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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코로나 19 관련 중국과 한국 언론의 

보도에 관한 분석 
 

유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 19)로 인해 유례없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에서부터 일터, 사회, 국가 단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코로나 19 관련 중국과 한국 언론을 

통해 한중 양국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주요 의제와 관심사항이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며 유사성 및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2019 년 12월 12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인민일보가 보도된 6808 건의 코로나 19 관련 뉴스 빅데이터와 2019 년 12 월 

31일부터 2020 년 11 월 18일까지 조선일보가 보도된 코로나 19 관련 20143 건의 

뉴스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중국과 한국 언론의 뉴스 데이터를 각자 나라의 코로나 19 감염병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각각 4개 시기로 구분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해 분석 결과, 

‘중국 전염병 화산, 사망자 증가’, ‘재난 극복 지원’, ‘대구 지역 

확산’,‘교육’,‘마스크’,‘경제 피해 대책 마련’,‘세계 각국 코로나 

상황’,‘백신 개발’,‘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코로나 관련 범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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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와 환경 관리’,‘중의와 서양의학의 결합으로 전염병과 맞서 싸워야 함’,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을 견지하고 국제적 코로나 19 퇴치를 협력 추진해야 함’, 

‘역병과 중화민족 정신’,‘복산복공’,‘국제협력’등 토픽이 도출되었다.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이슈 양상은 중국 인민일보와 한국 조선일보는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이 논문을 통해 코로나 19에 대한 한중 양국 사회적 인식과 변화를 확인하여 

양국의 언론 보도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국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파악하고 언론에 따른 일반 시민의 인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민일보와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의 뉴스 그리고 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텍스트들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분석 기간을 더욱 확대하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면 더욱 더 다양한 트렌드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코로나 19, 언론보도 분석, 뉴스 빅데이터, 토픽모델링, 인민일보, 조선

일보 

학  번: 2019-2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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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두는 신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

汉)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전 세계에 미치는 위험성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매일 뉴스를 통하여 일기 예보를 제공하듯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 수 및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지역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신종 코로나 위험이 대중의 안전 및 생명과 연계되고 나아가 내수시장, 

의료분쟁 및 글로벌 경제, 국제관계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2019 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중국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 년 1 월 9 일 신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 1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감염병의 병원체가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람들에게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사스와 메르스가 예를 

들 수 있다. 감염 확산세가 이어져 2020년 1월 30일에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중국 코로나 19 현황을 알아보면 2021 년 6월 30일 기준으로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는 91,792명, 사망자는 4,636명에 달한다.2 기존 확진자 수는 438 명3이고 

점점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 19 가 발생한 후 중국은 여러 가지 

 
1  2020년 2월 11일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ICTV)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SARS-CoV-2’로 이름을 

부여했다. 
2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홈페이지2021년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3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홈페이지2021년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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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워 온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가 막 시작됐을 때는 우한 

봉쇄 조치를 실시했다. 우한에 확진자가 만 명 단위로 넘어간 이후에 중국 각 

성에서 의무 요원을 파견했고 방창 병원을 만들었다. 초중고학교 및 대학은 개강 

연기하거나 온라인 강의로 대체했다. 시민들이 공공장소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여행 국가 제한 또한 해외에서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14일 기간 

집중 격리를 해야 한다. 14일 격리 가간 이외에 일부 지역마다 7일에서 14일까지 

추가 격리를 계속 진행해 온다. 그리고 중국은 2020년 말부터 시노팜(중국 의약 

그룹)과 시노백(커싱생물) 등 자국 제약사들이 개발한 코로나 19 백신을 

자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19 백신 누적 접종 건수도 10억 회분을 돌파했다. 이와 같이 강력한 방역 

조치 덕분에 2019 년 12 월 발견부터 현재까지 중국이 코로나 19 상황이 

누그러지고 또 다시 나빠지는 몇 차례의 반복 끝에 지금 코로나19가 통제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낄 필요 없이 여기자기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타난 후 초기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확산돼 미국과 유럽으로 퍼지고 전 세계를 영향하고 있다. 위협적인 신종 감염 

질병 환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세계보건기구는 2020 년 3 월 11 일, 

코로나 19를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4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19로 인해 유례없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19 의 확산은 

전 세계를 공포에 빠졌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코로나 19 전 세계 확진자는 

181,019,125 명, 사망자는 3,928,474 명에 달한다.5 

한국 역시 코로나 19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온다. 2020 년 1월 20일 한국 

국내에서 코로나 19에 감염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 이후 한 달여 만에 누적 

 
4
 WHO,https://www.who.int/emergenciescoronavirus-2019?gclid=Cj0KCQjw6NmHBhD2ARIsAI3hrM0_j5GLeiKXjMMt0FAd0x-

DLr6eofh6E9Zzm8rwaadEuT4YZuiIA3caAgSxEALw_wcB참조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참조, 2021년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http://ncov.mohw.go.kr/ 

https://www.who.int/emergenciescoronavirus-2019?gclid=Cj0KCQjw6NmHBhD2ARIsAI3hrM0_j5GLeiKXjMMt0FAd0x-DLr6eofh6E9Zzm8rwaadEuT4YZuiIA3caAgSxEALw_wcB
https://www.who.int/emergenciescoronavirus-2019?gclid=Cj0KCQjw6NmHBhD2ARIsAI3hrM0_j5GLeiKXjMMt0FAd0x-DLr6eofh6E9Zzm8rwaadEuT4YZuiIA3caAgSxEALw_wcB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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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고 지역사회 전파 및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2021 년 6월 30 일 기준 한국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는 156,961 명(해외유입 9,917 명), 사망자는 2018 명에 

달한다.6 한국은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진정하면서 방역과 경제, 

두 마라 토끼를 모두 잡은 세계적인 방역 성공모델-‘K-방역 모델’ 7이라며 

홍보했다.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은 방역 및 대응과 

관련해 세계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K-방역의 신화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2020 년 8 월의 2 차 대유행, 연말의 3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한국의 

코로나 19 사태가 반복되고 해결되지 못했다. 해외 국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던 K 방역은 실패했다. 그리고 2021 년에 들어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지속적인 폭증으로 인해 수도권은 7월 12 일, 비수도권은 7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까지 격상시키고 하루 확진자는 1000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8 

한편으로는 한국은 2021 년에 들어 백신 부족 사태를 겪으며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 19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감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크다. 감염 

차단을 위한 비대면화가 사회 각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표적으로 교육계의 

경우 한동안 학교가 문을 닫고 캠퍼스에 등교하지 못해 온라인 수업을 한다. 

노동의 경우 실업 및 재택근무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직장인도 많다. 산업의 경우 배달·온라인 쇼핑 

관련 소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또한 각종 행사와 모임, 여행 등이 취소됐으며 

생활의 조건이 불안정 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대중들의 

사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비대면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관련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가속시켜 관련 산업구조의 변동도 

 
6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6월 30일 0시 기준으로   

7 
나무위키, https://namu.wiki/w/K-%EB%B0%A9%EC%97%AD 참조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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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다. 백화점 등의 쇼핑몰, 여행(항공 및 관광 포함)·숙박업 등의 대면 

산업의 경우 도산 및 구조조정이 대거 발생한 반면(강희석, 이윤옥, 2020), 

바이오 및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첨단기술 플랫폼 관련 

산업은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서영호, 2020). 이러한 기술 및 패러다임의 

전환은 사회 각 분야에서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잠깐으로 

끝날 줄 알았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 끝을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그야말로 ‘단순한 공중 보건의 위기가 아닌 경제, 문화, 

정치, 사회,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심한 위기’이다. 

바꿔 말하면 코로나 19 사태는 전염병이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기 보다는 많은 사회적 

의제를 생산한 이슈이다. 언론은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사회적 의제를 생산한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 공중들의 관심을 이끌고 사회적 공론장을 이루어진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에서 확산되면서 코로나 19 사태를 다룬 기사를 많이 보도하고 있다. 언론은 

코로나 19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코로나 19의 위험, 영향 범위와 전망 등 여러 불확실성 속에 사람들이 언론에 대한 

의존도도 급격히 커졌다. 매일같이 확진자와 사망자 속보의 확인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태도와 방식에 따라 수용자들이 감염병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언론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손달임, 2020).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사회적 

이슈로서의 코로나 19 사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담론형성의 기능을 하는 언론보도를 분석함으로써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은 한 나라의 사회체계 및 문화의 반영물이며 한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각 나라에서는 자국의 문화적 가치와 이데올로기 등이 그대로 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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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형식과 내용에 반영하게 된다. 코로나 19 관련 뉴스의 내용이나 특정 이슈를 

다루는 관점, 코로나 19 사태를 소비하는 방식이나 성향은 이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코로나 19 관련 중국과 한국 언론이 다루는 

주요 의제와 관심 사항이 무엇이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은 비록 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이웃한 국가이지만 사회 성격과 

사회 체제 등에서 서로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이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이다. 이런 차이가 코로나 19 와 관련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코로나 19와 

관련 언론보도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차이를 갖고 있을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 간 비교연구는 동일한 사건을 

통해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에 대해 객관적인 

차원에서 평가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혼란의 와중에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의 언론이 코로나 19 이슈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제들을 

형성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고 의제들의 차이를 무엇인지 코로나 19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어떤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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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 문헌 및 이론적 논의 

제 1 절 위험커뮤니케이션과 감염병 보도 

1. 위험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위험보도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각종 건강과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유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질병 및 재난 등의 위험을 숨기고 있는 현대 

사회를‘위험 사회(Risk society)’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벡은 위험 사회에서 

‘위험 커뮤니케이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코벨로 등 (Covello, Winterfeldt & 

Slovic, 1986)에 따르면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이해관련자들 간에 물리적·환경적 

리스크의 수준, 리스크의 중요성 또는 의미 그리고 리스크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결정, 행위 그리고 정책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밀레티와 피츠페트릭 (Mileti & Fitzpatrick, 1991)에 따르면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리스크에 관한 정보을 제공하는 것이고 예방행위를 

촉구하도록 경고하는 것이다. 소영진(2000)은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위험의 

성격과 크기, 의미 그리고 대응방안 등에 관한 인식을 다양한 사회집단 간에 

공유하기 위한 노력, 또는 그 과정으로 정의한다. 송해룡과 김원제 (2005)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개개인, 단체, 조직 간에 인류와 환경과 관련한 위험에 

대한 평가, 극복, 내재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전달하는 교류 과정으로 

규정한다. 이처럼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다. 기존의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위험과 관련한 정보를 주고받는 전통적 개념에 덧붙여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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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 관계자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게 위험 

커뮤니케이션 목표다(안은영, 2016).   

현재 사회에서 위험이 계속 존재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수많은 위험을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정보를 얻는다. 위험 보도에 관해 렌, 카퍼슨, 번스 및 솔빅((Renn, 

Kaperson, Burns & Slovic, 1992)에 따르면 언론에서 제거되거나 제외되는 정보는 

수용자의 위험인지과 위험에 대응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싱어((Singer, 

1993)와 엔드레니 (Endreny, 2003)는 “신문과 같은 대중 매체에서 제공하는 

위험 정보는 특정 유형의 재난에 대한 이해와 이에 관한 수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보면 언론의 위험 보도는 수용자들(대중)의 

위험 인식이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위험보도와 관련된 한국내의 선행연구 사례로 이정춘 (1996)은 

위험보도와 관련 연구에서 새롭게 나온 위험이나 상대적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위험일수록 위험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미디어의 체계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원제, 송해룡 그리고 조항민(2005)은 언론을 통한 정보 제공이 

수용자의 인식이나 행동 의사에 깊은 영향을 끼치다고 보고 이에 언론이 

공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기술 사건을 보도할 때는 더욱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예리와 이민규(2012)는 취재원의 제한된 

범위와 전문성 부족 그리고 사실에 기반한 표면보도와 심층보도의 부족은 재해 

및 재난보도의 약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뉴스 

수용자들의 위험 인식이나 태도 그리고 위험을 대응하는 행동은 언론이 전달하는 

위험과 관련 정보, 즉 위험 보도의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 보도할 때는 신중한 입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8 

2. 감염병의 역사 및 감염병 보도 사례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역병과의 투쟁이었다. 인류가 가축을 키우기 시작한 

농경시대 시기부터 바이러스는 인류와 함께 생활해 왔다.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팬데믹급 감염병이 몇 차례 있었다. 예를 들어, 콜레라, 

천연두, 홍역, 볼거리, 인플루엔자, 수두 등 전통적 감염병은 모두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사람들이 원래 동물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해 방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 들어 감염병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쉽게 국가 간 

장벽을 넘어서 빠르게 전파되는 현상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표 1>감염병의 역사  

시간 발병 지역 감염병 사망자(명) 

541∼750 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유스티니아누스 2.5 천만 

1347∼1351 유럽 흑사병 7.5 천만 

1816∼1826 인도, 중동, 아프리카, 지중

해 

아시아 콜레라 1.5 천만 

1918∼1919 전세계 스페인 독감 2-5 천만 

1918∼1922 러시아 발진티푸스 3백만 

1968∼1969 전세계 홍콩 독감 1백만 

1981∼현재 전세계 에이즈  

2002∼2003 아시아, 캐나다 사스 774 

2009∼2010 전세계 신종플루 1만 9천 

2012∼2015 중동, 아시아, 유럽 메르스 838 

2019∼현재 전세계 코로나 19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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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한 후 작성9 

위의 표가 보여준 바와 같이 감염병은 오래된 시간 동안 인류를 위협해 왔으며 

특히 두드러지는 전염병들이 몇 가지가 있다. 흑사병을 비롯하여 발진티푸스, 

콜레라, 천연두 그리고 독감 등이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전염병 들이다. 하지만 

감염병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서기 541 년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이미 로마제국을 

덮쳤다. 절정기에는 콘스탄티노플 에서만 매일 5000 명이 죽었으며 ‘제 1 차 

구세계 팬데믹’으로 불린다. 1300 년대 중엽, 또다시 흑사병으로 유럽인 세 명 

중 한 명이 죽었다. ‘제 2차 팬데믹’이다. ‘제 3차 팬데믹’은 19 세기 인도를 

시작으로 중동, 아프리카, 지중해 등으로 퍼져나간 아시아 콜레라다. 20 세기 

초반에는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수는 2 천만 명에서 

많게는 1 억 명 이상까지 달했다. 1948 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창설되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공식적 팬데믹은 1968년의 홍콩 독감, 2009년의 신종플루, 

2019년의 코로나 19, 세 번이다.  

감염병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위험적인 질병으로 적게도 수십만 명, 많게는 

수천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발생하게 하였다. 또한 위의 표에서 보듯이 

2000년대 들어 신종 및 변이 감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와는 달리 전 세계 범위의 물적과 인적 교류가 잦어짐에 따라 감염병에 

노출될 기회도 많아졌으며 바이러스의 변이가 더 빠르고 더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송해룡과 조항민(2015)에 따르면 감염병과 관련 연구는 주로 언론학과 

공중보건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헬스 저널리즘에 대한 

 
9
 김의석, “끊임없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21세기 바이러스 총망라”, https://www.snubh.org/service/info/com

/view.do?BNO=381&Board_ID=B004&RNUM=1 참조 

안선희, “농경생활 이후 인류 역사는 ‘감염병과의 투쟁사’였다”, 한겨례, 2021년 4월 16일, https://w

ww.hani.co.kr/arti/culture/book/991272.html 참조 

송영구. (2005). “시론 : 전염병의 역사는 ‘진행 중’”. Korean Journal of Medicine(구 대한내과학회

지), 68(2), 127-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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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된 보도에 대한 연구는 공중의 

위험 인식에 끼치는 영향이나 뉴스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송해룡·조항민, 2015). 한국에서 언론의 감염병에 대한 보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김효경(2011)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의 신종 플루 관련 과학 보도 분석을 통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시기에 따라 보도 프레임이 달랐음을 확인하였다. 송해룡과 

조항민 (2015)의 국내언론의 질병관련 위험보도에 관한 특성연구는 에볼라 관련 방송 

보도를 분석한 연구로써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해 프레임을 분석되었다. 박건숙 

(2016)의 감염병 보도 프레임 연구는 메르스와 신종플루 보도를 중심으로 관련 

어휘를 분석하여 감염병 보도 프레임을 구축하고 감염병 보도의 관점을 통해 한국 

사회의 관점과 사회 구성원들의 주요 관심 사항을 관찰하였다. 이처럼 위험이 

발생할 때 미디어가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연구자들이 

미디어가 사람에게 위험사건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와 같은 프레임 분석 연구가 

그동안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편, 박기수(2014)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신종 감염병 (다제내성균) 

보도를 분석한 결과 기사에서 ‘슈퍼박테리아’라는 용어뿐 아니라 불안감을 

촉발시키는 ‘감염’ 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권호천(2016)은 

의미연결망 방법을 통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메르스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는 감염자와 사망자에 대한 사례 중심를  보도하였던 반면, 

한겨레 신문은 책임소재 비판과 정보제공에 집중한다고 주장했다. 진나영(2017)의 

“한국 메르스 사태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의미망 비교연구”는 위험 공포식 기사에 

대한 대중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어휘를 

사용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진나영과 정정주(2018)는 한국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한국 국내외 언론보도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의 경우 감염병에 대해 

선정적인 헛소문이  빠르게 펴져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차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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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강, 김소영, 서필교 그리고 백혜진(2015)은 2014 년 전 세계적에서 화두가 

되었던‘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에볼라 관련 한국 주요 일간지의 보도 중 절반 이상 

정확하게 정보전달을 하지 않았다. 김병건 (2015)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설에 나타난 이념을 비판적 담화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조재희와 조인호(2019)는 2018년 메르스 사태와 관련 온라인 텍스트를 토픽모델링과 

감성 분석을 통해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18년 메르스 유입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메르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감성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학자들이 그동안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해서 각종 감염병에 대해 언론보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코로나 19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위험 상황에서 언론들이 코로나 19 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또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3.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 연구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견되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동물과 사람 모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다. 지금까지 

사람에게 중증 폐렴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유형으로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코로나 19는 비말(침방울)과 신체 간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될 경우 약 2주 동안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과 기침, 권태감, 

호흡곤란 그리고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있다. 

