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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요어: 기후위기, 이상기후현상, 환경커뮤니케이션, 인터넷 뉴스, 댓

글

학 번: 2019-23039

국내외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현상은 개인이 기후위기를 몸

소 ‘체감’하는 사건으로,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개인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행동으로 직결되지는 않아 기후위기 대응의식에 대

한 실증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후위기 위험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어떤 형태의 뉴스, 미디어를 접

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스 전달의 주된 매

체인 인터넷 포털 뉴스와 해당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온라인 공간상에서 형성·유통되는 기후위기 대응의식을 살펴보았다. 연

구의 시간적 범위는 긴 장마와 연속된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

한 2020년 여름으로, 공간적 범위는 포털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기사 중

‘네이버 뉴스’로 하며, 컴퓨터언어 파이썬을 활용한 웹크롤링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사와 댓글을 전수 수집하였다.

기사의 경우 검색 키워드에 차이를 두어 유난히 긴 장마와 잦은 태풍

에 대해 어떤 해석 없이 현상 자체로만 다룬 기사부터 이를 이상기후현

상으로 해석한 기사, 나아가 기후위기로 해석한 기사까지 각각 수집하여

해당 기사묶음 간 주제별, 언론사별, 내용별로 분석하였다. 그 중 현상부

터 기후위기까지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기사 745건을 토픽모델링을 통

해 26개 유형의 소토픽, 4개 유형의 대토픽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26986

개의 댓글을 연구자가 수 차례 코딩을 통해 10개 유목으로 분류하였고,

어떤 토픽과 ‘해결형 반응’과 관계가 있는지를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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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기사의 경우 ‘현상 토픽’, ‘진단 토픽’, ‘해법 토픽’이 각각 전

체의 248건(34%), 231건(31%), 236건(32%)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발견되

었고, 댓글의 경우 기후위기와 관련있는 댓글 중에는 ‘해결형 반응’이

6342건(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제형 반응’이 1578건(6%), ‘무기력 반

응’이 499건(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반응이 14042건(52%)으로 기후위기 관련 댓글(‘무기력 반응’, ‘배

제형 반응’ 포함)의 총합보다도 많았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토픽 중

현상 토픽과 해법 토픽 모두 모든 해결형 반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체 소토픽 중 절반 이하만이 유의미한 양적/음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소토픽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상기후현상보

다 해외의 이상기후현상에 민감히 여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기후

위기 정책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이 유의해야 할 지점을 찾아볼 수 있었

다.

이 연구는 기후위기가 구체적 사건으로 드러난 2020년의 이상기후현상

에 대한 보도기사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시민 반응인 댓글에 대한 분석

을 통해 기후위기라는 개념에 대한 피상적 반응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결

과인 이상기후현상이라는 실제 사건 체험을 통해 형성되는 기후위기 대

응의식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이 연구 방법은 기후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분야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보다 다양하고 정밀한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 이 연구는 “2020-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학위논

문작성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이 논문은 한국국제협력단의 KOICA/WFK장학금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습니다.(2020-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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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기후변화, 아니 기후위기는 오늘날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

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에 따르면 1850년 이래 최근 30년

동안 10년 평균 전지구 지표온도는 과거의 어떤 10년 평균보다도 온난했

으며, 이런 변화에 대한 인류의 영향은 명백하다. 지금까지와 같이 인류

로 인해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되면 온난화가 더 많이 진행되고 기후시스

템의 모든 구성요소가 변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IPCC, 2013). 또한

기후변화는 어떤 개념적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의 삶 가

운데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서, 1950년 이래 다수의 극한 기상 및 기후

현상에서 변화가 관측되었고, 실제로 극한 저온 현상 감소, 극한 고온 현

상과 해수면 상승 및 많은 지역에서의 호우 빈도 증가 등을 인류는 체감

하고 있다(IPCC, 2014). 인간 활동으로 인해 유발된 지구온난화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간 지속될 것이고,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시스템의 장

기적인 변화와 이로 인한 영향을 계속 초래할 것이라 전망된다(IPCC,

2018).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이상기후현상은 개인이 기후변

화를 체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1) 폭염, 장기 장마, 강력 태풍 등의 현상을 IPCC 발간물 등 기후변화를 다루는

해외 문헌에서는 주로 ‘Extreme weather event’ 혹은 ‘Extreme weather and

climate event’, 즉 ‘극한 기상 현상’ 혹은 ‘극한 기후 현상’ 등의 표현을 사용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문헌을 주로 발간하는 기상청이나 KEI에서 ‘이

상기후현상’이란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기후현상’과 ‘이상

기상’ 중 어떤 단어가 더 적확한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인터넷 뉴

스 검색어로 ‘이상기상’을 설정했을 때와 ‘이상기후’를 설정했을 때의 결과물

을 비교하면 ‘이상기후’로 검색했을 때 뉴스가 더 많이 검색되어 ‘이상기후’라

는 단어가 더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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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KEI)이 수행한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

후변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문항에서 ‘이

상기후로 인한 피해’라고 응답한 수는 매년 상위 3위 안에 등재되었다.2)

같이 상위에 기재된 ‘평균기온 상승’과 ‘온실가스 증가’가 개인이 오감으

로 ‘체감’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에 대한 개념적·관념적인 항목이라는 점

을 감안할 때, 개인이 직접 체감하는 현상(‘해수면 상승’, ‘계절적 변화’,

‘대기오염 악화’, ‘감염병 유행’ 등등) 중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개인에게 가장 밀접히 다가오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심지어 2017년 이

후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평균기온 상승’과 ‘온실가스 증가’를 제

치고 기후변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1위에 등극하기도 하였다. 이상기

후현상이 개인이 기후변화를 자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다(곽소윤·이창훈, 2015; 곽소윤 외, 2016; 김현노 외, 2019; 안소은 외,

2017; 안소은 외, 2018; 이미숙 외, 2013; 이미숙 외, 2014)([표 1]3) 참조).

서는 더 대중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위해 ‘이상기후현상’을 극한기상현상을 표

현하는 주된 단어로 채택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추후 자료수집 부분에서 언

급되겠으나, ‘이상기후’로만 검색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상이변’ 또한 검색어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2012년부터 국민환경의식조사가 시행되었으나, 2012년에는 해당 질문이 없어

제외하였다.

3)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복수응답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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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1위 2위 3위

2013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26.6%)

평균기온 상승

(25.7%)
온실가스 증가 (23.4%)

2014
평균기온 상승

(26.6%)

온실가스 증가

(25.9%)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25.8%)

2015
온실가스 증가

(27.7%)

평균기온 상승

(25.4%)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18.6%)

2016
평균기온 상승

(25.9%)

온실가스 증가

(25.4%)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24.8%)

2017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26.4%)

온실가스 증가

(25.4%)

평균기온 상승

(22.8)

2018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71.7%)

평균기온 상승

(58.7%)

해수면 상승

(40.8%)

2019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65.2%)

평균기온 상승

(60.9%)

온실가스 증가

(53.5%)

[표 1] 기후변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주: KEI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가 재구성

이상기후현상은 국내외로 꾸준히 발생해오고 있다. 2010년부터 정부가

매년 발간한 이상기후 보고서에 수집된 해외 이상기후현상 사례를 보면,

2010년 57건, 2011년 75건, 2012년 106건, 2013년 168건, 2014년 209건,

2015년 245건, 2016년 236건, 2017년 200건, 2018년 216건, 2019년 166건

(지진제외), 2020년 143건으로 이상기후현상은 10년간 지속적으로 발생

해왔다(기상청, 2010; 기상청, 2011; 기상청, 2013; 기상청, 2014; 기상청,

2015; 기상청, 2016; 기상청, 2017; 기상청, 2018; 기상청, 2019; 기상청,

2020; 기상청, 2021). 또한 기상청은 국내 이상기후를 폭염(이상고온) 및

열대야, 한파(이상저온), 호우 및 태풍, 대설, 가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내의 주된 이상기후현상으로는 폭염(이상고온) 및 열대야, 한파(이상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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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호우 및 태풍이 대표적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기상청,

2020)([표 2]4) 참조).

년도
폭염(이상고온),

열대야
한파(이상저온) 호우, 태풍

2010 여름철 폭염 지속
12.25 이후 3주간 한파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호우

9.21 수도권 집중호우

2011
9.12~17 이상고온

11월 이상고온

11.23 이후 39일간

한파 지속
7월 호우

2012
7월 상순~8월 하순

30일간 고온현상 지속
1월 하순~2월 한파

7~9월 사이 4개 태풍

상륙

2013 여름철 폭염
1월 상순, 2월

상순~중순 한파

2014
봄철 이상고온

5월 중하순 이상고온

2015 11~12월 이상고온 11월 호우

2016
5월 이상고온

여름철 폭염
10월 호우

2017
5월 이상고온

7월 폭염

2018 여름철 폭염
1.23~2.13 저온현상

10월 이상저온

2019

5월 이상고온

7월하순~8월중순 폭염

10월 이상고온

최다 태풍 영향

[표 2] 2010~2019년 이상기후(대설, 가뭄 제외)

주: 기상청(2020)의 표를 기초로 하여 저자가 재구성

4) 볼드체로 처리된 부분은 ‘월(계절)평균 순위 최고/최저 5위 이내의 호우/고온

/저온현상 or 3주 이상 지속된 고온/저온현상’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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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꾸준히 발생하는 이상기후현상은 개인에게 기후변화를 인지하는 데 꾸준

히 영향을 미칠만큼 위협적으로 다가오며, 이에 대한 인식은 기후변화 행동

과 양의 관계를 가진다. Bichard, E & Kazmierczak, A.(2012)에 따르면 기

후변화 위험이나 그 영향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개인적인 조치가 필요

하고 그러한 조치가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기후변화 적

응과 완화 조치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현정 외(2014)는

개인이 환경문제 및 그 심각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더욱 환경 지향적인 행

동을 보이며, 기후변화 문제지각 중에서도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지각’이

매우 핵심적인 변인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친환경 행동으

로 나아가게끔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는 일반인이 인식하는 기후변화 리스크 수준이 높더

라도,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한다(이승준·김영욱, 2019).

아울러, 이러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어떤 형태의 뉴스를

많이 시청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Zhao, X. et al, 2011). 이승준 외

(2018: 10)에 따르면 위험은 “그 자체만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미디어, 조직

등의 확산 기제를 통해서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고, 개인, 조직, 미디어 등

의 주체들은 위험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광범위한

측면에서 위험을 평가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간다. 즉,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은 미디어를 통해 형성·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

에서는 미디어 매체가 시청률 및 시청자의 관심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이에 환경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에 관하여 개념, 원인, 영향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건과 단편적

이고 상징적인 이미지 위주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이승준·

김영욱, 2019). 환경 리스크 이슈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적절한 정보 커

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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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제로 기후위기를 포함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을 보인다. KEI는 국민환경의식조사

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조사해왔는데, 오늘날

환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최소

2.1배에서 최대 6.3배까지 많았고(2012년~2019년),5) 나아가 67.3%(2018년),

61.8%(2019년)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대응 행동을 위해 더 많은 정보에

대한 필요의사를 표명하였다. 주된 정보 습득 매체로는 온라인 공간을 선택

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곽소윤·이창훈, 2015; 곽소

윤 외, 2016; 김현노 외, 2019; 안소은 외, 2017; 안소은 외, 2018; 이미숙 외,

2013; 이미숙 외, 2014; 이창훈 외, 2012)6)([표 3] 참조).

이러한 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기후현상

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들이 그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

기 위해 정보를 찾는 데 힘쓸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과반수의 국민이 환경정보 습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연구공간으로 삼아, 이상기후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어떤 정보들이

발생하며 그 정보들에 개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개인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과 관련 없이 일종의 학술적·

과학적 개념으로서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닌, 기후위기가

실제 이상기후현상으로 발현되어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개

인이 ‘비상한 상황’ 가운데 체험하는 것으로, 기후위기를 ‘체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개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

가 이전의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5)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6%에서 55.7%에 이르러 적은 응답이라 할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한 응답에 초점을 맞춰

논외로 간주하였다.

6) 본 조사는 ‘환경정보’에 대한 조사로, 엄격히 말해서 ‘기후변화정보’에 대한

조사라고 할 수 없으나, 기후변화가 환경이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응답 양상

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 간주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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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설문질문 응답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정보의

충분성

귀하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까?

매우 부족하다 + 부족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 충분한 편이다

(부정/긍정)

50.4

8.0

(6.3)

46.9

9.8

(4.8)

36.6

12.6

(2.9)

38.7

16.1

(2.4)

37.2

7.4

(5.0)

40.2

9.7

(4.1)

29.9

14.4

(2.1)

36.3

10.6

(3.4)

정보

수요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얼마나 동의

하십니까? - 나는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동의함 + 매우 동의함 67.4 61.8

정보

매체

귀하는 평소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어떤

매체를 통해 접하십니까

인터넷 (2017),

인터넷 포털사이트(2018, 2019)

TV

21.3

69.0

51.6

36.7

51.5

36.1

[표 3] 기후변화 정보 측면 설문 응답 (단위 : %)

주: 기존 KEI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를 저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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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논의의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논의의 배경

1) 2020년 여름 이상기후현상

2020년은 한국 기상 역사에서 특별한 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0년은 긴 장

마철과 집중호우, 많은 태풍 등 기후변화가 이상기상으로 빈번히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준 해”(기상청, 2021.01.14)였다. 장마가 제주에서는 6월 10일에 시작해

서 7월 28일에, 중부지방에서는 6월 24일에 시작하여 8월 16일에 종료되어, 각각 장

마기간이 49일, 54일로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를 기록하였다. 전국 강우일수 또

한 28.3일로 가장 길었다. 장마철 강수량은 중부 851.7mm, 전국 693.4mm로 각각 역

대 1위, 2위를 기록하였고, 시간당 80~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집중호우)가 내

린 곳도 있었다.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쪽 확장 지연으로 정체전선이 주로 제주도 남쪽 해상~남해안

에 위치한 가운데 상층 찬 공기를 동반하며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 정체전선이 자주

활성화된 것에 장마가 길게 이어진 원인이 있었다. 특히 8월의 경우 북태평양고기

압이 중부지방까지 확장하면서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남북으로 폭이 좁은 강한

강수대가 지속적으로 발달하면서 집중호우와 많은 비가 많이 내렸다. 또한 북극의

고온현상으로 제트기류가 약해져 우랄산맥과 중국 북동부에 블로킹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동서 흐름이 약해지고 남북 흐름이 강해지면서 북쪽의 찬 공기

가 자주 위치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기상청, 2021)([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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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상청, 2021.01.14

[그림 1] 여름철 기압계 모식도

태풍은 2020년 1년간 총 23번 발생하였고, 그 중 4차례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

을 주었다. 여름철에 3회(제5호 ‘장미’, 제8호 ‘바비’, 제9호 ‘마이삭’), 가을철에는 1회

(제10호 ‘하이선’) 발생하였고, 그 중 제8호~10호는 8월 하순 이후 연속 발생하여 우

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필리핀해상의 높은 해수면 온도(평년보다 1℃ 이상)로 인

해 태풍이 강한 강도로 발생하였고, 북태평양고기압이 8월 하순에 약화되었으나 평

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해 여전히 동해상에서 세력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에 큰 영

향을 주게 되었다(기상청, 2021.01.14.; 기상청, 2021)([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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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상청, 2021.01.14

[그림 2] 해수면 온도 및 북태평양고기압 위치

연속으로 발생한 태풍들(제8호~제10호)을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제8호 ‘바비’는 8

월 22일 대만 남남동쪽 약 20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였고, 서해상을 따라 북동진

하면서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하여 8월 26~27일 제주도, 전남,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

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내리게 했다([그림 3] 참조).

출처: 기상청, 2021

[그림 3] 제8호 태풍 ‘바비’ 진로 및 누적강수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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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9호 ‘마이삭’은 8월 28일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1,04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9월 3일 부산 남서쪽 해안에 상륙하여 북진하였고 이로 인해

9월 2~3일 제주도, 경상도,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그림 4] 참조).

출처: 기상청, 2021

[그림 4] 제9호 태풍 ‘마이삭’ 진로 및 누적강수량 분포

마지막으로, 제10호 ‘하이선’은 9월 1일 괌 북쪽 약 780km 부근 해상에서

발행하여, 9월 7일 울산 남쪽 해안에 상륙하여 북진하였다. 이로 인해 9월 6~7일

제주도, 경상도,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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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상청, 2021

[그림 5] 제10호 태풍 ‘하이선’ 진로 및 누적강수량 분포

긴 장마와 연속으로 들이닥친 태풍은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남겼다. 먼저 농업

분야에서는 7~8월 집중호우로 인해 34,175ha, 8~9월 태풍으로 인해 123,930ha가 농

작물 침수, 쓰러짐, 낙과, 농업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를 입었고, 산림분야에서는 산

사태로 인해 총 13명(사망9, 부상4)의 인명피해와 1,343ha의 재산피해(역대 3위)를

입었다. 환경분야에서는 8월 집중호우로 30명 사망, 8명 부상, 12명 실종, 5,971명

이재민 피해가 발생하고,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며 70여 채 침수 피해를 입었고, 국

토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철도 등 156건의 피해, 섬진강 제방 월류 및 유실 등 하천

시설 피해가 보고되었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지태양광 설비 토사유출(3.6ha)

피해 27건이 발생하였고, 전체 태양광 설비(34.4만개) 중 52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9호 ‘마이삭’은 2019년 가장 많은 정전 호수를 발생시킨 태풍 ‘링링’

보다도 2배에 가까운 가구(29.5만 호)에 정전 피해를 초래하였고, 제9호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으로 인해 일부 원전의 정상가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재난안전 분

야에서는 46명의 사망·실종자가 보고되었고 1조 2,585억 원(공공시설 1조 1,343억

원, 사유 1,24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기상청, 2021)([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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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피해내용

농업
[농작물 침수, 쓰러짐, 낙과, 농업시설물 붕괴 등]

(7~8월 집중호우 34,175ha, 8~9월 태풍 123,930ha)

산림

[산사태 피해 급증]

- 인명피해 : 총 13명(사망9, 부상4)

- 재산피해 : 산사태 1,343ha(역대 3위)

환경
- 인명피해 : 사망 30명, 부상 8명, 실종 12명, 이재민 피해 5,971명

- 재산피해 : 섬진강 제방 붕괴로 70여 채 침수 피해

국토교통

[도시 내 침수 피해, 하천 주변 재산 피해, 국토교통 기반시설 피해 등]

- 도로·철도 등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 피해 총 156건(8.1.~8.11.)

- 섬진강 제방 월류 및 유실(적성제, 섬진제, 곡성2제) 등 하천시설 피해 발생

산업

·

에너지

[일부 태양광 설비 피해 발생]

- 산지태양광 설비 토사유출(3.6ha) 피해 27건 발생

- 집중호우 기간(7.20.~9.4.) 전체 태양광 설비(34.4만개) 중 52건 피해 발생

[전력설비 피해]

- 29.5만호 가구에 정전 피해 초래

- 일부 원전의 정상가동에 지장 초래

재난안전
- 인명피해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중, 46명 사망·실종

- 재산피해 : 1조 2,585억원(공공시설 1조1,343억원, 사유 1,242억원)

[표 4] 2020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출처: 기상청, 2021

2) 인터넷 신문 · 포털 뉴스

제한된 단어만을 전송할 수밖에 없는 전신(telegraphy)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려서 전송하게됨으로써 ‘역 피라미드형’ 기사양식이

탄생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미디어의 ‘하이퍼텍스트성’ 덕분에 독자들은

기자가 설정해 놓은 텍스트의 맥락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보 추구 욕구에 따라 수시

로 사이트들을 옮겨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독자들은 스스로 능동적인 정보

의 사용자가 되어 뉴스의 가치를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

미디어의 또 다른 특징인 ‘상호작용성’은 일반시민들이 뉴스나 공공이슈 보도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인터넷 신문 형식과 구성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권

상희, 2004).

인터넷 신문은 크게 기존의 일간지 신문사 혹은 그 자회사, 그리고 인터넷만을 전

문으로 사용하는 신문사 등의 신문사 사이트에 게재되거나 여러 신문사의 기사가

포털을 통해 게재되는 두 방식으로 독자에게 제공된다(권만우, 2003; 김명준, 2001;



- 14 -

김채환, 2001). 인터넷 신문이 발아하던 초기에는 인터넷 신문이 전통적인 신문과

구성양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외형적으로만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하는 수

준이었으나(권만우, 2003; 김명준, 2001), 인터넷 기반 뉴스가 기존 오프라인 미디어

를 모회사로 하는 온라인 뉴스와 파이퍼텍스트와 상호작용성 활용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등, 기존의 인쇄신문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대안성을 가지고 있다는 기대

를 일찍부터 받아왔다(김경희, 2002; 김재환, 2001).

이렇게 시작된 인터넷 신문은 독자의 열독률 혹은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 전통적

인 사실 전달 위주의 기사제호에서 탈피, 기사 본문의 내용을 축약해서 의미를 전

달하는 제호 본연의 기능보다 흥미를 높이기 위해 형식이나 어구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집중하는 양상으로 변해왔다(김관규, 2013). 하지만, 이

러한 변화는 ‘놀람·분노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형용사 사용, 성적인 내용, 사실과 다

른 내용, 유명인 이름 사용, 상관없는 주제의 결합’ 등으로 구성되는 클릭유도성 뉴

스의 양산을 초래해, 해당 뉴스뿐만 아니라 일정한 품질을 갖춘 뉴스의 품질평가

및 독자의 이용 의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보다 깊은

고찰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선민, 2020a; 이선민, 2020b).

이와 별개로 인터넷 신문을 통한 정보습득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에 있다. 한국언

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와 협력하여 발간

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를 보기 위해

이용”한 미디어를 조사한 결과,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각각 83%와 55%(복수응답,

단수응답), 텔레비전 뉴스 이용은 각각 67%와 40%로 조사되었다. 뉴스 소비에 있

어서 디지털 미디어가 핵심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표 5] 참조).

분류 디지털 텔레비전 프린트 라디오

뉴스 이용 미디어(복수응답) 83% 67% 19% 15%

뉴스 이용 미디어(단수응답) 55% 40% 4% (응답낮아 제외)

[표 5] 뉴스 이용 미디어(2019)

또한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환경이 심화되면서 디지털 미디어는 텔레비전 뉴스

이용자를 흡수하는 추세에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 “지

난 일주일 동안 뉴스를 보기 위해 주로 텔레비전을 주로 이용한 비율은 2017년

44%에서 2019년 40%로 줄어들고, 전혀 이용하지 않은 비율은 2017년 2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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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3%로 증가하는 반면,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 비율은 50%에서 56%로 증가

하고, 전혀 이용하지 않은 비율은 17%에서 16%로 감소하였다. 디지털 미디어가 점

차 주류 뉴스매체화되고 있는 것이다(김선호·김위근, 2019)([그림 6] 참조).7)

[그림 6] 주된 뉴스 이용 미디어 추이(2017-2019)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 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가 다변화되면서, 독자는

수시로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한국 독자들은 특히 하루 6회 이상(32%),

2-5번(44%), 1번 이하(24%)로 뉴스를 접하여, 세계 통계(각각 25%, 39%, 35%)보다

뉴스를 접하는 횟수가 더 많은 편이었다. 디지털 뉴스를 이용하는 주 경로로는 ‘검

색 및 뉴스 수집 서비스’가 76%로 압도적이었고, ‘모바일 및 이메일 알림 서비

스’(10%), ‘소셜 미디어’(9%), ‘언론사 홈페이지’(4%)가 뒤를 이었다. 포털 뉴스의 서

비스 중단에 대한 의견도 반대가 과반수 이상(56.7%)으로 나타나 포털 뉴스 사용이

이미 고착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선호·김위근, 2019; 김선호·오세욱, 2018).

인터넷의 등장으로 뉴스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해왔고, 최근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질되는 모습도 발견되어, 인터넷 기사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하

지만, 이와 별개로 인터넷 기사는 독자의 뉴스 습득에 있어 주류매체화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인터넷 기사가 초기에는 인쇄된 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일간지 사

이트를 통한 기사 읽기 또한 활발하였음에 비해, 포털이 각종 뉴스사와의 제휴를

7)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설문조사 모집단은 인터넷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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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타급 뉴스’를 공급받음으로써 오늘날 뉴스는 압도적으로 포털을 통해 소비되

고 있고, 사회적 영향력도 신문사 사이트보다 포털의 뉴스 채널에서 더 크게 작용

하고 있다(안종묵·박광순, 2007).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포털 상의 인터

넷 기사는 분석대상으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댓글

인터넷 신문 기사는 오프라인 기사와 달리 댓글을 통해 사람들의 사상·의견·관점

에 대한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독자들은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정보 생산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한다(오은하, 2016). 댓글 활동은 크게 댓

글 읽기와 쓰기로 나누어지는데, 포털 뉴스 사용자 중 최근(지난 일주일 기준) 댓글

읽기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0.2%, 댓글 작성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1.1%,

공감 표시를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0.9%로 조사되는 등, 댓글 활동은 주로 읽

기에 집중되어 있다(김선호·오세욱, 2018).

댓글 읽기는 주로 ‘상위에 게시된 댓글 10개 정도까지’ 읽는 양상이 40.4%로 가장

많았고, ‘최상위에 게시된 댓글 2-3개’까지 읽는 응답자가 35.4%로 뒤를 이었다. 포

털 네이버(이하 네이버)가 기사 바로 밑에 제공하는 댓글의 수가 10개, 포털 다음이

기사 바로 밑에 제공하는 댓글 수가 3개인 점에 비추어 보아, ‘댓글 더보기’를 클릭

하여 많은 댓글을 적극적으로 읽는 행위보다 포털의 인터페이스 상 처음 눈에 띄는

것만 읽는 정도로만 댓글 읽기 행위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짐작할 수 있다(김선호·

오세욱, 2018).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댓글을 읽는 주된 목적으로는 ‘기사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

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84%)와 ‘댓글을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64%)가

가장 많았고, 댓글의 정보적 차원에 대한 평가로는 ‘소통을 도와준다’(66.4%), ‘뉴스

기사나 게시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66.2%), ‘전체 여론을 짐작할 수

있다’(65.7%)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보다 댓글을 신뢰”하

는지 문항에 70%가 ‘아니다’라고 응답하고, 댓글에 나타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이 37.9%에 불과하다고 응답하는 등 신뢰도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즉, 댓글 읽기 행위는 신뢰할만한 정보습득을 위한 것보다는 정보습득을 보완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며, 독자는 주로 여론 파악 및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선호·오세욱, 2018; 김선호 외, 2016).

댓글은 수용자들이 기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김은미·

선유화, 2006), 댓글의 논조는 기사의 논조 및 주제에 대한 수용자들의 판단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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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 또한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또 다른 기사의 주제에 대한 판

단에도 영향을 미친다(여은호·박경우, 2011; 이은주, 2011). 나아가 댓글은 독자의

뉴스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은주·장윤재, 2009).

