign=naver_news
13) 美 헬스뉴스리뷰 (healthnewsrevie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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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이는 균형 잡힌 감염병 보도를 위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PLoS Medicine Editors, 2008). 영국 가디언지의 경우, 언론 스스로가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보도를 하고, 의료진의 목소리를 전달하

며 추적 조사에 대한 보도 등을 하겠다는 원칙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

에 대한 독자와의 약속”14)을 공표하였다. 이는 단순히 보도준칙이 선언

보다 실천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또, 보도준칙을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 자료에 첨부하는 현재의 방식과

더불어 기자들에 대한 선제적인 교육을 제안한다. 신종 출몰형 감염병은

언제든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데, 사전에 감염병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

인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여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일선 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4) 영국 가디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독자와의 약속 (2020.03.20.)>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r/20/coronavirus-the-guardians-pr

omise-to-our-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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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코로나19는 지금도 계속 확산하고 있고, 이 같은 신종 출몰형 감염성

질환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에 맞서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는 각종 위기

대응 질서가 새롭게 구축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연구들에서 사용된 프레임들을 코로나19 보도에 적용하

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 감염병 보도준칙 준수 여

부를 내용분석을 통하여 감염병 보도의 현주소를 확인한 첫 번째 연구라

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분석 대상을 신문 매체 뿐 아니라 방

송 매체까지 다양화 하여 기존의 보수/진보 매체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

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 3개월간

의 기사만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실제 언론보도에서 보도준

칙의 쓰임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향후 연구 필요성을 촉진시킨다. 해외에서 개발된 다양한 보도준칙

들에 대한 검토와 이 보도준칙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연구들 간의 관계를

살피는 이론화 작업이 미비하였던 점도 있다. 따라서 감염병 보도 분석

이라는 경험 축적 차원을 넘어, 앞으로 감염병 위기 소통에 대한 이론적

이해의 심화를 위해 국내외 보도준칙의 개별 원칙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이를 각종 심리학 연구들과 접목시키고, 감

염병 보도 분석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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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2012)

감염병 보도준칙
1. 감염병 보도의 정확성

가. 감염병 보도는 현재 시점까지 사실로 밝혀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나. 감염병 보도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사실이 전달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

도 경쟁을 자제한다.

2. 감염병 보도의 일반 사항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과학적으로 입

증된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기관과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전문 용어나 의학적 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혼돈이 없

도록 해야 한다.

3.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 관련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

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해야 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정확한 조

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추측, 과장, 확대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감염병 관련 연구 결과의 보도

가. 감염병 관련 새로운 연구결과를 보도할 때는 학술지를 발행한 기관이나 발

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 이 있

는지, 정부의 기존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 감염병 관련 의학적 연구과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과정 중의 단계적 결과물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확인하여 보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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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예: 임상실험 중인 약인지, 임상실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

지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

5.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보도해야 하여, 혼란을일으

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나. 감염의 가능성이나 증가율, 사망예상자를 비율로 제시하는 경우 독자가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수치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숫자로 전달하는 경우 그 단위가 사건인지, 사례인지, 감염인

의 수인지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6. 감염인에 대한 보도

가. 감염인의 신상에 관한 보도는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 해

야 한다.

나. 감염인에 대한 보도는 환자 및 감염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

대한 배려해야 한다. 즉, 환자 및 감염자, 그리고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특히 주의한다.

7. 감염병 보도에서 주의가 필요한 표현

가. 감염병의 규모, 증상, 결과에 대한 과장된 표현은 자제한다.

△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의 단어를 삼간다.

△ 기사 본문에 나타난 과장된 표현 사례: “의학계에서는 이번의 ‘슈퍼박테리아’

발견이 재앙의 전조라고 보고 있다.” “우려했던 ‘박테리아 대란’이 현실화한 것

이다.”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슈퍼박테리아가 등장, 전 세계를 두려움에

몰아 넣고 있다.” “항생제가 듣지 않아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다제내성균이

과연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의 안위를 위협하게 될까.”

나. 감염병 증상에 대한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 기사본문에 나타난 자극적인 수식어 사용 사례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뻥

뻥 뚫리면서 전신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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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대유행할 것이란 경고가 현실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 다른 감염병과 비교하는 표현은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사본문에 나타난 부적절한 비교의 사례: iCJD의 경우 “광우병과 유사한

치명적 전염병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즉, CJD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확인됐습

니다.” “광우병처럼 뇌에 스펀지 같은 구멍이 뚫리는 전염병인 ‘크로이츠펠트야

콥병’, 이른바 ‘CJD’에 걸려 숨진 사례가 국내에서 공식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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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코로나19 보도준칙 전문 (2020.2)

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

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

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

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

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

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

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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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

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

시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

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

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

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

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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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

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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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2020.4.)

■ 전 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

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

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

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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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

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

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

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

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

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

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

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

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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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

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

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

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

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

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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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tent Analysis of

Coronavirus Disease-19 News

in early stages of the Outbreak
: use of「Media Reporting Guideline for

Infectious Diseases」

YUJIN LEE

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and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mprove quality of ‘media reporting guideline’

for infectious diseases by identifying the compliance of current

guideline and news report trends in early stages of Coronavirus

Disease-19(COVID-19) outbreak.

A content analysis were conducted from January 8, 2020 to April 8,

2020 among six major Korean mass media including Chosun Ilbo,

Hankyoreh Newspaper, KBS, SBS, TV Chosun and jtbc. Total 7208



- 86 -

articles were collected for analyzing news frame according to status

of crisis alert. 1084 articles randomly extracted for investigating

changes of news report trends after announcing the media news

reporting guideline for infectious diseases from the government.

The study shows COVID-19 news reports have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crisis alert level and the amount of articles

increased as the number of confirmed patients increased. The frame,

which was initially focused on the prevalence status, expanded to the

socioeconomic damage frame and preventing frame of the health

authorities as the crisis alert level was elevated. In accordance with

media reporting guideline, media reports provide insufficient

information on treatment or research results and outrage expressions

were frequently used in the title and text. Most of the news media

complied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health authorities who

requested the use of official terms for diseases, but the Chosun Ilbo

was confirmed to continuously use the unofficial terms such as

'Wuhan Pneumonia' and ‘Wuhan Corona'.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media reporting

guideline for infectious disease is a useful standard established by the

relevant intelligence agreement. However, the current guideline can

only show some trends in the media coverage of COVID-19. It was

difficult to apply widely in the frontline. The reason for the low use

of the reporting rules in actual media reports was not specifically

addressed in this study, so further research on this needs to be done.

There is always a risk of the appearance of new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finding a way to better use the media reporting guideline

for infectious disease and analyzing the current trends of infec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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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news reporting by applying the actual guideline can be a

more useful mechanism for discussing ways to improve the infectious

disease news media reporting.

keywords : COVID-19, Risk Communication, Framing, Media

Reporting Guideline for Infectious Diseases, Content Analysis

Student Number : 2017-2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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