코로나19는 면역기능이 저하되거나 고령인 환자, 그리고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에 

중증, 사망을 초래한다 (김남순, 2020).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2020년 

3월 11일, 세계 114개국에서 약 12만 명의 환자, 4,300명의 사망자가 나오자, 

WHO의 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 은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대유행, 



12 

판데믹(Pandemic) 사태를 선언했다.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전세계는 1.8억 명 

이상의 확진자와 39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타났다.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 1 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일상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이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여전히 외출 

통제, 여행 제한, 시설 출입 제한, 봉쇄, 격리 등 여러가지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감염 검사와 접촉자 추적 역시 한시도 방심하지 않다. 코로나 19 는 세계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큰 불경기이다. 한중 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주요 사건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코로나 19사태 주요사건 

날짜 코로나 19사태 주요사건 

2019.12 12.31: 중국, 세계 보건기구에 ‘원인 불명의 폐렴’보고. 

 

2020.01 

01.20: 한국, 확진자 발견 

01.23: 중국, 우한시 봉쇄 

2020.02 02.11: WHO, COVID-19 공식명칭 부여 

02.19: 한국, 신천지 대구교회발 집단감염 발생 

2020.03 03.11: WHO, 팬데믹 선언 

2020.04 04.08: 우한 봉쇄 해제 

2020.05 05.06: 한국, 이태원 클럽발 2차 유행 

2020.06 06.28: 세계, 확진자 1,000 만명 돌파 

 

현재까지 이루어진 코로나 19 관련 한국 연구는 양도 많고 주제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최예린(2020)의 코로나 19에 관한 보육 교사의 정서적 경험과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에 대한 연구; 이영희(2020)의 “COVID-19 대응 대학 원격강의 운영 사례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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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유형 탐색”; 문현철(2020)의 “해외 감염병재난 대응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고광욱(2020)의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신체활동수칙”;  

윤성민(2020)의 “코로나 19 사태에서의 미디어 영상예배를 위한 실천신학적 방법론”;  

하정우(2020)의 “바이러스 관광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회복탄력성 탐색적 연구: 

‘코로나 19’(COVID-19)재난을 중심으로”; 정향기 (2020)의 “코로나 19 상황의 

대학교육에 있어서 전면적 온라인 수업 실행 및 평가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김송이(2020)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삶의 질,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융합적 연구”; 김수경(2020)의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 현상”; 김희숙(2020)의 “코로나 19에 맞선 동남아의 

대응: 초기 대처과정의 잠정적 함의”; 김영국(2020)의 “개정데이터 3법과 보험업의 

과제(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중심으로)”; 유연실(2020)의 “중국 근현대 

의료사 연구의 새로운 흐름과 동향” 등이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교육, 종교, 관광, 건강, 제노포비아,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을 연구한 논문들이 많으나, 아직 코로나 19 관련 

언론보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코로나 19 관련 언론보도를 분석한 한국 국내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주현(2020)은 보수와 진보신문들의 61 일간의 코로나 19 위험 이슈보도를 

비교하면서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른 보도 프레임을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보수신문은 처벌, 진보신문은 발견·치료에 강조를 두었으며 

보수신문들은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책임을 묻는 보도에 집중한 반면, 

진보신문들은 개인과 신천지 등 종교단체에 책임을 묻는 보도를 많이 하였다. 

김태종(2020)은 코로나 19 언론보도의 빅데이터를 4 개 시기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는 정부대응에 관련한 뉴스 보도량이 

늘어났고, 우한 확진자가 많아지고 한국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시기에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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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이 중심적으로 보도되었고, 한국 국내 확진자가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속출한 시기에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많이 보도되었고, 마지막 

시기에도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 및 사망자 관련 보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하여 신종 감염병 기사에 자극적인 용어 사용이 만연하고, 

예방 저널리즘에 대한 보도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김상미(2020)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교육에 관한 언론보도는 초기 3월와 

비교하여 최근 들어 다양한 토픽과 주제로 다원화되는 경향이다. 

이유진(2021)은 감염병이 발생한 초기 2020년 1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3개월 간 

6개 언론사의 보도된 자료인 뉴스 기사를 프레임 본석과 내용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 경보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초기에 감염병 현황에 초점을 맞췄던 보도 

프레임은 사회적·경제적 피해 프레임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하였다. 

김혜정, 함승경, 김영욱(2021)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 감염 위기의 

단계별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었는지, 언론사들의 정치적 지향에 따른 영향은 

없었는지를 파악하였다. 결과는 보수지는 감염과 방역에 집중했던 반면 진보지는 

상대적으로 정부 대응과 지원 의제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시기별로 언론보도의 

의제는 언론사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서예령(2021)의 코로나 19 로 인한 보안 이슈에 대한 관한 연구는 보안 뉴스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 19에 따른 보안의 변화와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 19와 관련된 보안 주요 키워드와 주요 토픽들을 도출하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코로나 19 관련 중국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싱펑페이(2020) 등은 인터넷 여론에 기초한 이론적 접근법으로 여론 형성의 

메커니즘을 탐구한 결과, 코로나 19 사태 발생 기간 중국은 국가 통치 하에 주체적 

행동과 통제 조치를 중심으로, 가치 지향과 사실적 범주에 의해 파생된 인터넷 여론 

체계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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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싱촉(2020) 등은 SnowNLP 감정분석 모델과 K-Means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감정적 

상태와 감정적 수치를 활용해 코로나 19 관련 웨이보 이슈에 대한 분석 결과  전국 

네티즌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감정보다는‘코로나 19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미환（2020）등은 미중 주류 매체인 신화망(新華網)과 뉴욕타임스(NYT)의 

코로나19 백신관련 3000여 건의 뉴스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했다. 어젠다 설정에서 

중미양국은 모두 세계화, 백신 공공정책, 과학적 성취, 코로나 기본정보, 책임 

등 5개 의제를 다루지만 미국 측은 경제 및 정치 선거 의제도 포함한다. 어젠다 

설정에서 양측은 책임과 세계화라는 두 가지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중국의 

책임 있는  이미지를 드러냈다. 

왕원흠（2020）등은 뉴욕타임스와 위보의 코로나 19관련  뉴스 보도를  LDA 

토픽모델링 방법으로 분석하여 비교했다. 뉴욕타임스와 위보의 뉴스프레임 

선택의 차이를 밝혀냈다.  

제 2 절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 

1.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으로써의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Topic Modeling)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의 하나이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텍스트를 이용하여 유용한 패턴이나 관계를 추출하여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나 가치를 추출해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유소연과 임규건은 키워드 

분석을 통해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필터링하여 추출하고 여론과 

사회적 현상,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소연·임규건, 

2021).  

기술 발전에 따라 모바일과 웹의 확산은 대중들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교류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소셜 미디어, 뉴스, 블로그 및 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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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생성되는 텍스트의 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류미나·임규건, 2019).  

2. LDA 토픽모델링 분석 

토픽 모델링은 단어를 기반으로  주제를 추출하고  해당 텍스트들을 대표하는 특정 

주제나 쟁점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분석기법이다.(유소연·임규건,2021) 따라서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해 잠재적인 주제나 이슈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다고 본다. 

토픽모델링 기법 중에 하나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분석 기법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활발히 사용되어 온다. LDA 분석은 텍스트 문서 집합 속에 

어떤 토픽이 존재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인 토픽모델링 알고리즘이다. 

LDA 분석에는 단어, 문서 그리고 코퍼스 등 3가지 주요 개념들이 들어 있다. 문서는 

단어들로 구성되며 문서의 집합을 코퍼스라고 한다.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은 잠재적 

변수인 주제을 추론하여 코퍼스를 모델화한다. 즉, 개별 문서가 k개 토픽들의 비율 

분포로 구성되었고 토픽들은 모든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단어들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확률적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한다(함승경·김혜정·김영욱, 2021) (아래 

그림 1과 같음). 토픽 모델링을 통해 기존의 키워드 분석에서는 할 수 없었던 모형을 

만들 수 있어, 비정형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용하기에 적합도가 높으며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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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DA 분석 모델의 개요 

 

토픽모델링은 주요 분석 목표인 키워드와 주변부 단어들 간의 관계성에 주목한 

분석 기법이다. 이 분석은 주로 관심 키워드와 이를 포함한 문서에서 함께 언급된 

주제어들을 추출한다. 이후 추출된 주제어들을 보고 어떠한 토픽들이 연결되는지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뉴스에서 동시에 나타난 용어(예: 코로나)와 연결되는 

짝을 따로 추출하고, 전체 문서 집합에서 주제어의 연결되는 짝의 빈도와 연결된 

관계를 분석하면 언론 매체의 주로 관심을 두는 토픽과 그 구성 단어간의 연결성, 

그리고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주제어를 특정 토픽별로 분류한다면 쟁점 구조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정원준, 2018). 

토픽모델링 기법은 기존의 텍스트 내부의 잠재된 주제를 찾고 각 주제들 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후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추적 및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서 토픽은 함께 등장할 확률이 높고 토픽 내에서 유사한 의미를 공유하는 단어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내 단어들의 빈도를 통계적으로 분석, 

해당 군집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의제, 프레임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분류한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쟁점 및 이슈들을 분석하기에 

효과적이다(정원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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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 분석 기법은 휴먼코딩과 달리 주관성의 개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뿐만 

아니라 LDA를 통해 대량의 텍스트 코퍼스에서 중요한 주제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아래의 선행연구가 

보여준 바와 같이 LDA의 토픽모델링이 자주 사용된다.  

앞에 살펴본 김태종(2020)의 논문은 코로나 19 언론보도를 4 개 시기로 구분해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하여 각 시기별 5 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대응’, ‘중국 감염병 확산’, ‘중국 감염병 확산과 한국 국내 확진자’,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 및 사망자 증가’등 주제가 있다.  

윤순옥과 김민철(2020)는 10 년간의 뉴스데이터를 토대로 미세먼지 이슈에 대해 

토픽모델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적의 토픽으로 선별된 80개의 이슈를 

미세먼지 정책의 시각에서 해석하였다.  

윤빛나리(2020)는 교육부가 발표한 234 건의 마이스터고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LDA기반 토픽모델링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이스터고 정책이슈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태준(2017)은 원자력 이슈에 대해 정부와 언론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언론사 보도자료 30490건을 대상으로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원자력 이슈를 산업경제, 환경안전, 정책 거버넌스, 외교안보의 

4가지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각 시점별로 이슈프레임의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윤효준(2021) 등은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코로나 확산에 따른 스포츠 영역에 

이슈를 분석하였다. 토픽모델링 결과 “프로스포츠 리그 중단 및 무관중 개막”, 

“정부, 지자체, 학교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도교올림픽 개최 연기”, “정부의 

스포츠시설 행정조치” 등 코로나 확산에 따른 스포츠 영역의 이슈임을 확인하였다.  

이상훈, 정보영(2021)은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중요변화 중 하나인 재택근무의 

일상화에 관해 보도된 언론기사를 대상으로 주요 이슈와 시기별 변화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픽모델링 결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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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의 일상화와 긍정적 업무 효율성 인식”,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가정의 

일터화”,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솔루션 탐색 및 적용 확대”, “재택근무의 확대에 

따른 보안 문제” 등 토픽이 도출되었다. 

이처럼 토픽모델링을 적용해서 언론보도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연구주제를 뽑아내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기별 보도 

특징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뉴스 데이터를 통해 토픽 모델링을 수행할 

경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주요 의제를 

파악하고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김태종, 2020). 따라서 본 연구도 

뉴스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 3 절 한국과 중국의 언론보도를 비교한 연구 

뉴스 보도에 대한 그간 연구에 따르면 많은 경우 기자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관적인 인식틀을 사용하여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ppman, 1997; Shoemaker & Reese, 1991). 언론사가 소속한 국가의 

이념이나 정책이 기자의 태도나 신념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사가 소속된 국가나 지역에 따라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 공산당 중심으로 사회주의 체제 국가인 반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 국가이다. 중국은 중앙집권적인 공산주의 국가로 언론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언론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두 국가의 정치체제상 차이가 감염병과 관련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은 정부가 내용을 통제하고자 하는 반면, 한국은 정부가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두 나라는 각기 

다른 경제, 사회, 문화 정책 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 체제상의 차이가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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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특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선행연구와 같이 한국과 중국 언론보도의 차이를 살펴본다. 

챠오잔윈(2015)는  2015년 5월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조선일보와 중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환구시보의 내용분석을 통해 메르스 사태에 

대해 두 나라 언론의 보도 내용 및 형식적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다. 

호이정(2016)은 중국의 인민일보와 한국의 동아일보 그리고 경향신문의 

미세먼지/스모그와 관련된 2013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많은 

뉴스 내용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했다. 그 결과 인민일보는 정부, 기업과 개인이 

공동으로 스모그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큰 비중으로 밝혔으며 

국영석유기업의 책임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경향신문은 평등주의적-집합주의적 

문화유형을 대변하며 미세먼지의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위계주의적-경쟁주의적 문화유 형을 대변하지만 미세먼지 책임을 개인에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양국 언론보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들은 그동안 계속  

이루어진다. 본 연구도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된 한중 양국의 언론보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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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문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때, 미디어의 보도는 대중들의 질병에 대한 이해와 심각한 

수준의 감지에 영향을 미친다 (Glik, 2007). 따라서 위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여 감염병에 대한 위험인식을 구성하며 공중이 불안정에 감돌지 않도록 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언론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전 세계를 위기상황에 

빠져뜨린 코로나 19사태에 관련된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판정된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란 세계적이고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언론보도의 역할과 영향에 

주목하면서 코로나 19와 관련 한중 양국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통해 

언론에 의해 코로나 19 사태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의제들이 포함되었는지, 

코로나 19 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언론보도가 구성한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보고 한다. 그리고 비교 분석을 통해 한중 양국의 보도양상이 

어떻게 다르는지, 코로나 19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어떤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한중 양국 언론 보도 기사에서 시기별로 

주요하게 등장하는 키워드와 그 빈도는 어떠한가? 단어들이 형성된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 변화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코로나 19 관련 한중 양국 언론 보도 기사에 시기별로 나타난 토픽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조선일보와 인민일보의 코로나 19 관련 보도는 정부 관계에 의해서 

보도하느냐 객관적으로 보도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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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이 연구는 한국의 조선일보와 중국의 인민일보 일간신문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한

중 양국을 본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의 보도 태도는 각국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비록 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이웃한 

국가이지만 사회성격과 사회체제 등에서 서로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지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언론 보도의 차이는 

무엇보다 두 나라의 사회 체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양국의 언론 보도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국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파악하고 언론에 따른 일반 시민의 인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매체들의 보도에 대한 비교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가 간 비교연구는 동일한 사건을 통해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이해에 대해 객관적인 차원에서 평가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국가 간 비교연구는 자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 아니라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인지의 폭을 넓히고 정책적 계획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자국 언론과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비교하는 논문들은 매우 적다. 그나마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챠오잔윈, 2015).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은 코로나 19 사태라는 초국가적 사태에 대해 두 나라의 언론보도를 

비교함으로써 두 나라 언론의 위험보도의 차이점을 집중 조명하고 이를 통해 한중 

양국이 코로나 19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파악하고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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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조선일보와 인민일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민일보는 사회주의의 핵심적 가치관을 발양하며 중국사회의 주류문화와 

정치의식을 대변한다. 가장 규모가 큰 신문이자 최고 권위지로서 전세계를 

관찰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도구만큼 

중국에서 영향력이 큰 종합 일간지이다.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조직으로서 중앙선전부의 영도 하에 중국 여론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국의 모든 언론 매체들을 선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방한기·장지화, 1995).  