뿐만 아니라, 댓글을 읽는 독자가 댓글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강화하는 등 댓

글은 개인 의견에 영향을 미치며(이재신·성민정, 2007; 이재신·이민영, 2008; 정일권·

김영석, 2006), 특정 논조의 댓글이 많아질수록 지배적인 댓글의 논조에 동조하는

비율을 더 높게 추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감정적으로 베스트 댓글을 수용하

는 등 댓글의 지형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김태은·최승인, 2019; 이미나, 2010; 정낙

원·김성욱, 2020). 마지막으로, 독자는 댓글을 통해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현실 공

간’의 여론까지 유추하고 인식하는데, 특히 수용자가 댓글의 수에 따라 콘텐츠에 대

한 흥미나 중요성을 평가하는 등, 댓글은 일종의 의제설정 기능을 한다는 평가 또

한 받고 있다(이은주·장윤재, 2009; 이은주, 2011; 천현숙·마정미, 2012). 이렇듯 댓글

은 독자의 기사 및 매체에 대한 인식, 보도된 현상에 대한 인식, 여론에 대한 인식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독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댓글은 ‘쓰기’ 행위보다 ‘읽기’ 행위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인터넷 토론과 마찬가지로 적은 ‘쓰기’ 행위주체들에 의해서 생성된다(김은

미·이준웅, 2006). 최근 3개월 동안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에 댓글 혹은 게시글을

작성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3년 5.6%, 2014년 6.6%, 2015년

8.1%, 2016년 7.8%, 2017년 8.0%에 불과했고, 분포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댓글/게

시글 작성 경험자의 경우 성별로 남성은 58.3%, 여성은 41.7%, 연령별은 만20-29세

(32.1%), 만30-39세(26.9%), 만40-49세(18.9%) 순으로 분포하였다(오주현, 2018).

2017년의 조사에서 최근 3개월 동안 댓글 및 게시글 작성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70% 이상이 한 달에 3회 이하 정도로 작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주현,

2018). 2016년의 연구에서는 ‘한 달 평균 한 번 이상 댓글 작성’한 응답자는 각각 작

성 경험이 있는 남성의 58.3%, 여성의 39.4%, 그리고 작성 경험이 있는 20-30대의

44.3%, 40-50대의 53.8%에 해당하였다(김선호 외, 2016). 이러한 통계치들을 통해,

적은 수의 댓글 작성자가 많은 댓글을 집중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댓글 작성은 주로 포털에서 이루어진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온라인 댓글

을 작성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포털

뉴스에 댓글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응답은 88%로, 언론사 홈페이지 작성 경험이

45.6%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언론사 홈페이지보다 포털에서 댓글 작성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2016년 5월 한 달 동안 네이버 뉴스에서 제공하는 기사 댓글 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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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한 결과는 성별로는 남성 79.7%, 여성 20.3%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20대 22.5%, 30대 32.0%, 40대 25.3%, 50대 이상 15.9%로 나타났다

(김선호 외, 2016).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포털 기사 댓글이 연령 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주로 남성에 의해 주도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댓글은 읽기 효과에 있어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생산과정에 있어서 댓글이 모든 이들에 의해 균등하게 작성되고 있다고 하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포털 댓글은 여론을 추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라는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김은미 외,

2015; 정낙원·김성욱, 2020). 댓글 상의 의견을 여론과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

며(김은미·이준웅, 2006; 김종길, 2006; 윤영철, 2000; 이은주·장윤재, 2009), 댓글을

통해 여론을 ‘보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정도로 결론 지을 수 있다(Delos

Santos & Shanahan, 2012; Harlow, 2015; Loke, 2012). 하지만, 댓글을 통해 여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댓글의 중요성이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신

문 기사 밑에 붙는 댓글은 기사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해석되며(조수선, 2007),

이는 댓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결과적으로, 댓글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사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살펴봄과 동시에 타 독자가 기사를 읽을 때 기사와 함

께 습득하는 정보(기 독자의 반응)가 어떤 성질을 띠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준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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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1) 프레임 분석

프레이밍(framing)은 고프만(Goffman, 1974)의 ‘기본틀(primary framework)’ 개념

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고프만(1974)에 따르면 개인이 복잡한 세상의 다양한 일들을

모두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해석

(interpret)하고 이를 분류(classify)하면서 주변 세계를 이해해 나간다. 이 때, 그 이

해에 활용되는 해석과 분류의 체계가 ‘기본틀’이 된다(주영기, 2013). 인간의 기본적

인식 도구로 출발한 프레임 개념은 뉴스 보도, 기타 사회적 담론, 일반인의 이슈 인

식에도 존재하는데, 뉴스보도 영역에서 프레이밍은 특정 이슈의 특정 측면에 대한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집중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프레임은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선택(selection), 강조(emphasis), 제외(exclusion)”를 통해 보여주

는 “인식(cognition), 해석(interpretation), 표현(presentation)상의 일관된 패턴

(persistent patterns)”으로 구체화된다(Entman, 1993; Gitlin, 1980; Scheufele, 1999;

유명순 외, 2017에서 재인용).

이러한 프레이밍의 개념은 하나의 뉴스를 다양한 팩트로 구성하고 조직해 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원칙’이 작동해, 팩트들이 제각기 뉴스의 특정한 위치에 배치되거

나 특정한 표현들로 표현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주영기, 2013). 때문에,

미디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나타내면서 사람들의

해석과 생각하는 방법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뉴스 프레이밍 효

과(framing effect)라 한다(Gamson & Modiglianii, 1989; 임인재·나은영, 2019에서

재인용). 즉, 프레임은 단순한 언론의 보도 경향성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과 배제의 기제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건에 대한 인식 및 신념을 형

성하며, 최근에는 수용자의 감정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인지적인

프레이밍 효과를 넘어서 감정 반응의 과정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윤순진, 2016; 윤순진, 2019; 이준웅·김성희, 2018; 임인재·나은영, 2019).

특히 뉴스 기사에 담긴 정보가 전문적 지식과 결합되어 있을 때, 언론매체는 시민

에게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기후변화 이슈의 경우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기제나 대응 방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학지식이 필요하기에 언론매체

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윤순진, 2016).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뉴스도 타 언론보

도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프레이밍의 과정을 통해, 동일한 사안이라도 프레임에 따

라 상이하게 보도되는 등, 해당 이슈의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되는 정보

들을 선택·강조·배제하는 과정을 거친다(윤순진, 2019; 주영기, 2013). 이러한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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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측면에 대한 보도 선택의 여파는 정책 입안자나 일반 시민의 마음 속에 기후

변화와 관련해 특정한 지식의 활성화(knowledge activation)를 일으키며, 나아가 기

후변화 대책 및 정책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윤순진, 2016; 주영기, 2013). 때문

에,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뉴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국내 기후변화 담론 분석 연구는 담론을 이론적으로 심층적으로 그 형성과정과

특징에 대해 고찰한 연구(서영표, 2016; 윤순진, 2008; 전현식, 2010; 홍덕화, 2020)와

기사 등 매체를 통해 형성된 담론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후자의 선행 연구들과 결을 같이 한다.

2) 내용분석 선행연구

먼저, 많은 연구가 내용분석을 연구방법으로 하는데, 그 중 국내 일간지를 중심으

로 한 연구로 먼저 김현철 외(2011)는 국내 3개 종합일간지(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의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의 키워드를 가진,

2002·2004·2006·2008년의 876개의 기사를 연구대상으로 엔트만(1993)의 네 가지 분

류법8)을 기초로 하여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사실 나열형’, ‘태도 정립형’, ‘행동 조

직화형’의 범주로 프레임화 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국내언론이 단순 사실이나 원

인과 결과와 관련한 사실적 내용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었고 2008년부터 행동조직화

형 뉴스프레임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Yun et al(2012)는 2007년부터 2008년간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경제에서 발간된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신문이 어떻게 기후변화를 묘사하고, 어떤 정보원을 선

택하였는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제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로 한국 언론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주로 정책 결정과 완화 정책에 관해 보도하

였으며 주된 정보원은 정부이나, 보수신문과 경제신문의 경우 기존 사회 구조를 유

지하며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진보신문은 온실가스 배

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자력 발전 등 위험성이 높고 큰 기술

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함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주영기(2013)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후변

화 관련 기사(448건, 339건)를 대상으로 테마별, 정서적 논조 및 취재원의 코딩별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보수언론에서는 예후 프레임, 진보언론에서는 진단 프레임이

8) 문제의 정의, 원인설명, 도덕적 평가, 대책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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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선호되는 양상을 발견했다. 또한, 임인재 외(2013)는 기후변화의 발생 원인과

대응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조선

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의 ‘기후변화 논쟁’, ‘지구 온난화 회의론’, ‘기후게이트’의 키

워드를 가진 663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삼아, 원인과 대응에 대한 분석 유목으로 나

누는 내용분석을 통해, 보도가 주류 기후과학계의 담론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보

도 경향과 일반 국민의 인식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Yun et al(2014)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경

제에서 발간된 기사를 내용분석하여 한국 언론이 기후변화의 생태학적 영향과 정부

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필요성을 강조하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온

실가스 배출 저감이 위협이 아닌 경제적 기회로 프레임되고, 보수지와 경제지는 이

를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녹색 기술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내용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취한 연구들 중 연구대상이 국내 범위를 넘어서거나 일

간지 바깥으로 뻗어나간 경우로는 먼저 북한의 담론을 연구한 박미선 외(2013)와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한 정상균(2016)의 연구, 그리고 여러 매체를 망라하여 연구한

유명순 외(2017)의 연구가 있다. 박미선 외(2013)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로동신

문과 민주조선에 게재된 기사 중 표제에 ‘이상기후’ 또는 ‘지구온난화’ 또는 ‘기후변

화’를 포함하는 204개의 기사를 대상으로 기사 발행일, 보도된 사건 발생 장소, 화

자, 이해관계자 등의 범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북한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

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았다. 정상균(2016)은 한국과 일본의 보수지(조선일보,

요미우리신문), 진보지(한겨레신문, 아사히신문), 경제지(한국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1990년 1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의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온실

가스’로 검색되는 사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입장, 수용태도, 관점, 주

장 근거, 주장 목적의 범주로 구분하여, 한국과 일본 신문의 여러 부문에서의 차이

를 발견하였다. 유명순 외(2017)는 6개월간 신문(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국민, 문

화), 지상파TV(KBS, MBC, SBS), 케이블TV(JTBC, TV조선), 인터넷 뉴스(오마이

뉴스, 데일리안) 매체의 ‘기후변화’ 혹은 ‘지구온난화’로 검색된 기사 중 334건을 대

상으로 ‘진단 프레임’, ‘예후프레임’으로 나누는 등 내용분석을 통해, 보수언론 그룹

이 예후 프레임을 진단 프레임보다 선호하는 양상을 보여 해외의 기후변화 보도 차

이 양상과 다름을 발견하였다.

3) 기타 연구방법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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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분석 외에 다른 방법을 활용한 방법으로는 윤순진 외(2019)와 홍영식·이덕로

(2019)의 연구가 있다. 윤순진 외(2019)는 북한의 기후변화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기사 중, 표제나 본문에 ‘기

후’ 또는 ‘온난화’를 포함하는 기사 968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시기별로 워드클라

우드 및 핵심어 연결망을 구축하여 북한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기후변화 담

론과 정권 변화에 따라 변하는 기후변화 담론을 구분해내어, 향후 기후변화 측면에

서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을 가능성을 찾아내었다. 홍영식·이덕로(2019)는 빅카인즈

에서 ‘기후변화’로 검색된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기사

를 빅카인즈의 분석도구를 활용해 형태소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하여, 기후변화의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해결사’가 아닌 ‘촉진자’로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주장하였다.

담론을 둘러싼 다른 시각에서의 연구 또한 존재하였는데,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깊게 연루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윤순진(2016)과 기후변화 담론연구의 상위

범주인 환경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메타분석한 채영길(2019)이 있다. 윤순진

(2016)은 유의표집법과 눈덩이표집법을 사용하여 31명의 기자들을 만나 반구조화

면접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기자들이 기후변화의 실재성에 공감하고 있으

나, 기사의 상품성으로 인해 주로 기상재난 등 단발성 보도 양상을 띠게 되는 실태

를 발견, 가시적인 손실에 대한 관심을 넘어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나 기후변화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 채영길(2019)은 DBpia에서 신문방송학 분야 중 ‘환경, 재난, 재해,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환경보도, 기후변화, 환경커뮤니케이션, 환경오염’을 키워드로 하여 수짐

된 환경커뮤니케이션 분야 연구 44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

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며 미디

어학계의 학술적 연구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고, 환경을 특정 환경적 이슈에 대한

미디어 혹은 미디어에 투영된 사회일반의 담론과 그것에 대한 공중의 반응 속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언론보도 분석은 여러 방면으로 활발히 이

루어졌고, 그 중 내용분석의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상당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

서는 이러한 전통을 따라 내용분석 방법에 기초를 둘 것이나 프레임 분석 과정에서

필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을 통한 기계적 방법으로 보완

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에 대한 연구 및 이와 보도된 기

사를 연결시켜 기후변화 관련 기사를 접한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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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전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댓글까지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 24 -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모든 자료수집은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의 beautifulsoup와 selenium 라이브러

리를 사용하였다. beautifulsoup은 포털 사이트의 html의 태그를 다룰 수 있게 해주

는 역할을 하고, selenium은 beautifulsoup만으로는 수집할 수 없는 동적 정보를 수

집할 수 있게 해준다.9)

검색 포털은 네이버로 한정하였다. 포털을 네이버로 한정한 이유로는 먼저 본 연

구의 연구대상이 기사뿐만 아니라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이란 점에 있다. 어떤 기사

가 독자에게 읽혀 댓글이 달리는지는 기사의 포털 내 배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일반 신문사에서 어떤 기사를 낼지, 어떻게 배치할지 등 ‘게이트키핑(gatekeeping)’

을 하는 것과 같이 포털 또한 포털의 정책 및 알고리즘에 따라 어떤 기사를 뉴스

섹션에 전면 배치할 것인지를 달리 결정하기 때문이다(박광순, 2012; 방영덕·박재영,

2009). 때문에, 만일 인터넷 기사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면 포털 간의 비교를 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겠으나, 기사에 대한 반응인 댓글까지 분석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의 경우 포털 간 비교는 자칫 초점을 흐려지게 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7] 동시간(2020.12.07 20:40) 포털(네이버,다음)별

상이한 뉴스 페이지 모습

9) 연구자가 사용한 코드는 논문 끝에 첨부하도록 한다. 미약하지만 파이썬을 통해 웹크롤

링을 시도하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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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을 네이버로 한정한 두 번째 이유는 본 연구가 기사 검색을 위해 키워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어를 총 세 번 다르게 설정하여 검색하였다. 먼저, ‘장마 | 태풍’으로 장마나 태

풍 중 하나 이상의 단어가 들어가는 기사들을 검색하고, 다음으로 ‘장마 | 태풍’에

더해 ‘이상기후’ 혹은 ‘기상이변’의 키워드까지 포함된 기사들을 검색한다. 마지막으

로는 ‘이상기후’나 ‘기상이변’의 키워드에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의 키워

드 중 하나라도 들어간 기사를 검색한다([표 6] 참조).10) 이는 장마와 태풍이라는

기후현상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쓴 기사와, 이를 이상기후현상으로 본 기

사, 그리고 나아가 그 원인인 기후변화까지 연결 짓는 기사로 나누어 분석하기 위

함이다. 네이버의 경우 이런 세세한 검색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세

검색 기능이 없어 이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발굴해줄 수 없다. 이러

한 이유들로 검색 포털은 네이버로 한정하였다.

1단계

(검색기사)

2단계

(검색기사)

3단계

(검색기사)

장마, 태풍

(44440건)

+이상기후 (807건)*

+기후변화 (543건)

+기후위기 (289건)

+지구온난화 (252건)

+기상이변 (312건)

+기후변화 (156건)

+기후위기 (85건)

+지구온난화 (109건)

장마, 태풍

(44440건)

+(이상기후 or 기상이변)

(1006건)

+(기후변화 or 기후위기 or 지구온난화)**

(752건)

주: * 기호 ‘+’는 네이버 검색 연산자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검색어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장마|태풍 +이상기후’로 검색하면, 키워드 ‘장마’나 ‘태풍’ 둘 중 하

나가 들어간 기사 중 키워드 ‘이상기후’가 포함된 기사만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
**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기 ‘+이상기후|기상이변’, ‘+기후변화|기후위기|지구온난화’로

검색하지 않고 각각 나눠서 모두 검색한 이유는 이중으로 검색 연산자를 사용하였

을 경우 정확히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2단계와 3단계의

경우 각 키워드를 세분화하여 각각 검색, 합친 후 중복되는 기사를 제거하는 방법

으로 수합하였다.

[표 6] 단계별 키워드 및 검색 기사 수

10) 기호 ‘|’는 네이버 검색 연산자로 ‘또는’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장마|태풍’을 검색하

면, 키워드 ‘장마’나 ‘태풍’ 둘 중 하나만 들어간 기사가 모두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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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뉴스를 보기 위해 사용한 플랫폼 중 네이

버가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튜브 40%, 다음 3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네이버를 사용하는 비율이 대체로 비슷(18-24세:66%, 25-34세:68%,

35-44세:70%, 45-54세:67%, 55세이상:62%)하게 나타나며, 정치적 성향별로도 골고

루 이용(진보:63%, 중도:68%, 보수:64%)되고 있다(김선호·김위근, 2019). 즉, 인터넷

뉴스 사용 규모를 고려할 때 네이버를 주 연구 포털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각

연령대 및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골고루 사용한다는 점에서 편향된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기사 검색기간은 장마가 제일 먼저 시작된 제주에서의 장마시작일 2020년 6월 10

일부터 중부 장마종료일인 8월 16일, 그리고 전국단위 태풍주의보가 시작된 8월 9

일부터 9월 7일까지로, 종합하면 2020년 6월 10일부터 2020년 9월 7일까지의 기사

가 검색되도록 설정하였다.

검색된 기사 중 ‘네이버뉴스’로 각 신문사 인터페이스가 아닌 각 포털에서 제공하

는 인터페이스에서 읽히는 기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그림 8] 참조), 이는 포

털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내에서 독자의 댓글 활동이 언론사 홈페이지보다 활발

하며, 자료수집을 위한 웹크롤링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세 번에 걸쳐 키워드 검색

결과를 상세히 수집한 결과 먼저 ‘장마|태풍’으로 검색 시 44440건이 발견되었다.11)

이어 ‘장마|태풍 +(이상기후|기상이변)’으로 검색 시 1006건, ‘장마|태풍 +(이상기후|

기상이변) +(기후위기|기후변화|지구온난화)’로 검색시 7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

다.12) 추출된 세 가지 기사 그룹 모두에 대한 댓글을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

가능하기 때문에, 댓글의 경우 이 연구주제와 밀접하고 이상기후현상을 기후위기까

지 연결지었을 것이라 기대되는 세 번째 추출 그룹에 대한 댓글만을 수집하였다.

댓글 중에서는 욕설 등이 포함되어 삭제된 기사와 작성자가 작성 이후 스스로 삭제

한 댓글을 제외하고 수집하였다. 이에 752건의 전체 기사 중 댓글이 수집되지 않는

‘스포츠’, ‘연예’ 분야 기사를 제외한 745건의 기사와 이 기사에 달린 38277건의 댓글

중 26986건의 댓글을 최종적으로 수합할 수 있었다.

11) 장마나 태풍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의 수, 44440건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Google

Trand에서 제시하는 2020년 인기 검색어 중 1위인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2위 ‘미국 대

선’, 3위 ‘테슬라 주가’와 관련된 기사 수와 비교해보았다. 동일한 기간 내 ‘코로나’로 검색

된 네이버기사는 127,734건, ‘대선’으로 검색된 네이버기사는 29,453건, ‘테슬라’로 검색된

네이버기사는 5,963건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간 내 이상기후현상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2) 괄호 ‘( )’는 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쓴 것일 뿐, 실제 검색 과정은 앞서 서술한 바를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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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네이버뉴스’(실선) 대비 ‘비(非)네이버뉴스’(점선)

2. 조작화 및 측정

인터넷 포털 뉴스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에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웹사이트

평가와 뉴스 내용을 평가하는 내용 평가가 있다. 웹사이트 분석으로는 박광순(2014)

의 연구가 있는데,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기사 본문 페

이지 구성과 뉴스기사 본문 주변 공간의 콘텐츠 유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인터넷신

문의 뉴스페이지에 대한 분석 결과, 네 포털 간에 차별화될 수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뉴스기사 페이지의 공간 구성은 네이버가 10개의 공간, 다른 세 포털은

7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었으며, 다른 세 포털은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 구성과 콘텐

츠 유형이 대체로 비슷하였다(박광순, 2014).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가 아닌 뉴스 내용을 평가하는 데 집중한다. 평가 유목은

연구 초기 시점, 다분야의 보도분석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사 형태에 대한 분석

(주제, 종류, 제목, 리드, 구조, 취재원)과 기사 내용에 대한 프레임 분석으로 구성하

였다. 하지만 실제 ‘네이버 뉴스’ 형태의 기사를 연구자가 분류하며, 실제로 적용하

기 모호하고 유의성이 적은 분석 유목들(제목, 리드, 구조, 취재원)은 분석 유목에서

제외하고[표 7], 연구 중 적합하다고 판단한 새로운 유목(‘네이버 픽’ 유무, 언론사)

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최종 분석 유목으로 기사 기초 조사 항목(‘네이버 픽’ 유무,



- 28 -

주제, 언론사, 종류)과 토픽모델링을 통해 추출한 기사의 토픽들로 결정하였다([표

8] 참조).

범주 유형 조작화 평가

제목

(조수선, 2005;

김관규, 2013)

정보

전달형

정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충실한 제목

- 네이버 뉴스로 선정되는 기사들

중 맹목적으로 관심유도를 하는

제목은 존재하지 않았음

- 모두 정보를 전달하나, 어느정도씩

관심유도할만한 전략을 쓰고 있어

더욱 세분한 분류가 필요

- (문장부호 및 내용직접인용여부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함)

관심

유도형

내용 전달보다 태도나 느낌을

감미하여 관심을 유도하는 제

목

리드

(조수선, 2005)

무리드 개요가 없는 유형
- 네이버 기사의 경우 리드가 단순

히 제목 밑에만 위치하지 않음.

- 어떤 것이 리드인지 구분하기 쉽

지 않음.

- (볼드체, 혹은 소제목 등의 유목으

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함)

서두

리드

기사의 앞부분 몇 줄만을 제

시해 주는 유형

요약

리드

기사 내용을 별도로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유형

구조

(박재영, 2006)

역

삼각형

주제 정보 요약형 리드 이후

에 중요도 순으로 정보를 나

열한 구조
- 기사의 구조는 기사를 논리적으로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훈련된 연

구자가 아닌 이상 명확히 구별하

기 어려움.

- 모호한 분류는 자칫 연구자의 주

관이 개입할 여부가 다분히 있음.

변형된

역삼각형

에피소드나 스케치 도입 이후

에 역삼각형 구조로 전개한

구조

내러

티브

개인의 사례를 통해 주제를

환유한 이야기 형식의 구조

혼합

/기타

혼용되었거나 어디에도 해당

되지 않는 구조

취재원

(박재영, 2006)

투명

취재원

기사와의 관련성이 명백히 드

러나고, 그가 누구인지 독자가

알 수 있는 취재원

- 전문인 취재원 : 정치인, 공

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 일반인 취재원 : 전문인 취

재원 외 순수 일반 시민

- 많은 기사들이 취재원이 이전에

발표한 것 등을 간접인용하여 기

사화한 경우, 즉 취재보다는 ‘발췌’

의 경우가 많아 분류하기에 모호

함.

- 또한 기상관련 기사의 특성상, 정

부기관에 정보출처가 집중되는 경

향이 있고, 익명 취재원은 발견하

기 힘듦.
익명

취재원

어떤 형태로든 익명으로 쓰인

취재원

[표 7] 분석유목 중 제외 유목에 대한 연구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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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및 분류 유형 및 조작화

기

초

조

사

언론사선정 ‘네이버 픽’ 존재 여부 (5초 셈)

주제 (네이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과학, 오피니언

언론사 방송통신사, 전문지, 매거진, 지역지, 인터넷IT지, 경제지, 종합지

종류

(이경미·최낙진

, 2008)13)

스트레이트
사실보도 중심의 기사,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이나 보도

(브리핑,발표 전달 등)

해설성 리포트

사실에 근거하여 쉽게 풀어쓴 기사. 사건의 원인과 결

과, 전망

(보고서 등 차용도 여기로 포함)

기획성 리포트
리포터가 사실에 근거하여 취재하는 심층, 기획성 기사

(특집)

르포성 리포트 현장 중심의 사실적 기사

인터뷰성 리포트 인터뷰어와의 내용이 뉴스의 중심이 되는 기사

스케치성 리포트 화면/장면 위주로 하여 보여주는 형식의 기사

발췌문 동영상/라디오 (거의) 그대로 따온 기사

주장문 칼럼, 기고문 등 ‘주장’ 위주의 기사

기타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내

용

/

프

레

임

분

석

토픽모델링

현상 토픽

태풍예보·실태보도, 장마예보·실태보도, 세계 이상기후

현상, 폭염 현상, 생태계 변화, 산림 집단고사 사건,

중국 싼샤댐 붕괴설

진단 토픽

폭염 전망, 기후위기 사회적 반성, 피해 진단,

식량안보·작황변화, 원전 정지, 도시 진단, 기후위기

과학적 분석

거버넌스 토픽
기후환경 정책, 치수(4대강) 정책, 기상청, 재해대응

정책, 피해복구 정책, 지자체 계획, 산림 정책

환경보호 토픽 개인 실천, 개발대립

기타 코로나19, 정치권 쟁점, 미국대선·혁신

참고 프레임

사회문제적 접근 프레임(유명순 외, 2017; 주영기, 2013), 미래전망

프레임(박현정, 2014), 재난보도 프레임(임인재·나은영, 2019),

효능감(유명순 외, 2017)

[표 8] 수정 분석유목 및 조작화

기사 기초 조사는 네이버의 분류에 따르거나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조작화를

차용한다. 프레임 분석의 경우는 이상기후현상을 다룬 기사에 대한 프레임 분석 선

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프레임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토픽모델링을 사용한다.

13) 여러 종류가 같이 섞여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지배적인 양상을 띠는 종류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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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토픽모델링의 경우 토픽을 명명하는 데에 연구자의 주관이 전적으로 개입되므

로, 이상기후현상 관련 기사를 분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회문제적 접근 프레

임’, ‘미래전망 프레임’, ‘재난보도 프레임’, ‘효능감’ 등을 참고하여 더 정교한 프레임

화를 도모한다.