조선일보는 한국 신문 가운데서 역사가 길고 구독률이 가장 높고 발행부수가 

가장 많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비교적 큰 신문 중에 하나이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시장의 원칙에 작동되는 언론사이고 한국의 전통적 보수성향을 지닌 

신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사태에 대해 한중 양국의 보도양상이 어떻게 

다르는지, 코로나19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어떤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중국 여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인민일보의 보도와 자본주의를 발양한 정부의 입장과는 

별도로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조선일보의 보도기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기간 

조선일보와 인민일보의 보도를 각각 구체적으로 아래 4시기로 구분된다. 

 

<표 3> 분석기간(한국) 

시기 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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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기 2019.12.31~2020.05.05 발생 초기 및 1차 대유행 

제 2기 2020.05.06~2020.08.15 감소기 

제 3기 2020.08.16~2020.10.11 2차 대유행 

제 4기 2020.10.12~2020.11.18 안정기 

 

한국의 경우 제 1기는 코로나 19‘발생 초기 및 1차 대유행’으로 중국 우한에

서 첫 코로나 19 환자가 보고된 시점인 2019년 12 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

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된 2020 년 5월 5일까지의 기간이다.  

 

<그림 2> 2019 년 12 월 31 일-2020 년 5 월 5 일 한국 코로나 19 일별 확진자 수  

 

2019 년 12월 31 일 중국 우한에서 첫 코로나 19 환자가 보고된 이후 20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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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까지 한국 국내 코로나 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일별 확진자 

수를 한국 질병관리 본부 자료를 활용하여 위의 그래프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1월 20일 한국 국내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다.2월 29 일 일일 

최대 확진자(909명) 발생했다.4월 3일 한국 국내 누적 확진자 1만명을 초과했다.  

5월 5일 한국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되었다.  

제 2기는 확진자 수가 감소한‘감소기’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 

기간이다.  

 

<그림 3> 2020 년 5 월 6 일-2020 년 8 월 15 일 한국 코로나 19 일별 확진자 수  

 

2020 년 5 월 6 일부터 8 월 15 일까지 한국 국내 거리두기 단계는 1 단계로 

유지하지만 국내 발생 환자가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이 시간대에 

일별 확진자 수가 대부분 80 명 이하로 유지되었다. 이기간 동안 방역 관리 

상황을 보면 한국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020년 5월 6일-

2020년 8월 15일 4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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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기는 ‘2 차 대유행’이 발생한 시기로,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와 

2.5단계가 시행된 기간이다. 

 

<그림 4> 2020 년 8 월 16 일-2020 년 10 월 11 일 한국 코로나 19 일별 확진자 수  

 

2020 년 8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국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2.5단계로 격상되었다. 8월 27 일 일일 

최대 확진자(441 명) 발생했다. 이기간 동안 방역 관리 상황을 보면 한국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020 년 8 월 16 일-2020 년 10 월 11 일 

168명이었다. 

제4 기는 확진자 수가 안정한‘안정기’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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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20 년 10 월 12 일-2020 년 11월 18 일 한국 코로나 19 일별 확진자 수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됐다가 코로나 19 확산 및 의료체계 

안정화와 함께 서민 생활 어려움과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서 다시 1 단계로 

하향되었다. 주간 방역 관리 상황을 보면 한국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0 월 12일-10월 18일 85 명, 10월 19일-10월 25 일는 91명, 10월 26일-

11월일 114명, 11월 2일-11월 8일 113 명, 11월 9일-11월 15 일 160 명이었다. 

이기간 동안 방역 관리 상황을 보면 한국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020년 10 월 12일-2020 년 11월 18일 123 명이었다. 

 

<표 4> 분석기간(중국) 

시기 기간 구분 

제 1기 2019.12.12~2020.03.17 발생 초기 및 1차 대유행 

제 2기 2020.03.18~2020.11.25 감소기 

98 91 84 
110 

47 
73 

91 
76 

58 

89 

121 

155 

77 
61 

119 

88 
103 

125 
113 

127 124 
97 

75 

117 125 
145 

89 

143 
126 

100 

145 143 

191 
205 208 

222 230 

285 

0

50

100

150

200

250

300

일별확진자수(명)



28 

제 3기 2020.11.26~2021.02.28 2차 유행 

제 4기 2021.03.01~2021.04.30 안정기 

 

중국의 경우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코로나 19 퇴치 중국행동’백서와 확진자수

를 참고해 아래 4단계로 분류했다. 

‘발생 초기 및1차 대유행’는 2019년 12월 12일 중국 국내 첫 확진자 발생으로 

시작해서 우한과 후베이의 방위전이 전면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2020 년 3 월 17 

일까지의 기간이다.  

 

<그림 6> 2019 년 1 월 11 일-2020 년 3 월 17 일 중국 코로나 19 일별 확진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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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 월 11 일부터 매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코로나 발생 현황을 

통보한다. 2020년 2월 12일 일일 최대 확진자(15152명) 발생했다. 3월 중순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한 자릿수 이내로 억제하는 단계적 효과가 나타난다. 

2019년 1월 11일-2020년 3월 17일 동안 일별 사망자 수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  

 

일별 사망자 수(명) 

<그림 7> 2019 년 1 월 11 일-2020 년 3 월 17 일 중국 코로나 19 일별 사망자 수  

 

2020년 3월18일 ~2020년 11월 25일 기간 내 중국은 코로나 예방 상시화 실현, 전

국 코로나 상황 통제·예방, 생산 재개 실현으로, 정상적인 생활 궤도에 올라가게 되

였다. 이는‘외부로부터 수입을 막고, 내부로부터 반등을 막’는‘감소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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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20 년 3 월 18 일-2020 년 11 월 25 일 중국 코로나 19 일별 확진자 수  

 

3 월 18 일 중국 전국 신규 본토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제로(0)로 신고됐다. 

후베이(湖北)성 이외 성(省)에서는 19일까지 7일 연속 추가 본토 확진자가 없었다. 

이후 중국 역내 코로나 19 상황이 전체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국지적으로 감염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해외의 수입 병력이 기본적으로 통제되었다. 일별 

확진자 수가 위의 그래프와 같이 150 명 이내로 통제되었다. 코로나 19 상황이 

호전되는 양상으로 지속적으로 공고화되어, 전국적인 코로나 통제가 일상화되었다. 

2020 년 겨울철에 진입하면서 전 세계 코로나 발생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해

외 코로나 확진자 발생 상황 압력이 갈수록 커졌고 게다가 음력 설기간 인원의 유동

성이 증가하고 집체활동이 많아져 코로나 전파의 위험이 한층 더 높아졌다. 2020 년

11월 26일-2021년 2월 28일 중국 몇 군데에서 코로나가 산발하였으며, 이는 중국 코

로나 19의 소범위적으로‘2차 유행’으로 정하였다. 일별 확진자 수가 아래 그래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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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20 년 11 월 26 일-2021 년 2 월 28 일 중국 코로나 19 일별 확진자 수  

 

2021년 3월부터 중국 대륙의 각 성은 대규모 백신 접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

내 2차 코로나가 통제되면서 중국의 방역 중심은 다시 ‘외부로부터 수입을 막

고, 내부로부터 대규모 면역을 실시’한‘안정기’이다. 이 기간 동안 중국 국내 일

별 확진자 수가 아래 그래프가 보여준 바와 같이 80명 이내로 통제되었고 안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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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21 년 3 월 1 일-2021 년 4 월 30 일 중국 코로나 19 일별 확진자 수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코로나 19에 대한 언론기사이다. 즉, 

기사 1건의 텍스트가 분석단위가 되었다. 중복되거나 텍스트 내용 없이 사진만으로 

이루어진 기사 그리고 코로나 19 사태와 직접적 연관성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기사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코로나 19 관련 한국 보도 기사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 (www.bigkinds.or.kr) 서비스를 이용했다. 기본 검색어는 

‘코로나19’로 지정하였으며 보다 확장된 검색을 위해 상세검색으로 단어 중 1개 

이상 포함하는 키워드로는 ‘신종 코로나’, ‘우한폐렴’, ‘우한 바이러스’ 등 

단어가 포함된 기사가 모두 검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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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빅카인즈 검색어 키워드 상세검색 화면 예시  

(출처: 한국언론재단 빅카인즈, 2021) 

 

검색기간은 2019 년 12 월 31 일부터 2020 년 11 월 18 일까지 대략 1 년간, 검색 

언론사는 조선일보로 선정하였다.  

<그림 12> 빅카인즈 기간 및 언론사 상세검색 화면 예시 

 (출처: 한국언론재단 빅카인즈,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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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조선일보 총 20143건의 뉴스 빅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뉴스 

빅데이터의 세부정보는 아래 <표 5>과 같다. 

 

<표 5>수집된 2019-2020년 조선일보 코로나 19 관련 뉴스 빅데이터 세부 정보 

시 

기 

발생초기 및 1차 대유행 

2019.12.31-2020.05.05 

감소기 

2020.05.05-

2020.08.15 

2차 대유행 

2020.08.16-

2020.10.11 

 안정기 

2020.10.12-

2020.11.18  

건수 10615건 6573건 2590건 365건 

 

중국의 경우, ‘중국 디지털 도서관(CHINA DIGITAL LIBRARY)’이나 중국 지식 

자원 데이터베이스인 ‘중국지망（中国知网）’이라는 웹 사이트에서 ‘중국 중요 

신문 전문 데이터베이스’-‘인민일보 전문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기사 수집이 

이뤄졌다. 인민일보 홈페이지에는 모든 신문의 전자 버전이 있지만 그 웹 

사이트에는 검색 기능이 없으므로 중국지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기본 

검색어는‘新冠(코로나 19)’로 지정하였으며 보다 확장된 검색을 위해 상세검색으로 

단어 중 1 개 이상 포함하는 키워드들로는 ‘疫情(역정)’,‘肺炎(폐렴)’등 

단어가 포함된 기사가 모두 검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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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인민일보 전문 데이터 비이스 검색어 키워드 상세검색 화면 예시  

 

검색기간은 2019 년 12 월 12 일부터 2021 년 4 월  30 일까지이다. 검색결과, 

인민일보 총 6808 건의 뉴스 빅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뉴스 빅데이터의 

세부정보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수집된 2019-2021 년 인민일보 코로나 19 관련 뉴스 빅데이터 세부 정보 

시기 발생초기 및 1차 대유행 

2019.12.12-2020.03.17 

감소기 

2020.03.18- 

2020.11.25 

2 차 대유행 

2020.11.26- 

2021.02.28 

안정기 

2021.03.01- 

2021.04.30 

건수 1254 건 4152 건 892 건 510 건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조선일보와 인민일보 코로나 19 관련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먼저 

데이터 전처리 정제를 진행하고 언론사별, 시기별 단어 빈도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 순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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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수집한 후 데이터 전처리와 형태소 분석 등이 완료된 정제된 

메타데이터를 파이썬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각 신문사별 각 시기별 보도에서 

추출된 주요 키워드의 빈도수를 통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었다. 아는 문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분석하는 기법인 단어 빈도 

분석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한중 양국 보도에 내재된 토픽을 추출하기 

위하여, 토픽모델링 분석 방법 중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LDA(잠재 디리클 레 

할당) 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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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발생초기 및 1 차 대유행기 분석결과  

제 1 절 조선일보 분석 결과 

1. 주요 키워드의 빈도 

2019 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5월 5일까지 빅카인즈에서 조선일보 코로나 19 

관련 뉴스는 10579 건으로 관찰되었다. 10579건 뉴스를 텍스트 마이닝 방법으로 

정형화한 후 출현 빈도를 기준 상위 25개의 키워드를 내림차순으로 나열하였다. 

다음 표와 같다. 

 

<표 7> 조선일보 2019.12.31-2020.05.5 내 코로나 19 관련 

주요 단어 출현 빈도 (상위 25 개 단어 기준)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감염증 5793 14 조치 2769 

2 확산 4863 15 미국 2672 

3 신종바이러스 4508 16 예정 2620 

4 정부 4233 17 대응 2524 

5 상황 4026 18 관계자 2510 

6 중국 3479 19 발표 2508 

7 사태 3439 20 폐렴 2498 

8 확진자 3410 21 방역 2425 

9 코로나 3404 22 지원 2412 

10 지역 3272 23 환자 2350 

11 발생 2919 24 시장 2321 

12 한국 2903 25 추가 2284 

13 국내 2785    

 

단어빈도 분석결과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감염증 (5793건)이었다. 이어, 상

위에 출현한 단어들은 확산(4863건), 신종바이러스(4508 건), 정부(4233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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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4026건), 중국(3479건), 사태(3439건), 확진자(3410 건), 코로나(3404건), 

지역(3272 건),발생(2919 건),한국(2903건), 국내(2785건), 조치(2769건) ,미국

(2672건), 예정(2620 건), 대응(2524 건) ,관계자(2510건), 발표(2508건), 폐렴

(2498 건), 방역(2425 건), 지원(2412 건), 환자(2350 건), 시장(2321 건), 추가

(2284건)등으로 나타났다. 

‘발생초기 및 1 차 대유행’기에는‘감엽증’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확산’은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였다. ‘신종바이러스’는 세 번째로 

등장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 ‘상황’, ‘중국’, ‘사태’, ‘확진자’, 

‘코로나’, ‘지역’, ‘한국’, ‘발생’, ‘국내’, ‘조치’, ‘미국’ 등으로 

나타났다.    

‘발생초기 및 1 차 대유행’기에는 감염증･확산･지역･한국･국내과 같은 한국 

국내 감염에 관련한 키워드가 다수 등장하었다. 이는 한국 국내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고 1차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전국 확산 중인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관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키워드로 정부･조치･대응･방역･지원은 

코로나 19가 한국 국내 지역사회로 확산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볼 수 있다. 

단어 빈도 분석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키워드를 보여주기 위해 상위 

빈도 100개의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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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조선일보 2019.12.31-2020.05.05 내 코로나 19 관련 상위 빈도 100 개 워드 클라우드 

2.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제 1기부터 제 4기까지 각 단계별로 LDA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코로나 19와 관련된 토픽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토픽모델링의 분석 결과, 

토픽별로 뉴스를 분류하여 토픽별 나타날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각 토픽의 명치와 이슈에 대한 이해는 상위권에 추출된 키워드들의 

의미와 키워드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다른 토픽과 달리 배타적으로 특정한 

토픽에 높은 비율로 속한 키워드의 의미및 키워드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제 1기 발생초기 및 1차 대유행 단계인 2019년 12 월 31일부터 2020 년 5월 

5일까지 보도된 코로나 19 관련 뉴스 10579 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키워드와 

토픽은<표 8> 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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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발생초기 및 1 차 대유행기 토픽 및 주요 키워드  

토픽번호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토픽 5  

 

 

상위키워드 

폐렴 확진자 지원 확진자 수업  

중국 사망자 정부 병원 학생 

우한 중국 방역 방역 온라인 

환자 우한 의료  대구 개학 

감염 감염증 지역 판정 예정 

원인 판정 재난 격리 학교 

바이러스 확진 생활 환자 등교 

확인 발생 긴급 신천지 진행 

발생 환자 국민 지역 연기 

당국 기준 대책 발생 교육 

토픽번호 토픽 6 토픽 7  토픽 8  토픽 9  

 

 

 

상위키워드 

마스크 경제 미국 개발 

온라인 기업 중국 치료 

판매 분기 대통령 바이러스 

사태 시장 정부 백신 

서비스 금융 한국 진단 

고객 정부 일본 의료 

매출 지원 북한 기술 

구매 감소 우한 신종 

제품 사태 세계 연구 

소비자 정책 국민 시스템 

 

‘발생초기 및 1 차 대유행기’ 단계인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 년 5월 

5일까지 보도된 코로나 19 관련 뉴스 10615건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을 

LDA 기법으로 실시한 결과 토픽별 주요 키워드와 출현 확률과 주요 뉴스 제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9> [토픽 1]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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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중국 

폐렴 

증상 

감염병 

발생 

 

폐렴 0.026 中 원인 불명 폐렴 환자 속출… 고개 든 '사스' 불안 

중국 0.025 WHO "중국발 신종 폐렴, 태국서도 발생" 

우한 0..019 우한發 신종 바이러스 질본, 중국에 정보 요청 

환자 0.018 中 폐렴 환자, 새해 들어 급증 “전염경로 아직 확인 안돼” 

감염 0.017 ‘사스’ 공포 부른 中 폐렴 집단감염 주변국도 초비상 

원인 0.012 中 원인 불명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판명 

바이러스 0.009 WHO “中 원인불명 폐렴, 신종 바이러스 가능성” 

확인 0.009 "중국發 폐렴, 사스·메르스 아닌 신종 바이러스" 

발생 0.008 중국 원인불명 폐렴, 국내서도 환자 발생 

당국 0.008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우려, 질본 "지역사회 대응 

강화"  

토픽 1은 폐렴, 중국, 우한, 환자, 감염, 원인, 바이러스, 확인, 발생, 당국 

등의 단어가 나오면서‘중국 폐렴 증상 감염병 발생’이라는 토픽명을 부여했다. 

핵심 키워드 폐렴･중국･우한･환자･감염･원인 등으로, 코로나 19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한지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나타낸다. 코로나 19 에 대한 상황과 

코로나 19 사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을 나타낸다. 

관련 뉴스 속에서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나타났다. 

언론에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속출한다고 

언급했다. 10  중국에서 동물에서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가 퍼진 것 아니냐는 소문이 한때 돌기도 하지만11 우한 

보건 당국은 폐렴 집단 발병의 원인이 사스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일 

 
10

 연선옥, 이윤정, “中 원인 불명 폐렴 환자 속출… 고개 든 '사스' 불안”, 조선일보, 2020 년 1 월 3

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3/2020010301395.html?utm_source=bigkinds&utm_m

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11

 김남희, “‘사스’ 공포 부른 中 폐렴 집단감염 주변국도 초비상”, 조선일보, 2020 년 1 월 4 일, “https:

//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4/2020010400721.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

inal&utm_campaig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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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제외하며 공포 확산 차단에 나섰나고 언급했다.12
  
나중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발생한 폐렴의 원인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신종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라고 밝혔다. 13  그리고 중국뿐 아니라 태국, 일본, 한국 등 주변 

국가에서도 중국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 보건당국이 검역을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표 10> [토픽 2]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중국  

전염병  

확산, 

사망자  

증가 

 

확진자 0.030 
中 '우한 폐렴' 확진자 473명·사망자 

9 명… 중화권 전역 퍼져 

 

中 우한, 코로나 19 누적 사망자 총 

3869 명… 1290 명↑ 

 

중국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202 명…누적 

확진자 8 만 26 명·사망 2912명 

 

우한 코로나 환자 中 '호흡곤란·불편' 

60 명… 36 명은 위중한 상태 

 

단 하루간 77 명 새로 확진…중국 전역서 

감염 의심자 급증 

 

 

사망자 0.012 

중국 0.010 

우한 0.010 

감염증 0.009 

판정 0.008 

확진 0.007 

발생 0.007 

환자 0.007 

기준 0.007 

 

토픽 2 는 ‘확진자’, ‘사망자’ , ‘중국’, ‘우한’, ‘감염증’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중국 전염병 화산, 사망자 증가’라는 토픽명을 

 
12
이윤정, “中 폐렴 환자, 새해 들어 급증 “전염경로 아직 확인 안돼”, 조선일보, 2020 년 1 월 6 일, “h

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6/2020010600523.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

=original&utm_campaign=news” 
13
김남희, “WHO “中 원인불명 폐렴, 신종 바이러스 가능성”, 조선일보, 2020 년 1 월 9 일, “https://ww

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9/2020010901373.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

&utm_campaig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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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했다. 코로나 19 가 중국 국내의 확산하는 현황과 상황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토픽 3]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재난  

극복 

지원 

 

 

 

지원 0.015 박영선 "우한 폐렴 피해 예상 소상공인에 200억 긴급 

지원" 

文대통령 "대구·경북 전례없는 어려움, 정부도 

전례없이 지원" 

경기 군포 마스크 제조업체, 13만장 지역에 기부 

대전시,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최대 

63만원 지원 

3 조 8000 억 지자체 재난기금, 취약계층 

긴급생활비로도 지원 

하이트진로, 대구·경북 지역에 12억원 지원 

 

정부 0.013 

방역 0.012 

의료  0.009 

지역 0.008 

재난 0.007 

생활 0.006 

긴급 0.005 

국민 0.005 

대책 0.005 

 

토픽 3은 ‘지원’, ‘정부’, ‘방역’, ‘지역’, ‘재난’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재난 극복 지원’으로 부여했다.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을 위해 정부나 민간 기업이 지급하기 시작한 

재난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 

 

<표 12> [토픽 4]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확진자 0.012 ‘제2의 우한’될라… 무더기 확진자 나온 대구, 진료인력·장비 ‘절대부족’ 

병원 0.012 대구·경북 확진자 155명… 병상 확보하려고 대형병원 2곳 환자 이송작전 

방역 0.011 대구·경북 비하 잇따르자 권영진 “근거 없는 의혹·억측 난무… 대구 방역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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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확산 

대구 0.009 대구 확진자 2주 만에 4000명 넘어… 대구·경북 총 4780명 

판정 0.009 대구 신천지 다녀온 광주 30대男 확진 판정... 신천지發 우한폐렴 전국 확산하나 

격리 0.008 울산시, 대구·경북 코로나 확진자 격리 병상 52개 지원 

환자 0.008 대구·경북 확진자 155명… 병상 확보하려고 대형병원 2곳 환자 이송작전 

신천지 0.006 신천지 관련 확진자 74명으로 늘어...대구 교인 의심자만 544명 

지역 0.006 방역 당국 “대구 확진자 중 신천지 66%…지역사회 감염도 진행” 

발생 0.006 대구·경북 첫 확진자 발생 8일만에 960명 확진 

 

토픽 4 는 확진자, 병원, 방역, 대구, 판정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

을 ‘대구 지역 확산’으로 부여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의 확진과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방역에 대한 불안 내용을 포함하였다. 

 

<표 13> [토픽 5]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교육 

수업 0.008 교육부, "온라인 개학 추진...내달 5일까지 원격수업 체제 구축” 

학생 0.008 학생·교원 260명 확진… 일부 학부모 "개학 더 미뤄야"  

온라인 0.007 “온라인 수업, 정식 수업 인정… 사상 첫 '온라인 개학' 가능성” 

개학 0.006 “온라인 수업, 정식 수업 인정… 사상 첫 '온라인 개학' 가능성” 

예정 0.006 서울 고교 입시, 코로나에도 일단 예정대로 

학교 0.005 코로나 우려에도 학교 오는 학생들… "온라인으로 조별과제 수행은 역부족" 

등교 0.005 丁총리 "학생 등교,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진행 0.005 서울사이버대, 2020학년도 입학식 온라인으로 진행 

연기 0.005 교육부 "오후 2시 개학 연기 관련 브리핑"…개학 4월로 연기할듯 

교육 0.005 “교육도 육아도 '올스톱'...사상 초유 '개학 연기·돌봄'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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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5는 ‘수업’, ‘학생’, ‘온라인’, ‘개학’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교육’으로 부여했다. 코로나19로 변화한 교육환경을 의미한다. 

 

<표 14> [토픽 6]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마스크 

마스크 0.016 오프라인 1800원·온라인 4000원대…조금 낮아진 마스크 가격 

마스크 5부제의 역설… 온라인가격 53% 올라 

“마스크 앱 '똑닥', 노년층 위한 구매 알림 서비스 출시” 

곽상도 "마스크 유통 독점 지오영, 한달 매출만 204억" 

공적 마스크, 오늘부터 1주일에 3장씩 구매 가능 

1시간 줄 서 겨우 10장… 코로나 확산에 마스크 구매 대란 

방역제품 품귀… DIY 손소독제·입체마스크 인기 

 

 

온라인 0.011 

판매 0.009 

사태 0.007 

서비스 0.006 

고객 0.006 

매출 0.005 

구매 0.005 

제품 0.005 

소비자 0.004 

  

토픽 6 은 ‘마스크’, ‘온라인’, ‘판매’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마스크’로 부여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감염 예방의 필수품으로 인식된 마스크 

구매 등 관련 이슈를 의미한다. 

 

<표 15> [토픽 7]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경제 0.010 피치 "韓 경제 올해 -0.2% 역성장할 것" 

기업 0.008 정부 지원받고 10 년 의무복무… 공공의대, 의료인력 부족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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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피해 

대책  

마련 

분기 0.008 2 분기 수출 역대급 악화 전망 

시장 0.007 금융위, 채권시장안정펀드·금융안정기금 등 컨틴전시플랜 준비 

금융 0.006 이주열 "코로나 19, 경제 부정적 영향 불가피…금융지원 방안 마련" 

정부 0.006 정부, 코로나 자금 지원 대기업까지 확대... 항공·유통업 유력 

지원 0.006 文대통령 "긍정적이던 경제에 신종코로나 변수… 재정·지원 신속 집행해야" 

감소 0.005 내수 타격에 21 년째 늘던 50대 일자리도 감소 

사태 0.005 코로나 사태에 기업 체감경기 '패닉' 수준 

정책 0.005 이번 경제 위기는 장기전, 정책 수단 확보가 생존의 갈림길 

 

토픽 7 은 ‘경제’, ‘기업’, ‘분기’, ‘시장’, ‘금융’ 등의 단어가 

나오면서 토픽명을 ‘경제 피해 대책 마련’으로 부여했다.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 마련에 노력했다. 

 

<표 16> [토픽 8]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세계  

각국  

코로나 

상황 

미국 0.011 미국 코로나 확진자 10만명 돌파 

중국 0.009 전세계 코로나 감염자 50만명 돌파...美, 중국 제치고 1위 

대통령 0.008 文대통령 "코로나 안정세 굳히기, 수도권 방역에 달려" 

정부 0.007 정부 "국내 코로나 완치자 2%가 다시 '양성'" 

한국 0.006 한국인 입국금지·제한 15국으로 늘어… 우한 코로나에 한국 고립 심화 

일본 0.005 일본 '긴급사태 발표' 첫날 코로나 신규 확진 515명…누적 5685 

북한 0.005 日 산케이신문 "북한 코로나 사망자 최소 267명" 보도 

우한 0.004 中, 우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 15명·사망 11명 

세계 0.004 코로나 확진자 전 세계 70만명 돌파 

국민 0.004 국민 158명 잃고, 이제야 코로나 빗장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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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8 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북한’ 등의 단어가 

도장함에 따라, 토픽명을 ‘세계 각국 코로나 상황’으로 부여했다. 

코로나 19 가 빠른 속도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적 대유행이 된 것을 

의미한다.  

 <표 17> [토픽 9]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백신  

개발 

개발 0.007 국립보건연구원, 신종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착수 

치료 0.007 "천식치료제 '알베스코' 코로나 치료에 효과" 

바이러스 0.006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변이. 백신 개발 차질 우려 

백신 0.006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진단 0.006 바이러스 감염병 늘면서 진단시약 백신 상표도 증가 

의료 0.006 美국립보건원 "이르면 올가을 의료진용 코로나 백신 나온다" 

기술 0.005 차백신연구소 "면역증강제, 中기업에 코로나19 백신기술로 제공" 

신종 0.005 WHO “신종코로나 백신 개발에 18개월 걸린다” 

연구 0.004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연구과제 긴급공고 

시스템 0.004  

 

토픽 9는 ‘개발’, ‘치료’, ‘백신’, ‘진단’, ‘의료’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백신 개발’으로 부여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에 백신 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제 2 절 인민일보 분석결과 

1. 주요 키워드의 빈도 분석 

2019 년 12월 12 일부터 2020년 3월 17 일까지 인민일보에서 코로나 19 관련 

뉴스는 1254 건으로 관찰되었다. 이 중 단어 검색 결과의 상위 25개의 키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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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림차순으로 나열하였다. 다음 표와 같다. 

 

<표 18 > 인민일보 2019.12.12-2020.03.17 내 코로나 19 관련 

주요 단어 출현 빈도 (상위 25 개 단어 기준) 

 

 

 

단어빈도 분석결과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역정(감염병 발생 상황) 

(15168 건)이었다. 이어, 상위에 출현한 단어들은 방공(예방통제)(8078 건) , 

중국(6292건), 폐렴(3092건), 인민(2848건) , 신종코로나(2574건), 우한(2294건)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의 뉴스보도는 우한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위주로 해석할 수 있다. 

‘방공(예방통제)’ 등의 주제 단어들은 이 시기는 ‘감염병’의 확산기간에 

처해있고 아직까지 유효적으로 통제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위 8 위의 단어 

‘우한’이다. 한 방면으로는 코로나 19 가 가장 일찍 확산된 지역이 우한이기 

때문이고 다른 방면으로는 우한이 이 시기에 중국 감염병 재해가 가장 심각한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역정 
15168 

 

14 지역 커뮤니티 
1562 

 2 방공(예방통제)

제) 

8078 

 

15 복공 
1561 

 3 중국 
6292 

3092 

 

16 시진평 
1532 

 4 폐렴 
3092 

 

17 보장 
1528 

1513 

 
5 인민 

2848 

2574 

 

18 조치 
1513 

 6 신종코로나 
2574 

 

19 강화 
1434 

 7 기업 
2480 

 

20 물자 
1433 

1365 

 
8 우한 

2294 

 

21 군중 
1365 

 9 의원 
2251 

 

22 지지 
1345 

1338 

 
10 발전 

2223 

 

23 조직 
1338 

 11 환자 
1866 

 

24 전선 
1327 

 12 항격(저항반격) 
1827 

 

25 제공 
1299 

 13 국가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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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고 대부분의 코로나 19에 감염된 환자가 우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한은 관심의 중심에 서있고 그와 상관된 ‘환자’, ‘방공(예방통제)’등의 

단어가 앞자리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우한에 대한 관심과 어떻게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제어할지, 어떻게 환자를 치료할지가 관심의 핫스팟이 되었고 방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는 것을 측면으로 체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전선’, ‘저항반격’, ‘물자’등의 단어가 중국의 

‘모두의 의지가 모이면 성도 만들수 있고 다 함께 감염병을 이겨내자(众志成城，

共抗疫情)’라는 결심을 체현하였다. 

단어 빈도 분석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키워드를 보여주기 위해 상위 

빈도 100개의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5> 인민일보 2019.12.12-2020.03.17 내 코로나 19 관련 상위 빈도 100 개 워드 클라우드 

2.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표 19>는 LDA 분석기법을 이용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6개의 토픽들과, 각 토픽을 설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위 10개의 단어를 

보여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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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발생초기 및 1차 대유행기 토픽 및 주요 키워드  

토픽번호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토픽 5  토픽 6 

 

 

 

상위  

키워드 

역정 중국  의원  빈곤퇴치  사구 야생동물  

방공 역정  우한  공견  방공 경기  

기업  인민  환자 부빈  역정 마스크  

복공  항격  역정  발전  병례 보호  

발전  폐렴  전선  역정  인원 학생  

보장 방공  의료팀  서비스  당원 안전  

시진평  신종코로나 후베이  빈곤  간부 올림픽  

폐렴  국제  폐렴  영향  확진  베이징  

생산  합작  의호인원  취업  주민  체육  

군중  중방 신종코로나 산업  당조직  훈련  

  

‘발생초기 및 1차 대유행’단계인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0 년 5월 5일까지 

보도된 코로나19 관련 뉴스 1254건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을 LDA 기법으로 

실시한 결과 토픽별 주요 키워드와 출현 확률과 주요 뉴스 제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20> [토픽 1]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기업 

복공 

역정 0.012  

统筹打好疫情防控阻击战和脱贫攻坚战（人民

要论） 

多数疫苗研发可于 4 月中旬甚至更早申报临

床试验 

 

-目前湖北医疗防护物资库存充足（权威发布） 

방공 0.011 

기업  0.009 

복공  0.007 

발전  0.006 

보장  0.005 

시진평  0.005 

폐렴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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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0.004 全力做好疫情防控重点物资保障 

군중  0.004 

   

토픽 1은 ‘역정’, ‘방공’ , ‘기업’, ‘복공’, ‘발전’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기업복공’으로 부여했다.코로나 폭발 초기, 

갑작스러운 휴업중단으로 물자보장과 의료설비등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코로나 19 초기에는 주로 의료물자, 기구등 생산, 유통업체의 복산을 둘러싸는 

것은 항역구조에 필요한 것이다. 