1) 기사 기초 조사

(1) 네이버 픽

포털 뉴스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폰 등 모바일을 통해서도 소비된다. 네이버는

모바일 환경에서 언론사가 직접 주요 뉴스를 선정해 언론사 편집판을 꾸며 인링크

기반으로 주요 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언론사는 언론사 편집판 상의 노

출 기사 및 이미지, 배열 순서, 업데이트 주기, 기사의 댓글 열람 방식까지 직접 선

택해 서비스하며, 이렇게 언론사가 직접 선택한 기사는 본문 및 포털에서의 검색어

를 통한 검색 결과에서도 별도 표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네이버 ‘픽(Pick)’이다

([그림 9] 참조). 이렇게 언론사가 직접 선택하여 언론사 편집판의 전면에 내세운

기사, 즉 ‘네이버 픽’이 있는 기사들은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댓글도 더 많이

작성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네이버 픽’의 유무를 분석 유목에 포함시켜

댓글 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그림 9] ‘네이버 픽’(우측 상단)이 표시된 기사 예시

(2) 주제(섹션)

기사를 주제에 따라 나눈 선행연구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1면 머리기사 88개

를 예비 조사하여 23개의 주제 항목(대통령, 정치, 선거/여론조사, 북한, 국방, 국제

관계, 전쟁/테러리즘, 경제/산업, 가계, 비리/스캔들, 법조, 시위/파업, 범죄/사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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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교육, 교육, 미디어, 의료/건강, 과학/기술, 정보통신, 스포츠, 문화, 기타 행정, 인

물/인터뷰, 기타)을 개발한 박재영(2006)의 연구, ‘정치, 정부/행정, 외교/북한, 경제,

사회, 인물/화제, 국제, 문화, 생활정보, IT/과학, 연예/스포츠, 기타’ 등 12개의 주제

로 분류한 방영덕·박재영(2009)의 연구,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문화/연예, 국제,

IT/과학’ 등 6개의 주제로 분류한 박광순(2012)의 연구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네이버 포털에 게재된 뉴스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네이버 뉴스 분류에 따

라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과학’을 주제 유목으로 삼는다. 네이버는

각 신문사들이 해당 기사에 대해 이 주제들 중 하나의 주제를 무조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네이버의 분류를 따라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

화, 세계, IT/과학, 오피니언’으로 주제를 분류하도록 한다([그림 10], [그림 11] 참

조).

[그림 10] 네이버 뉴스의 기사 분류

[그림 11] 언론사의 네이버 분류항목에 따른 섹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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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사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뉴스를 생산하지 않고, 여러 언론사와 제휴하여 뉴스를 제공

하고 있다. 제휴 방법으로는 ‘뉴스 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 콘텐츠 제휴’

등이 있다. 먼저, ‘뉴스 검색 제휴’는 언론사가 기사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

가 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네이버에 제공하는 형태의 제휴로, 이용자가

검색창을 통해 뉴스를 검색하고,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바로 이동하는 형

태이다. ‘뉴스스탠드 제휴’는 서비스 내 집행되는 광고수익의 금전적 제공을 기반으

로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 언론사의 뉴스

정보를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휴로, 언론사가 의도에 따라 직접

표지를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그림 12] 참조). ‘뉴스 콘텐츠 제휴’는 기사콘

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에 기반하여 인링크(in-link) 방식으로 언론사가 네

이버에 제공하는 형태의 제휴이며, 앞서 설명한 ‘네이버 뉴스’ 형태로 제공되는 뉴

스이다.

[그림 12] 네이버 뉴스스탠드

각 제휴는 일정 자격14)을 갖춘 언론사들이 매년 2회15) 신청하여 ‘뉴스제휴평가위

14)

1.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

2. ‘뉴스 제휴 및 제제 심사 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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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9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의 평가를 통해 결

정된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네이버 뉴스’ 형태의 ‘뉴스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

는 언론사는 총 70개다. 종류별로는 방송통신사(14개), 전문지(9개), 매거진(11개),

지역지(3개), 인터넷IT지(13개), 경제지(10개), 종합지(10개)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네이버의 이러한 분류에 따라 언론사 분류를 실시하도록 한다([표 9] 참조).

분류 언론사

방송통신사

(14개)

연합뉴스TV, TV조선, MBN, 뉴스1, YTN, 뉴시스, 연합뉴스, SBS Biz,

MBC, 한국경제TV, SBS, KBS, 채널A, JTBC

전문지

(9개)

기자협회보, 일다, 동아사이언스, 여성신문, 코리아헤럴드, 코리아중앙데일리,

헬스조선, 코메디닷컴, 뉴스타파

매거진

(11개)

한겨레21, 주간동아, 이코노미스트, 신동아, 시사저널, 한경비즈니스, 시사IN,

월간산, 주간경향, 매경이코노미, 주간조선

지역지

(3개)
강원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인터넷IT지

(13개)

노컷뉴스, 데일리안, 전자신문, 더팩트, 지디넷코리아, 머니S,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디지털타임스, 오마이뉴스, 아이뉴스24, 블로터, 디지털데일리

경제지

(10개)

매일경제, 조선비즈,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한국경제, 조세일보,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종합지

(10개)

경향신문,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조선일보

[표 9] ‘네이버 콘텐츠 제휴’ 언론사 분류

(4) 기사 종류

재난 보도 유형을 ‘스트레이트 기사 / 인터뷰성 리포트 / 기획성·심층성 리포트 /

르포성 리포트’ 등으로 분류한 최믿음·정희수(2018)의 연구, 일반 기사들을 그 기능

에 따라 보도기사, 논평기사, 흥미기사로 분류한 이현구(2005)의 연구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이 연구와 세부적인 주제가 같은 태풍 ‘나리’

에 관한 재난방송보도 유형을 분석한 이경미·최낙진(2008)의 기사유형 분류를 주로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유목을 구성한다. ‘사실보도 중심의 기사,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이나 보도’를 스트레이트, ‘리포터가 사실에 근거하여 취재하는 심층, 기획성 기

3. 전송 안정성 등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한 매체

4. 네이버 ‘뉴스검색제휴’ 매체사로 등록 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뉴스스텐드 제휴, 뉴

스 콘텐츠 제휴]

15)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연 1회 실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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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기획성 리포트, ‘현장 중심의 사실적 기사’를 르포성 리포트, ‘사실에 근거하여

사건의 원인과 결과 및 전망을 쉽게 풀어쓴 기사’를 해설형 리포트, ‘인터뷰어와의

내용이 뉴스의 중심이 되는 기사’를 인터뷰형 리포트, ‘화면/장면 위주로 하여 보여

주는 형식의 기사’를 스케치성 리포트, ‘다른 매체(동영상, 라디오 등)로 제작된 뉴

스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기사’를 발췌문, ‘칼럼과 기고문 등의 주장 위주의 기사’를

주장문,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사’를 기타로 분류하도록 한다.

2) 기사 프레임

기사의 프레임 유목을 도출하는 방식은 크게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으로 구

분이 가능하다. 연역적 접근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형성, 검증된 프레임 유목을 동일

하게 사용하고, 귀납적 접근은 연구의 특성에 따라 직접 프레임 유목을 도출해내어

사용하는 방식이다(최믿음·정희수, 2018). 본 연구는 먼저 본 연구주제에 적합한 프

레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연역적으로 살펴보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기사들

로부터 토픽모델링의 방법을 통해 귀납적으로 추출하여, 프레임 분석을 보다 첨예

화하도록 한다.

(1) 사회문제적 접근 프레임 – 진단/예후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사 전반이 아닌 이상기후현상을 다룬 기사로 평가대상을

한정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상기후현상의 원인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의지가

인터넷 기사를 통한 정보습득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때문에, 해당 기사가 기후변화에 관하여 어떤 프레임을 취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

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프레임 연구는 크게 ‘과학적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프레임과

‘기후변화가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라는 프레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주영기. 2013). 기후변화가 기존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자연현상으로서 등장해

과학적인 설명을 요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것이 사실인지’와 관련된 ‘과학’적 관심

이 높았지만, 해당 현상이 점차 기정사실화 되는 단계에 들어선 후에는 이를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 극복하려는 노력에 관심이 모아지게 된다(주영기, 2013). 기후변화

를 ‘사회문제’로 접근하려는 뉴스 프레임 분류 선행사례로는 Dirikx &

Gelders(2010)의 ‘책임 귀인(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 갈등(conflict) / 영향

(consequences) / 인간적 관심(human interest) / 도덕성(moralit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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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ahashi(2011)의 ‘효과(effects) / 해결 방법(solutions) / 정책(policy) / 과학

(science)’가 있다(유명순 외, 2017).

같은 맥락으로, 위험을 야기하는 사회문제로서 기후변화 이슈를, 뉴스미디어가 위

험에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조명하는데 적절한 분석틀로 사회학에서 활발하게 적용

되는 진단과 예후 프레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유명순 외, 2017). ‘진단(diagnosis)’은

사회의 문제를 찾고 그 부정적인 사회의 양상을 특정 요인과 결부시켜, 이미 진행

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 책임 귀인, 원인 규명 등을 하는 프레임이고, ‘예후

(prognosis)’는 진단 프레임에서 찾아낸 문제 현실의 대안적 현실을 이루기 위해 처

방을 포함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의 측면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해결책을 찾으려는

미래 지향적 프레임이다(유명순 외, 2017; 주영기, 2013). 진단프레임과 예후프레임

을 측정한 선행연구로는 유명순 외(2017)의 연구가 있다([표 10] 참조).

프레임 내용분석 질문 도구

진단

1. 해당 기사는 기후변화의 현황/정도를 다루고 있는가?

2. 해당 기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긍정적, 혹은 비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가?

3. 해당 기사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이야기하는가?

4. 해당 기사는 특정 그룹, 개인, 국가, 혹은 인류사회 전체를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는가?

5. 해당 기사는 위의 내용중 일부를 제목에 표현하고 있는가?

예후

1. 해당 기사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을 언급하는가?

2. 해당 기사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개인적 대응방안을 언급하는가?

3. 해당 기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 그룹, 개인, 정책 등의 가능성/능력을 제시하는

가?

4. 해당 기사는 특정 그룹, 개인, 국가, 혹은 인류사회 전체를 기후변화 대처의 책임자/집

행인으로 지명하는가?

5. 해당 기사는 위의 내용 중 일부를 제목에 표현하고 있는가?

[표 10] 유명순 외(2017)의 진단/예후 프레임 질문 리스트

(2) 미래전망 프레임 – 이득/손실 프레임

전망이론은 합리성에 근거한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이 현실을 반

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에서 카네만과 트버스키(Kahaneman & Tversky, 1979)

에 의해 등장한 이론으로, ‘합리적 판단 불변의 법칙’이 현실적으로 무시되고 있으

며 대안이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태성 외,

2020; 김종화·유홍식, 2012). 전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확실성이나 리스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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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같은 정도의 잠재적 손실 또는 잠재적 이익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성향

을 보이며, 이득(gain)에 대해서는 위험 회피(risk aversive) 경향을, 손실(loss)에 대

해서는 위험 추구(risk seeking) 경향을 보인다(고태성 외, 2020; 이진우, 2018). 하

지만 전망이론이 누적 전망이론(cummulative prospect theory)으로 진전되면서 손

실 개연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이득에 대해서도 위험 추구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등 이득과 손실에 대해 단순히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Tversky & Kahnerman, 1992; 고태성 외, 2020에서 재인용).

전망이론은 트버스키와 카네만(Tversky & Kahneman, 1981)의 “같은 문제가 다

른 방식으로 틀지워질 때 (수용자의)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 이득과 손실에 대한 전망(prospect)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표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프레이밍이 작동할 여지를 열어주었다(고태성 외, 2020). 오다 로스만과

살로베이 등은 전망이론을 헬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적용시켜 이득/손실 프레임을

발전시켰는데,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건강 및 예방 행동을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이득 프레임, ‘건강 및 예방행동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손실 프레임으로 분류하

고 있다(김준홍 외, 2010; Kahneman & Tversky, 1979; Tversky & Kahnerman,

1981; Rothman & Salovey, 1997; Rothman, Salovey, Antone, Keough, & Martin,

1993; 박현정, 2014에서 재인용).

건강에 대한 이득/손실 프레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이

러한 연구들에 대해 사람들의 감시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손실 프레임이 효과

적이고, 예방행동을 위해서는 이득 프레임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주를 이룬

다는 평가(김종화·유홍식, 2012; 안순태·강승미 2017), 초기 연구에서는 손실 프레임

이 더 설득 효과를 유발하였으나, 이득/손실 프레임의 효과가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결과들이 발견되었다는 평가(박현정, 2014) 등 이득/손실 프레임은

세부 연구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발현되어 있어, 이득/손실 프레임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박현정, 2014; 안순태·강승미,

2017; 응웬 탄 마이 외, 2019).

이득/손실 프레임은 주로 개인의 질병 및 생활습관 등과 연관된 건강 커뮤니케이

션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어왔고, 기후변화 관련 연구에서는 선행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잠재적 손실을 강조한 메시지와 잠재적 이익을 강조한 메시지의

효과는 다르다”(이진우, 2018), “손실 프레임은 예상되는 상황이 위험하고 심각한 것

으로 받아들여질 때 설득력이 높고, 이득 프레임은 예상되는 방향이 보다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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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적은 것으로 느껴질 때 설득력이 높다”(Rothman et al., 2006; Rothman &

Salovey, 1997; 안순태·강승미, 2017에서 재인용), “결과를 마주하는 시간이 가까울

수록 손실 프레임의 효과가 우세하다”(박현정, 2014) 등의 명제들은 지구공동체를

멸종시킬 수 있는 공동체적 질병으로서 기후변화를 상정해볼 때, 기후변화 연구와

공명하는 지점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재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을 제

시하는 미래전망 프레임을 ‘메시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실행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제시’하는 이득 프레임,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는 손실 프레임으로 이해하여 이

연구에 시사점을 찾기로 한다.

(3) 재난보도 프레임 – 일화 중심/사실 중심

기후변화로 발현된 이상기후현상을 다루는 보도는 일련 재난보도의 양상도 띤다.

‘재난이란 사회 전체나 일부의 주기능이 손상될 정도로 물리적 손상과 사회적 붕괴

가 일어나는, 특정 시간과 정소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고전적 정의

(Fritz, 1961; Kreps, 1998; 김만재, 2005에서 재인용)에서부터 ‘특정 시점에 특정 지

역에서 발생하여 그 지역사회 전체 혹은 일부분이 심각하게 인명피해와 정신적, 물

질적 피해를 입어 그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사건’(Fritz,

1991; 왕순주, 2015에서 재인용) 등 다양한 정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개념에는 반드시 특정 지역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김만재, 2005). 하지만 ‘위험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칫 가시적인 형태로 대형 인명 피해를 유발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

로 위험을 유발하는 기후변화 등의 재난을 도외시할 수 있다는 반성이 제기되고 있

다. 때문에, 언론이 재난을 어떻게 주제화하고 구성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공중의 재해 종류와 규모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등이 달라질 수 있다(이준

웅·김성희, 2018).

재난보도 프래임 분석 연구로는 먼저 지카바이러스 보도사례를 분석한 최믿음·정

희수(2018)가 있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1차 범주로 ‘사실 전달 프레임 / 정보성 프

레임 / 감정적 프레임 / 책임 프레임’ 등 네 가지 프레임 유목을 구성한 후 보다 상

세히 분석하기 위해 1차 범주를 세분화하여 2차 범주를 구성하였다([표 11] 참조).

임인재·나은영(2019)은 이상기후현상이자 재난인 태풍에 대한 보도 프레임을 ‘일화

중심 재난 보도 프레임 / 사실 중심 재난 보도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표 12] 참조). 또한 Zillmann(1999)에 따르면 뉴스 독자들은 뉴스보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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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예시를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뉴스보도에 사용되는 예시는 수용자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일종의 ‘편향’을 만들어낸다. 결국 수용자들은 기사에 나타난 사

건의 위험 정도에 비해서 예시를 더 크게 지각하게 된다(Zillmann, 1999; 김종화·유

홍식, 2012에서 재인용). 이러한 다양한 재난보도 프레임 연구들을 본 연구의 이상

기후현상 상황 속 기후위기 프레임을 구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한다.

핵심 프레임 대분류 핵심 프레임 소분류

사실 전달 프레임
확진/소두증 발생 프레임

위기/재난 프레임

정보성 프레임
원인/예방 프레임

증상/진단/검사 프레임

감정적 프레임
위험성/불안 프레임

안심/안정 프레임

책임 프레임
비난/불참 프레임

대책 마련 프레임

[표 11] 최믿음·정희수(2018)의 핵심 프레임 분석 유목

프레임 내용

일화중심 재난

보도프레임

태풍을 체험한 개인들의 예시, 사적인 개인의 인용, 피해를 입은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한 기사

사실 중심 재난

보도프레임

태풍 관련한 진로 예측(확률적 수치 기반), 숫자를 토대로 한 피해 예

상, 예측 지도 등을 포함한 기사

[표 12] 임인재·나은영(2019)의 재난 보도프레임 분류

④ 효능감

언론은 일반 시민이 기후변화를 포함한 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매체이다(윤순진, 2016).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해결

에 있어 국제협력이 필요하기에 UN이나 IPCC를 포함해서 다양한 국제적인 기관들

이 정보출처로 언급되고, 또한 다른 국가의 대응 양상이나 동향을 보도하는 기사도

많아 다양한 국가들이 기사에 언급된다(윤순진, 2019). 이는 물론 필요한 보도이지

만, 개인이 신문을 보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본인이 처한 생활과 깊은 연관을 보이

고 있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볼 때(반현, 2005), 이러한 보도가 기후변화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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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부터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미시적 행동 유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에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사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능감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 이러한 자신감이 많을수록 문제 상황의 인식도 명확하게 하며 행동변화

도 더 잘 이루어진다(Bandura, 1977; Evensen & Clarke, 2012; Salmon & Atkin,

2003; 유명순 외, 2017에서 재인용). 또한 효능감은 메시지의 프레이밍 효과를 조절

하는 변수로 기능하기도 한다(이진우, 2018). 보도를 통해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바람직한 행위가 실행되는 모

습을 보여주고 독자가 이를 모방하게 하는 것과 바람직한 행위를 직접 권고하는 것

이 바로 그것이다(Bandura, 2004; Moriarty & Stryker, 2008; 유명순 외, 2017에서

재인용). 그 중 전자의 예로 유명순 외(2017)는 “‘에코투어’를 조직해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의 일상이 어떻게 기후변화로 초래되는지를 절감토록 하고 이를 막기 위한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일깨운 환경단체 ‘푸른아시아’가 UN사막화방지협약의 ‘생명의

토지상’을 국내 단체로는 처음으로 수상한 것을 알리는 기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토픽 모델링

문서가 많지 않아 텍스트를 살펴볼 수 있는 정도면 연구자가 직접 읽으며 텍스트

에 담긴 토픽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수백 개 혹은 그 이상

의 문서일 경우 연구자가 그 텍스트를 일일이 읽고 그것이 어떤 토픽을 다루고 있

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토픽 모델링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서를 이루

는 핵심어를 바탕으로 문서에서 토픽, 즉 주제를 추출해주는 확률모델 알고리즘이

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숫자 데이터를 군집으로 처

리해 자연스러운 항목 그룹을 찾아 문서들을 비지도 방식으로 분류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을 위해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방법을 사용한다. LDA는 토픽 모델을 적합화하는 데 특히 많이 사용된

다. LDA에 따르면 말뭉치(corpus)는 문서-토픽-단어의 3가지 수준으로 구성된 위

계적 층위를 갖는다. 말뭉치는 여러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고, 문서는 여러 토픽을

담고 있으며, 그러한 토픽은 여러 단어들을 통해 드러난다. 이때 LDA는 말뭉치에서

문서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 단어들을 관찰하여 문서에 잠재된 토픽을 추론한다. 이

방법에서는 여러 단어가 섞여 토픽을 이루고, 여러 토픽이 섞여 문서를 이룬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개별 그룹별로 분리하는 군집분석과 달리, 각 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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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여러 개의 토픽을 확률적으로 갖게 되며, 문서들이 어느 정도 서로 겹치게

보인다(윤태일·이수안, 2019; Julia Silge & David Robinson, 2019).

LDA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연구자는 먼저 적정 토픽 수를 설정해야 한다. 적정

토픽 수를 연구자의 임의대로 결정하는 연구들도 많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를 가

능한 첨예하게 하기 위해 적정 토픽 수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선행연구로부터 차

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먼저, R. Arun et al(2010)에 따르면, 토픽의 쿨백-라이블

러 발산(KL-Divergence) 값이 낮을수록 적정 토픽수에 가까우며,16) Cao Juan et

al(2009)에 따르면 토픽간 ‘코사인(cosine)’ 거리가 최소에 달할 때 가장 적합한 모델

이 도출된다. 또한 T.L.Griffiths & M.Steyvers(2004)는 마스코프 연쇄 몬테카를로

방법(Markov chain Monte Carlo algorithm)을 사용하여 말뭉치(corpus) 속 단어 확

률값의 로그값이 가장 높아지는 토픽의 수가 적정 토픽 수임을 밝혀내었다. 이 연

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프로그램 R의

‘ldatuning’ 패키지를 활용하여 적정 토픽 수를 도출해내었다.

[그림 13] 적정 토픽 수 탐색 1 (10부터 300까지, 최소 단위 10)

기사가 총 745개로 적지 않은 문서 수이기 때문에, 토픽 수 또한 적지 않을 것이

16) 쿨백-라이블러 발산(Kullback-Leibler divergence))은 두 확률분포의 차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함수로, 어떤 이상적인 분포에 대해, 그 분포를 근사하는 다른 분포를 사용

해 샘플링을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엔트로피 차이를 계산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curid=4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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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상하여 먼저 300개까지 10개 단위로 적정 토픽 수를 살펴보았다. 이때,

T.L.Griffiths & M.Steyvers(2004)의 연구결과가 반영된 상대적 수치인

Griffiths2004의 최대값이 30에서 발견되었고, Cao Juan et al(2009)의 연구결과가

반영된 상대적 수치인 CaoJuan2009의 최소값 또한 30에서 발견되었으며, R. Arun

et al(2010)의 연구결과가 반영된 상대적 수치인 Arun2010의 최소값은 30과 40에서

비슷하게 발견되었다([그림 13] 참조).17)

[그림 14] 적정 토픽 수 탐색 2 (2부터 60까지, 최소 단위 1)

이에 최소 단위를 1로 설정하여 다시 적정 토픽수를 확인한 결과, Griffiths2004의

최대값와 Arun2010의 최소값이 동일하게 토픽 수가 26개일 때 발견되었고,

CaoJuan2009의 최소값은 토픽 수가 30개 일 때 발견되었다([그림 14] 참조). 이에

연구자는 토픽 수가 26개일 때와 30개일 때, 두 경우 모두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

고, 둘 중 토픽 수가 26개일 때 분류가 보다 적합하게 떨어지고, 토픽을 나타내는

상위 6개 단어가 보다 명료히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여 최종 토픽 수를 26개로 확정

하였다([그림 15] [그림16] 참조).18)

17) Deveaud2014는 R.Deveaud et al(2014)의 연구결과가 반영된 상대적 수치로, 이 또한 동

일한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지만 본 연구에는 적합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

18) 보다 정확한 토픽모델링을 위해 R프로그램에 추가한 첨가어 목록과 제거된 불용어 목

록은 연구 뒤에 첨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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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토픽 분류 및 토픽별 상위 6개 단어 (토픽 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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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토픽 분류 및 토픽별 상위 6개 단어 (토픽 수 26) -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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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상위 10개 단어(동 순위 시 모두 기재) 명명

1 태풍, 우리나라, 바람, 예상, 상황, 가능성, 영향, 발생, 예보, 중심, 해상
태풍예보,

실태보도

2 도시, 산림, 정책, 박종호, 계획, 일자리, 서비스, 산불, 산림청, 정부 산림 정책

3
구상나무, 지리산, 기후변화, 고사, 나무, 집단, 한라산, 일대, 현장, 현상, 침

엽수, 있다“고*
산림 집단고사

사건

4 산불, 제주, 제주도, 나무, 아마존, 시대, 몽골, 마을, 관광, 모습 개발대립

5 중국, 싼샤댐, 건설, 최대, 지진, 의혹, 대홍수, 연관성, 당국, 이달
중국 싼샤댐

붕괴설

6 기상청, 예보, 기상, 날씨, 예측, 모델, 예보관, 정보, 슈퍼컴퓨터, 강수량 기상청

7 장마, 기온, 현상, 공기, 폭염, 기상청, 영향, 북극, 여름, 기록
장마예보,

실태보도

8
탄소, 영구동토층, 에너지, 빙하, 침수, 김련우, 그린란드, 북극권, 산소, 유

전자, 품종, 전기, 식물

기후위기

과학적 진단

9
유현준, 사람, 현장, 도시, 건물, 지붕, 작업, 서양, 마을, 에너지, 주민들, 창

문
도시 진단

10 폭염, 마스크, 서울, 에어컨, 확진자, 여름, 감염, 사망자, 더위, 건강 폭염 현상

11 서울, 파업, 언론, 거리두기, 사태, 사회적, 동물, 정부, 의사, 거리, 일부 코로나19

12 정부, 온실가스, 정책, 목표, 기후변화, 에너지, 대응, 계획, 국가, 뉴딜 기후환경 정책

13 산사태, 집중호우, 침수, 폭우, 발생, 피해, 전국, 태양광, 기준, 시설 피해 진단

14 홍수, 사업, 제방, 관리, 환경부, 정부, 수위, 하천, 섬진강, 피해
치수(4대강)

정책

15 기후변화, 온도, 상승, 한반도, 지구, 증가, 기온, 변화, 영향, 폭염 폭염 전망

16 갯벌, 매미나방, 곤충, 대벌레, 겨울, 벌레, 해충, 온실, 유충, 시스템 생태계 변화

17 폭우, 중국, 피해, 산불, 일본, 폭염, 홍수, 발생, 시베리아, 우려
세계 이상기후

현상

18 개발, 확보, 운행, 기술, 장마철, 안전, 해양, 하수, 체크밸브, 청주시, 특성 지자체 계획

19 트럼프, 미국, 대선, 민주당, 선거, 습도, 대통령, 사태, 택시, 결과 미국대선, 혁신

20 원전, 태풍, 영향, 핵발전소, 정지, 부산, 중단, 안전, 가동, 신고 원전 정지

21 대통령, 장마, 집중호우, 국민, 복구, 상황, 폭우, 청와대, 당부, 정부, 대책 재해대응 정책

22 플라스틱, 음식, 시장, 실천, 교육, 아이들, 멸종위기, 생활, 제품, 가정 개인 실천

23 문제, 사람, 지구, 기후, 환경, 변화, 이야기, 자연, 인간, 상황
기후위기

사회적 진단

24 가격, 재배, 식량, 농산물, 농사, 농가, 생산, 농업, 사과, 과일
식량안보,

작황변화

25 정부, 부동산, 정의당, 주장, 문재인, 대통령, 의견, 이정미, 정책, 정치 정치권 쟁점

26 복구, 예산, 지원, 정부, 수해, 대응, 상황, 재난, 대책,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 정책

[표 13] 소분류 토픽 명명

다음으로 각 토픽의 토픽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상위 10개 단어를 추출하여, 각 토

픽에 적절한 명칭을 부여하였다([표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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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토픽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토픽모델링에 적합하지 않아....사용하지 않을 단어들,

즉 불용어를 선제적으로 제외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 단어 또한 불용어로 분류하여

제외하고자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았고, 앞서 해당 토픽을 결정

하는 더 강력한 9개의 단어가 존재하기에 해당 토픽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남겨 두었음. 토픽모델링은 R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였는데,

R프로그램에서의 쌍따옴표가 특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키워드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쌍따옴표를 잘못 인식하여 발생한 문제로 생각하여, 이를 구분하는

기호까지 작성하여 불용어 처리를 시도해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않

았음.