 

<표 21> [토픽 2]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국제 

협력 

중국  0.012 
 

全力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32个

部门建立联防联控机制 

 

外国领导人积极评价和支持中国抗击新型冠

状病毒感染肺炎疫情 

 

“国际合作对于抗击疫情十分关键” 

 

践行多边主义 合作应对挑战—抗击疫情离不

开命运共同体意识 

역정  0.011 

인민  0.009 

항격  0.008 

폐렴  0.008 

방공  0.007 

신종코로나 0.007 

국제  0.006 

합작  0.006 

중방 0.006 

 

토픽 2는‘중국’, ‘역정’, ‘국제’, ‘합작’, ‘중방’ 등의 키워드가 도

출됨에 따라, 토픽명을‘국제협력’으로 부여했다. 코로나 19가 다국적 다지점에

서 확산되면서 상황이 걱정스럽다. 역병에는 국경이 없다. 세계화시대 각국이 직

면한 도전은 공통적이고 책임은 공통적이며 세계 각국은 동고동락하는 운명의 공

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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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토픽 3]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의료팀 

우한 

원조 

의원  0.008 动员全国医疗力量支援湖北 

 

坚决打赢湖北保卫战、武汉保卫战 

政策协同助力疫情防控（国务院联防联控机

制发布会） 

우한  0.008 

환자  0.007 

역정  0.006 

전선  0.005 

의료팀  0.005 

후베이  0.005 

폐렴  0.005 

의호인원  0.005 

신종코로나 0.005 

 

토픽 3은 ‘의원’, ‘우한’, ‘환자’, ‘전선’, ‘의료팀’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의료팀의 우한 원조’로 부여했다. 2020 년초 후베이성 

우한이 갑작스러운 심각한 코로나 19 감염병에 직면했고 ‘원악’항역의료팀이 

나서서 1월 24 일에 첫 구조대가 우한에 도착했다. 원조의료인원은 부서가 서로 

다른 의사와 간호사, 지방과 군부、 한의사、 양의사분야를 포함한다. 

 

<표 23> [토픽 4]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빈곤 

퇴치 

빈곤퇴치  0.010  

推动企业有序复产复工 

 

疫情防控要抓紧，脱贫攻坚不放松 

공견  0.009 

부빈  0.009 

발전  0.009 

역정  0.009 

서비스  0.007 

빈곤  0.006 

영향  0.006 

취업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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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0.005 

 

토픽4는 ‘빈곤퇴치’, ‘공격’, ‘부빈’, ‘발전’, ‘빈곤’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빈곤퇴치’로 부여했다. 빈곤퇴치는 13 차 5 개년 

규획의 목표임무와 요구이다. 2020 년은 13 차 5 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였다. 

불행하게도 연초에 폭발한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은 수개월 동안 사회경제활동이 

크게 중단되어 중국의 전면 빈곤 퇴치공방전의 임무실시 및 목표달성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왔다. 

 

<표 24> [토픽 5]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지역사회 

기층 

당조직과 

당원행동  

사구 0.011  

街道小分队服务全方位 

 

党员干部代购，村民居家无忧 

 

使所有社区成为疫情防控的坚强堡垒 

방공 0.006 

역정 0.006 

병례 0.005 

인원 0.005 

당원 0.005 

간부 0.004 

확진  0.004 

주민  0.004 

당조직  0.004 

 

토픽 5는 ‘사구’, ‘당조직’, ‘역정’, ‘당원’, ‘간부’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지역사회 기층당조직과 당원 행동’으로 부여했다. 

코로나 19 예방 통제중 중국 각급 기층당조직과 많은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항역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25> [토픽 6]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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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야생동물

보호와 

스포츠 

야생동물  0.010  

汇聚体育的力量 

 

打击滥食野味，严些，再严些 

 

国际体育组织;相信中国一定能战胜疫情 

경기  0.009 

마스크  0.008 

보호  0.007 

학생  0.006 

안전  0.005 

올림픽  0.004 

베이징  0.004 

체육  0.004 

훈련  0.003 

 

토픽 6 은 ‘야생동물’, ‘보호’, ‘올림픽’, ‘경기’, ‘체육’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야생동물보호와 스포츠’로 부여했다. 

 

제 3 절 소결  

발생초기 및 1차 대유행기 코로나 19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의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초기에는 중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반면,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된 1 차 대유행기에 신천지, 대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19 가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의 수요와 

공급 문제가 본격화되었으며 많은 국민은 마스크 부족 문제를 당하였다.‘교육’ 

영역에 대한 관심이 보였으며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에 ‘백신 개발’ 

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셋째, 정부 대처 과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대처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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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도는 ‘정부’, ‘대통령’이 상위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 뉴스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사태’, ‘마스크’ 등 키워드를 더 많이 언급함으로써 

정부의 비판에 주목하였다. , 

넷째, 조선일보는 발생초기에 신종바이러스를 일제히 ‘우한폐렴’으로 명명한 것을 

통해 코로나 19 의 원인을 ‘우리’의 것이 아닌 ‘그들’의 것으로 돌림으로써 중국의 

책임에 주목하였으며 대중의 공포를 완화시키려 시도했다. 코로나 19 가 확산되면서 

1 월 27 일 정부는 ‘우한폐렴’ 대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조선일보는 이를 비판하며 국민의 건강보다 중국과의 관계에만 

신경을 쓰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질병본부도 아니고 청와대가 나서서 ‘우한 폐렴’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표기를 써 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뭔가. WHO 는 질병 이름에 특정 지역을 

명시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미 ‘일본 뇌염’ ‘중동호흡기증후군’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대중에게 널리 쓰이고 있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 

일본이었으면 청와대가 나섰겠나... (중략)...중국에는 군사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3 불 합의’를 해줬고,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의도 안 한다. 

대통령이 중국에서 고의적인 홀대를 받으면서도 한국 을 ‘작은 나라’라고 비하한 

적도 있다.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유가 궁금하다. “ 

(조선일보 2020.1.29. [사설] ‘우한폐렴’ 反 中  안되지만 與 는 국민건강 먼저 

걱정하길) 

 

이에 비해 발생초기 및 1 차 대유행기 코로나 19 에 대한 인민일보 보도의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초기 및 1 차 대유행기에는 우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코로나 19 가 

가장 일찍 확산된 지역이 우한이기 때문이고 우한이 이 시기에 중국 감염병 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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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지역이고 대부분의 코로나 19 에 감염된 환자가 우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조선일보와 달리 ‘교육’과 ‘마스크’, ‘백신 개발’ 등의 

토픽은 인민일보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팀의 우한 원조’, ‘야 

생동물보호와 스포츠’ 등 토픽을 통해 다른 측면으로 국민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부 대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 대응 과정에 대한 

관심도는 ‘시진평’ 등 단어가 상위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특히 경제 영역과 외교 영역에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 많이 보도되었다. 

또한 인민일보는 ‘당’,’당원’, ‘당조직’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넷째, 코로나 19 상황이 급한 와중에도 불구하고 ‘빈곤퇴치’는 여전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였다. 빈곤퇴치는 13 차 5 개년 규획의 목표임무와 요구이다. 방역과 

빈곤퇴치를 병행하고자 하는 결심을 보일 수 있고 경제 영역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발생초기 및 1 차 대유행 기간에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19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코로나 19 의 명칭을 둘러싼 반정부적으로 

보도한 반면 인민일보는 어느 정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작용했다.  

 

 

 

 

 

 

 



57 

제 5 장 감소기 분석 결과 

제 1 절 조선일보 분석결과 

1. 주요 키워드의 빈도 

2020년 5월 6일부터 2020 년 8월 15 일까지 빅카인즈에서 조선일보 코로나 19 

관련 뉴스는 6573 건으로 관찰되었다. 6573 건 뉴스를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정형화한 후, 나타난 빈도를 기준 상위 25개의 키워드를 내림차순으로 

나열하였다. 다음 표와 같다. 

 

<표 26> 조선일보 2020.05.06-2020.08.15 내 코로나 19 관련 

주요 단어 출현 빈도 (상위 25 개 단어 기준)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감염증 3461 14 관계자 1523 

2 신종 2862 15 발표 1485 

3 상황 2212 16 경제 1484 

4 코로나바이러스 2095 17 예정 1458 

5 확산 2024 18 기준 1436 

6 정부 2013 19 대비 1427 

7 사태 1840 20 계획 1414 

8 관련 1805 21 지역 1392 

9 미국 1790 22 지원 1365 

10 시장 1691 23 서울 1294 

11 한국 1614 24 진행 1292 

12 기업 1583 25 경기 1280 

13 국내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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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빈도 분석결과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감염증 (3461 건)이었다. 이어, 

상위에 출현한 단어들은 신종(2862 건), 상황(2122 건), 코로나바이러스(2095건), 

확산(2024 건), 정부(2013 건), 사태 (1840 건), 관련(1805 건), 미국(1790 건), 

시장(1691건), 한국(1614 건), 기업(1583 건), 국내(1556 건), 관계자(1523 건), 

발표(1485 건), 경제(1484 건), 예정(1458 건), 기준(1436 건), 

대비(1427 건) ,계획(1414 건), 지역(1392 건), 지원(1365 건), 서울(1294 건), 

진행(1292 건), 경기(1280 건) 등으로 나타났다. 

‘안정기’에는 감염증･신종･상황･코로나바이러스･확산･사태와 같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관련한 키워드가 여전히 다수 도출되었다. 이는 한국 국내에서 

코로나 19 의 1 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지만 코로나 19 사태의 반복과 장기화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키워드로 정부･대비･지원은 코로나 19가 한국 국내 

지역사회로 확산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 대비와 지원에 애쓴 모습을 여볼 

수 있다. 

단어 빈도 분석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키워드를 보여주기 위해 상위 

빈도 100개의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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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조선일보 2020.05.06-2020.08.15 내 코로나 19 관련 상위 빈도 100 개 워드 클라우드 

2.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표 27>는 LDA 방법을 이용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5개의 

토픽들과 각 토픽들을 설명할 확률이 높은 상위 10개의 단어를 보여준 결과이다. 

 

<표 27>감소기 토픽 및 주요 키워드  

 

도출된 각 토픽들의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과 주요 뉴스와 내용적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8> [토픽 1]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주택 0.015 
 

코로나 속 상반기 건설수주 역대 최대… 

깜짝 신기록에도 어두운 전망 

 

부동산 0.013 

시장 

 

0.012 

토픽번호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토픽 5  

 

 

상위 

키워드 

주택 이태원 백신 

 

교육  기업   

부동산 클럽 개발  등교  투자  

시장 

 

감염 생산  학생  게임  

투자 서울 

 

 

 

바이오  수업  고용  

금융 

 

확진 치료  학교  카카오  

경제 방문 추진  마스크  경제  

아파트 접촉 

 

협력  정부  무역  

대비 

 

지역 사망자  교사  시장  

가격 방역 의료 온라인  코로나  

거래 마스크 진단 원격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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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시장  

동향 

투자 0.009 
 

코로나로 위축된 서비스업, 부동산 광풍이 

살렸다 

 

아파트로 코로나 위기 방어… 2 분기 실적 

선방한 대형건설사들 

금융 

 

0.008 

경제 0.007 

아파트 0.006 

대비 0.005 

가격 0.005 

거래 0.005 

 

토픽 1 은 주택, 부동산, 시장, 투자, 금융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한국 부동산 시장 동향’으로 부여했다. 코로나 19 로 경제 성장과 시장 

경기는 침체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시장에서는 새로운 도전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9> [토픽 2]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이태원 0.012 
 

코로나 19 신규확진 18 명…이태원 클럽 

관련 17 명 

 

 

"이태원 클럽 '밀집 공간' 코로나 19 확진자 

접촉시, 감염확률 4 배↑" 

 

 

"조금 나아지나 했는데"… ‘이태원發 

코로나’에 한숨 깊어지는 대학가 

 

클럽 0.012 

감염 0.011 

서울 

 

 

 

0.009 

확진 0.009 

방문 0.008 

접촉 

 

0.008 

지역 0.006 

방역 0.006 

마스크 0.006 

 

토픽 2 은 이태원, 클럽, 감염, 서울, 확진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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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명을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부여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시작한 지역감염이 다시 확산되었다. 이태원클럽을 통해 확진자가 나오고 있음이 

언론을 통해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감염이 여러 

방면에 걸쳐 악영향을 끼치고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 조치 한층 더 

강화됐다.  

 

<표 30> [토픽 3]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백신 

개발 

이슈 

백신 

 

0.008 
 

WHO "러시아와 코로나 19 첫 백신 논의 

중…안전·효능 평가 필요" 

 

 

신약개발 위해 제약·바이오 55 개社 

뭉쳤다... ‘한국 혁신의약품 컨소시엄’ 공식 

출범 

 

 

세계백신연합 "코로나 백신 목표가 

미정...최고 40 달러" 

 

개발  0.008 

생산  0.007 

바이오  0.006 

치료  0.006 

추진  0.005 

협력  0.005 

사망자  0.005 

의료 0.005 

진단 0.005 

 

토픽 3 은 백신, 개발, 생산, 바이오, 치료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백신 개발 이슈’로 부여했다. 코로나의 꾸준한 지속과 확산에 따라 

코로나 백신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백신 개발 계획, 

백신이 가지는 리스크, 백신 개발에 협력과 같은 이슈들이 부각되었다. 

 

<표 31> [토픽 4]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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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교육 

교육  0.016 
 

박백범 교육차관 "수능 일주일 전부터 고 3 

원격 교육 전환" 

 

 

수도권·광주지역 학교, 2 학기 등교인원 제한 

1/3→2/3 로 완화 

 

 

코로나 19 로 오늘 전국 19 개교에서 등교 

불발 

 

등교  0.011 

학생  0.009 

수업  0.007 

학교  0.006 

마스크  0.005 

정부  0.005 

교사  0.005 

온라인  0.005 

원격  0.004 

 

토픽 4 은 교육, 등교, 학생, 수업, 학교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교육’으로 부여했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며 교육에 역시 영향을 받았는데 초기에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점점 고전적인 수업 방식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다. 제 3 기에 코로나 사태의 반복과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의 원격 수업 지침이 계속 변화했다. 이 시기에 ‘교육’이 코로나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2> [토픽 5]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경제  

여파  

및  

기업   0.010 
 

코로나 19 사태에도 韓 ‘디지털 전환’ 추진 

기업 10% 미만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금융지원 연장키로 

 

투자  0.008 

대출 0.008 

고용  0.007 

지원 0.006 

경제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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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무역  0.006 
 

KB 국민카드, 코로나 19 지원 위해 

ESG 채권 1000 억원 발행 

 

시장  0.005 

코로나  0.005 

실업 0.005 

 

토픽 5 은 기업, 투자, 대출, 고용, 지원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경제 여파 및 지원’으로 부여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사람과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졌다.  

 

제 2 절 인민일보 분석결과  

1. 주요 키워드의 빈도 분석 

2020 년 3월 18일부터 2020년 11 월 25일까지 인민일보에서 코로나 19 관련 뉴

스는 4152건으로 관찰되었다. 이 중 단어 검색 결과의 상위 25개의 키워드를 내

림차순으로 나열하였다. 다음 표와 같다. 

   

<표 33> 인민일보 2020.03.18-2020.11.25 내 코로나 19 관련 

주요 단어 출현 빈도 (상위 25 개 단어 기준)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역정 31584 14 글로벌 7878 

 
2 중국 28700 15 건설 7624 

7109 

 

3 발전 24233 16 세계 7109 

 
4 국가 13051 17 추동 7106 

 
5 경제 13050 18 사회 7089 

 
6 방공 12846 19 중요 6658 

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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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빈도 분석결과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역정(감염병 발생 상황) 

(31584건)이었다. 이어, 상위에 출현한 단어들은 중국(28700건) , 발전(24233건), 

국가(13051 건), 경제(13050 건), 방공 (예방통제) (12846 건), 인민(10865 건)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계의 중국의 국내 감염병의 발생상황이 효과적으로 통제를 받았으나 

해당 기간의 핵심 주제단어는 역시 감염병 발생 상황이다.이 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할 것들은 ‘국제’, ‘합작’, ‘세계’,‘글로벌’등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의 출현이고 이는 중국이‘한 곳에 어려움이 있으면 팔방에서 지원하라(一

方有难，八方支援)’는 정신과 인류의 운명공동체를 건축하는 부단한 노력을 

나타났다. 

단어 빈도 분석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키워드를 보여주기 위해 상위 

빈도 100개의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다음 그림과 같다. 

7 인민 10865 20 전면 6335 

 
8 국제 9913 

 

21 항역 6007 

 
9 합작 9567 

 

22 실현 5906 

 
10 신종코로나 9374 

 

23 제공 5874 

5817 

 

11 폐렴 8958 

8806 

 

24 추진 5817 

 
12 시진평 8606 

8603 

 

25 강화 5777 

13 기업 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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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인민일보 2020.03.18-2020.11.25 내 코로나 19 관련 상위 빈도 100 개 워드 클라우드 

 

2.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표 34>는 LDA 분석기법을 사용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5개의 토픽들과, 각 토픽들을 설명할 확률이 높은 상위 10개의 단어를 보여준 

결과이다. 

 

<표 34> 감소기 토픽 및 주요 키워드  

토픽번호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토픽 5  

 

 

 

상위  

키워드 

발전 중국  기업  역정  인민  

역정  역정  서비스  방공  정신  

경제  합작  항목  의원  청년 

건설  국제  산업  신종코로나  중화민족 

시진핑  글로벌  취업  폐렴  총서기 

전면  세계 소비  우한  분투 

빈곤퇴치 경제  데이터  건강  투쟁 

추진  발전  역정  환자  영웅 



66 

견지  공동  증장  의료  시대 

제도  항역  플랫폼 사구  역량 

 

‘감소기’ 단계인 2020년3월28일부터 2020년 11월25일까지 보도된 코로나19 

관련 뉴스 4152 건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을 LDA 기법으로 실시한 결과 

토픽별 주요 키워드와 출현 확률과 주요 뉴스 제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35> [토픽 1]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십삼오 

규획  

수행 

발전 0.010 
 

脱贫攻坚，奔向全面小康 

 

这五年，全民健康更托底 

 

十三五”时期税收有力服务经济社会发展大局 

 

역정  0.010 

경제  0.007 

건설  0.005 

시진핑  0.005 

전면  0.005 

빈곤퇴치 0.005 

추진  0.004 

견지  0.004 

제도  0.004 

 

토픽 1 은 ‘발전’,‘경제’,‘건설’,‘전면’,‘빈곤퇴치’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십삼오규획 수행’으로 부여했다. 2020년은 중국의 

십삼오 규획의 마지막 한 해라서 중국에 매우 중요한 주제다.  

 

<표 36> [토픽 2]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국제 

중국  0.006  

全球抗疫需要联防联控 

 

中国援助比利时口罩运抵列日机场 

역정  0.006 

합작  0.005 

국제  0.004 

글로벌  0.004 

http://data.people.com.cn/rmrb/pd.html?qs=%7B%22cds%22%3A%5B%7B%22fld%22%3A%22dataTime.start%22%2C%22cdr%22%3A%22AND%22%2C%22hlt%22%3A%22false%22%2C%22vlr%22%3A%22AND%22%2C%22qtp%22%3A%22DEF%22%2C%22val%22%3A%222020-03-18%22%7D%2C%7B%22fld%22%3A%22dataTime.end%22%2C%22cdr%22%3A%22AND%22%2C%22hlt%22%3A%22false%22%2C%22vlr%22%3A%22AND%22%2C%22qtp%22%3A%22DEF%22%2C%22val%22%3A%222020-11-25%22%7D%2C%7B%22cdr%22%3A%22AND%22%2C%22cds%22%3A%5B%7B%22fld%22%3A%22title%22%2C%22cdr%22%3A%22OR%22%2C%22hlt%22%3A%22true%22%2C%22vlr%22%3A%22AND%22%2C%22qtp%22%3A%22DEF%22%2C%22val%22%3A%22%E5%8D%81%E4%B8%89%E4%BA%94+%22%7D%2C%7B%22fld%22%3A%22subTitle%22%2C%22cdr%22%3A%22OR%22%2C%22hlt%22%3A%22false%22%2C%22vlr%22%3A%22AND%22%2C%22qtp%22%3A%22DEF%22%2C%22val%22%3A%22%E5%8D%81%E4%B8%89%E4%BA%94+%22%7D%2C%7B%22fld%22%3A%22introTitle%22%2C%22cdr%22%3A%22OR%22%2C%22hlt%22%3A%22false%22%2C%22vlr%22%3A%22AND%22%2C%22qtp%22%3A%22DEF%22%2C%22val%22%3A%22%E5%8D%81%E4%B8%89%E4%BA%94+%22%7D%5D%7D%5D%2C%22obs%22%3A%5B%7B%22fld%22%3A%22dataTime%22%2C%22drt%22%3A%22DESC%22%7D%5D%7D&tr=A&pageNo=4&pageSize=20&posi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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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세계 0.004 

경제  0.004 

발전  0.004 

공동  0.004 

항역  0.003 
 

토픽 2 는 ‘중국’,‘합작’,‘국제’,‘글로벌’,‘세계’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국제협력’으로 부여했다. 

 

<표 37> [토픽 3]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복산 

복공 

기업  0.009  

企业复工复产明显加快 

 

协同复产复工需加把劲 

서비스  0.008 

항목  0.007 

산업  0.007 

취업  0.006 

소비  0.005 

데이터  0.005 

역정  0.005 

증장  0.004 

플랫폼 0.004 

 

토픽 3 은 ‘기업’, ‘서비스’,‘산업’,‘취업’,‘소비’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복산복공’으로 부여했다.중국 항역사업이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해외 역병입력과 국내역병의 반복된 연무는 여전히 뒤덮여 

중국 경제 발전에 지속적인 도전을 가져왔다. 코로나 19 예방, 통제확보의 

전제하에 기업단위들의 복산을 촉진하고 생산생활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표 38> [토픽 4]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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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우한  

감염병 

후속 

역정  0.012  

保证援鄂医疗队“有序、安全、顺利”撤回 

 

生命之舱（抗疫一线的故事） 

 

武汉以外地区解除离鄂通道管控 

방공  0.010 

의원  0.008 

신종코로나  0.008 

폐렴  0.007 

우한  0.007 

건강  0.007 

환자  0.007 

의료  0.005 

사구  0.005 
 

토픽 4 는 ‘우한’, ‘건강’,‘환자’,‘의료’,‘역정’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우한 전염병 후속’으로 부여했다. 우한의 전염병 

상황은 줄곧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 2020년 4월 8일 우한의 봉인이 해제되고 

26일 우한병원에서 코로나 환자수가 0명이 됨으로써 중국 항역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또 우한은 중국 기타 지역과 함께 코로나 예방 통제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 

 

<표 39> [토픽 5]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역병과  

중화 

민족 

정신 

인민  0.011 
 

 

在疫情防控斗争中彰显伟大中国精神 

 

中国人民的团结精神令人感佩 

정신  0.008 

청년 0.007 

중화민족 0.007 

총서기 0.006 

분투 0.005 

투쟁 0.005 

영웅 0.005 

시대 0.005 

역량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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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5는 ‘인민’, ‘정신’,‘중화민족’,‘투쟁’,‘영웅’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역병과 중화민족정신’으로 부여했다. 보도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초요사회 전면 실현이 마무리될 무렵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하여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에 엄중한 위해를 가져다주었다. 코로나와의 

투쟁에서 중국인민은 위대한 항역정신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항역정신은 새로운 

시대 중화민족의 위대한 민족정신의 새로운 발양이다. 

제 3 절 소결   

감소기 코로나 19 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의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기에 조선일보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감염증･신종･상황

･ 코로나바이러스 ･ 확산 ･ 사태와 같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관련한 키워드가 

여전히 다수 도출되었다. 이 기간에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둘째, 토픽모델링 결과를 통해 코로나 19 가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꾸준히 보여주었다. 여전히 교육과 백신 개발에 관심이 보였다.  

셋째,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코로나 19로 인해 일어난 각종 경제적 변화와 

손실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부동산 시장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손실 

상황에 주목하여 보도를 많이 하기도 하였고 코로나 19 발생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주목하는 보도도 많이 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감소기 코로나 19에 대한 인민일보 보도의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소기에 인민일보 코로나 19 관련 보도에서‘국제’, ‘합작’, 

‘세계’,‘글로벌’등 단어들의 빈도수가  높았고 이는 중국이‘한 곳에 

어려움이 있으면 팔방에서 지원하라(一方有难，八方支援)’는 정신과 인류의 

운명공동체를 건축하는 부단한 노력을 나타났다. 

둘째, 인민일보는 코로나 19 발생 지역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과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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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보도를 많이 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 19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중국의 대내적으로 십삼오규획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 14 차 5 개년 규획 강요)을 수행한 

내용과 대외적으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동참한 모습을 많이 보도했다.  

넷째, 인민일보는 특히 코로나와의 투쟁에서 중국인민은 위대한 항역정신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항역정신은 새로운 시대 중화민족의 위대한 

민족정신의 새로운 발양이라는 보도가 많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감소기에 조선일보는 코로나 19 상황을 반정부적으로 

보도한 반면 인민일보는 어느 정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작용했다.  

 

 

 

 

 

 

 

 

 

 

 

 

 

 

 

 

 

 

 

 

 

 

 

 

 



71 

제 6 장 2 차 대유행기 분석 결과 

제 1 절 조선일보 분석결과  

1. 주요 키워드의 빈도 

2020 년 08월 16일부터 2020년 10월 11일까지 조선일보에서 코로나 19 관련 

뉴스는 2590 건으로 관찰되었다. 2590건 뉴스를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사용하여 

정형화한 후, 출현 빈도에 따른 기준 상위 25개의 키워드를 내림차순으로 나열하

였다. 다음 표와 같다. 

 

<표 40> 조선일보 2020.08.16-2020.10.11 내 코로나 19 관련 

주요 단어 출현 빈도 (상위 25 개 단어 기준)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감염증 1213 14 대상 614 

2 확산 1098 15 예정 611 

3 신종 1049 16 확진자 606 

4 상황 1000 17 지역 593 

5 정부 881 18 시장 587 

6 코로나바이러스 824 19 감염 578 

7 관련 823 20 결과 571 

8 방역 738 21 사태 554 

9 서울 687 22 국민 548 

10 진행 631 23 계획 539 

11 관계자 624 24 미국 538 

12 한국 623 25 기업 538 

13 발생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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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빈도 분석결과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감염증 (1213 건)이었다. 이어, 

상위에 출현한 단어들은 ‘확산’, ‘신종’, ‘상황’, ‘정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 ‘서울’ 등으로 나타났다. 

‘2 차 대유행기’에는 감염증･확산･신종･상황･방역･발생･서울 등과 같은 

코로나 19 확산에 관련 키워드가 다시 상위에 올라왔다. 이는 이 시기에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어 빈도 분석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키워드를 보여주기 위해 상위 

빈도 100개의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8> 조선일보 2020.08.16-2020.10.11 내 코로나 19 관련 상위 빈도 100 개 워드 클라우드 

 

2.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표 42>는 LDA 분석 방법을 사용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를 기탕으로 도출된 

5개의 토픽과 각 토픽들을 설명할 확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단어를 보여준 



73 

결과이다. 

<표 41> 2차 대유행기 토픽 및 주요 키워드  

 

도출된 각 토픽들의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과 주요 뉴스와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 [토픽 1]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사랑 

제일 

교회 

사건 

집회 0.011 
 

광복절 집회 배치된 서울청 경찰관 4 명 

코로나 19 확진 
 

사랑제일교회 여파에 서울 25 개구 중 

성북구, 확진자 발생률 최고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841 명으로, 중증 

환자도 4 명 

 

서울 0.009 

방역 0.008 

확산 0.007 

단체 0.006 

교회 0.006 

추가 0.005 

확진 0.005 

광화문 0.004 

민주당 0.004 

 

토픽 1 집회, 서울, 방역, 단체, 교회, 광화문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번호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토픽 5  

 

 

상위  

키워드 

집회 추석 기업 백신 교육 

서울 연휴 면접 개발 서비스 

방역 개천절 채용 치료 온라인 

확산 집회 온라인 단계 확산 

단체 단체 근무 지원 서울 

교회 위기 지급 협력 학교 

추가 마스크 취업 방역 운영 

확진 방역 폐업 위기 관리 

광화문 대책 구직 기술 수업 

민주당 단계 재택 대비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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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명을 ‘사랑제일교회 사건’으로 부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 단계 발령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 사건은 2 월 대구에서 일어난 종교 

집단감염 사건보다 더 심했다. 한국 국내 코로나 19 의 2 차 대유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43> [토픽 2]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

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추석 

연휴로 

코로나 19  

확산세 

추석 0.006 
목포에서 70 대 부부 잇따라 확진... 추석 연휴 때 

감염 추정 

 

추석 귀성·귀경 관련 코로나 확진 11 명...방역당국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개천절 집회 “여느냐 막느냐” 법정공방…법원 이

날 결론 
 

방역당국 “추석연휴 확산세 따라 거리두기 1 단계 

전환 여부 결정” 

 

연휴 0.006 

개천절 0.005 

집회 0.004 

단체 0.004 

위기 0.004 

마스크 0.004 

방역 0.003 

대책 0.003 

단계 0.003 

 

토픽2추석, 연휴, 개천절, 집회, 단체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추석연휴로 코로나 19 확산세’로 부여했다. 개천절 집회와 더불어서 추석 

연휴까지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대책을 마련했지만 확산세를 막을 수 없었다. 

 

<표 44> [토픽 3]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기업 0.008 
 

구직자 5 명 중 3 명 “추석에도 구직 활동할 것” 

 면접 0.006 

채용 0.006 

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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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온라인 0.005 
 

상반기 취업합격자 5 명 중 1 명뿐 

 

구직자 15%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 구직 포기” 

 

'코로나 직격탄'…국내 관광 일자리 12 만개가 사라

졌다 

 

근무 0.005 

지급 0.005 

취업 0.004 

폐업 0.004 

구직 0.004 

재택 0.004 

 

토픽 3 기업, 면접, 채용, 온라인, 근무, 취업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취업난’으로 부여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국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취업도 어려워졌다.  

 

<표 45> [토픽 4]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백신 

백신 0.010 
 

丁총리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확보될 

때까지 모든 지원 다하겠다" 

 

 

국립보건원장 “지금은 3 차 세계대전, 백신 

내년까지 반드시 완성” 

 

코로나 백신 3000 만명분 확보 추진…국민 
60% 접종분량 

 

개발 0.009 

치료 0.008 

단계 0.008 

지원 0.007 

협력 0.006 

방역 0.006 

위기 0.005 

기술 0.005 

대비 0.005 

 

토픽 4 백신, 개발, 치료, 단계, 지원, 협력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백신’으로 부여했다. 코로나 19 의 꾸준한 지속과 확산에 따라 백신에 

대해 관심과 개발 노력을 계속 해 왔다. 백신 접종계획, 백신이 가지는 리스크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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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들도 부각되었다. 