26개의 토픽 수를 결정함으로써 토픽 간의 구분이 분명하여 700개가 넘는 문건

수에도 불구하고 토픽 각각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다만, 26개의 토픽들은

2020년 여름의 기사들에 대한 세세하고 특수한 토픽들이기에, 타 연구에서도 사용

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분류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자가 연관성

있는 토픽들을 다시 묶어 4개의 대분류 토픽(대토픽)을 설정하였다([표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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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픽 소토픽

현상 토픽

태풍예보, 실태보도 1

장마예보, 실태보도 7

세계 이상기후 현상 17

폭염 현상 10

생태계 변화 16

산림 집단고사 사건 3

중국 싼샤댐 붕괴설 5

진단 토픽

폭염 전망 15

기후위기 사회적 진단 23

피해 진단 13

식량안보, 작황변화 24

원전 정지 20

도시 진단 9

기후위기 과학적 진단 8

해법 토픽

기후환경 정책 12

치수(4대강) 정책 14

기상청 6

재해대응 정책 21

피해복구 정책 26

지자체 계획 18

산림 정책 2

개인 실천 22

개발대립 4

기타

코로나19 11

정치권 쟁점 25

미국대선, 혁신 19

[표 14] 대분류 토픽 명명

4) 댓글

댓글의 분석유목을 추출하기 위해서 댓글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먼저 조수선(2007)은 조선닷컴의 상위클릭수 기사에 달린 댓글을 정치적 주장

형, 자기 미디어형, 사회적 관찰형, 시민적 참여형 등으로 분류하였다([표 15] 참조).

박창호(2013)는 프랜차이즈 식당 채선당의 온라인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을 이성적

댓글과 비이성적 댓글로 분류하였고([표 16] 참조), 오은하(2016)는 성별 갈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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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포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단순 반응(감정 표출, 경험 회상), 텍스트 기반 댓글

(내용 확인, 본문 내용 평가, 주제·제목 비판),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댓글(기사문의

유통구조 인식, 이면적 의도 파악, 사회구조적 해석),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인식 댓글

(타인의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분류하였다([표 17] 참조). 박미화·김솔

(2017)은 오원춘 사건 전후 ‘조선족, 중국동포’ 키워드 기사 댓글을 유형별로(이성적

/감성적, 욕설/비욕설, 긍정/부정), 중국동포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기준으로(동포/외

국인, 수용/중립/추방), 중국동포에 대한 간주 유형 기준으로(대세이익 편승자, 일자

리 위협자, 잠재적 범죄자, 질서 미성숙자, 공생의 대상자, 사회적 약자, 경제적 조

력자) 세밀하게 분류하였다([표 18] 참조). 마지막으로, 정낙원·김성욱(2020)은 문재

인 정부 여론조사 관련 뉴스의 댓글을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지지/중립/반대’로

분류하였고, ‘비하, 혐오, 조롱, 비아냥, 욕설,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 등 적대감을 유

발할 언어가 포함된 댓글’을 적대적 댓글로 분류하였다.

유형 기준

정치적 주장형 타협이나 절충의 여지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댓글

사회적 관찰형
기사의 주제나 해당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고려하

면서 자신의 의견을 절충적으로 표현한 댓글

시민적 참여형 기사의 주제나 해당 사안에 대해 대안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댓글

자기 미디어형
기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넋두리, 개인이나 기업의 홍보성 글, 주제를 일탈

한 인신공격, 괴담성 악플, 개인광고 등을 포함하는 댓글

[표 15] 조수선(2007)의 댓글 유형 분류

유형 기준

이성적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

욕설을 사용하지 않음

맹목적 주장이 아닌 차근한 어조

향후의 대안이나 사건의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비이성적

근거가 없음

감정적 표현(흥분, 분노, 좌절 등)

맹목적인 주장

욕설을 사용, 거친 어조

[표 16] 박창호(2013)의 댓글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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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유형 기준

단순 반응
감정 표출

기사문 내용과 관련된 독자의 감정 토로, 정서 표출, 느

낌 제시

경험 회상 기사문 내용과 관련된 독자의 직접적, 간접적 경험 회상

텍스트 기반

댓글

내용 확인 기사문 내용의 확인 및 관련 지식 기술

본문 내용 평가
기사문의 본문 내용 및 근거와 자료의 타당성 및 신뢰성

평가

주제·제목 비판 기사문 주제 및 제목의 적절성·타당성 평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댓글

기사문의 유통구조 인식
기사문이 생산, 소비되는 유통 구조(기자, 언론(사))에 대

한 인식 및 비판

이면적 의도 파악
기사문에 내재된 이데올로기 혹은 이면적 의도에 대한

인식 및 비판

사회구조적 해석
기사문의 갈등 프레임을 비판, 쟁점을 사회구조적 차원에

서 재해석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인식 댓글

타인의 댓글 타인이 작성한 댓글에 대한 인식 및 비판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에

대한 인식 및 비판

[표 17] 오은하(2016)의 댓글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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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유형 기준

유형별

이성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

개인의 의견이나 제안을 제시

해당 기사나 다른 의견의 오류를 지적

침착한 어조

감성

직접적인 감정 표현 및 단어 사용

인신 공격적 표현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

격한 어조

욕설 표준어 국어사전에 근거하여 욕설 혹은 비속어로 분류된 경우

비욕설
욕설, 비속어 비포함

기호나 의성어, 의태어만 사용된 경우

긍정 관용·공존·온정의 기사에 동의하는 경우

중립
관용·공존·온정의 기사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표현하는 경우

또는 보도 내용과 관련성 없이 다른 댓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부정 관용·공존·온정의 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

거리감

동포 동일 조상, 문화, 언어, 소속감 등에 의해 같은 민족으로 보는 경우

외국인 출생, 생애거주, 국적, 언어, 소속감 등에 의해 중국인으로 보는 경우

수용 자신과 다른 구성원에 대해 동등하게 인정하고 공존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

중립
양가감정(다정함과 적대감의 공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성급한 일반화의 오

류를 피하는 경우

추방 자신과 다른 구성원을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경우

간주

유형

대세이익

편승자
필요에 따라 모국 혹은 조국을 한국 또는 중국으로 여기는 박쥐같은 유형

일자리

위협자

중국동포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했고, 그들로 인해 내국인이 일할 기회는 점

점 줄어들고 있다고 여기는 유형

잠재적

범죄자

국내에 있는 중국동포를 포함하여 중국에 있는 중국동포도 미래의 예비 범죄

자로 보는 유형

질서

미성숙자
기본적 에티켓이 없는 몰상식, 무식자로 보는 유형

공생의

대상자

한국과 중국 간의 발전에 있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동포를 공생의

대상자로 보는 유형

사회적

약자

한국 사회에서 낮은 사회적 위치에 있고 차별의 대상이 되는 중국동포를 보

호의 대상으로 보는 유형

경제적

조력자

내국인이 꺼려하는 국내 3D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채워주는 조력자로 보는 유

형

[표 18] 박미화·김솔(2017)의 댓글 유형 분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댓글 유형 분류 댓글이 달린 기사의 성질에 따라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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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사 주제와 상관없는 유목과

이상기후현상 관련 기사라는 주제에 맞는 유목을 나누어 설정하여, 댓글을 종합적

으로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오은하(2016)의 분류를 재구성하여 기사관련 범

주로 먼저 ‘광고 등 기사와 상관없는 반응’과 ‘기사와 관련있는 반응’으로 나누고,

‘기사 내용에 대한 단순 반응’, ‘기사 내용에 대한 의견 및 평가’, ‘기사 내용 외 외적

요인(기사, 언론사)에 대한 의견 및 평가’를 각각 ‘단순 반응 / 텍스트 기반 반응 /

텍스트 외적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박창호(2013)의 이성적/비이성적 댓글

분류를 차용하여 어조범주를 분류하였다. 다만, 이성적 어조에서 ‘향후의 대안이나

사건의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은 기후변화 범주와 보다 더 관련이 있어 보여,

해당 기준은 삭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범주로는 이상기후

현상 자체에 집중한 ‘이상기후 현상집중형’과, 그 외 이상기후현상으로부터 기후변

화 이슈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는 ‘기후변화 극복의지형’, ‘기후변화 비관형’, ‘기후변

화 부정·도외시형’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댓글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마지막

으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내용분석 방법으로 모든 댓글을 연구자가 직접 읽고

분류하였다([표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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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유형 조작화

기사관련

(오은하, 2016)

관련없는 반응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반응 (광고 등)

관련있는

반응

단순 반응 기사 내용에 대한 단순 반응

텍스트 기반 반응 기사 내용에 대한 의견, 평가

텍스트 외적 반응
기사 내용 외 외적 요인(기자, 언론사)에 대한

의견, 평가

어조

(박창호, 2013)

이성적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

욕설을 사용하지 않음

맹목적 주장이 아닌 차근한 어조

비이성적

근거가 없음

감정적 표현

맹목적인 주장

욕설을 사용, 거친 어조

주제

(기후변화)

관련

이상기후 현상집중형
이상기후현상 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반응

기후변화 대한 언급 자체가 없음

기후변화 극복의지형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의지 비춤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구체적 행동 추구

기후변화 비관형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의지 부족

이미 극복하기는 틀렸다는 식의 응답

기후변화 부정·도외시형
기후변화의 심각성 부정

기후변화보다 다른 것(경제 등)에 더 중점을 둠

기타 기타 응답

[표 19] 댓글 분석 1회차 분석 유목

분석대상 26986건의 댓글을 무작위 순서로 배열하여 그 중 약 1/3에 해당하는 7

천여 건의 댓글을 본 유목에 따라 시범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선행연구를

따라 세운 본 분석유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본 연구에 크게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먼저, ‘기사관련’ 범주와 ‘어조’ 범주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은 기준이 모호

하였고, 모호한 분석유목은 이 연구에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삭제하였

다. 주제(기후변화) 관련 분석 유목 또한 보다 뚜렷한 구별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

를 절감하여 재구성하였다([표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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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현상이나 기후변화를 문제로 인식하는가

인식함 인식하지 않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있

음

극복의지형

[(문제인식O), 해결의지O]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당위성에

공감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임

의견을 개진하거나 더 알아보고 싶음

기후변화제목-태양광/원전 ok

(태양광제목-태양광/원전x)

없

음

현상집중형/비관형

[문제인식O, 해결의지X]

문제를 인식하고 심각성에

공감하지만,

해결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지진

않음

기후변화 다루는 기사에 대한

긍정평도 포함

부정형/피해외면형

[문제인식X, 해결의지X]

댓글의 내용이 문제와 관련은 있으나,

큰 문제(내 문제)로 (진지하게)

인식하지 않음

현상발생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음

기후변화제목의 기사에 대한 비난

상관없음

[기후변화 문제인식, 극복의지와 상관 X]

댓글의 내용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이 없음

[표 20] 댓글 분석 2회차 분석 유목

먼저, 본 연구의 관심주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 혹은 극복의지에 대해 상

관 없는 댓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상기후현상이나 기후변화를 문제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네 가지 유목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석대상 26986건의

댓글 전수에 대하여 순서대로 두 번째 측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러한 분석

유목을 따랐을 때, 댓글이 이상기후현상과 기후변화 중 어느 측면을 언급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천차만별로 차이를 보이는 등 모호한 측면이 다수 발견되어 연구에 그

대로 사용하기에 어려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유목을 세분화하였다([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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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이 댓글만을 분석]

* 단, 댓글에서 언급/설명이 생략된 부분은 기사를 통해 유추

Q. 이상기후현상/기후위기를 다룬 댓글인가

그렇다 아니다

현상 자체에 집중

(태풍, 장마, 병해충, 해수면상승)
현상에 대한 해석(까지 진전)

정권에

대한

단순

비판

정책에

대한

기후위기

외적

비판

기사에

대한

단순

공감

기상청에

대한

비판

부정
이 현상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원래 그래)

현상의 원인이 (인간에 의한)‘기후변

화’라 여기지 않는다.

(환경,자연,환경오염,미세먼지,프레온가

스,문재인,단순중국,단순인구,흉조,단순

책임,미세먼지,태양자체,사이클)

냉소

중립

이 현상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심각히(내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이상하긴 한데 별거 아니던데)

현상의 원인이 ‘기후변화’라 여기지만,

‘내 문제/책임’으로 여기지 않는다.

제3자 입장에서 설명할 뿐이다

(인류 멸망, 우리나라만 해서 되나)

공감

이 현상을 ‘이상하게’ 여기고,

‘심각하게(공감)’ 여긴다.

(건강, 재정피해 등도)

현상의 원인이 ‘기후변화’라 여기고,

‘내 문제/책임’으로 공감한다.

(종말이 오려나..)

의지

(현상을 ‘이상하게’, ‘심각하게’ 여기며)

이 현상을 해결(대비)하기 위한

자신이 포함된 주체의 ‘행동’을 촉구

한다.

(‘기후변화’가 원인이라 여기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이 포함된 주체의 ‘행동’을 촉구

한다.

비판

(현상을 ‘이상하게’, ‘심각하게’ 여기며)

이 현상을 해결(대비)하기 위한

자신을 배제한 주체의 ‘행동’을 촉구

한다.

(‘기후변화’가 원인이라 여기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배제한 주체의 ‘행동’을 촉구

한다.

[표 21] 댓글 분석 3회차 분석 유목

먼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이 ‘댓글’만을 분석하기로 명확하게 설정하였다. 단, 댓

글만을 읽었을 때 그 뜻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기사를 읽어 생략된 해당 의미를 유

추하도록 하였다. 댓글이 이상기후현상이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댓글

만을 분석대상으로 명확히 제한했으며, 단 하나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

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상기후현상이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댓글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는데, 먼저 크게 해당 기사가 장마, 태풍, 병

충해, 해수면상승 등 이상기후현상의 ‘현상’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지, 혹은 해당 현

상의 원인에 대한 해석까지 진전되고 있는지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부정

하고 있는 경우 부정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상기후현상이 이상함을 인정하거나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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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현상으로 인해 해당 현상이 일어났음을 인정했을 경우, 이를 심각하게 본인의

문제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냉소/중립형으로 분류하고, 심각하게 본인의 문제로 공

감할 경우 공감형으로 분류하였다. 현상을 이상하고 심각하게 여기거나,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다수의 댓글에서 ‘이와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

하는 양상으로 발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해결책들을 제시한 댓글

들 중 자신 혹은 자신을 포함한 다수의 주체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댓글을 의지형

댓글, 자신을 배제하고 타 주체의 행동을 촉구하는 댓글을 비판형 댓글로 분류하였

다. 이 분석유목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앞선 분석유목보다 수월하고 명확하게 댓글

을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자 스스로 앞서 기술한 유목으로 분류된 냉소/중립형 댓글에 대해 만

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보다 더 명확한 유목으로 분류할 필요를 느꼈다. 뿐

만 아니라 앞선 두 번(2회차, 3회차)의 분석 유목은 공통적으로 이상기후현상이나

기후위기를 직접적으로 다룬 댓글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총 26986개의 댓글 중 이

상기후현상 혹은 기후위기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23338건의 댓글을 연구대상에

서 제외하여, 전체 댓글 중 14%만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23338건을 단순히 이상기후현상 혹은 기후위기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

로 제외하는 것이 아닌, 이상기후현상과 기후위기와 접점이 있는 댓글들은 기사 내

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뜻을 유추하여 가능한 많은 댓글을 사장시키지 않고 연구대

상으로 포괄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 가운데 다시 유목이 조정되어 최종 분석유목을

확립하게 되었다. 또한 앞선 3회차 분석 유목에서는 이상기후현상과 기후위기에 대

한 반응을 별개로 분류하였으나, 다시 분류하는 과정 중 별개로 분류하는 것이 모

호하고 이상기후현상에 대한 반응과 기후위기에 대한 반응이 융합되어 있는 양상이

현저하여 최종 분석 유목에서는 이를 동일한 하나의 문제로 융합하여 분류하였다.

다만, 문제공감형 댓글에 한해서 세부분류로 남겨두어 동일한 현상을 접하였음에도

댓글 작성자들의 문제 인식 대상이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보았다([표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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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형 반응 무기력한 반응 배제형(폭력적) 반응

감상

중심

[문제공감형] (1)

: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

심각성에 공감

[종말론형] (4)

: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미래에 비관적

[문제비공감형] (7)

: 문제와 자신을 분리시켜,

자신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음. 문제를 타인에게

떠넘김.

원인

분석

[분석·반성형] (2)

: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인간의 그간의 행위에 대해

반성

[원죄형] (5)

: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문제이며, 인간은 암적

존재임

[비판형] (8)

: 문제의 원인을 타

주체에게 찾음.

대책

제시

[적응·대비 촉구형] (3)-1

: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적응 및 대비하는 것을 강조

[저감 촉구형] (3)-2

: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저지하는

방법을 강구

[소멸추구형] (6)

: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지구와 환경을

위해서는 인간은 사라져야

함.

[제거형] (9)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주체를 제거해야 함.

[기타] (10)

-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 부정

- 이상기후현상/기후변화와 상관 없는 반응

1) 정치적 반응 2) 매체 관련 반응 3) 이해불가 반응

[표 22] 댓글 분석 4회차(최종) 분석 유목

먼저 이상기후현상과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댓글을 ‘해결형 반응’, 문제로 인식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는 댓글을

‘무기력한 반응’, 문제로 인식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아닌 타 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

고 타 주체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배제형 반응’으로 분류하였다.19) 그리고

각 반응을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감상적 반응을 집중적으로 표출하는 감상중심적 댓

글과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댓글,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측면을 이야

기하는 댓글로 분류하여 총 아홉가지 유목을 구성하였다. 해결형 반응 중 대책을

제시하는 댓글은 기후변화 대응의 두 측면인 ‘적응·대비’와 ‘저감’ 측면으로도 세부

분류하였다. 기타 댓글로는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댓글 및 이상기후현

상과 기후변화와 관련 없는 댓글이 있었다.

19) 배제형 반응은 대부분 폭력적인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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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결형-감상중심: 문제공감형

문제공감형 댓글은 댓글작성자가 이상기후현상과 기후위기가 문제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그 심각성에 공감하는 댓글이다([표 23] 참조). 심각성을

느끼는 대상은 크게 이상기후현상 자체와 이상기후현상의 원인이 되는 기후위기이

며, 기간 내 댓글들이 반응한 이상기후현상은 폭염, 폭우, 태풍, 산불, 생태계 변화

등 다양했고, 이상기후현상 자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는 댓글과 그 원인이 되는

기후위기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는 댓글로 세부분류가 가능했다.

본 문제공감형 댓글은 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면에서 ‘문제비

공감형’ 댓글과 차이를 가지며, 이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지만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

망하는 ‘종말론형’ 댓글에 비해 지금 당장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집중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해결형 반응 중 ‘분석·반성형’이나 ‘대책제시형’ 댓글과 달리 문제

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뚜렷한 대책에 대한 고민이 없는 단순한 반응에 불과하다는

자체적인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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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제목 댓글

1
고기압 힘 못쓰니 주저앉은 장마전선…52

일간 물폭탄

비는 더 많이 자주 올거ㅜ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2
진로 바뀐 4호 태풍 '하구핏'...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재난이다 재난이야

3
26일 밤 제8호 태풍 남해안 상륙 가능

성…‘초강력’ 태풍 1호 되나?
진짜 올해는 x됐다.

4
"6월 맞아?"…한여름 방불케하는 불볕 더

위, 원인은
시간 정말 빠르다 이 더위 벌써 찾아왔구나

5
벤치에 엉겨붙은 수십마리 대벌레…'따뜻

한 겨울'이 보낸 경고

올해는 정말 유난히 멀레들이 많은듯해요. 많

은 종류의 벌레들이 아파트 보도블럭을 스물스

물 기어다니고 있어 밞기도 뭐하고 피해다니느

라 외출시마다 신경이 곤두서네요.

6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대멸종

또 오나

아 진짜 이런건 우리가 뭐 어찌 할수없는게 안

타까울따름이다... 알면서도 실천을 할 수 없는

거... ㅜㅜ

7
단순한 장마가 아니다…SNS에 퍼지는 해

시태그의 경고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다... 무서운 말이네요.

8
'뜨거워지는 한반도' 21세기말 폭염일수

3.5배↑·사과재배 불가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심해져서 사

과와 인삼도 재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니 놀

랍고 안타깝습니다.

9
코로나 공포로 신경 못썼는데… 북극권

빙하가 이상해

이런 기사를 보면 좀 겁이 나기도한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은 몸소 체감되니까 이

게... 10년뒤 20년뒤는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싶어서

10
지긋지긋한 장마, 내일 최대 300㎜ 쏟아

낸 뒤 ‘끝’

올 해 장마가 역대 가장 긴 장마였고 그 원인

이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이라니 안타깝습니다.

그래고 긴 장마가 이제 끝난다니 듣던 중 반가

운 소리입니다. 침수피해를 본 곳도 많은데 빨

리 피해복구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표 23] 문제공감형 댓글 예시

(2) 해결형-원인분석: 분석·반성형

분석·반성형 댓글은 댓글작성자가 이상기후현상과 기후위기가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일조한 인류의 행위를 반성하는 댓글

이다([표 24] 참조). 자신이 알고 있는 혹은 다른 곳의 정보를 차용하여 이상기후현

상과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댓글과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제

시할 수 는 없지만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환경오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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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행위’에 의한 결과임을 자각하고 반성하는 댓글이 이에 해당되었다.

번호 기사제목 댓글

1
고기압 힘 못쓰니 주저앉은 장마전선…52

일간 물폭탄
인간이 물고오는 환경오염의부작용

2
지구온난화의 경고…독해지는 한반도 장

마

인간들이문제다. 공장이다머다 환경파괴 원인

제공자들

3
한·중·일 `물폭탄` 맞은 이유는 북극 빙하

때문

지구 환경은 굳이 인간만을 공격하지 않는다.

인간 스스로의 탐욕으로 지구 온도를 올린데

대해 반응할 뿐.

4 장마·폭염이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지구는 병들었다 우리가 만든거다

5
지구온난화의 경고…독해지는 한반도 장

마
인재다. 정신 못 차리는 우리 인간들이 화근.

6
불타오르는 시베리아, 우리와의 연결고리

는?

인간의 자연환경 파괴로 지구가 몸살을 격는구

나. 그래도, 인류는 위기란 인식없이 난 개발이

나 문명의 이기란 산물로 파괴를 멈추지 않겠

지!

7
7월이 6월보다 덜 더웠다…통념 깬 2020

년 ‘이상 기후’

인간의 이기로 개발이니 뭐니에 따른 당연한

재앙.

8
‘마른장마’는 왜 올여름 무서운 ‘집중호우’

로 변했나
환경파괴가 원인

9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대멸종

또 오나

인간의 욕심으로 무분별한 개발로인해 지구가

병들어 가는거지..환경단체 who등 각종단체 믿

을게 못된다.돈과 정치성향으로 좌지우지 되는

그룹에 불과할뿐

10 [박상욱의 기후 1.5] 시계는 똑딱똑딱

무섭다 ㅠㅠㅠㅠ 요즘 코로나때문에 일회용품

많이 쓰잖아요 ㅠ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커피

광이라 매일 사먹는데 죄책감들어요..... 컵 깨

끗이 씻어서 가져가면 직원들이 찝찝해 할거같

고...... 괜찮으려나

[표 24] 분석·반성형 댓글 예시

(3) 해결형-대책제시: (적응·대비 촉구형, 저감 촉구형)

해결형 반응 중 대책제시형 댓글은 이상기후현상과 기후위기를 문제로 인식하고

앞으로 이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비할지 혹은 어떻게 기후위기 위험을 저감시킬지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댓글이다. 먼저 적응·대비 측면의 대책을 담은 댓글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상기후현상과 기후위기에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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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집중한 댓글로 미시적으로 개인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댓글과 거시적으로 정부 및 시장의 노력을 강조하는 댓글로 세부

분류된다.

미시적으로 개인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댓글의 경우 폭우와 태풍 등 강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하여 시설물들을 미리 점검하거나 위험한

지역에 가서는 안 된다는 댓글,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여 새로운 작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댓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어느 곳이 안전할지 찾아봐야겠다는 댓글 등

개인의 입장에서 이상기후현상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대비하

는 내용의 댓글이 이에 해당하였다([표 25] 참조). 거시적으로 정부 등의 노력을 강

조하는 댓글의 경우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을 향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강조하는 댓글, 해충방역 및 폭우피해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비판적인 댓글, 태풍 영향으로 인한 월성원전 2,3호기 정지에 대하여 앞으

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댓글 등이 있었다([표 26] 참조).

특징적인 것은 적응·대비를 위한 거시적인 측면을 다룬 댓글들의 상당수가 정치

적 색채를 띠고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먼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고, 보 개방 지류사업 방해 등 진보정권의

결정으로 인해 몇몇 지역에서는 홍수를 방지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홍수피해

가 발생했으며, 진보정권의 탈원전 및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인해 산 중에 태양광

이 우후죽순 설치되어 이로 인해 장마기간 중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보수 측

면으로 보이는 댓글의 담론이 강하게 형성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진보

측면으로 보이는 댓글의 담론은 4대강 사업은 본래 대운하 사업으로 홍수를 막는

기능과는 큰 연관이 없으며 보수 측면으로 보이는 댓글 담론이 지적하는 지류사업

미완성 및 산중태양광 설치 등에 대한 결정은 비단 현 진보정권의 책임만이 아니라

는 방어적 담론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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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제목 댓글

1
동남아날씨 닮아가는 한국…"벼농사 사라

진다"

벼 2모작과 야자나 코코넛 농업을 시작해얄

듯. 섬에서 야자나 코코넛 농사짓는 경우에는

코코넛크랩도 키워서 팔아 보면 어털까? 맛있

다던데...

2
‘기상이변’ 도미노 현상…긴 장마, 8월 하

순까지 이어질 수도

날씨가 정말 미친것처럼 해가 잠시 떳다 비가

내렸다 고요했다 감을 잡을수가없다.수해로 인

한 피해가 급증하고있고 여기저기 실종자에 사

망자소식이 늘어가는요즘 자기 안전에 더욱 조

심하고 피할건 피하는게 상책이다.

3
올 여름 펄펄 끓는 '한프리카'…"폭염 발

생 가능성↑"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는군요. 날씨가 덥기 때

문에 대낮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해야하합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항

상 조심하세요.

4
‘49일’ 최장 장마 기록 경신…2100년에는

‘제주 감귤’ 대신 ‘강원 감귤’?
감귤농장 대신 노지에 커피농장이 생기겠죠

5 ‘집중호우’…위력과 안전 수칙은?

집중호우의 위력과 안전 수칙에 대해 잘 설명

해주셨네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 수칙을 잘 지

켜 안전했으면 좋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

다.

6
장마에 태풍까지, 중부 500mm 물 폭탄...

호우 비상

태풍조심하세요농작물.과수원.시설물비리점검합

시다

7
진로 바뀐 4호 태풍 '하구핏'...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이번 폭우로 인명 피해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

입니다. 더이상 장마 피해가 없도록 집 주변등

을 살펴보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 인적 물적 피

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8
[취재설명서] 불확실성이 낳은 '예보 불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사회에

어쨋거나, 비가 이리 올땐 제발 등산, 계곡, 강

에서 물놀이 쫌 하지마요. 물놀이하다 조난당

하면 그거 구하다 다치는 구조대분들 어쩌냐고

요.

9
‘49일’ 최장 장마 기록 경신…2100년에는

‘제주 감귤’ 대신 ‘강원 감귤’?

남한에는 바나나 망고 같은걸 심고 북한은 귤

사과 포도같은걸 심어야 함

10
26일 밤 제8호 태풍 남해안 상륙 가능

성…‘초강력’ 태풍 1호 되나?
미리미리 잘대비해서 피해 없도록 해야겟네요

[표 25] 적응·대비 촉구형 댓글 예시 (미시, 실천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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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제목 댓글

1
역대 최장 장마가 남긴 경고…"내년 또

올 수 있다"

하루속히 재해복구하고 하천. 저지대등 기상이

변대비 홍수대비 바랍니다.

2
4대강이 물난리 막았나…홍수위험 94%

줄어도 피해액 같다, 왜
이번정부에서 지천지류 손보면되지

3

[재난기획/부산 ‘물난리’]① 폭우 감당 못

하는 ‘배수펌프장’…“예산·땅값 탓에 늘리

지도 못해”

호우주의보에 담당자 대기시키고 경보발생시

현장에서 조치가능토록시스템고처라 침수대비

비상훈련도시키고 세금다어디다쓰나 그리고 인

재로들어나면 관련자 문책과 형사처벌검토하라

책임지는행정 이 아쉽다

4
[전문]文대통령 “폭우 희생자에 송구…4

대강 보 영향, 조사·평가”

태양광 설치하느라 나무뽑고 민둥산 만든것도

산사태랑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부탁드려

요.

5
4대강에 22조 쏟았는데…왜 ‘홍수 피해’는

여전할까?
4대강 안했으면 더 심했을걸~~

6
문 대통령, 폭우 피해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 선제조치 주문"

지나칠 정도의 선제조치가 사대강 보 무력화

냐..그때 지천 정비도 했어야 되는데 ..전정귄이

하던일은 다 적폐라고 손도 안되더니 .말만 뻔

지르르...

7 [더오래]‘금채소’ 호들갑에 농심은 멍든다

제방 3M이상씩 더 높여주고 주거지 저지대 지

하빗물 저장소 농경지 배수펌프장 확충해야 합

니다 .지금 안하면 2~3년에 한번씩 이렇게 될

겁니다

8
韓 휩쓸고 간 기후변화 대홍수…영국은

20년 전부터 대비했다

그러니까..영국도 2000년에 큰피해입고 준비했

다는거자나? 우리도 잊지만 않고 대비하면 되

자나..그런식으로 까지말고.. 영국도 소잃었지만

그렇게라도 외양간 고쳤으니 이제라도 우리나

라도 잘 준비해라..하면 되자나..

9
4대강에 22조 쏟았는데…왜 ‘홍수 피해’는

여전할까?
그나마 22조 쏟았으니까 이정도에서 그친거임

10
문 대통령, 폭우 피해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 선제조치 주문"

이미 예견된 상황였어요! 왜 일본 아베도 이번

2강범람으로 1강은 65명사망 1강은 1명사망자

도 없음 인재탓 으로 확인! 우리나라 같이 산

이 많은 지역은 폭우에 대비하여 물관리를 철

저히 해야한다! 골짜기 물관리등 4대강과 간혈

천등 간접투자가 필수적이다! 자연을 훼손많은

에너지 정책도 변화필요. 물관리 정책도 변화

반드시 필요한 하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아열

대성 기후로 변해간다는 사실 이미 나타나고

있다! 멍 청 이 들 아!

[표 26] 적응·대비 촉구형 댓글 예시 (거시, 정책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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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저감 측면의 대책을 담은 댓글은 이상기후현상으로 실현되는 기후위기

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집중한 댓글로, 이 또한 적

응·대비 측면의 댓글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댓글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는 댓글로 세부 분류된다. 먼저,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댓글

의 경우,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댓글, 전기를 절약하자는 댓글, 일회용품을 덜 써야

겠다는 댓글,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지만 모두가 지금과 달라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댓글 등 다양한 실천적 내용을 담은 댓글들이 해당되었다([표 27] 참

조). 다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는 댓글로는 개인 및 기업들이 환경을 과하게

소비하지 않도록 제제 및 통제를 해야한다는 댓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뚜렷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댓글, 전 세계와 발맞추

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댓글 등이 있었고, 새로운 기술들을 발명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환경공학적인 내용의 댓글도 소수 있었다([표 28] 참조).

저감 측면의 대책을 담은 댓글 또한 적응·대비 측면의 대책을 담은 댓글과 마찬

가지로 정치적인 대립이 기후위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명확하게 발견되었다. 먼저 보수 측면으로 보이는 댓글들의 경우 기후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기술적 강점을 보이는 원전 사용이 불가피하며 탈원전을

주창하는 현 진보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 자체가 원전에 비해 저조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형과 기후에

는 태양광 발전이 적합하지 않기에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이 우려되며, 진보정권의

태양광 발전의 확대로 인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이 훼손되고 중금속 누출로

땅이 오염된다는 담론이 주로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진보 측면으로 보이는 댓글들

의 경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 또한 발맞춰야한다는 담

론이 주로 형성되었다. 다만, 이 댓글유형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방향

에 대해서는 산중 태양광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게 나타났으며 태양광 발전은 도심

을 중심으로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다소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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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제목 댓글

1

‘기후악당’된 대한민국…

“한국인 식량난민될 가능

성 높다”

기후위기때문에 불안해 죽겠습니다. ㅠㅠ 인간이 당장의 편의

를 위해 너무 지구를 소비만 했어요. 이제 7개월인 아기를 보

면 가슴이 아립니다. 이 아이 세대까지는 지금 이 인류의 부귀

영화가 유지 될까요? 하..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그린뉴딜

에 화석발전소 이야기는 지금 알았네 ㅠㅠ

2

단순한 장마가 아니다…

SNS에 퍼지는 해시태그

의 경고

기후위기는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나 하나

는 생각을 버리고 지구 온난화가 될수있는 행동과 습관을 바

꿔야 한다 그래야 이 지구가 조금이라도 숨을 쉬고 살수 있을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의 무관심이 지구가 병들지 않도록 조금

씩 귀 기울여서 지구가 더 이상나빠지지않게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

3

우리가 알던 장마철이 아

니다…'54일 장마'가 남긴

것

이런 기후변화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의 경고가 아닐까 생

각해요. 이번 긴 장마를 겪으면서 환경보호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요

4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

째 눈물···대멸종 또 오나

기후위기 매년 의례적으로 들리던 논제가.. 이젠 정말 현실이

되어감을 몸소 체감하는 여름인 듯 합니다.. 대책들 이제 실천

으로 옮길 때 입니다. ㅠㅠ.. 점점 위기가 현실이 되는 듯 합니

다..

5
불타오르는 시베리아, 우

리와의 연결고리는?

걱정스럽지만이제부터라도전세계가함께환경을생각하고미래를

계획한다면이상기후의행진을좀늦추거나막을수있지않을까생각

합니다함께이상황을 고민하고잘극복했으면좋겠습니다

6

‘기후악당’된 대한민국…

“한국인 식량난민될 가능

성 높다”

당장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좌우 나누고 있는 게

베댓이라니 한숨이 나온다. 좌우 나누고 있을 게 아니라 좌우

다같이 힘써야 하는 문제고 그러기 위해선 많은 사람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기사 잘 봤습니다.

7

'뜨거워지는 한반도' 21세

기말 폭염일수 3.5배↑·사

과재배 불가

종이컵사용을 자제합시다

8
장마·폭염이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

아들이랑 산책하면서 폴라베어가 사라질까 겁난다며 여친은

에어컨도 안켜고 산다며 기후변화에대하 이야기했는데 반성합

니다ㅠ 자면서 무풍으로 ㅠ 작은것부터 산천해볼게요

9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기후변화, 절멸의 저주 "

코로나보다 무섭다"

경가심을 갖게하는 기사입니다.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가 나타

나고 이로인해 자연재해및 농수산물도 병충해가 많이생깁니다.

일회용사용과 온실가스등 환경에 우리모두 관심을갖고 실천합

시다.

10

한 중학생의 외침 "어른

들이 만든 기후위기, 왜

우리가 책임지나요"

댓글들 참...참 못난 어른들이네요. 나도 요즘 부쩍 그런생각했

는데...다음세대들에게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물려주지 못한것

에 대한 미안함. 얘들아 미안해. 지금부터라도 우리 함께 노력

해보자.

[표 27] 저감 촉구형 댓글 예시 (미시, 실천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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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제목 댓글

1
#장마가 아닌 기후위기입니

다… SNS 해시태그 확산

환경단체라면 나무 베고 산 깎아내는 태양광이나 말려보시

오.

2
“벌써 푹푹 찌는 무더위”…장

마는 언제 시작될까?

더워도 조금 참고 추워도 조금 참고 불편해도 일회용품 조

금 줄이는 습관이 필요하고, 습관을 스스로 형성하지 못하

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보상과 불편을 줘야 기후변화/환

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지금 늦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끝

이다 제발 정부야 국민들을 이럴 때 통제해야하는거다

3
장마·폭염이 아니라 ‘기후위

기’입니다

기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갖춰야 할 때인거 같아요.개인이

나 회사의 이윤만 쫓다보면 돌이킬수 없는 순간이 곧 옵니

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지구가 견딜수 있는건 고작 10

년.

4
[단독] "멍하니 하늘만 봤다

"…태양광, 장마에 '직격탄'

아프리카나 스페인같은데나 태양열 의미있지 좁은땅에서

산깎아 패널놓는게 친환경이냐?

5

‘기후악당’된 대한민국… “한

국인 식량난민될 가능성 높

다”

미세먼지, 수돗물사태..,...기후로인한 재앙 먼 일이 아닌듯환

경을 생각하는 정치ㆍ정책도 나왔으면 좋겠네

6
단순한 장마가 아니다…SNS

에 퍼지는 해시태그의 경고

개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전세계의 대기업들이 앞장서

야합니다! 이대로가다간 10년안에 인류멸망합니다

7

“계속 한국서 살고 싶냐 묻는

다면, 어디가 기후피해가 덜

할까 생각한다”

요즘 기후와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오랜만에 기사 정독해

서 잘 봤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한국은 환경에 대해 언

론에서 많이 다루지않죠. 돈벌이로 연관시켰을때 돈이 안된

다는 개념이 더 많은게 사실이고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

는게 너무 답답하고...정치인들도 발벗고 나서야 할텐데.. 지

들 밥그릇만 챙기려고하고..다른나라는 이미 기후변화에 재

난급대비를 하고있다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신경도 안쓰

고있고.. 걱정입니다.. 타일러씨의 이런 기사들이 많이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8

이낙연 “전기료 감면제 확

대…폭염 특별지원책 적극

검토”

태양광으로 될까?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당신 맘대로 마구

써도 되는겨? 왜 늬들은 마치 대한민국 소유주인 것처럼

행동하냐구?

9
4대강에 22조 쏟았는데…왜

‘홍수 피해’는 여전할까?

인간들이 저질러놓은 환경 파괴에 대한 과보로 앞으로 더

욱 심각한 자연 재앙이 예상됩니다. 인간 또한 자연의 한부

분일 뿐입니다. 친환경정책과 함께, 한때 화두였던 물관리

기관을 통폐합하여 물관리일원화 등 정부, 지자체 및 공기

업 전반적인 개편도 따라야할 것입니다~

10

섬진강 피해 500년만의 폭우

탓…이상기후 대비 소하천

치수를

4대강이나 태양광이냐가 중요한게아닌듯. 앞으로 지구온난

화로 더 이렇게 될가능성이 큰데. 엄한데 세금쓰지말고 이

런데 예방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데다 세금을 쓰시

요. 앰병 환경생각한다면서 자연훼손하고 태양광같은거 하

지도 말고

[표 28] 저감 촉구형 댓글 예시 (거시, 정책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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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기력형-감상중심: 종말론형

종말론형 댓글은 이상기후현상과 기후위기에 대해 인류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

은 없으며, 곧 모든 것이 끝난다는 식의 댓글이다. 미래를 비관하는 댓글과 기후변

화를 종교적으로 해석하여 말세가 다가왔다고 주장하는 댓글 등이 포함된다([표 29]

참조).

번호 기사제목 댓글

1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기후변화, 절

멸의 저주 "코로나보다 무섭다"
성경 ᆢ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것 ᆢ

2
불타오르는 시베리아, 우리와의 연결

고리는?
2150년 지구는 없다 ㅜ

3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대

멸종 또 오나

이미 늦었어~포기하면 안돼 하고 말하고 싶지만

세계의 리더들이 꼴통이라 청체적 관리가 어려워~

그럼 이 시점서 우리가 해야할께 뭘까? 생각해 보

지만 답 없어~ 암울해 !! 걍 하루하루 젬나게 살

어~

4
불타오르는 시베리아, 우리와의 연결

고리는?

지구종말이 다가오나보다 이상기후에 코로나에 많

은 인류가 죽게생겼네

5
中은 홍수·유럽은 폭염… 지구촌 ‘기

후재앙’ 몸살

지구의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가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시켜서 세계

각지역에 기상이변을 불러왔다. 앞으로 지진이 더

욱 심할것이다. 왜냐하면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이

다.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휘발유차에

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모두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

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선 가뭄이 심할것이다. 질

병이 창궐할것이다. 결국 지구의 종말을 앞당길것

이다.

6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대

멸종 또 오나

다같아 죽는거지.다만 일찍죽냐나중에죽냐의차이

인거지.

7
장마 끝나니 폭염… 이낙연 “기후변화

대책 앞장선다”

그냥 천지신명하고 악수하고 온다 해라 뭔 말같지

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 니가 뭐 되는것도 아니

고 몇백년동안 진행된 기후변화를 니가 뭔 수로

8
역대 최장 장마가 남긴 경고…"내년

또 올 수 있다"

요즘 출생하는 사람들은 기후만으로도 생존하기

힘들 극한의 시대를 살게 될 듯.

9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대

멸종 또 오나
애 안 낳기를 잘햇지...지옥처럼 살게할뻔

10
‘마른장마’는 왜 올여름 무서운 ‘집중

호우’로 변했나
하늘이 하는일을 알려고 하지마라.

[표 29] 종말론형 댓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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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기력형-원인분석: 원죄형

원죄형 댓글은 이상기후현상과 기후위기의 원인이 인간의 ‘존재’ 자체에 있다고

주장하는 댓글로, 앞서 분석·반성형이 인간의 ‘행위’에 관한 댓글인 것과 차이점을

갖는다. 원죄형 댓글은 인류의 존재 자체가 지구에 해가 되며, 인류는 협력하지 않

으며 반성하지 않을 것이기에 절망적이다는 종류의 댓글을 포함한다([표 30] 참조).

번호 기사제목 댓글

1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

대멸종 또 오나
코로나는 지구생태계를 복원하기위한 치료제인듯

2
단순한 장마가 아니다…SNS에 퍼

지는 해시태그의 경고

기후위기가 아니라 자정작용이죠!! 기후위기는 사람

에 입장. 코로나, 장마, 지진으로 타노스급 인구 절반

이상 줄어들게되면 지구는 다시 예전처럼 회복하죠.

지구가 변하는거 처럼 사람도 진화한다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의 모습이 지구인의 미래가 되

겠죠

3
'뜨거워지는 한반도' 21세기말 폭염

일수 3.5배↑·사과재배 불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공장을 계속 돌리고 나무를 계속

베어내고 비닐이나 플라스틱 배출을 매일하고 고기

를 위해 가축을 키워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을 높이

고 등등 꾾임없는 지구온난화의 활동들을 하겠지...

4
장마·폭염이 아니라 ‘기후위기’입니

다

기후변화는 오래된 얘기인데.. 인류가 정신 못차림..

그게 운명이지 뭐.. 하던대로 쓰던대로 발전해봐라..

우리는 매해 폭염 장마 새로운 기록을 세울테니

5
한라산·지리산 특산 구상나무, 크리

스마스트리 추억 되어 사라지나
지구 바이러스 인간 때문이군요..

6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

대멸종 또 오나
인간이 너무나도 많아요

7

한반도 덮치는 지구온난화..."21세기

말 사과 못키우고 강수량도 많아져

"

인간이 지구를 망치고 있다...코로나는 시작일뿐이

다....

8
지구온난화의 경고…독해지는 한반

도 장마

댓글보니 가관이구만ㅋ 그래놓고 플라스틱 조온나

사용하겠지

9
장마·폭염이 아니라 ‘기후위기’입니

다
기후 위기 아니고 지구의 면역반응이다

10
불타오르는 시베리아, 우리와의 연

결고리는?

다 인간들이 지구를 함부로 쓰니 자업자득인듯... 곧

인류 망하겠네

[표 30] 원죄형 댓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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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기력형-대책제시: 소멸추구형

소멸추구형 댓글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 자체가 소멸해야 한다는

댓글로, 인류의 반을 없애거나 지구를 위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는 등

의 절멸적 미래를 그리고 있는 부류의 댓글이다([표 31] 참조).

번호 기사제목 댓글

1
역대 최장 장마가 남긴 경고…"내

년 또 올 수 있다"
빠른 인류 멸종이 지구를 위한 길이다..

2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

대멸종 또 오나

출생률 적다할게 아니라 진짜 인구수 줄이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한사람이 평생 먹고 쓰고 배출하는 쓰

레기량 엄청나다

3
‘기후악당’된 대한민국… “한국인

식량난민될 가능성 높다”
한번 싹 죽어야 끝난다고 본다 ㅋ

4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

대멸종 또 오나

일단 전세계 60억 인구를 절반인 30억명으로 줄여야

한다. 그래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코로나

가 괜히 터진게 아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가 자

정 능력으로 인간을 제거 대상으로 느낀 것이다.

5
장마·폭염이 아니라 ‘기후위기’입니

다

인간이 지구파괴의 주범이다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재

앙이다 나부터 빨리 사라져야 할텐데 ㅡ끌

6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

대멸종 또 오나
타노스를 불러 지구의 절반의 인구를 없애야..

7
[이주의 미오픽] 기후위기 기사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야 한다
인구 줄이면 탄소배출도 주는거 아님?

8
장마·폭염이 아니라 ‘기후위기’입니

다

지구에 인구가 너무 많아...그래서 이참에 코로나로 10

분지 1줄여야되..인간.동물이배출하는 오염물 너무 많

어..똥.오줌.각종쓰레기..음식물쓰레기..자동차매연..육식

으로인해..동물들 배설물등등.~~

9
장마·폭염이 아니라 ‘기후위기’입니

다

위기라고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는한 지구는 빨리

멸망한다지구 인구 조절 능력이 있느다면 지금 인구

절반은 없어 져야 한다.. 초 강력 바이러스 하나 나와

야 하는데

10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

대멸종 또 오나

비단, 그게 나와 내 가족 일지라도...� 슬프지만 지금

인류의 반은 사라져야 지구가 숨쉴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다수가 지구의 안위를 방관하며, 극소수의 노력

'약간'에 의지한 채) 지금 이 상태(환경 파괴를 일삼

는 여러 사업추진이나 현대화)가 지속된다면 인류는

예상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끔찍하고 처참한 모습으

로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 아무리 '친환경'을 외친

다 한들, 친환경을 내세우며 상품화한 '일회성×이벤트

성' 소비지향적 상품들... 넘쳐나는 재활용 불가한 폐

비닐과 폐플라스틱, 여전히 굴러다니는 디젤차량 등...

[표 31] 소멸추구형 댓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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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제형-감상중심: 문제비공감형

문제비공감형 댓글은 이상기후현상과 기후위기가 심각한 것은 동의하나,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는 댓글로, 소위 ‘나만 피해 없으면 되’ 식으로

문제와 거리를 두는 부류의 댓글이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 자신이 겪는 것이 아니기에 위험과 피해에 공감하지 않는 냉소적 반

응, 기후위기로 인한 장기적 피해 및 변화가 어차피 다음 세대가 겪을 일이기 때문

에 보이는 방관적 반응 등이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이상기후현상(특히 태

풍의 경우)에 대해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

를 전가하거나 이상기후현상을 이용해 타인에게 해를 가해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 하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다([표 32] 참조).

번호 기사제목 댓글

1
고조되는`붕괴 공포`...中싼샤댐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서해에 피해간다지만 그냥 무너져버려라 다 쓸

려가길

2
10년 뒤 태풍 오면 인천공항·국회의사당

도 물에 잠긴다
국회는 제발잠겼음 하는 소망

3
고조되는`붕괴 공포`...中싼샤댐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붕괴가쟈~~~지구암덩이 중국및 조선족 그리고

일본섬나라원숭이 이참에싹다잡아 양쯔강에 묻

어버리장~~~♡

4
26일 밤 제8호 태풍 남해안 상륙 가능

성…‘초강력’ 태풍 1호 되나?
헐. 하필 그날에. 제발 일본쪽으로 가길.

5
진로 바뀐 4호 태풍 '하구핏'...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제발 외서 더불어만져당것들하고 개돼지들만

싹다 휩쓸고 갔으면 좋겠네

6
‘49일’ 최장 장마 기록 경신…2100년에는

‘제주 감귤’ 대신 ‘강원 감귤’?
나는그때없다

7
불타오르는 시베리아, 우리와의 연결고리

는?
언젠간 멸망할거 YOLO

8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기후변화, 절멸의

저주 "코로나보다 무섭다"

어차피 관심가져도 도움될수없다 후진국으로살

래?

9
[취중생] 역대 최장 장마에 “기후위기 해

결 나부터” 앞장서는 사람들
열심히 해 봐 ㅋㅋㅋ

10
단순한 장마가 아니다…SNS에 퍼지는 해

시태그의 경고

지구문제고 나발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커

서요..

[표 32] 문제비공감형 댓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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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제형-원인분석: 비판형

비판형 댓글은 이상기후현상과 기후위기에 대한 원인을 다른 주체에게서 찾으며,

자신의 책임은 기피한다. 이 종류의 댓글은 ‘나라의 왕이 부덕하기 때문에 나라에

망조가 끼었다’는 등 지도자(즉 대통령) 혹은 집권여당에게 비논리적·비이성적인 근

거로 책임을 묻거나 중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타 주체에게 책임을 찾는 특징을 가진다. 다른 나라에서 문제의 책임을 찾을 경우

아무리 우리나라 및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도 다른 주체들이 협력하

지 않고 다른 주체들이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가 자신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

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반응 또한 발견된다([표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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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제목 댓글

1
26일 밤 제8호 태풍 남해안 상륙 가능

성…‘초강력’ 태풍 1호 되나?

저 그림대로 올라오면 역대 재앙이! 재앙이 1

ㅇ새가 나라를 박살을 내는구만

2
길어진 장마, 살인적 더위…"이상기후는

멈추지 않는다"

뭉가놈 변덕따라 가는군... 근데 415부정선거의

혹을 어쩔거냐????

3
[사설] ‘물폭탄’으로 변한 장마, 기후위기

의 또 다른 경고

인간이 파괘 해버린 분노한 자연의 역습아닐

까.!아니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수꼴

기레기에 대한 자연의 테러 아닐지....!

4
고기압 힘 못쓰니 주저앉은 장마전선…52

일간 물폭탄
왜긴 재앙 보유국 이니까요

5
"6월 맞아?"…한여름 방불케하는 불볕 더

위, 원인은
이유야 간단하지 국민 열받게하니 더운거지....

6
동남아날씨 닮아가는 한국…"벼농사 사라

진다"

미 중 인도가 특히 정신 차려야 하는데..전 세

계도 그렇고.

7
‘49일’ 최장 장마 기록 경신…2100년에는

‘제주 감귤’ 대신 ‘강원 감귤’?

기사에 한국이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

다보면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누가보면 지구

온난화는 한국이 만드는거 같이 써놨네. 아니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탄소 배출 해봐야 얼

마나 한다고.제일 급한건 중국이 줄이는 거다.

8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대멸종

또 오나
국제사회에서 중국 제어 못하면 가속화될듯.

9
"6월 맞아?"…한여름 방불케하는 불볕 더

위, 원인은

티벳 지역의 빙하 역시 지난 50년 동안 지구온

난화의 영향으로 후퇴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 밝혔다. 짱개 새끠들이 점령하고 개같이 쓰

나보네 오염 ㅈㄴ 시키겠지

10
불타오르는 시베리아, 우리와의 연결고리

는?
중국때문이지뭐

[표 33] 비판형 댓글 예시

(9) 배제형-대책제시: 제거형

제거형 댓글은 이상기후현상과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이 있는 다른 주

체를 찾는 것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주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댓

글로 중국을 짱깨로 비하하며 짱깨가 사라져야 지구가 살며, 이를 위해 싼샤댐이

폭우로 무너져 수천만명이 죽어야 한다는 등의 매우 폭력적인 반응이다([표 34]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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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제목 댓글

1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대멸종

또 오나

중국을 떼다가 우주로 보내버리면 지금보다 나

아질듯

2 장마·폭염이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결론은 짱깨가 사라지면 해결이 되지!

3
고조되는`붕괴 공포`...中싼샤댐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자기들로 인해 촉발된 전세계적인 전염병 사태

로 세계 경제가 암흑기로 접어들었는데 그 어

떤 사과도 없고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 패권

주의 야욕을 드러내는 중국은 이제 인류의 적

으로 상정하고 모든 나라가 그에 상응하는 정

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중국

인에 대한 인종적 말살정책 또한 반드시 결행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인이 살아남

는다면 중국이란 나라가 해체되더라도 전지구

적 재앙의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기 때문이

다. 역병이 돌면 마을을 불태우듯이 중국인을

불태워 버려야 이 모든게 해결될 것이다. 푸른

지구를 위하여~

4
"6월 맞아?"…한여름 방불케하는 불볕 더

위,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우한폐렴 모든 더러운 것들은

중국이 근원이다. 인류의 암적 존재 중국을 박

멸하라

5
고조되는`붕괴 공포`...中싼샤댐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지속적인 민폐보단 이왕다칠꺼 짱깨쉐리들 개

박살산산조각나서 앞으로는 지구가 짱깨로부터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6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대멸종

또 오나
중국만없으면 생존율은 좀더 길어질듯

7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대멸종

또 오나

중국만 없어져도 괜찮아질것같다 중국이 가장

큰 원인이야

8
고조되는`붕괴 공포`...中싼샤댐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자연이 자정능력이 있다면 저 짱깨족속들을 다

쓸어버렸음 한다.그래야 지구가 살어

9
"6월 맞아?"…한여름 방불케하는 불볕 더

위, 원인은

중국 인도 인구 줄어야 되;고,,,,,,,,,,,,,,, 토착왜구

대구도 인구 많이 줄여서 태백시 정도 인구 만

들어주면 된다.....