 

<표 46> [토픽 5]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교육 

교육 0.012 
코로나 19 여파로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타격 

교육장관 “등교수업, 추석 이후 확대” 

 

"2 학기 개학 어떻게 하나"...코로나 확산에 학교·학부

모 혼란 가중 

 

코로나 확산에 전국 689 개교 등교수업 중단...석 달만

에 최다 

 

코로나 재확산에 1845 개교 등교 중단...누적 확진 학생 

283 명·교직원 70 명 

 

서비스 0.009 

온라인 0.009 

확산 0.008 

서울 0.008 

학교 0.007 

운영 0.006 

관리 0.006 

수업 0.006 

방역 0.005 

 

토픽 5 교육, 온라인, 확산, 학교, 수업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교육’으로 부여했다. 코로나 19 '2 차 대유행' 우려가 확산하면서 등교 일정 변경과 

수업운영 방식 등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제 2 절 인민일보 분석 결과  

1. 주요 키워드의 빈도 분석 

2020 년 11 월 26 일부터 2021 년 2 월 28 일까지 인민일보에서 코로나 19 관련 

뉴스는 892건으로 관찰되었다. 이 중 단어 검색 결과의 상위 25개의 키워드를 

내림차순으로 나열하였다.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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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인민일보 2020.11.26-2021.02.28 내 코로나 19 관련 

주요 단어 출현 빈도 (상위 25 개 단어 기준) 

 

 

단어빈도 분석결과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발전(7862 건)이었다. 이어, 

상위에 출현한 단어들은 중국(6459 건), 역정(3563 건), 경제(3550 건), 국가 

(3205 건), 건설(2714 건), 합작(2515 건), 시진평(2271 건), 추동(2171 건), 

인민(2169 건)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에 ‘역정(감염병 발생 상황)’이 역시나 빈도수가 높은 단어 3위를 

차지했다. 이는 해당 기간에 중국의 국내 많은 지역에서 소규모의 코로나 19가 

다시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기후의 변화, 바이러스의 활력증가와 해외유입이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통제가 가능한 범위로 발생하였다. 빈도수가 높은 단어의 

1위는 ‘발전’이고 시간이 지나고 중국 국내의 감염병 발생 상황이 효과적으로 

통제를 받아 전국에서 대규모로 감염병이 폭발한 가능성은 희박하게 되었고 경제 

회복의 주제가 점차 보였고 언급된 단어들로는 ‘경제’, ‘건설’등이 있다. 

이는‘감염병 발생 상황’이 안정적인 통제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인민들의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발전 7862 

 

14 전면 1817 

 
2 중국 6459 

3563 

 

15 창신 1731 

 
3 역정 3563 

3550 

 

16 글로벌 1719 

 
4 경제 3550 

3205 

 

17 추진 1671 

1563 

 

5 국가 3205 

 

18 사회 1563 

 
6 건설 2714 

 

19 신종코로나 1558 

7 합작 2515 

2271 

 

20 기업 1505 

 
8 시진평 2271 

 

21 견지 1481 

 
9 추동 2171 

 

22 폐렴 1364 

 
10 인민 2169 

2106 

 

23 강화 1364 

 
11 국제 2106 

1987 

 

24 주석 1344 

1342 

 

12 세계 1987 

1855 

 

25 문제 1342 

 
13 실현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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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점차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측면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단어 빈도 분석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키워드를 보여주기 위해 상위 

빈도 100개의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9> 인민일보 2020.11.26-2021.02.28 내 코로나 19 관련 상위 빈도 100 개 워드 클라우드 

2.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표 48>는 LDA 방법을 이용한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를 기바으로 도출된 10개의 

토픽과 각 토픽들을 설명할 확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 개의 단어를 보여준 

결과이다. 

 

<표 48> 2차 유행기 토픽 및 주요 키워드  

토픽번호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토픽 5  

 

 

 

상위  

발전  중국  시진평  산업  중국  

건설  합작 인민  역정  빈곤퇴치 

창신  발전  전국  취업  농업  

경제  경제  사회주의  정책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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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추동  국제  발전  발전  부빈  

개혁  세계  정치  중소기업  발전  

체계  역정  건설  서비스  감빈  

과학기술  글로벌  법치  방공  공견  

전면  추동  견지  빈곤퇴치  시진평  

제승  공동  당중앙  지지  농촌 

토픽번호 토픽 6  토픽 7  토픽 8 토픽 9  토픽 10 

 

 

 

상위  

키워드 

역정  중국  신종코로나  베이징  택배  

군중  경제  역정  동계올림픽  설  

방공  증장  백신  경찰  약품  

사구  시장  건강  장관  보사  

검측  기업  폐렴  유치  러시아   

석가장  역정  방공  문화  목록  

안전  소비  바이러스  장애인올림픽 사구  

성숙  투자  의료  운동  과경 

핵산  복소  접종  항목  물류 

서비스  동비  위생  노인  춘절 

 

‘2차 유행기’ 단계인 2020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02 월 28일까지 보도된 

코로나 19 관련 뉴스 892 건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을 LDA 기법으로 실시한 

결과 토픽별 주요 키워드와 출현 확률과 주요 뉴스 제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49> [토픽 1]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경제 

사회  

발전 

발전  0.012 
 

科技创新能力实现新跃升 

 

全面推进健康中国建设（人民要论·回顾“十三

五”·展望“十四五”） 

 

“十四五”时期经济社会发展主要目标（学习贯彻

건설  0.007 

창신  0.006 

경제  0.006 

추동  0.006 

개혁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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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0.005 
党的十九届五中全会精神） 

과학기술  0.005 

전면  0.005 

제승  0.005 

 

토픽 1은 ‘발전’, ‘건설’, ‘경제’, ‘개혁’, ‘체제’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경제사회 발전’으로 부여했다.  2020년, 백년에 한 

번 있을가 하는 코로나 19 의 발생으로 중국 경제는 엄중한 충격을 받았고 

2021 년에 들어서도 코로나 예방·통제 압력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코로나 예방이 상시화되고 있다. 2021년은 마침 중국 14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해로서 준엄하고 복잡한 글로벌 코로나 19 상황과 외부 환경에 직면하여 

어떻게 국내 경제 발전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것이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로 되였다. 

 

<표 50> [토픽 2]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인류운명 

공동체 이념

을 견지하고 

국제적 코로

나 19 퇴치를 

협력 추진해

야 함 

중국  0.013  

为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贡献中国力量 

 

奏响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时代强音 

 

中国代表呼吁国际社会加强合作共抗疫情 

합작 0.012 

발전  0.011 

경제  0.010 

국제  0.009 

세계  0.008 

역정  0.008 

글로벌  0.007 

추동  0.007 

공동  0.006 

    

토픽 2 는 ‘합작’, ‘발전’, ‘국제’, ‘세계’,‘공동’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을 견지하고 국제적 코로나 19 

퇴치를 협력 추진해야 함’으로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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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은 9월 말과 10월 초에 유엔 창립 75 주년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11 월 10 일부터 22 일까지 상하이협력기구 (SCO), 신흥개발국 협의체 브릭스 

(BRICs), APEC, G20 등 4 대 다자협력체의 일련의 외교활동에 연이어 참석했다. 

시진핑 주석은 국제사회가 다변주의를 견지하고 공동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며 단결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코로나 19를 퇴치할것을 호소하였다. 

 

<표 51> [토픽 3]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당의  

지도하에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  

우세를 

잘  발휘

해야 함 

시진평  0.017  

全面推动健康中国建设 

 

理念引领，发展格局深刻变革 

인민  0.010 

전국  0.010 

사회주의  0.008 

발전  0.008 

정치  0.007 

건설  0.006 

법치  0.006 

견지  0.006 

당중앙  0.005 

 

토픽 3 은 ‘시진평’, ‘인민’, ‘사회주의’,‘발전’, ‘당중앙’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당의 지도하에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 

우세를 잘 발휘해야 함’으로 부여했다. 중국은 코로나 19와의 투쟁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고 이 성과는 중국공산당의 지도와 사회주의제도의 뚜렷한 

우세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표 52> [토픽 4]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산업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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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에  

대한  

지원 

역정  0.012 
 

更好助力中小企业纾困发展 

 

扩大就业容量，提升就业质量 

 

继续优化中小企业融资服务 

취업  0.009 

정책  0.009 

발전  0.008 

중소기업  0.007 

서비스  0.007 

방공  0.006 

빈곤퇴치  0.006 

지지  0.006 
  

토픽4는 ‘산업’, ‘정책’, ‘발전’, ‘중소기업’, ‘지지’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정부가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부여했다. 정부는 

여러가지 정책을 출범하여 기업이 코로나 19 의 충격에 대처하고 기업의 

생산경영의 회복과 취업안정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하였다. 

 

<표 53> [토픽 5]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농촌  

진흥  

추진 

중국  0.008  

多措并举巩固脱贫攻坚成果 

 

以乡村善治助力乡村振兴 

 

农业高质量发展步履铿锵 

 

真抓实干做好新阶段“三农”工作 

빈곤퇴치 0.008 

농업  0.006 

빈곤  0.006 

부빈  0.005 

발전  0.005 

감빈  0.004 

공견  0.004 

시진평  0.004 

농촌 0.004 
 

토픽5는 ‘빈곤퇴치’, ‘농업’, ‘부빈’, ‘발전’, ‘농촌’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농촌 진흥 추진’으로 부여했다. 지속적인 분투를 

거쳐 중국은 절대적 빈곤과 지역성의 총체적 빈곤국면을 제거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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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인구의 대다수는 여전히 농촌에 분포되여 있기에 농촌의 상대적 

빈곤문제는 해결되려면 아직 많은 시일을 수요한다. 빈곤퇴치의 난관을 돌파하고 

중대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삼농’사업의 중점은 힘을 모아 빈곤퇴치 난관을 

돌파하던데로부터 전면적인 농촌 진흥을 추진하는데로 바뀔 것이다. 

 

<표 54> [토픽 6]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키워드 출현비

율 

주요 뉴스 제목 

 

석가장  

코로나 19  

상황 

역정  0.013 
阻断疫情扩散-河北等地升级管控措施 

河北首批 12 名新冠肺炎患者治愈出院 

 

始终绷紧疫情防控这根弦 

 

石家庄将开展新一轮全员核酸检测 

 

记者实地探访河北石家庄隔离观察点 

全力保障 加速建设 

 

石家庄采取分区分级管控措施 

石家庄藁城区全域调整为中风险地区 

군중  0.013 

방공  0.012 

사구  0.012 

검측  0.011 

석가장  0.010 

안전  0.008 

성숙  0.008 

핵산  0.008 

서비스  0.008 

 

토픽 6 은‘역정’,‘방공’,‘검측’,‘석가장’,‘핵산’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석가장 코로나 19 상황’으로 부여했다. 신종 코로나가 

작은 범위내에서 다시 중국에 찾아왔고 중국 전국 여러 성에서 새로운 

감염병례가 나타났으며 그중 하북성 석가장은 비교적 엄중하다. 

 

<표 55> [토픽 7]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중국  0.012  

中国经济复苏“快于预期”
 

 

경제  0.011 

증장  0.009 

시장  0.008 



84 

경제  

회복 

기업  0.008 
我国外贸强劲复苏仍将持续 

 

中国经济复苏经验有重要借鉴意义 

 

2020年，进出口快速回稳，增幅持续扩大—— 

外贸 逆风打赢翻身仗 

 

역정  0.007 

소비  0.007 

투자  0.007 

복소  0.007 

동비  0.006 

 

토픽 7은‘경제’,‘증장’,‘시장’,‘기업’,‘소비’ 등의 단어가 도출됨에 

따라, ‘경제 회복’이라는 토픽 명칭을 부여했다. 효과적인 코로나 예방 통제와 

정책적 지지, 강력한 수출 등 요인에 힘입어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표 56> [토픽 8]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백신의 

개발과 

접종 

신종코로나  0.007 科学严谨做好新冠病毒疫苗研发和生产准备工作 

 

部分重点人群接种新冠病毒疫苗-后续争取做到

高风险人群“应接尽接” 

 

中国新冠疫苗助力多国抗疫 

역정  0.006 

백신  0.005 

건강  0.004 

폐렴  0.004 

방공  0.004 

바이러스  0.004 

의료  0.004 

접종  0.003 

위생  0.003 
 

토픽 8 은 ‘백신’,‘의료’,‘접종’,‘위생’,‘건강’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백신의 개발과 접종’으로 부여했다. 코로나 19 

발생이래 중국은 백신의 연구개발과 임상실험을 적극 진행하였고 생산준비와 

접종사업도 질서있게 추진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대외원조와 백신수출을 통해 

여러 나라의 코로나 퇴치를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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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토픽 9]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동계올

림픽 준

비와 코

로나 예

방통제

를 통일

적으로 

진행함 

베이징  0.011 北京冬奥会、冬残奥会筹办工作靠的是集中力量

办大事 

 

点燃冰雪运动的火炬—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

党中央关心北京二〇二二年冬奥会、冬残奥会

筹办纪实 

 

北京冬奥会代表团团长会开幕-携手并进确保

冬奥会安全顺利举办 

 

동계올림픽  0.006 

경찰  0.006 

장관  0.006 

유치  0.006 

문화  0.005 

장애인올림픽

픽 

0.005 

운동  0.005 

항목  0.005 

노인  0.005 

 

토픽 9 는‘베이징’,‘동계올림픽’,‘장관’,‘유치’,‘장애인올림픽’, 

‘운동’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동계올림픽 준비와 코로나 

예방통제를 통일적으로 진행함’으로 부여했다. 2022 년 동계올림픽과 동계 

장애인올림픽이 베이징에서 개최되는데 베이징은 역사상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둘 다 개최한 첫 도시로 될 것이다. 이는 중국에 있어서 특수한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건임이 틀림없다. 

 

<표 58> [토픽 10]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

율 

주요 뉴스 제목 

 

설날  

예방 

통제 

택배  0.015 700 亿件快递背后的中国潜力 

 

2020 年业务量达 830 亿件，2021 年预计达 955

亿件--快递跑出经济活力 

 

做好人民群众就地过年服务保障工作 

설  0.012 

약품  0.008 

보사（普查） 0.007 

러시아   0.006 

목록  0.005 

사구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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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경 0.005 

물류 0.004 

춘절 0.004 

 

토픽 10 은 ‘택배’,‘설’,‘사구’,‘과경’,‘물류’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설날 예방통제’로 부여했다. 겨울철에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중국 본토의 코로나 19  감염상황은 조금씩 

산발적으로 퍼지고 국부적인 집중성 형태로 교차되는 추세를 보여 예방통제 

형세가 준엄하다. 게다가 음력 설기간 외국에서 귀국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국내 인원의 유동성이 커지며 집합활동이 많으며 실내활동이 많아지고 

냉동식품의 수입과 화물물류가 늘어나 코로나 19 전염위험이 커지게 된다. 

 

제 3 절 소결 

2차 대유행기 코로나 19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의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대유행기에 조선일보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감염증･

확산･신종･상황･방역･발생･서울 등과 같은 코로나 19 확산에 관련 키워드가 다시 

상위에 올라왔다. 

둘째, 2차 유행기 조선일보가 사랑 제일 교회 사건에 대해서 많이 보도하였다.  

셋째,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가 국민 개인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여전히 ‘백신’과 ‘교육’ 대한 

관심이 보였으며 ‘취업난’ 문제도 처음으로 토픽모델링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에 비해 2 차 유행기 코로나 19 에 대한 인민일보 보도의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유행기에 인민일보 코로나 19 관련 보도에서‘발전’, ‘경제’, 

‘건설’등 단어들이 많이 언급되었다. 이는 해당 기간에 중국의 국내 소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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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가 다시 발생하였지만 통제가 가능한 범위로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는 

인민들의 일상생활이 점차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중요한다.  

둘째, 인민일보는 기업, 농촌 등 전 사회적인 경제 지원과 회복 및 발전을 

주목하는 보도를 많이 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셋째, 인민일보는 2차 대유해기에도‘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을 견지하고 국제적 

코로나 19 퇴치를 협력 추진해야 하’는 중국의 이념을 홍보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 및 사회주의 제도의 우세를 강조했다.  

넷째, 인민일보는 2차 대유해기에‘백신 개발 과 접종’, ‘동계올림픽 준비와 

코로나 예방통제’, ‘설날 예방통제’ 등 새로운 토픽을 도출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차 유행기에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19 상황을 

반정부적으로 보도한 반면 인민일보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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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안정기 분석결과 

제 1 절 조선일보 분석결과  

1. 주요 키워드의 빈도 

2020 년 10월 12 일부터 2020년 11월 18 일까지 조선일보에서 코로나 19 관련 

뉴스는 365 건으로 관찰되었다. 365 건 뉴스를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활용하여 

정형화한 후, 출현 빈도를 기준 상위 25개의 키워드를 내림차순으로 나열하였다. 

다음 표와 같다. 