10
5번의 지구 생명체 멸종, 다음 차례는 언

제일까
해결책 중국을 멸망시킨다

[표 34] 제거형 댓글 예시

(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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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현상 및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감상을 표출하거나 원인을 분석

하거나 대책을 제시하는 등의 댓글 이외의 기타 댓글로는 먼저 인간의 활동으로 인

한 기후위기임을 부정하는 댓글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구온난화 현상 자체를 부정

하거나, 인정하더라도 자연적인 주기임을 강조하는 댓글, 나아가 이상기후현상이 일

어난 원인으로 생소한 과학적 원리를 제시하는 댓글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이

상기후현상이나 기후위기 문제와 거리가 먼 댓글이 있는데, 여기에는 진보측과 보

수측이 서로를 비판하거나 양측을 모두 비판하는 댓글, 이상기후현상의 발현과 피

해에 관한 것 외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정부(기상청 등) 비판하는 댓글, 4대강에 관

련된 내용이지만 이상기후현상과 관련된 ‘홍수’와 관련이 없이 ‘환경오염’과 관련되

거나 단순한 비난이 담긴 내용의 댓글 등 정치적인 댓글과, 기사로 취재한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자체에 대한 비판적·옹호적 반응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기

사까지 읽어 맥락을 유추해보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이해할 수 없었던 댓글이 기

타 댓글로 포함되었다([표 35], [표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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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제목 댓글

1
지구온난화의 경고…독해지는 한

반도 장마

지구 온난화 좋아하네... 그런 거 없어.... 이제 정상 기

후로 돌아 갈거야... 기후 환경 갖고 장난치던 것들 어

케되나 보자

2
장마 끝나니 폭염… 이낙연 “기후

변화 대책 앞장선다”
아니 여름에 더운게 이게 왜 기후변화야ㅋㅋㅋㅋㅋ

3
강원도내 송이 사라지고 재해 잦

아진다
또 또 설레발친다비좀 온다고

4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

대멸종 또 오나
그냥 지구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것일뿐

5
장마·폭염이 아니라 ‘기후위기’입니

다

500년전이 약한 빙하기였으니 다시 지구가 추운 50년

을 보내려면 몇백년 더 있어야 하겠지만 지구는 그냥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도록 설계되었다. 단지 기후변화

를 떠들면 돈을 벌수 있으니 지라알 떠는 것이다.

6
고조되는`붕괴 공포`...中싼샤댐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지구 자전축이 2도나 기울엇다고 하지..별거 아닌듯한

2도 지구와 인류에게 큰 영향 미치지..썩은 물에 의한

환경.파괴.질병 등 그 영향력이 장난아닌...

7
불타오르는 시베리아, 우리와의 연

결고리는?
지자기역전 현상의 전조?

8
[논담] “한반도 기후변동 커... 기나

긴 장마·폭염은 위험 신호”
지구온난화의 주범 담배 ⚫

9
불타오르는 시베리아, 우리와의 연

결고리는?

지구온난화 주장은 유럽 환경론자들(극좌파로 커뮤니

스트보다 더 무서운 존재, 독일 녹색당등)이 선진 산

업국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이다! 얘네들이 웃

기는게 탄소배출량감소를 금과옥조로 떠들면서탄소배

출량제로의 원전은 극렬 반대한다! 우리나라에도 환

경부, 여가부, 각종 시민단체에 침투하여 원전반대, 케

이블카반대, 각종 기반시설건설반대등 나라발전에 관

한 일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

대멸종 또 오나

지구온난화 멸망 음모론도 사이언스라고 올리는 수

준.. 당장 코로나로 중국 인도 공장멈추고나서 뭐가

좋아졌는지는 하나도 안말하고 대멸종같은 소리나해

대고있으니

[표 35] 기타 댓글 예시 (기후위기 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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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제목 댓글

1
역대 최장 수준 장마 왜 예측 못

했나…오보 원인은 '블로킹'

하나같이 말은 많고 안돼면 이명박근혜 탓이고... 앞집

꼬부랑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일기예보가 어떻게 더

잘맞냐...

2
[이슈픽] 노르웨이 기상청 “정확도

높다” 입소문…한국은 왜

그냥 기상청 폐지하고 나한테 아웃소싱줘라 내가 세

차하고 무릎 아파오면 반드시 비가 온다.

3
"16일은 장마 끝나나요?" 기상청,

장마 종료시기 또 미뤄
때려잡자c 문산당

4
文대통령 "4대강 보 홍수 조절 기

여도 실증 분석할 기회"
지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5
4대강에 22조 쏟았는데…왜 ‘홍수

피해’는 여전할까?
진심 지림 4대강 왜 한거야.

6
4대강이 물난리 막았나…홍수위험

94% 줄어도 피해액 같다, 왜

국민들 억장을 무너트리라고 만든단체가 바로 미통당

이다.뉴스데스크에서 지금말하길 사대강사업 24조예산

이들었고 그후 보수,관리하는데 4조가들어 합이28조들

었다.그돈을 국방비로 썼으면 국방력이 일본보다 더

우세했을테고 재난지원금을 또 백만원씩 국민에게돌

려도 10조도 안든다.앞으로 사대강보수에 들어갈돈이

몇조원이 더들어갈텐데 정진석이놈아 뭐가뭐 억장이

무너져?그냥 너네는 죽어라뭘더해먹을려고이명박그네

의 똥개 정진석은 고향 일본으로가라 친일파xx

7
4대강이 물난리 막았나…홍수위험

94% 줄어도 피해액 같다, 왜

결론은 10년집권 현재 야당과 3년 집권 현재의 여당

둘다 무능했다는 서로 누워서 침밷기들 하고 있음ᆢ이
난국에 이간질 거리는 언론 ㅡㅡ겨우 말끝에 박근혜

끼워놓고 중립적인척 ㅡㅡ

8
[단독] "멍하니 하늘만 봤다"…태

양광, 장마에 '직격탄'

이놈에 당파싸움은 언제나 끝이날꼬나~~일정기때 나

라잃고 50여년 휴전하고,6.25때 3여년 후전하고, 계속

이어져 오니 만세다 만세 만 만 세야 나라 참 산으로

올라갈 판일세~'

9
4대강에 22조 쏟았는데…왜 ‘홍수

피해’는 여전할까?

한겨레가 예로든 전문가 두분중 한분은 어느 대학인

지도 모르는 교수 한분이고, 다른분은 좌파들만 있다

는 환경단체 한분이시네.. 너무 전문가 영역이 빈약하

다 생각되지 않냐?

10
"4대강사업 덕분에" 논란, MB 비

밀문건에 담긴 진실

1팩트로 조지니 일충이들 글을 못다는거임?까는 댓글

들이 너무없네

[표 36] 기타 댓글 예시 (정치·언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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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1) 검색 키워드 별 기사 기술통계 분석

먼저, 세 번의 검색으로 도출된 전체 기사(44440건, 1006건, 752건)를 주제별로 살

펴보면, 압도적으로 사회면으로 분류된 기사가 모든 검색 결과의 40%(최하 44%)

이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많이 분류된 생활면 결과(최하 19%)보다 2배 이상 많았

다. 경제면에 해당하는 기사의 경우 ‘장마, 태풍’의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보다 ‘이상

기후, 기상이변’, 나아가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키워드까지 포함한 기사에

서 점차 비중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기후변화, 지구위기, 지구온난화’ 키

워드까지 포함하는 기사의 비중이 정치면과 오피니언에 해당하는 기사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오피니언의 경우 그 증가폭이 가장 커 ‘장마, 태풍’

의 현상 자체에 관한 오피니언 기사의 비중보다는 이를 ‘이상기후, 기상이변’, 나아

가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로 ‘해석’하는 오피니언 기사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그림 17] 참조).

[그림 17] 키워드 검색별 주제 비중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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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세 번의 검색으로 도출된 전체 기사를 언론사 종류별로 상위10위까지

살펴보면, ‘장마, 태풍’으로만 검색된, 즉 현상 자체만을 다룬 기사의 경우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KBS, YTN 등 방송통신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단

순한 상황 전파가 아닌 ‘이상기후, 기상이변’, 나아가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

화’ 등의 키워드까지 연결되는 기사의 경우 점차적으로 종합지가 비중을 넓혀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경향신문, 한겨레, 중앙일보, 서울신문 순으로 많았다. 또한

인터넷IT지(오마이뉴스)의 경우 관련하여 발행한 기사가 대부분 기후위기와 연결되

어 있고, 경제지의 경우 이데일리가 가장 많이 기후위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었

다([표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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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장마, 태풍

*이하 (1)로 명칭*

+(이상기후, 기상이변)

*이하 (2)로 명칭*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이하 (3)으로 명칭*

1
방송통신사 (연합뉴스)

[4751건]

방송통신사 (뉴스1)

[67건]

방송통신사 (YTN)

[47건]

2
방송통신사 (뉴스1)

[4711건]

방송통신사 (YTN)

[51건]

종합지 (경향신문)

[40건]

3
방송통신사 (뉴시스)

[3892건]

종합지 (경향신문)

[48건]

종합지 (한겨레)

[37건]

4
방송통신사 (KBS)

[3114건]

방송통신사 (KBS)

[45건]

방송통신사 (KBS)

[33건]

5
방송통신사 (YTN)

[2277건]

방송통신사 (연합뉴스)

[40건]

인터넷IT지 (오마이뉴스)

[30건]

6
방송통신사 (연합뉴스TV)

[1492건]

종합지 (한겨레)

[39건]

경제지 (이데일리)

[29건]

7
경제지 (아시아경제)

[1357건]

경제지 (머니투데이)

[36건]

종합지 (중앙일보)

[36건]

방송통신사 (뉴스1)

[27건]

종합지 (중앙일보)

[27건]

8
방송통신사 (MBC)

[1168건]

경제지 (이데일리)

[35건]

방송통신사 (연합뉴스)

[26건]

종합지 (서울신문)

[26건]

9
경제지 (이데일리)

[1118건]

방송통신사 (뉴시스)

[33건]

종합지 (서울신문)

[33건]

인터넷IT지 (오마이뉴스)

[33건]

경제지 (머니투데이)

[25건]

10
방송통신사 (SBS)

[1064건]

종합지 (동아일보)

[29건]

종합지 (한국일보)

[23건]

[표 37] 키워드 검색별 언론사 종류 순위

키워드 검색별로 언론사 기사 건수 및 비중을 살펴보면, 어느 언론사도 해당 키워

드 관련 이슈를 ‘주도’하고 있진 않으며, ‘장마, 태풍’, ‘이상기후, 기상이변’, ‘기후변

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많은 키워드를 담을수록 더 여러 언론사에서 골고루 보

도하고 있었다. ‘장마, 홍수’를 다룬 기사 중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까지

다룬 기사의 비중은 한겨레가 11%로 가장 많았고, 경향신문(9%), 오마이뉴스(7%),

문화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5%) 순이었다([표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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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기사 수(1)

44440건 중

기사 수(2)

1006건 중

기사 수(3)

752건 중
(3)/(1)

1 연합뉴스 4751건 (11%) 뉴스1 67건 (7%) YTN 47건 (6%) 2%

2 뉴스1 4711건 (11%) YTN 51건 (5%) 경향신문 40건 (5%) 9%

3 뉴시스 3892건 (9%) 경향신문 48건 (5%) 한겨레 37건 (5%) 11%

4 KBS 3114건 (7%) KBS 45건 (4%) KBS 33건 (4%) 1%

5 YTN 2277건 (5%) 연합뉴스40건 (4%) 오마이뉴스 30건 (4%) 7%

6 연합뉴스TV 1492건 (3%) 한겨레 39건 (4%) 이데일리 29건 (4%) 3%

7 아시아경제 1357건 (3%) 머니투데이 36건 (4%) 뉴스1 27건 (4%) 1%

8 MBC 1168건 (3%) 중앙일보 36건 (4%) 중앙일보 27건 (4%) 5%

9 이데일리 1118건 (3%) 이데일리 35건 (3%) 연합뉴스 26건 (3%) 1%

10 SBS 1064건 (2%) 뉴시스 33건 (3%) 서울신문 26건 (3%) 5%

11 파이낸셜뉴스 995건 (2%) 서울신문 33건 (3%) 머니투데이 25건 (3%) 3%

12 노컷뉴스 905건 (2%) 오마이뉴스 33건 (3%) 한국일보 23건 (3%) 5%

13 MBN 843건 (2%) 동아일보 29건 (3%) 노컷뉴스 19건 (3%) 2%

14 매일경제 776건 (2%) 한국일보 28건 (3%) 동아일보 18건 (2%) 5%

15 머니투데이 748건 (2%) 노컷뉴스 23건 (2%) 세계일보 18건 (2%) 3%

16 한국경제 693건 (2%) 세계일보 22건 (2%) 프레시안 18건 (2%) 3%

17 헤럴드경제 685건 (2%) MBC 21건 (2%) 국민일보 16건 (2%) 3%

18 서울경제 642건 (1%) 국민일보 21건 (2%) 서울경제 16건 (2%) 2%

19 머니에스 619건 (1%) JTBC 21건 (2%) 뉴시스 15건 (2%) 0%

20 세계일보 613건 (1%) 연합뉴스TV 20건 (2%) MBC 15건 (2%) 1%

21 국민일보 561건 (1%) 조선일보 20건 (2%) 조선일보 15건 (2%) 4%

22 부산일보 552건 (1%) 프레시안 19건 (2%) JTBC 13건 (2%) 3%

23 프레시안 547건 (1%) 아시아경제 18건 (2%) 연합뉴스TV 13건 (2%) 1%

24 서울신문 546건 (1%) 서울경제 18건 (2%) 강원일보 13건 (2%) 4%

25 중앙일보 533건 (1%) 매일경제 17건 (2%) 파이낸셜뉴스 13건 (2%) 1%

26 한국일보 468건 (1%) 강원일보 16건 (2%) 부산일보 13건 (2%) 2%

27 경향신문 465건 (1%) SBS 15건 (1%) 아시아경제 12건 (2%) 1%

28 JTBC 425건 (1%) 문화일보 15건 (1%) 매일경제 12건 (2%) 2%

29 오마이뉴스 425건 (1%) 파이낸셜뉴스 14건 (1%) SBS 11건 (1%) 1%

30 조선일보 394건 (1%) 부산일보 14건 (1%) 문화일보 10건 (1%) 5%

[표 38] 키워드 검색별 언론사 기사 건수 및 비중 (상위 30위)

키워드 검색별로 기사가 담고 있는 단어를 살펴본 결과 ‘이상기후, 기상이변‘으로

검색한 기사와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로 검색한 기사는 사용 단어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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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 검색어를 제외한 워드클라우딩을 보면,

‘이상기후, 기상이변’까지 포함한 기사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기후변화’이며,

이어 ‘폭염’, ‘폭우’ 순으로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

구온난화’의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폭염’과 ‘폭우’로 앞

선 ‘이상기후, 기상이변’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였다([그림 18], [그림 19] 참조).20)

[그림 18] +‘이상기후,기상이변’ 워드클라우드

[그림 19] +‘기후변화,기후위기,지구온난화’포함 워드클라우드

20) ‘장마,홍수’ 키워드 만을 포함한 결과는 양이 방대하여 컴퓨터 에러가 발생하기에 워드

클라우드 추출이 불가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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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기사 기술통계 분석

조사된 기사 745건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39]와 같다.

범주 및 분류 유형 및 조작화

기

초

조

사

‘네이버 픽’21) 없음 484건 (65%) 있음 258건 (35%)

주제

(네이버)22)

정치 83건 (10%) 경제 57건 (7%)

사회 359건 (45%) 생활 135건 (17%)

세계 22건 (3%) IT 34건 (4%)

오피니언 107건 (13%)

언론사

방송통신사 214건 (29%) 종합지 229건 (31%)

경제지 131건 (18%) 전문지 10건 (1%)

인터넷IT지 95건 (13%) 매거진 27건 (4%)

지역지 32건 (4%) 기타 7건 (1%)

종류23)

스트레이트 165건 (22%) 해설성 리포트 210건 (28%)

기획성 리포트 29건 (4%) 르포성 리포트 23건 (3%)

인터뷰성 리포트 38건 (5%) 스케치성 리포트 7건 (1%)

발췌문 140건 (19%) 주장문 115건 (15%)

기타 15건 (2%)

내

용

/

프

레

임

분

석

24)

현상 토픽

(248건, 34%)

태풍예보·실태보도 120건 (16%) 장마예보·실태보도 60건 (8%)

세계 이상기후 현상 25건 (3%) 폭염 현상 19건 (3%)

생태계 변화 13건 (2%) 산림 집단고사 사건 7건 (1%)

중국 싼샤댐 붕괴설 4건 (1%)

진단 토픽

(231건, 31%)

폭염 전망 58건 (8%) 기후위기 사회적 반성 55건 (7%)

피해 진단 55건 (7%) 식량안보·작황변화 27건 (4%)

원전 정지 17건 (2%) 도시 진단 12건 (2%)

기후위기 과학적 분석 7건 (1%)

해법 토픽

(236건, 32%)

기후환경 정책 60건 (8%) 치수(4대강) 정책 50건 (7%)

기상청 36건 (5%) 재해대응 정책 33건 (4%)

피해복구 정책 30건 (4%) 지자체 계획 8건 (1%)

산림 정책 4건 (1%) 개인 실천 10건 (1%)

개발대립 5건 (1%)

기타

(24건, 3%)

코로나19 10건 (1%) 정치권 쟁점 8건 (1%)

미국대선·혁신 6건 (1%)

[표 39] 기사 기술통계 분석

21) 추후 삭제된 3개 기사 제외(자료수집 시점과 분석 시점 사이에 삭제되어 조회불가)



- 81 -

[그림 20] 언론사 종류별 주제 분포

언론사 종류별 주제 분포를 살펴보면 방송통신사와 종합지의 발행 건수가 다수인

데, 그 중 특히 해당 언론사 종류의 경우 사회면에 해당하는 기사가 가장 많이 발

행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방송통신사의 경우 이어 생활면에 해당하는 기사가 많은

반면, 종합지에서는 오피니언에 해상하는 기사가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

지하는 경제지의 경우 마찬가지로 사회면에 해당하는 기사가 가장 많았으나, 차순

으로 등재된 경제면과 경제면의 기사가 거의 비등하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인터넷

IT지의 경우 다른 면에 비해 사회면에 해당하는 기사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컸으며,

다른 언론사 종류는 발행 건수 자체가 낮아 유의미한 특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림 20] 참조).

다음으로 시계열 추이 중 총 기사 수 추이를 살펴보면, 6월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7월 하순에 한 번, 8월 초에 한 번, 8월 중순에 한번, 증가 추세 중 총 세 번 크게

기사 수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또한 그 이후에는 증가추세가 잠시 주춤거리다가

8월 하순에 한 번, 9월 초에 두 번 소폭 증가한다([그림 21] 참조). 이를 언론사와

주제별 추이로 나눠 살펴보면, 각각 방송통신사 및 종합지와 사회면의 그래프가 총

기사 수 그래프와 유사한 모양을 띠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앞선 언론사 종

류별 주제 분포 분석과 같이 2020년 여름 이상기후현상 담론이 해당 언론사 종류와

섹션에 집중되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2], [그림 23] 참조).

22) 한 번에 여러 주제로 분류된 기사 다수

23) 여러 종류가 같이 섞여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지배적인 양상을 띠는 종류로 선택

24) 토픽모델링 중 6개의 기사가 탈락되어 739개에 대한 조사 결과임



- 82 -

[그림 21]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키워드 포함 총 기사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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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언론사별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키워드 포함 기사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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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주제별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키워드 포함 기사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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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키워드 포함 기사 및 기사에 달린 댓글 수 추이

(댓글 수는 ‘클린봇’, ‘작성제 삭제 댓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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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사에 달린 댓글 추이를 살펴보면 기사의 증감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그래프의 대략의 모양은 총 기사수 추이와 비슷하나, 일

례로 총 기사수에서는 7월 24일 기사 수가 소폭 증가하나 총 댓글 수 추이에서는 7

월 24일에는 댓글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7월 25일에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총 기

사수에서는 8월 2일에서 8월 3일로의 증가가 8월 3일에서 4일로의 증가폭보다 작지

만, 댓글의 증가폭은 8월 2일에서 8월 3일로의 증가가 급격하고 오히려 8월 4일의

댓글 수는 8월 5일보다 작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기사수에 정확히 비례하여

댓글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댓글이 몰리는 몇몇 기사들이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그림 24] 참조).

기사 수 증감과 상관없이 댓글의 추이를 결정지을 정도로 많은 댓글들이 달린 기

사들을 살펴보면 [표 40]과 같다. 하나의 기사에 최대 2788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해당 기사로 인해, 9월 7일의 기사가 8월 11일의 기사 수보다 현격히 적음에도 불

구하고 총 댓글 수는 비슷하게 측정되었다. 또한, 목록을 보면 번호 12, 16, 17에 해

당하는 기사를 제외한 모든 기사가 정치, 거버넌스, 혹은 트로트 가수 임영웅을 내

세운 기사 등 기후위기 자체와 크게 관련이 없거나 기후위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기사 수와 댓글 수는 정확히 비례하

지 않으며, 오히려 몇몇 기사가 댓글을 이끌어내고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검색 키워드가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기사보다는 오히려 기후위기 이슈가 주변화된 기

사들이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댓글을 남기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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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 제목 일시
초기

댓글 수

최종

댓글 수*

1 文대통령 "태양광·풍력, 2025년까지 3배 이상
확대"(종합)

2020.09.07. 2,788 1797

2 4대강에 22조 쏟았는데…왜 ‘홍수 피해’는 여전할까? 2020.08.03. 2,019 1319

3 [단독] "멍하니 하늘만 봤다"…태양광, 장마에
'직격탄' 2020.08.23. 1,813 1231

4 [전문] 문 대통령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 예상”

2020.08.11. 미제공 1081

5 고조되는`붕괴 공포`...中싼샤댐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이유

2020.07.25. 1,259 853

6 문 대통령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 추가폐쇄" 2020.09.07. 1,183 785

7 문 대통령, 폭우 피해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
선제조치 주문" 2020.08.04. 1,079 655

8 추미애 "주부-젊은층 등 투기세력이 부동산 급등
조장"

2020.08.22. 921 619

9 권성동 “文, 자신있음 보 당장
파괴해봐”…4대강·태양광 여야 격돌(종합)

2020.08.11. 997 610

10 文 "올 성장률 OECD 중 가장 선방...코로나 대응은
전세계 가장 모범"[전문] 2020.08.11. 773 494

11 문대통령 "4대강보 영향 조사하라…홍수
피해원인·책임규명 중요"

2020.08.10. 696 434

12 26일 밤 제8호 태풍 남해안 상륙 가능성…‘초강력’
태풍 1호 되나?

2020.08.22. 570 405

13 패션업계, F/W 시즌 승부수…“코로나19·장마·태풍
겹친 타격 회복 기회” 2020.08.29. 383 376

14 4대강이 물난리 막았나…홍수위험 94% 줄어도
피해액 같다, 왜

2020.08.10. 520 364

15 변덕스러운 이상기후, 기상청도 답답합니다 2020.08.05. 431 321

16 "기후변화 이대로면 10년 뒤 해운대·인천공항
잠긴다"

2020.08.12. 426 311

17 [사이언스]지구의 여섯번째 눈물···대멸종 또 오나 2020.08.13. 442 311

18 “무서워서 살겠나” 태풍 영향 추정…월성원전
2·3호기 터빈발전기 정지 2020.09.07. 446 311

19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 파악하라"…문 대통령,
폭우피해 책임규명 주문

2020.08.10. 미제공 289

20 폭우 예보에도 비우지 않은 댐… 섬진강 범람은 누구
책임인가

2020.08.29. 420 287

주: *최종 댓글 수는 작성자가 추후 지운 댓글, 네이버 클린 봇이 지운 ‘부적절한 댓글’을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 확인이 가능한 댓글의 수.

[표 40] 기사별 ‘초기 댓글 수’ 및 ‘최종 댓글 수’ (상위 20개, ‘최종 댓글 수’ 순)

많은 댓글을 유발하는 기사들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최종 댓글 수가 천 개 이

상인 상위 네 건의 기사를 살펴보면, 모두 정부의 정책에 관한 기사라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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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상기후현상과 기후위기에 집중하진 않았으나, 이와 관련된 태양광 발전

사업과 4대강 사업 등 문제가 정책으로 구체화된 이슈를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뉴

스 사용자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 또한 대부분이 진보측과 보수측 댓글이 해당 정책의 타당성을 두고 첨예하

게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기사의 구성적인 특징으로는 모든 기

사들이 피해현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자극적인 사진을 제일 상위에 배치하

였으며, 모두 ‘네이버 픽’에 해당하는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

다([표 41] 참조).25)

1번 기사 2번 기사

3번 기사 4번 기사

[표 41] 댓글 많은 기사 클릭 시 나타나는 화면

25) 보수측으로 보이는 댓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도 굉장히 적극적인 소재로 여겨

져, 이를 바탕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댓글 등이 많이 발견되었다.



- 89 -

3) 댓글 기술통계 분석

분석 유목에 맞추어 댓글을 측정한 결과 전체 26986건의 댓글 중 69%를 차지하

는 18567건의 댓글이 이상기후현상과 기후변화와 관련이 없고, 나머지 41%인 8419

개의 댓글만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해결형 반응이 6342건으로 지

배적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배제형 반응 1578건, 무기력 반응 499건이 뒤를 이었다

([표 42] 참조).

대분류 소분류 댓글 수 백분율

해결형 반응

문제공감형 1,097건 4%

분석·반성형 178건 1%

적응·대비 측면 대책 2,079건 8%

저감 측면 대책 2,988건 11%

소계 6,342건 24%

무기력 반응

종말론형 339건 1%

원죄형 120건 0%

소멸추구형 40건 0%

소계 499건 2%

배제형 반응

문제비공감형 830건 3%

비판형 694건 3%

제거형 54건 0%

소계 1,578건 6%

기타

기후변화 부정 233건 1%

정치적 반응 14,042건 52%

매체 관련 반응 2,079건 8%

이해 불가 반응 2,213건 12%

소계 18,567건 69%

[표 42] 댓글 분류별 기술통계

해결형 반응의 1097건의 문제공감형 댓글 중 이상기후현상의 심각성에 집중한 댓

글은 742건, 이상기후현상의 원인이 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집중한 댓글은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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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실제 체감 중인 이상기후현상에 대한 1차원적인 심각성을 보다 많이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결형 반응 중 분석·반성형 댓글은 178건으로 그 수가 해

결형 반응 중 제일 적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댓글

은 29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적응·대비 측면의 대책을 제시하는 댓글이

2079건, 저감 측면의 대책을 제시하는 댓글이 2988건으로 나타났다.

단, 유의해야 할 것은 대책에 대한 댓글의 대부분이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적응·대비 측면의 대책에 대한 댓글 2079건 중 1995건이 거시적 측면, 즉

정부 정책에 대한 댓글이었고 이 중 정치적 색깔을 띠고 있는 댓글은 171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막기 위한

치수 사업으로서 기능하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산 중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 패널로

인해 산사태가 유발되었다는 산림정책에서의 부정적 평가가 보수 쪽으로 보이는 댓

글의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였다. 진보 쪽에서는 4대강 사업의 치수 측면을 부정

하고 노무현 정부 때 계획했던 지류 보수를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방해하

여 4대강 사업이 결과적으로 홍수를 유발하였다는 방어 담론이 주로 발견되었다.

또한 보수 측면으로 보이는 댓글은 1495건, 진보 측면으로 보이는 댓글은 221건으

로 보수 측면에서 작성된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저감 측면에서는 2988건 중 540건의 댓글이 개인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적응·대비 측면의 대책이 주로 정책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 보다 개인

적인 노력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감 측면 대책 중 정책적

인 면을 지적하는 댓글 또한 앞선 적응·대비 측면의 대책만큼 진보 보수로 보이는

양 측의 담론이 치열하였다. 보수측으로 보이는 댓글은 주로 탈원전을 비판하고 우

리나라에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부적합함을 역설하였고, 진보측으로 보이는 댓

글은 태양광과 탈원전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였다. 보수로 보이는 댓글에서 주로 태

양광 발전은 ‘부수적’ 발전 수단이며 ‘주’ 발전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몇몇 진보로 보이는 댓글에서도 원전을 줄여야 하지만 당장은 어쩔 수 없는 대안으

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수 측면으로 보이는 댓글은 1945건, 진보

측면으로 보이는 댓글은 219건으로 저감 관련 대책에서도 보수 측면에서 작성된 댓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결형 반응 외 무기력 반응과 배제형 반응은 이상기후현상과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배제형

반응은 문제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타 주체에 전가하고 있어 무기력 반응과 달리

더 폭력적인 양상을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형 반응은 전체 댓글 중 6%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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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이는 해결형 반응 중 문제공감형 댓글과 분석·반성형 댓글보다도 많다. 더

욱이 정치성이 섞인 댓글이 비난·비판의 양상이 짙다는 점에 기반하여 대책제시형

댓글에서 진보나 보수의 정치성이 섞인 댓글을 제외하면 적응·대비 측면과 저감 측

면을 모두 합해도 1187개의 댓글에 지나지 않아 이 또한 1578건의 댓글이 포함된

배제형 반응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네이버 뉴스 댓글창에서 형성

되는 기후위기 태도와 인식이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치

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전체 댓글 중 69%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댓글이 기후위기와 관련없는 정

치적 반응으로 분류되었다. ‘정치적 반응’으로 분류된 댓글은 탈원전, 태양광 사업,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치수사업으로 여겨지는) 4대강 사업 등 기후변화 적응과 저

감 측면에서 관련있는 정책에 관련한 댓글 이외에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부를 비판

하는 댓글이나, 진보와 보수 측이 서로를 원색적으로 혹은 기후위기와 관련없는 이

유에서 비판하는 댓글 등이 해당되었다. 태양광을 비판하는 댓글 중에서도 태양광

의 기능에 관한 비판이 아닌 단순히 ‘중국 태양광’이라는 이유로 하는 원색적인 비

판, 4대강을 비판하는 댓글 중에서도 치수 측면과 관련된 댓글이 아닌 ‘녹차라떼’

등 환경오염 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댓글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슈이지만 이를 언

급한 근거가 기후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댓글들이 해결형 반응으로 분류되

지 않고 이 ‘정치적 반응’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통해 이상기후현상이 만연한 중에

형성된 이상기후현상과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은 이와 관련이 없어 기후위기 관련 기사의 뉴스 수용자에 대한 기후위기 인

식 제고 역할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댓글 작성자들이 본래 갖고 있던 입장

의 재확산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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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분석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기사가 어떤 유형의 댓글와 연결되는 것일까? 앞서 유형을

분석·분류한 기사 프레임과 댓글 유형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 이 연구

에서는 이를 밝히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

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X와 Y가 함께 변하는 정도를 X

와 Y가 각각 변하는 정도로 나눈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두 개의 모집단 간의 상관

관계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그림 29] 참조). 피어슨 상관계수가 ±1.0에 근접할수록

상관관계가 높으며, 양수일 경우 비례 관계를 갖고 음수일 경우 반비례 관계를 갖

는다.

[그림 25] 피어슨 상관계수 식

앞서 분류한 댓글 유형 중 ‘해결형 반응’은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반성하며, (그것이 정치적인 색깔을 띤다고 하더라도) 나름

의 대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반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여러 댓글 반응 중 해결형 반응 댓글과 앞서 분류한 기

사 토픽들 중 어떤 토픽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토픽모델링 결과 토픽은 총 26개가 도출되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 너무 세세한

토픽분류는 본 2020년 여름에 발생한 이상기후현상에 대해서는 높은 설명력을 갖지

만 추후 다른 연구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에 향후 연구들과도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보다 포괄적인 토픽, 즉 26개의 토픽 중 같은 대분류에 속하는

토픽모델링 결과값들을 서로 합하여 대분류 토픽모델링 결과값을 도출하였다.26) 이

렇게 도출된 결과값으로 대분류 토픽과 해결형 반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각

소분류 토픽과 해결형 반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단, 앞서 ‘기타’ 대분류 토픽

으로 분류된 토픽들은 이 연구에 중요하지 않은 변수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

26) 한 문서에 속하는 모든 토픽모델링 값의 합은 1로 수렴하기 때문에 대분류로의 합이 기

존의 소분류 값을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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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분류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사

대토픽

(1) 현상 토픽 0.32 0.23 0.02 0.91

(2) 진단 토픽 0.29 0.19 0.03 0.87

(3) 해법 토픽 0.31 0.22 0.02 0.90

소토픽

(1) 태풍예보, 실태보도 0.07 0.14 0.00 0.84

(2) 산림 정책 0.01 0.04 0.00 0.84

(3) 산림 집단고사 사건 0.01 0.05 0.00 0.73

(4) 개발대립 0.01 0.04 0.00 0.62

(5) 중국 싼샤댐 붕괴설 0.01 0.03 0.00 0.60

(6) 기상청 0.04 0.09 0.00 0.68

(7) 장마예보, 실태보도 0.12 0.16 0.00 0.74

(8) 기후위기 과학적 진단 0.01 0.03 0.00 0.60

(9) 도시 진단 0.02 0.05 0.00 0.68

(10) 폭염 현상 0.02 0.05 0.00 0.54

(12) 기후환경 정책 0.05 0.11 0.00 0.78

(13) 피해 진단 0.06 0.10 0.00 0.73

(14) 치수(4대강) 정책 0.05 0.12 0.00 0.80

(15) 폭염 전망 0.07 0.12 0.00 0.72

(16) 생태계 변화 0.02 0.05 0.00 0.66

(17) 세계 이상기후 현상 0.04 0.07 0.00 0.61

(18) 지자체 계획 0.01 0.03 0.00 0.45

(20) 원전 정지 0.02 0.08 0.00 0.71

(21) 재해대응 정책 0.04 0.11 0.00 0.85

(22) 개인 실천 0.02 0.04 0.00 0.66

(23) 기후위기 사회적 진단 0.06 0.10 0.00 0.71

(24) 식량안보, 작황변화 0.02 0.07 0.00 0.68

(26) 피해복구 정책 0.03 0.08 0.00 0.65

댓글

현상: 문제공감형 1.48 6.09 0.00 118.00

원인: 분석·반성형 0.24 1.25 0.00 18.00

대책: 대책제시형 6.83 43.29 0.00 747.00

[표 43] 변수 기술통계

1) 대토픽과 해결형 반응

현상 토픽(Big1)은 문제공감형 댓글(Acc1), 분석·반성형 댓글(Acc2)와 모두와 유

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대책제시형 댓글(Acc3)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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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해법 토픽(Big3)은 문제공감형 댓글, 분석·반성형 댓글과는 유의

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대책제시형 댓글과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 현상

토픽과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일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현상 토픽과

문제공감형 댓글로 r값이 0.21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해법 토픽과 대책제시형

댓글의 r값이 0.14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진단 토픽(Big2)은 어떠한 해결형 반응과

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0] 참조).

[그림 26] 대토픽 & 해결형 반응 간 상관관계

2) 소토픽과 해결형 반응

대토픽 중 기타에 해당하는 소토픽을 제외한 모든 소토픽에 대한 해결형 반응과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그림 31-38] 참조). 현상 토픽 중 해결형 응답과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소토픽으로는 태풍보도·실태보도, 중국 싼샤댐 붕괴설, 장마

예보·실태보도, 세계 이상기후 현상 등이 있었고 문제공감형 댓글과 분석·반성형 댓

글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문제공감형 댓글과 유의미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소토픽으로는 중국 싼샤댐 붕괴설(topic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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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0.001), 태풍예보·실태보도(topic1)(0.14, p-value<0.001), 장마예보·실태보도

(topic7)(0.13, p-value<0.001) 등이 있었다. 분석·반성형 댓글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소토픽으로는 세계 이상기후 현상(topic17)(0.17, p-value<0.001), 장

마예보·실태보도(topic7)(0.10, p-value<0.01)이 발견되었다.

이렇듯, 현상 토픽에 해당하는 유의미한 소토픽은 모두 해결형 반응(문제공감형,

분석·반성형)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문제공감형 댓글과 가장 큰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현상 토픽과 분석·반성형 댓글과 가장 큰 유의미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현상 토픽이 각각 중국 싼샤댐 붕괴설과 세계 이상기후

현상으로 드러났고, 이를 통해 네이버 뉴스 댓글 작성자들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태

풍과 장마에 대한 보도보다 중국과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현상에 대해서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단 토픽 중 해결형 반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소토픽으로는 피해 진

단, 폭염 전망, 원전 정지 등이 있었다. 진단 토픽에 해당하는 소토픽들은 분석·반성

형 댓글과 대책제시형 댓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먼저 분석·반성형 댓

글의 경우 피해 진단(topic13)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0.063, p-value<0.05)를 ,

폭염 전망(topic15)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0.07, p-value<0.05)를 보여 서로 상

충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책제시형 댓글의 경우 원전 정지(topic20)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0.062, p-value<0.05)를 갖고 있었다. 단, 진단 토픽에 해당하는 유의

미한 모든 소토픽이 상관관계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법 토픽 중 해결형 반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소토픽으로는 기후환경

정책, 치수(4대강) 정책, 피해복구 정책 등이 있었고, 문제공감형 댓글과 대책제시형

댓글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문제공감형 댓글의 경우 기후환

경 정책(topic12)(-0.072, p-value<0.05)과 피해복구 정책(topic26)(-0.072,

p-value<0.05)이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대책제시형 댓글의 경

우 기후환경 정책(topic12)(0.24, p-value<0.001)과 치수(4대강) 정책(topic14)(0.094,

p-value<0.05)이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렇듯 해법 토픽에 해당하는

유의미한 소토픽은 문제공감형 댓글과 음의 상관관계를, 대책제시형 댓글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기후환경 정책 소토픽의 경우 문제공감형 댓글과의 음의

상관관계, 대책제시형 댓글과 양의 상관관계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이는 기사로 인

해 형성되는 반응이 자칫 문제에 대한 공감이 결여된 대책제시일 수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형성에 바탕이 되는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

해 언론이 현 온라인 공간 상 보도 방식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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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태풍예보·실태보도(1), 산림정책(2), 산림집단고사사건(3)과의 상관관계

[그림 28] 개발대립(4), 중국싼샤댐붕괴설(5), 기상청(6)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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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장마예보·실태보도(7), 기후위기과학적진단(8), 도시진단(9)과의 상관관계

[그림 30] 폭염현상(10), 기후환경정책(12), 피해진단(13)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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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치수(4대강)정책(14), 폭염전망(15), 생태계변화(16)와의 상관관계

[그림 32] 세계이상기후현상(17), 지자체계획(18), 원전정지(20)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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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재해대응정책(21), 개인실천(22), 기후위기사회적진단(23)과의 상관관계

[그림 34] 식량안보·작황변화(24), 피해복구정책(26)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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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논의

이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넷 공간 속 기후위

기 정보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기후위기를 막연한 어떤 현상이 아니라 개인이

몸소 ‘체감’하는 이벤트인 이상기후현상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장마

와 태풍이라는 기록적인 이상기후현상이 일어난 2020년 여름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

았다. 또한 온라인 공간은 네이버로 하여 네이버에 올려진 관련 기사와 댓글을 수

집·분석하였다.

먼저,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가 이상기후현상으로 여겨지는

2020년 장마와 태풍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와 양적으로 그리고 내용구성

면에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 단계로 키워드를 나누어 검색

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장마와 태풍만을 키워드로 갖고 있는 기사는 44440건, 이

를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으로 해석하는 기사는 1006건, 나아가 이를 기후위기와 연

결시키는 기사는 752건으로 검색되었다. 또한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이상기후까지

해석한 기사와 기후위기까지 연결지은 기사 속 포함되는 단어들을 비교한 결과, 양

쪽에서 구분지을만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장마와 태풍을 다루

는 담론 중 이상기후로 연결짓는 담론은 약 2.2%, 기후위기까지 연결짓는 담론은

약 1.6%에 지나지 않으며, 이상기후 담론과 기후위기 담론은 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후변화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상기

후로 인한 피해’라는 KEI의 기존 조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곽소윤·이창

훈, 2015; 곽소윤 외, 2016; 김현노 외, 2019; 안소은 외, 2017; 안소은 외, 2018; 이미

숙 외, 2013; 이미숙 외, 2014).

세 단계에서 검색된 기사 모두 ‘사회’면의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사회’면으

로 분류된 기사들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는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피해들을 전하는 기사들이 주로 ‘사회’면으로 분류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상기후현상이 왜 발생하였는지, 즉 기후위기를 진단하

는 기사들 또한 주로 ‘사회’면으로 분류된 것 또한 ‘사회’면 기사가 많은 이유가 되

었다. 이에 반해 ‘경제’면의 기사는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적·정책적 전략

등이 소개되거나 기후위기 이슈가 기사의 주 주제가 아닌 경우가 많았고, 전반적으

로 그 수 또한 상당히 적었다. 언론은 뉴스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제’는 모든 이들의 생계와 직결되기에, 기후위기가 야기하는 피해에 대하여 단순

히 피해 ‘사실’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경제적인 측면을 진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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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적 행동들을 촉구하는 것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언론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후위

기의 심각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사가 비교적 많이 부족하여, 앞으로 기후위

기에 대하여 단순히 피상적인 피해를 그 순간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계

와 직결되는 경제적 측면을 다루는 심층 기사들이 보다 많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장마와 태풍에 관한 현상적인 이슈만을 전달하는 매체는 주로 방송통신사였

다. 하지만 이상기후와 기후위기로 해석하는 기사는 종합지 언론사에서 많은 부분

생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방송통신사의 경우 속보 및 스트레

이트형 사실 전달 위주의 기사가 많고, 종합지의 경우 현상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

석을 하는 기사가 수록된다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기후위기 관련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언론사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장마와 홍수를 기후위기로

연결짓는 기사를 가장 많이 생성한 상위 5개 언론사는 YTN, 경향신문, 한겨레,

KBS, 오마이뉴스로, 통신사(YTN, KBS)를 제외하면 주로 진보적인 성향의 종합지

및 인터넷IT지가 이상기후현상을 기후위기까지 연결지어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제지 중에서는 다소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데일리와

머니투데이만이 상위 10위 안에 수록되어 경제지 중에서도 주로 진보적인 성향을

띤 언론사가 이상기후현상과 기후위기를 연결지어 보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27)

다음으로, 기사를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고 해당 분석유목들을 이상기

후현상과 관련된 온라인 공간 속 기후위기 담론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본 연구에 적

용을 시도하였으나, 많은 분석유목들이 적용하기 어려운 것을 발견하였다. 기사의

리드에 관한 유목의 경우 인터넷 신문이 이전의 리드 구조를 벗어나 기사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어 적용하기 어려웠고, 제목과 구조에 관한

유목의 경우 모호한 점이 많아 적용하기 어려웠다. 또한 취재원에 대한 분류 또한

분류를 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채택할 수 없었다. 네이버

포털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검색되는 기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만큼, 네이버의

분류에 따라 언론사, 주제, ‘네이버 픽’ 등의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기 용이하였으며,

기사의 종류(스트레이트, 해설형 리포트 등)에 대한 유목은 인터넷 신문에도 적용

27) 경제지의 정치 성향을 분석한 논문은 찾을 수 없었으나, 제천뉴스저널의 분류에 따르면

보수 경제지로는 한국경제·매일경제·서울경제·헤럴드경제·아시아경제·이투데이, 진보 경제

지로 머니투데이·이데일리, 중도 경제지로는 파이낸셜뉴스가 해당되었다.

(http://jnjl.kr/VIS_bbs/board.php?bo_table=s1_1&wr_id=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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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할 수 있었다.

기후위기 키워드를 포함하는 전체 기사의 35%에 해당하는 기사가 ‘네이버 픽’ 기

사로 설정되어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읽힐 수 있었으며, 45%가 사회면으로 분류되

었고, 종합지 언론사(31%)와 방송통신사(29%)가 주로 많은 기사를 생성하고 있었

다. 기사의 종류로는 해설형 리포트(28%)와 스트레이트(22%)가 가장 많았으며, 특

이한 점은 발췌형식으로 만들어진 기사, 즉 지상파 뉴스나 라디오 등 다른 매체의

대본이 그대로 보도된 기사가 19%나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 정보 측면에

서 인터넷 포털이 모든 정보들이 모이는 융합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기사 별로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수가 크게 차이가 났는데, 주로 정책이나

재난보도 등 기후변화 이슈가 구체화 되었을 때에 해당되었다.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의 댓글은 주로 정치적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도 보여, 댓글이 많이 달리는 기

사는 기사가 다루는 소재가 기사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온라인 공간 속 기사들의 담론구조, 프레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픽모델링 방법을

채택하였고, 26개의 소토픽과 5개의 대토픽을 도출해내었다. 토픽모델링을 사용한

여러 선행연구들이 연구자의 자의에 따라 토픽 수를 결정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토픽의 적정 수를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녹아있는 R 패키지를 활용해 적정 토픽 수(26개)를 결정하였고, 그 다음 해

당 토픽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 5개의 대토픽으로 분류하였다. 대토픽으로 묶고

명명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기사 프레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아이디어가 상당부

분 반영되었다. 대토픽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현상 토픽(34%), 진단 토픽

(31%), 해법 토픽(32%) 등이 주요한 토픽으로, 각 토픽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사

의 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후위기 기사 댓글 연구, 특히 이상기후현상에 집중한 기후위기 기사에 달린 댓

글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댓글의 양 또한 상당하여, 댓글을

분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2만 7천 개에 달하는 댓글 전부를 8차례 정

독하며 4번에 걸쳐 분석 유목을 수립·수정하였고, 결국 본 연구대상에 걸맞는 분석

유목을 수립해낼 수 있었다.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는 기사들에 달린 댓글임에도 불

구하고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는 반응은 31%, 기후위기와 관련이 없는 반응은 69%

로 기후위기 관련 기사가 기후위기에 대한 반응을 크게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후위기에 관련된 댓글 중에서는 기후위기를 문제로 받아들여 원인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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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자 하는 ‘해결형 반응’에 해당하는 댓글이 6342건(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기후위기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무기력 반응’이 2%,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배제형 반응’이 6%로 기후위기 이슈를 지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을 포기하거나 타 주체에게 해결을 미루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는 경

우들도 적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결국 기후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응들로, 이러한 인식을 줄이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

해서는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연구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해결형 반응’ 중 과반수의 댓글이 개인의 실천적 측면보다는 정책을 제시하거나

기존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많은 인터넷 공간 사용자들이 기후위기 해결에 대

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에너지 정책과 치

수 정책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상기후현상이 홍수와 태풍이

기 때문에 적응·대비 측면에서는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필요가 주

로 발생했고, 기후위기를 저지하기 위한 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적 초점은 주로 에

너지측면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화

되는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언론의 역할로서 기후위기가 불러일으킬 피해를 대비

하기 위한 정책과 기후위기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보도를 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해결형 반응’ 중에서도 순수한 의견 개진보다는 상대 정

치 진영에 대한 비판 혹은 비난을 바탕으로 정책적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런 현상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보도가 보다 정치색을 덜어내고 다양

한 측면에서 균형있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기후위기와 관련되지 않은 댓글 중에서는 정치적 색채를 밝히고 상대진영을 비판

하는 ‘정치적 반응’이 14042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댓글 중에서도 과

반수를 차지하여, 기후위기에 관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

응은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해결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존 입장을

강화하고 전파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

분의 ‘정치적 반응’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자명한 사실에 빗대어 볼 때, 현재의 인터

넷 공간(네이버) 속 공론장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공론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떤 공론장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이용자들의

건전한 공론 형성 과정을 유도할 수 있을지, 또한 공론을 위한 이용자들이 갖춰야

하는 소양은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갖추어 나갈 수 있을지 등의 여러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덧붙여, 댓글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댓글 작성자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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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향을 볼 때, 과반수의 댓글이 보수 경향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어 언론진흥재

단의 ‘포털 네이버를 정치적 성향별로 골고루 이용’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비판적

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형 반응’과 어떤 토픽이 어떤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토픽 중 현상 토픽과 해법 토

픽 모두 모든 해결형 반응(문제공감형, 분석·반성형, 대책제시형)과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현상 토픽은 문제공감형과 분석·반성형과 양의 상관관계

를, 대책제시형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책 토픽은 그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이에 반해 진단 토픽은 어떠한 해결형 반응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각 대토픽에 해당하는 소토픽 중 해결형 반응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현상 토픽 중 태풍보도·실태보도, 중국

싼샤댐 붕괴설, 장마예보·실태보도, 세계 이상기후현상 등이 각각 해결형 반응(문제

공감형, 분석·반성형)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이

상기후현상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진단 토픽에 해당하는

소토픽(피해 진단, 폭염 전망, 원전 정지)은 각각 분석·반성형 반응과 대책제시형 반

응과 관계가 있었으나 모두 상관관계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특히 분석·반성형 반응

에 대해서는 각 소토픽이 상관관계의 방향이 달라 상충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으로 해법 토픽에 해당하는 소토픽(기후환경 정책, 치수(4대강) 정책, 피해복구 정

책)은 각각 문제공감형 반응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대책제시형 반응과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현재 온라인 공간 상 언론의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자칫 기후위기 정책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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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기후위기는 몇 명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구 상의 모든 인

류가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세우고 노력

해나갈 때 해결이 가능하다. 이상기후현상이 벌어지는 2020년 여름에 한정하여 기

사와 댓글을 수집하였으나, 기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토픽을 담은 상당히 많은 기사

들이 산재되어 있었고, 댓글의 경우에는 기후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반응보다는

부수적인 정치적 댓글이 더 많았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혼재한 가운데에서도 기사 수용자의 건설적인 반응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기사의 토

픽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대중의 기후위기 대응 의식 제고 등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수용자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어떤 주제에 초점

을 맞추고 강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지 기초자료를 제안했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후위기 관련 언론 분석은 많이 이루어져 왔고, 빅카인즈 등 기사수집 및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마련되어 있어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에 어려움이 크지 않다. 하지만, 이 연구와 같은 댓글 분석 연구,

특히 기사 수용자가 직접 기사를 접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남기는 상호작용에 착안

하여 기사와 댓글을 연결지어 기후위기 대응 의식을 연구하는 연구는 이 연구가 국

내에서 처음이었다. 때문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침으로써 기후변화 댓글을 분

류할 수 있는 분석 유목을 도출해낼 수 있었고 그 과정을 모두 기록하여 추후 연구

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후위기 댓글 분야 연구에 미약하나마 작은 디

딤돌을 마련했다는 점 또한 이 연구는 또 다른 의의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자료의 수집 및 조작화의 엄밀성에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비해 변수 간

관계를 표층적으로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에는 상관관계 분석을

넘어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픽 외에 고려되어야 할 변수들이 무엇이 있는지 더 면밀히 살펴보

고 가능한 관련된 모든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

책제시형 댓글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련된 모든 댓글을 대책제시형 댓글

로 분류하였다는 점도 한계로 볼 수 있다. 추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제시되는 여

러 정책 제시에 대한 사실여부 판단 및 이에 대한 반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포함한 모든 댓글 연구의 한계라고 느껴지는 지점은,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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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결과물을 다른 댓글 분석 연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2020년 여름의 이상기후현상을 다룬 기사에 형성된 기후위기 대응 의식 및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이 연구가 다른 대상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에 일정부분 도

움은 될 수 있겠으나, 동일한 분석유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해당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귀납적으로 분석유목을 형성해가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할 것이다. 다만, 후속 연구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들을 줄이기 위해 이 연구

에서는 연구 과정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였고, 사용했던 파이썬 코드 또한 부록

으로 제공하였다.

댓글 연구는 사람들의 정제되지 않은 실제적인 반응을 포착할 수 있다는 큰 유익

을 가진다. 비록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는 연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

도의 정제된 반응을 얻을 수밖에 없는 설문조사나 면접 등과는 달리 연구대상의 솔

직한 의식과 태도를 발굴해낼 수 있다는 점은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매력적인 측면이다. 대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고 변화시

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후속 연구에 이 연구가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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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import urllib.request
import pandas as pd
import time
from datetime import timedelta
from timeit import default_timer as timer
starttime= timer()
print('시작시간 : '+str(starttime))
news_df= pd.DataFrame(columns=("Link", "Press", "datetime"))
idx= 0
result_df= pd.DataFrame(columns=("From", "Page_num"))
idz= 0
year= 2020
startdate_list= []
enddate_list= []
startdate_onlynum_list= []
enddate_onlynum_list= []
while year < 2021:     
    
    # 6월 10-14
    startdate= str(year) + '.06.10'
    enddate= str(year) + '.06.14'
    startdate_onlynum= str(year) + '0610'
    enddate_onlynum= str(year) + '0614'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부록1] 자료수집 Python 코드

연구자가 작성한 본 코드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진 코드로 다소 난잡

한 감이 있어, 더 깔끔하고 명료한 코드 구성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강의나 도움을

받길 바란다. 연구자가 코드를 구성하며 느꼈던 어려움이나 특별한 점들에 대해서

는 각 코드마다 간략히 기재하도록 한다.

1) 뉴스 URL 수집 코드

네이버에서 뉴스를 검색할 때,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기사의 수는 10개이며,

‘더 보기’ 버튼을 눌러 그 다음 10개를 다시 창에 띄워 보아야 한다. 하지만, 기사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이 ‘더 보기’ 버튼을 계속 눌러 새로운 창을 띄운다고 하더라

도 새로운 페이지 형성에 제한이 있어 모든 기사를 다 볼 수 없다. 때문에 조사기

간을 최대한 세분하여 기사 검색기간을 하루씩으로 설정하여 기사를 보아야 이렇게

누락되는 기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색기간을 세분한 다음,

기사 URL, 언론사 정보, 작성일 등을 수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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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6월 15-19
    startdate= str(year) + '.06.15'
    enddate= str(year) + '.06.19'
    startdate_onlynum= str(year) + '0615'
    enddate_onlynum= str(year) + '0619'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6월 20-24
    startdate= str(year) + '.06.20'
    enddate= str(year) + '.06.24'
    startdate_onlynum= str(year) + '0620'
    enddate_onlynum= str(year) + '0624'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6월 25-30
    startdate= str(year) + '.06.25'
    enddate= str(year) + '.06.30'
    startdate_onlynum= str(year) + '0625'
    enddate_onlynum= str(year) + '0630'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7월 1-3
    startdate= str(year) + '.07.01'
    enddate= str(year) + '.07.03'
    startdate_onlynum= str(year) + '0701'
    enddate_onlynum= str(year) + '0703'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7월 4-6
    startdate= str(year) + '.07.04'
    enddate= str(year) + '.07.06'
    startdate_onlynum= str(year) + '0704'
    enddate_onlynum= str(year) + '0706'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7월 7-9
    startdate= str(year) + '.07.07'
    enddate= str(year) +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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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date_onlynum= str(year) + '0707'
    enddate_onlynum= str(year) + '0709'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7월 10-12
    startdate= str(year) + '.07.10'
    enddate= str(year) + '.07.12'
    startdate_onlynum= str(year) + '0710'
    enddate_onlynum= str(year) + '0712'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7월 13-16
    startdate= str(year) + '.07.13'
    enddate= str(year) + '.07.16'
    startdate_onlynum= str(year) + '0713'
    enddate_onlynum= str(year) + '0716'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7월 17-19
    startdate= str(year) + '.07.17'
    enddate= str(year) + '.07.19'
    startdate_onlynum= str(year) + '0717'
    enddate_onlynum= str(year) + '0719'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7월 20-22
    startdate= str(year) + '.07.20'
    enddate= str(year) + '.07.22'
    startdate_onlynum= str(year) + '0720'
    enddate_onlynum= str(year) + '0722'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7월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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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date= str(year) + '.07.23'
    enddate= str(year) + '.07.26'
    startdate_onlynum= str(year) + '0723'
    enddate_onlynum= str(year) + '0726'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7월 27-29
    startdate= str(year) + '.07.27'
    enddate= str(year) + '.07.29'
    startdate_onlynum= str(year) + '0727'
    enddate_onlynum= str(year) + '0729'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7월 30-31
    startdate= str(year) + '.07.30'
    enddate= str(year) + '.07.31'
    startdate_onlynum= str(year) + '0730'
    enddate_onlynum= str(year) + '0731'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1-2
    startdate= str(year) + '.08.01'
    enddate= str(year) + '.08.02'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01'
    enddate_onlynum= str(year) + '0802'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3
    startdate= str(year) + '.08.03'
    enddate= str(year) + '.08.03'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03'
    enddate_onlynum= str(year) + '0803'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4
    startdate= str(year) + '.08.04'
    enddate= str(year) + '.08.04'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04'
    enddate_onlynum= str(year) +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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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5
    startdate= str(year) + '.08.05'
    enddate= str(year) + '.08.05'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05'
    enddate_onlynum= str(year) + '0805'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6
    startdate= str(year) + '.08.06'
    enddate= str(year) + '.08.06'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06'
    enddate_onlynum= str(year) + '0806'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7
    startdate= str(year) + '.08.07'
    enddate= str(year) + '.08.07'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07'
    enddate_onlynum= str(year) + '0807'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8
    startdate= str(year) + '.08.08'
    enddate= str(year) + '.08.08'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08'
    enddate_onlynum= str(year) + '0808'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9
    startdate= str(year) + '.08.09'
    enddate= str(year) + '.08.09'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09'
    enddate_onlynum= str(year) + '0809'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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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0
    startdate= str(year) + '.08.10'
    enddate= str(year) + '.08.10'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10'
    enddate_onlynum= str(year) + '0810'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11
    startdate= str(year) + '.08.11'
    enddate= str(year) + '.08.11'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11'
    enddate_onlynum= str(year) + '0811'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12
    startdate= str(year) + '.08.12'
    enddate= str(year) + '.08.12'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12'
    enddate_onlynum= str(year) + '0812'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13
    startdate= str(year) + '.08.13'
    enddate= str(year) + '.08.13'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13'
    enddate_onlynum= str(year) + '0813'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14
    startdate= str(year) + '.08.14'
    enddate= str(year) + '.08.14'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14'
    enddate_onlynum= str(year) + '0814'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15
    startdate= str(year) +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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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date= str(year) + '.08.15'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15'
    enddate_onlynum= str(year) + '0815'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16
    startdate= str(year) + '.08.16'
    enddate= str(year) + '.08.16'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16'
    enddate_onlynum= str(year) + '0816'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17
    startdate= str(year) + '.08.17'
    enddate= str(year) + '.08.17'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17'
    enddate_onlynum= str(year) + '0817'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18
    startdate= str(year) + '.08.18'
    enddate= str(year) + '.08.18'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18'
    enddate_onlynum= str(year) + '0818'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19
    startdate= str(year) + '.08.19'
    enddate= str(year) + '.08.19'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19'
    enddate_onlynum= str(year) + '0819'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20
    startdate= str(year) + '.08.20'
    enddate= str(year) + '.08.20'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20'
    enddate_onlynum= str(year) + '0820'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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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21
    startdate= str(year) + '.08.21'
    enddate= str(year) + '.08.21'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21'
    enddate_onlynum= str(year) + '0821'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22
    startdate= str(year) + '.08.22'
    enddate= str(year) + '.08.22'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22'
    enddate_onlynum= str(year) + '0822'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23
    startdate= str(year) + '.08.23'
    enddate= str(year) + '.08.23'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23'
    enddate_onlynum= str(year) + '0823'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24
    startdate= str(year) + '.08.24'
    enddate= str(year) + '.08.24'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24'
    enddate_onlynum= str(year) + '0824'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25
    startdate= str(year) + '.08.25'
    enddate= str(year) + '.08.25'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25'
    enddate_onlynum= str(year) + '0825'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26
    startdate= str(year) + '.08.26'
    enddate= str(year) +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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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26'
    enddate_onlynum= str(year) + '0826'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27
    startdate= str(year) + '.08.27'
    enddate= str(year) + '.08.27'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27'
    enddate_onlynum= str(year) + '0827'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28
    startdate= str(year) + '.08.28'
    enddate= str(year) + '.08.28'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28'
    enddate_onlynum= str(year) + '0828'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29
    startdate= str(year) + '.08.29'
    enddate= str(year) + '.08.29'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29'
    enddate_onlynum= str(year) + '0829'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30
    startdate= str(year) + '.08.30'
    enddate= str(year) + '.08.30'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30'
    enddate_onlynum= str(year) + '0830'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8월 31
    startdate= str(year) + '.08.31'
    enddate= str(year) + '.08.31'
    startdate_onlynum= str(year) + '0831'
    enddate_onlynum= str(year) + '0831'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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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1
    startdate= str(year) + '.09.01'
    enddate= str(year) + '.09.01'
    startdate_onlynum= str(year) + '0901'
    enddate_onlynum= str(year) + '0901'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9월2
    startdate= str(year) + '.09.02'
    enddate= str(year) + '.09.02'
    startdate_onlynum= str(year) + '0902'
    enddate_onlynum= str(year) + '0902'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9월3
    startdate= str(year) + '.09.03'
    enddate= str(year) + '.09.03'
    startdate_onlynum= str(year) + '0903'
    enddate_onlynum= str(year) + '0903'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9월4
    startdate= str(year) + '.09.04'
    enddate= str(year) + '.09.04'
    startdate_onlynum= str(year) + '0904'
    enddate_onlynum= str(year) + '0904'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9월5
    startdate= str(year) + '.09.05'
    enddate= str(year) + '.09.05'
    startdate_onlynum= str(year) + '0905'
    enddate_onlynum= str(year) + '0905'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9월6
    startdate= str(year) + '.09.06'
    enddate= str(year) + '.09.06'
    startdate_onlynum= str(year) + '0906'
    enddate_onlynum= str(year) + '0906'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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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 9월7
    startdate= str(year) + '.09.07'
    enddate= str(year) + '.09.07'
    startdate_onlynum= str(year) + '0907'
    enddate_onlynum= str(year) + '0907'
    startdate_list.append(startdate)
    enddate_list.append(enddate)
    startdate_onlynum_list.append(startdate_onlynum)
    enddate_onlynum_list.append(enddate_onlynum)
    year+= 1

i= 0
result= []
while i < len(startdate_list) :
# 처음-240 / 240-300 / 300-끝까지(파일명도 바꿔서 적용)
    url= f'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EC%9
E%A5%EB%A7%88%20%7C%20%ED%83%9C%ED%92%8D&sm=tab_opt&sort=0&photo=0&fiel
d=0&reporter_article=&pd=3&ds={startdate_list[i]}&de={enddate_list[i]}&
docid=&nso=so%3Ar%2Cp%3Afrom{startdate_onlynum_list[i]}to{enddate_onlyn
um_list[i]}%2Ca%3Aall&mynews=0&refresh_start=0&related=0'
    # 상기 query= 뒷 부분에 원하는 키워드의 컴퓨터 언어로 변환된 검색어를 
넣을 것. 
    print('++++++++++++++++++++++'+str(startdate_list[i])+'-'+str(endda
te_list[i])+'++++++++++++++++++++++')

    page_num= 0
    for _ in range(0, 10000000):
        
        # 밑작업
        hd= {"User-agent": "Mozilla/5.0 (Windows NT 10.0; Win64; x64) A
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6.0.4240.111 Safari/537.3
6"}
        # print('useragent 통과')
        #추가
        url_req= urllib.request.Request(url, headers=hd) 
        search_url= urllib.request.urlopen(url_req).read() 
        soup= BeautifulSoup(search_url, 'html.parser')
       
        # 링크 틀 가져오기
        links= soup.find_all('div', {'class':'info_group'}) 
        for link in links:
   
            # 링크 가져오기
            try:
                news_url= link.find_all('a',{'class':'info'})[1].g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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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except (IndexError):
                continue
            # print(news_url) #확인용
            
            # 언론사 링크 가져오기
            press_url= link.find_all('a',{'class':'info'})[0].get('href
')
            # 날짜 가져오기
            if len(link.find_all('span', {'class':'info'})) == 2:
                datetime= link.find_all('span', {'class':'info'})[1].ge
t_text()
            else:
                datetime= link.find_all('span', {'class':'info'})[0].ge
t_text()
            # print(datetime) #확인용

            if(news_url== '#'):
                continue  # 없으면 넘어가란 뜻
            else:
                # 묶고 1 올리기
                news_df.loc[idx] = [news_url,press_url, datetime]
                idx+= 1
                print(f"#{idx}개!#", end="")
                time.sleep(0.2)
        #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URL 따오기, 없으면 브레이크
        try:
            next= soup.find('a', {'class':'btn_next'}).get('href')
            page_num= page_num+ 1
            print(f"......{page_num}페이지 완료!", end="\n")
            url=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 next
            time.sleep(0.5)
        except:
            break
    result.append([startdate_list[i],page_num])
    result_df.loc[idz] = [startdate_list[i],page_num]
    idz+= 1
    print(result_df)
        # print(url)
    # print(news_df)

    i+= 1

# 엑셀화
import openpyxl
news_df.to_excel(f'{startdate_list[0]}-{enddate_list[i-1]}_news_url.xls
x', sheet_name='url_crwl',startrow=0, header=True, engine='xlsxwriter')
result_df.to_excel('result.xlsx', sheet_name='result', startrow=0,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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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True, engine='xlsxwriter')
endtime= timer()
playtime= endtime- starttime
print(timedelta(seconds= playtime))
print
print("끝!")

[그림 36] 댓글 수 수집 근거

[그림 35] 뉴스 URL 수집 코드 결과

2) 댓글 수 수집 코드

수집된 기사의 URL을 활용하여 컴퓨터가 스스로 URL을 클릭하여 들어가 기사창

을 띄운 뒤 기사제목의 밑에 댓글 수([그림 29] 빨간 사각형)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이 댓글 수는 그간 작성된 총 댓글 수로, 작성자가 스스로 지운 댓글, 부적절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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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pandas as pd 
from selenium import webdriver
from datetime import timedelta
from timeit import default_timer as timer
starttime= timer()
way= 'D:/Python/Project/Project News/2020.06.10-2020.09.07_news_url.xls
x'
excel_file= pd.read_excel(f"{way}", header= 0)
comment_num_list= []
i= 0
while i < len(excel_file) :
# while i < 3 :
    try: 
        url= str(excel_file.iloc[i,1])
        driver= webdriver.Chrome('D:/Python/chromedriver.exe') # 크롬 
버전 최신화되면 안 될 수 있음. 지금은 86으로 맞춘 것.
        # , chrome_options=options
        driver.implicitly_wait(10)
        driver.get(url)
        comment_num= driver.find_element_by_css_selector('span.u_cbox_c
ount').text
        print('##댓글 수: '+comment_num+ '##')
        comment_num_list.append(comment_num)
        driver.quit() 
        print(f'##{i+1}개 완료##')
    except:
        comment_num= '오류'
        print('!!!!!!!!!!!!!!!오류!!!!!!!!!!!!')
        comment_num_list.append(comment_num)
        driver.quit() 
        print(f'##{i+1}개 완료##')       
    i+= 1
excel_file['comment_num'] = comment_num_list
excel_file.to_excel('comment_num(2020.08.01-2020.08.31_news_url(22001-)
).xlsx', sheet_name='comment_num', startrow=0, header=True, engine='xls
xwriter')
endtime= timer()
playtime= endtime- starttime
print(timedelta(seconds= playtime))

현으로 ‘클린봇’이 삭제한 댓글 등을 모두 포함한다.

연구자의 컴퓨터의 한계인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번 프로그램을 돌릴 때

컴퓨터가 클릭하여 타고 들어가는 URL이 10000개 정도가 넘어갈 때 프로그램이 일

시정지되어 모든 데이터가 종종 날아가기도 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후속 연구자들

은 자신이 갖고있는 컴퓨터 사양등을 고려하여 한 번 수집시 활성화시킬 URL 수를

적정하게 고려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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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pandas as pd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import urllib.request
from timeit import default_timer as timer
starttime= timer()
way= 'D:/Python/Project/Project News/error_only_etc(2020.06.10-2020.09.
07)(4,5,6,7,8,9).xlsx'
excel_file= pd.read_excel(f"{way}", header= 0)
whats_wrong_list= []
i= 0

while i < len(excel_file) :
    url= str(excel_file.iloc[i,2])
    hd= {"User-agent": "Mozilla/5.0 (Windows NT 10.0; Win64; x64) Apple
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6.0.4240.111 Safari/537.36"}

[그림 37] 댓글 수 수집 코드 결과

3) 에러 수집 코드

댓글 수 수집 코드로 전체 기사의 댓글 수를 수집하던 중 댓글 수가 수집되지 않

는 기사들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기사들이 어떤 종류의 기사인지 파악하기 위해

이 기사들이 다른 기사들과 차이를 보이는 정보들을 수집하는 코드를 작성하였고,

이 코드를 통해 해당 기사들은 ‘TV연예’ 섹션으로 본 주제와 관련이 없는 종류이거

나, ‘정치’섹션에 속해있어 본 주제와 관계를 갖지만, 언론사의 댓글정책을 존중하는

네이버뉴스의 규정에 따라 댓글이 수집되지 않거나 수집된 댓글을 추가 클릭을 통

해 새로운 창에 들어가서 봐야하는 기사들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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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_req= urllib.request.Request(url, headers=hd) #추가
    the_page= urllib.request.urlopen(url_req).read() # 기존
 url -> url_req 로 바꿈
    soup= BeautifulSoup(the_page, 'html.parser')
    if(soup.find('div', {'class': 'statement_cmt'}) is not None):
        whats_wrong= soup.find('div', {'class': 'statement_cmt'}).get_t
ext()
    if(soup.find('a', {'class': 'guide_categorization_link _categorizat
ion_title'}) is not None) : 
        whats_wrong= soup.find('a', {'class': 'guide_categorization_lin
k _categorization_title'}).get_text()
    if(soup.find('a', {'class': 'logo_enter'}) is not None) :
        whats_wrong= soup.find('a', {'class': 'logo_enter'}).get_text()
    print('##에러내용: '+whats_wrong+ '##')
    whats_wrong_list.append(whats_wrong)
    print(f'##{i+1}개 완료##')
    i+= 1
    df= pd.DataFrame(whats_wrong_list)
    df.to_excel('whats_wrong(error_only_etc(2020.06.10-2020.09.07)(4,5,
6,7,8,9)).xlsx', sheet_name='whats_wrong', startrow=0, header=True, eng
ine='xlsxwriter')

    

[그림 38] 에러 수집 코드 결과

4) 섹션 수집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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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pandas as pd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import urllib.request
from timeit import default_timer as timer
starttime= timer()
way= 'D:/Python/Project/Project News/2020.08.01-2020.08.31_news_url(0-5
000).xlsx'
excel_file= pd.read_excel(f"{way}", header= 0)
whats_wrong_list= []
i= 0

while i < len(excel_file) :
    url= str(excel_file.iloc[i,1])
    hd= {"User-agent": "Mozilla/5.0 (Windows NT 10.0; Win64; x64) Apple
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6.0.4240.111 Safari/537.36"}
    url_req= urllib.request.Request(url, headers=hd) #추가
    the_page= urllib.request.urlopen(url_req).read() # 기존

[그림 27] 섹션 수집 근거

각 기사의 종류(정치, 경제, 사회 등)를 알기 위해 네이버 기사의 섹션 부분을 수

집하였다. 모든 기사의 마지막의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00, 00 섹션으로 분류했습

니다’ 형식으로 명시되어있는 부분에서 00 부분을 컴퓨터가 발췌하도록 코드를 구

성했다. 이때 네이버뉴스라는 동일한 포맷 내에서도 기사별로 html 주소가 상이한

부분이 많아, 각 html에 맞는 코드구성을 세세하게 해주어야 했다. 후속 연구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유의하여 각 기사의 html 주소를 유의깊게 보고 여러 종류의 기사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코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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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url_req 로 바꿈
    soup= BeautifulSoup(the_page, 'html.parser')
    # try : 
    if(soup.find('div', {'class': 'statement_cmt'}) is not None):
        whats_wrong= soup.find('div', {'class': 'statement_cmt'}).get_t
ext()
    if(soup.find('span', {'class': 'blind'}) is not None):
        whats_wrong= soup.find('span', {'class': 'blind'}).get_text()
    
    if(soup.find('a', {'class': 'guide_categorization_link _categorizat
ion_title'}) is not None) : 
        whats_wrong= soup.find('a', {'class': 'guide_categorization_lin
k _categorization_title'}).get_text()
    if(soup.find('a', {'class': 'logo_enter'}) is not None) :
        whats_wrong= soup.find('a', {'class': 'logo_enter'}).get_text()
    print('##에러내용: '+whats_wrong+ '##')
    whats_wrong_list.append(whats_wrong)
    print(f'##{i+1}개 완료##')

    i+= 1
    df= pd.DataFrame(whats_wrong_list)
    df.to_excel('type_collect(2020.08.01-2020.08.31_news_url(0-5000)).x
lsx', sheet_name='whats_wrong', startrow=0, header=True, engine='xlsxwr
iter')

[그림 40] 섹션 수집 코드 결과

5) 제목, 내용 수집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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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pandas as pd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import urllib.request
from datetime import timedelta
from timeit import default_timer as timer
starttime= timer()
way= 'D:/Python/Project/Project News/comment_num(2020.06.10-2020.09.07_
news_url).xlsx'
excel_file= pd.read_excel(f"{way}", header= 0)
print(len(excel_file))
title_content_category= pd.DataFrame(columns=("Title",  "Content", "Cat
egory"))
i= 0
while i < len(excel_file) :
    url= str(excel_file.iloc[i,2])
    hd= {"User-agent": "Mozilla/5.0 (Windows NT 10.0; Win64; x64) Apple
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6.0.4240.111 Safari/537.36"}
    url_req= urllib.request.Request(url, headers=hd) #추가
    the_page= urllib.request.urlopen(url_req).read() # 기존
 url -> url_req 로 바꿈
    soup= BeautifulSoup(the_page, 'html.parser')
    if(soup.find('h3', {'id': 'articleTitle'}) is not None):
        title= soup.find('h3', {'id': 'articleTitle'}).get_text()
    if(soup.find('h4', {'class': 'title'}) is not None):
        title= soup.find('h4', {'class': 'title'}).get_text()
    if(soup.find('div', {'id': 'articleBodyContents'}) is not None) :
        content= soup.find('div', {'id': 'articleBodyContents'}).get_te
xt()
    if(soup.find('em', {'class': 'guide_categorization_item'}) is not N
one) :
        category= soup.find('em', {'class': 'guide_categorization_item'
}).get_text()
    if(soup.find('div', {'class': 'statement_cmt'}) is not None) :
        category= soup.find('div', {'class': 'statement_cmt'}).get_text
()

    title_content_category.loc[i]= [title, content, category]
    
    print(f'##{i+1}개 완료##')
    i+= 1

수집된 기사의 URL을 타고 들어가 나오는 새 창에서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수집

하였다. 단, 이 또한 기사마다 html의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자들은 이

를 유의하여 모든 html 구조를 포용할 수 있는 코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 부

분에서 또한 섹션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으나, 이 코드는 한 기사가 여러 섹션에 속

해있을 경우 제일 앞선 하나의 섹션만 수집하기 때문에, 앞선 섹션 수집 코드로 수

집하는 것이 보다 적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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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_content_category.to_excel('title&content(2020.06.10-2020.09.07_ne
ws_url).xlsx', sheet_name='whats_wrong', startrow=0, header=True, engin
e='xlsxwriter')

endtime= timer()
playtime= endtime- starttime
print(timedelta(seconds= playtime))

[그림 41] 제목 내용 수집 코드 결과

from selenium import webdriver
import pandas as pd 
import time

6) 댓글 수집 코드

수집된 기사 URL을 타고 들어가 앞서 ‘댓글 수’가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댓글

만 모인 창이 새로 생성된다. 해당 창에서는 정해진 수의 몇 개의 댓글만 확인이

가능한데, ‘더보기’ 버튼을 반복적으로 클릭하도록 코드를 설계하여 모든 댓글이 창

에 드러나게끔 한 뒤 전체 댓글을 수집해오도록 하였다. 이때, 작성자가 스스로 삭

제한 댓글,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클린봇에 의해 삭제된 댓글 등은 수집되지 않

아, 앞서 ‘댓글 수’가 지워진 댓글들을 포함한 모든 댓글의 수를 파악한 것과는 달

리 실제 존재하는 댓글만을 수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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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datetime import timedelta
from timeit import default_timer as timer
starttime= timer()
print('시작시간 : '+str(starttime))
way= 'D:/Python/Project/Project News/test)comment_collect.xlsx'
excel_file= pd.read_excel(f"{way}", header= 0)
print(len(excel_file))

content_list= []
result_list= []
error_list= []
i= 0
while i < len(excel_file) :
    url= str(excel_file.iloc[i,2])
    # 웹 드라이버
    driver= webdriver.Chrome('D:/Python/chromedriver.exe') # 크롬 버전 
최신화되면 안 될 수 있음. 지금은 89으로 맞춘 것.
    driver.implicitly_wait(10)
    driver.get(url)
    driver.implicitly_wait(10)
    try:
        get_into= driver.find_element_by_xpath('//*[@id="articleTitleCo
mmentCount"]/span[2]').click()
        driver.implicitly_wait(10)
        while True:
            try:
                seemore= driver.find_element_by_css_selector('span.u_cb
ox_page_more')
                seemore.click()
                time.sleep(0.3)
            except:
                break
        print("더보기 끝")
        contents= driver.find_elements_by_css_selector('span.u_cbox_con
tents')
        contents= [content.text for content in contents]
    except: 
        error_list.append(url)
        pass
    driver.quit()
    print('검색 끝')
    q= 0
    while q < len(contents) : 
        content_list.append([url, contents[q]])
        q= q+1
    
    print(url+ '  완료')
    i=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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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댓글 수집 코드 결과

result_df= pd.DataFrame(content_list)
result_df.to_excel('comment result(comment_num(2020.06.10-2020.07.31_ne
ws_url)).xlsx', sheet_name='comment result', startrow=0, header=True, e
ngine='xlsxwriter')
error_df= pd.DataFrame(error_list)
error_df.to_excel('comment result error(comment_num(2020.06.10-2020.07.
31_news_url)).xlsx', sheet_name='comment result error', startrow=0, hea
der=True, engine='xlsxwriter')

endtime= timer()
playtime= endtime- starttime
print(timedelta(seconds= playtime))
print
print("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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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때문", "이번", "동안", "관련", "경우","정도", "지역", "부분", "가지","하나

","앵커","대표","이날","당시","채널","사이", "올해","인근","네이버","이후","기후위","우리","

이상","재배포","무단전재","금지","무단","전재","만큼","구독하기","반면", "구독","부산일보

","연관","누구","그다음","어제","전체","그때","그것","이것","어디","초빙교수","계속","저희

들이","언제","재배포금","오늘","여기","시간당","무엇","정관용","경향신문","속보", "강원일

보", "주간경향", "은영미", "제공", "바로가기", "그림마당", "저희", "kr", "조선일보", "와

중", "보기▶", "바로가기▶", "구독신청하기c경향신문(www.", "장도리", "한다”고", "이데

일리", "경제정보", "청춘뉘우스", "손수호", "목요대화", "클릭", "김현정", "연합뉴스tv", "

조강래", "이태인", "거기", "'그게머니'▶", "'그게머니'c중앙일보(https:","'밀톡'", "'아침

&')", "'채널a'", "'팩플'▶", "엠빅뉴스", "#enews+▶","#궁금하냥","#김지석","#두유노우

","#미리보는","#생존의조건","#용기내","#이","#인-잇","#인잇","#정아영앵커","#최일구앵커

" , " ( 0 7 :00 ~07 :16 )■ " , " ( 07 :20~09 :00 )■ " , " ( 1 7 :10 ~19 :00 )■ " , " ( 18 :25~2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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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지가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는 KoNLP 라이브러리의 NIAdic 사전을 사용하였

는데, 본 사전에는 ‘4대강’, ‘그레타 툰베리’, ‘마이삭’ 등의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 사

전에 없는 단어 중 육안으로 확인한 단어 중 연구에 중요해 보이는 단어들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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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가어

2) 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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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mate crisis perception and attitude

in the online space:

Focusing on Naver News and comments about

extreme weather events in the summer of 2020

PARK Jeonghyeon

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Environmental Management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xtreme weather event, which has been occurring steadily at all over the

world, is an event in which individuals "feel" the climate crisi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cognizing the dangers of the climate crisis. However,

recognizing the dangers of the climate crisis is not directly linked to individuals'

actions to adapt to and mitigate climate change, requiring empirical research on

climate crisis response consciousness.

Perception of climate crisis risk is influenced by what type of news and media

individuals encounter, and this study examines the sense of climate crisis

response formed and distributed online by analyzing Internet portal news and

comments on the news. The time range of the study was in the summer of

2020, when a series of typhoons caused a lot of damage to the society, and the

spatial scope was among the "Naver News" articles from (Korean port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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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alled) "Naver", and the corresponding articles and comments were collected

through web crawling using the computer language Python.

In the case of articles, articles dealing with only phenomena itself, extreme

climate event, and even climate cris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topic,

media, and contents between the bundles of articles. Among them, 745 articles

containing keywords from phenomenon to climate crisis were categorized into 26

types of small topic and 4 big topics through topic modeling. In addition, 26986

comments were classified into 10 categories through several coding by this

researcher, and correl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which topics

and "soluble responses" were related.

According to the study, 248 cases (34%) of "phenomenon topic", 231 cases

(31%) of "diagnosis topic" and 236 cases (32%) of "solution topic" were found to

be relatively equal in the case of articles. Among the comments related to the

climate crisis, 6,342 cases (24%) were "solution-type responses", followed by

1,578 cases (6%) of "exclution-type response" and 499 cases (2%) of

"lethargy-type response". In addition, there were 14,042 (52%) "political

responses" unrelated to the climate crisis, more than the total number of

comments related to the climate crisis. The correlation analysis found that both

the “phenomenon topic” and the “solution topic”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all the “solution-type responses”, and only less than half of the total small topic

having significant positive/negative correlations. In particula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mall topics, this study found that Korean internet news users

were more sensitive to extreme weather events abroad than to extreme weather

events in Korea, and found some points that the media should pay attention to

when it deals with information about climate crisis polic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looked at the consciousness of climate

crisis response, which is formed during the experience of the actual event of

abnormal weather phenomena as a result of the climate crisis, rather than a

superficial response to the concept of climate crisis. However, this study is

conducted in the field of climate crisis communication research for the first time

and has limitations, requiring more diverse and precise follow-up studies in the

future.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2020-2021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Degree Writing Suppor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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