 

  <표 59> 조선일보 2020.10.12-2020.11.18 내 코로나 19 관련 

주요 단어 출현 빈도 (상위 25 개 단어 기준)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상황 143 14 신종 91 

2 관련 122 15 발표 90 

3 결과 121 16 바이러스 88 

4 정부 111 17 조사 88 

5 확산 108 18 확진자 84 

6 한국 108 19 지역 84 

7 미국 107 20 경제 83 

8 감염 104 21 세계 81 

9 방역 99 22 서울 76 

10 국민 99 23 대표 74 

11 진행 96 24 위기 72 

12 발생 96 25 영향 71 

13 대상 92    

 

단어빈도 분석결과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상황 (143 건)이었다. 이어, 

상위에 출현한 단어들은 ‘관련’, ‘결과’, ‘정부’, ‘확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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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염’,‘방역’, ‘국민’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의 반복과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방역이라는 말이 익숙해졌다. 

단어 빈도 분석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키워드를 보여주기 위해 상위 

빈도 100개의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0>조선일보 2020.10.12-2020.11.18 내 코로나 19 관련 상위 빈도 100 개 워드 클라우드 

2.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표 60>는 LDA 방법을 이용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를 기바으로 도출된 3개의 

토픽들 그리고 각 토픽들을 설명할 확률이 높은 상위 10개의 단어를 보여준 

결과이다. 

 

<표 60> 안정기 토픽 및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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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각 토픽들의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과 주요 뉴스와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1> [토픽 1]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백신 

백신 0.006 
 

비만이 코로나 백신 효과 떨어뜨린다 

 

정은경 “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 매우 낮아, 독감 접종 

지속" 

 

화이자, 코로나 백신 최종결과는 “95% 면역효과” 

 

효과 0.006 

기술 0.005 

접종 0.004 

임상 0.004 

바이오 0.004 

과학 0.003 

연구 0.003 

치료제 0.003 

개발 0.003 

 

토픽 1 백신, 효과, 기술, 접종, 임상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백신’으로 부여했다. 

토픽번호 토픽 1  토픽 2 토픽 3 

 

 

상위  

키워드 

백신 광주 감염 

효과 집회 취업 

기술 행사 일자리 

접종 접촉 정부 

임상 대구 경제 

바이오 장기화 방역 

과학 방역 지역 

연구 단계 국민 

치료제 두기 기업 

개발 우려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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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토픽 2]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코로나

19 

장기화 

광주 0.008 광주 ‘코로나’ 한 고비 넘겨, 안정세 지속 
 

광주 코로나 지역감염 심상치 않다...교도소 

등서 최근 5 명 

”‘앵콜’이나 ‘브라보’ 함성 안됩니다”...대구시, 

거리두기 1 단계 세부방안 마련 

 

집회 0.006 

행사 0.006 

접촉 0.005 

대구 0.005 

장기화 0.004 

방역 0.004 

단계 0.004 

두기 0.004 

우려 0.004 

 

토픽 2 광주, 집회, 행사, 접촉, 대구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코로나 19 장기화’로 부여했다. 

 

<표 63> [토픽 3]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경제 

피해 

및  

극복 

감염 0.009 
“코로나로 일자리 72만개 증발...추가 10만

개 사라질 수도” 

 

 

취업준비생 70% “취업 재수할 것” 

 

경총, 기업 경영 옥죄는 10대 법안 반대 의견 

국회에 제출 

 

취업 0.008 

일자리 0.006 

정부 0.006 

경제 0.006 

방역 0.005 

지역 0.005 

국민 0.005 

기업 0.004 

두기 0.004 

 

토픽 3 감염, 취업, 일자리, 정부, 경제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경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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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극복’이라는 토픽명을 부여했다. 기업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최악의 

경영난에 처해있고 취준생들은 취업난에 처해있었다.  

 

제 2 절 인민일보 분석결과  

1. 주요 키워드의 빈도 분석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 일까지 인민일보에서 코로나 19 관련 뉴스는 

510 건으로 관찰되었다. 이 중 단어 검색 결과의 상위 25 개의 키워드를 

내림차순으로 나열하였다. 다음 표와 같다. 

 

  <표 64> 인민일보 2021.03.01-2021.04.30 내 코로나 19 관련 

주요 단어 출현 빈도 (상위 25 개 단어 기준) 

 

단어빈도 분석결과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발전 (5643 건)이었다. 이어,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발전 5643 

 

14 시진평 1350 

1294 

 

2 중국 4141 

 

15 견지 1294 

 
3 국가 2668 

2449 

 

16 백신 1292 

1291 

 

4 건설 2449 

 

17 사회 1291 

 
5 역정 2098 

 

18 창신 1288 

1285 

 

6 추진 1938 

 

19 국제 1285 

 
7 인민 1847 

1830 

 

20 지지 1271 

 
8 경제 1830 

 

21 실현 1217 

 
9 추동 1753 22 기업 1198 

 
10 전면 1463 

1382 

 

23 체계 1175 

 
11 강화 1382 

 

24 제도 1159 

1128 

 

12 안전 1370 

1364 

 

25 완비 1128 

 
13 합작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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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에 출현한 단어들은 중국 (4141 건), 국가 (2668 건), 건설 (2449 건), 역정  

(2098건), 추진 (1938건), 인민 (1847 건), 경제 (1830 건), 추동 (1753 건), 

전면 (1463 건)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에 순위 1위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로는 여전히 ‘발전’이다. 해당 

시기에 감염병이 폭발한지 1년이 넘게 지났고 이 기간에 감염병 발생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사람들이 점차 방역 생활에 적응되었다. 기업이 재생산에 들어가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 운행이 다시 정확한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가지 중요한 주제로 될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할 부분은 빈도수가 높은 단어 25 위에 제일처음으로 나타난 ‘백신’이라는 

단어이다. 이것은 2021년 3월하반기부터시작된 것인데 중국은 전국민 코로나백신 

무료 접종을 속도를 높여진행중이었다. 

단어 빈도 분석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키워드를 보여주기 위해 상위 

빈도 100개의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1> 인민일보 2021.03.01-2021.04.30 내 코로나 19 관련 상위 빈도 100 개 워드 클라우드 

2.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표 65>는 LDA 방법을 사용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를 기바으로 도출된 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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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들 그리고 각 토픽들을 설명할 확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단어를 보여준 

결과이다. 

 

<표 65> 안정기 토픽 및 주요 키워드  

토픽번호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상위  

키워드 

발전 중국  중국  증장  

건설 합작  발전  예산  

추진  백신  인민  기업  

체계  발전  시진평  지지  

가쾌 （가속） 역졍  빈곤퇴치  발전  

완비 글로벌  사회주의  수입  

창신  국제  실현  지출  

경제  경제  빈곤  자금  

실시  신종코로나  전면  경제  

개혁  세계  공산당  역정  

토픽번호 토픽 5 토픽 6  토픽 7 

 

 

 

상위  

키워드 

접종  안전  역정  

백신   생물  중의약  

검사  치리  건강  

범죄  풍험  발전  

안건  사회  우한  

서비스  법치  균초  

소송  기층  중의  

기소  방범  중의와 양의 

사법  능력  방공  

사건처리  국제  폐렴  

 

‘안정기’ 단계인 2021 년 3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 일까지 보도된 코로나 19 

관련 뉴스 510건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을 LDA 기법으로 실시한 결과 

토픽별 주요 키워드와 출현 확률과 주요 뉴스 제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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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토픽 1]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전면  

발전 

발전 0.008  

发挥科技创新的关键和中坚作用 

 

开启全球数字治理新篇章 

건설 0.007 

추진  0.006 

체계  0.005 

가쾌 (가속) 0.005 

완비 0.005 

창신  0.004 

경제  0.004 

실시  0.004 

개혁  0.004 

 

토픽1은‘발전’,‘건설’,‘추진’,‘체제’,‘가속’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전면 발전’으로 부여했다. 코로나 19 장기화와 안정화에 따라 

발전은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표 67> [토픽 2]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백신과  

국제  

협력 

중국  0.016  

携手推进全球治理 共同创造美好未来 

 

新冠疫苗接种是道必答题（人民时评） 

 

改革和完善全球治理体系 

합작  0.016 

백신  0.007 

발전  0.006 

역졍  0.006 

글로벌  0.006 

국제  0.005 

경제  0.005 

신종코로나  0.005 

세계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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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2 는 ‘중국’,‘합작’,‘백산’,‘글로벌’,‘국제’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백신과 국제 협력’으로 부여했다. 코로나의 발생은 

전세계와 사회 각계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 전세계 건강과 백신연구는 

각국의 보편적인 관심사로 되였다. 21 년 3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중국은 국민 

전군체에 백신의 무료접종을 추진하였다. 필요한 국가에 백신을 공급해주고 백신 

국제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표 68> [토픽 3]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제도  

우세를 

발휘함

으로써 

빈곤퇴

치를  

실현함 

중국  0.013  

感知社会主义民主政治的生命力 

 

中国共产党百年伟大贡献 

발전  0.012 

인민  0.008 

시진평  0.007 

빈곤퇴치  0.007 

사회주의  0.006 

실현  0.006 

빈곤  0.005 

전면  0.005 

공산당  0.005 

 

토픽 3은‘중국’,‘발전’,‘인민’,‘시진평’,‘사회주의’, ‘공산당’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제도 우세를 발휘함으로써 빈곤퇴치를 

실현함’으로 부여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중국 인민은 용감하게 탐색하고 

부단히 실천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주제다. 

 

<표 69> [토픽 4]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증장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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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 

예산  0.009  

稳就业彰显信心底气 

 

保障利用外资逆势增长 4.5% 

기업  0.008 

지지  0.008 

발전  0.007 

수입  0.007 

지출  0.006 

자금  0.005 

경제  0.005 

역정  0.005 

 

토픽4는‘증장’,‘예산’,‘기업’,‘지지’,‘발전’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경제 회복’으로 부여했다. 중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는 주제다.  

 

<표 70> [토픽 5]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코로나  

관련  

범죄 

접종  0.012  

在线诉讼提升司法效率 

 

推动新时代纪检委高质量发展 

백신   0.008 

검사  0.007 

범죄  0.007 

안건  0.007 

서비스  0.007 

소송  0.007 

기소  0.006 

사법  0.006 

사건처리  0.005 
 

토픽 5 는 ‘검사’,‘범죄’,‘안건’,‘소송’,‘기소’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코로나 관련 범죄’로 부여했다. 코로나 발생기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예방통제에 주의력을 두었는데 사기방지경각성이 낮아져 

불법분자들에게 더욱 쉽게 이용되군 한다. 코로나 관련 인터넷범죄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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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을 받는 주제중 하나로 되고 있다. 

 

<표 71> [토픽 6]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지구  

생태와  

환경  

관리 

안전  0.010 携手合作，共同应对环境挑战（国际视点） 

推动形成人与自然和谐共生新格局 

 

联合国秘书长呼吁共同努力使地球恢复健康 

 

全面贯彻生物安全法，筑牢国家生物安全防线 

생물  0.009 

치리  0.009 

풍험  0.008 

사회  0.007 

법치  0.007 

기층  0.007 

방범  0.006 

능력  0.006 

국제  0.005 

 

토픽6은‘안전’,‘생물’,‘치리’,‘풍험’,‘사회’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지구 생태와 환경 관리’로 부여했다. 코로나의 발생은 

우리에게 인간과 생물, 자연 계통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도록 일깨워 

주었고 생태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다.동시에 

생태환경보호, 생물안전과 건강문명생활방식도 코로나예방통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되고 있다. 

 

<표 72> [토픽 7] 주요 키워드 및 관련 뉴스 

토픽명 주요 키워드 출현비율 주요 뉴스 제목 

 

중의와  

서양의학의

결합으로  

역정  0.012  

促进中医药传承创新发展 

 

加强中西医结合 更好守护人民健康 

 

중의약  0.007 

건강  0.007 

발전  0.007 

우한  0.006 

균초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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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과  

맞서 

싸워야 함 

중의  0.005 
中医药与抗击新冠肺炎疫情国际合作论坛

举行 
중의와 양의 0.005 

방공  0.005 

폐렴  0.004 

 

토픽 7 은 ‘중의약’,‘건강’,‘균초’,‘중의’,‘중의와 양의’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중의와 서양의학의 결합으로 감염병과 맞서 

싸워야 함’으로 부여했다. 중의와 서양 의학의 결합, 중의와 서양 약품의 

병용은 중국 코로나 예방 통제의 큰 특징이다.백신과 특효약이 없는 상황에서 

중의약은 충분한 우위를 발휘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신체 회복을 촉진하는 등 

방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제 3 절 소결 

안정기 코로나 19 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의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기에 광주, 대구 등 지역에서 지역감염이 이루어졌지만 코로나 19의 

반복과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방역이라는 말이 익숙해졌다.  

둘째,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 가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들의 최악의 경영난과 

취준생들의 취업난에 주목하여 보도를 많이 하였다.  

이에 비해 안정기 코로나 19에 대한 인민일보 보도의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전면 발전에 대해 중점으로 

보도하였다.  

둘째, 인민일보 중국이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꾸준히 

홍보하였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 및 사회주의 제도의 우세를 강조했다.  

셋째, 안정기에 ‘코로나 19 관련 범죄’, ‘지구 생태와 환경 관리’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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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와 서양의학의 결합으로 전염병과 맞서 싸워야 함’이라는 새로운 토픽을 

도출하였다. 인민일보의 코로나 19관련 보도 내용의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안정기에 조선일보는 정부관계에 의해 코로나 19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못한 반면 인민일보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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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론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 19)로 인해 유례없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에서부터 일터, 사회, 국가 단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 의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코로나 19 관련 

중국과 한국 언론을 통해 한중 양국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주요 의제와 

관심사항이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며 

유사성 및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조선일보와 인민일보가 정부와 관계에 

의해서 코로나 19 상황을 보도하는지 객관적으로 보도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19 년 12월 12일부터 2021 년 4월 30일까지 인민일보가 보도된 6808건의 

코로나 19 관련 뉴스 빅데이터와 2019 년 12 월 31일부터 2020 년 11월 18 일까지 

조선일보가 보도된 코로나 19 관련 20143 건의 뉴스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중국과 한국 언론의 뉴스 데이터를 각자 나라의 코로나 19 감염병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각각 4 개 시기로 구분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이슈 양상은 중국 인민일보와 한국 조선일보는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시기별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 4-7 장 소결에서 

다루었고 총괄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픽모델링 방법을 통해 조선일보와 인민일보 데이터가 도출된 토픽의 

수량이 다르다. 조선일보는 총 22개 토픽을 도출하였고 인민일보는 총 28개 

토픽을 도출했다. 

둘째, 조선일보와 인민일보 코로나 19관련 주제 내용의 중심이 다르다. 

조선일보의 22 개의 주제에 귀납과 총결을 진행해보면 주제 내용이 대부분 

코로나 19 발생 현황, 경제, 교육, 마스크, 백신이 몇 가지 영역에 치우쳐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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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인민일보의 주제를 총결해보면 코로나 19 발생 현황, 경제, 

백신에 관한 내용도 있다. 이는 조선일보의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다. 하지만 

교육과 마스크 등의 화제는 인민일보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일보의 주제 차원은 비교적 다차원적이고 국제합작, 체육, 환경보호, 한방의, 

정치 등의 영역을 제기하였다.  

인민일보의 또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보도에서 정치적인 화제와 관련성이 높은 

주제가 많았고, 특히 사회주의, 공산당, 당원과 상관 국가정책에 대한 토론이 

적지 않게 보도되었다. 

그리고 인민일보는 조선일보에 비해 더욱 세분화된 주제를 다루었다. 예를 

들어 경제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들로는 재생산(복산복공), 농촌진흥, 경제회복, 

빈곤타파 (빈곤퇴치)등 주제들이 있다. 

셋째, 조선일보와 비교해보면 인민일보의 보도는 긍정적인 보도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홍보를 중요시한다. 코로나 19 발생 초기의 의료적 원조, 바이러스 

상황에서의 경제회복, 빈곤퇴치, 국제합작, 이것들은 모두 나라, 정부, 사회, 

당원간부, 의사, 지원자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다. 

이에 비해 조선일보는 사회적 혼란과 위험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많이 했다. 

넷째, 조선일보와 인민일보는 모두 정부와 관계에 의해서 코로나 19 상황을 

보도하였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코로나 19 상황을 반정부적으로 보도한 반면 

인민일보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작용하였다.  

 

연구의 의미 및 한계점  

 

첫째, 인민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 코로나 19 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그리고 뉴스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텍스트들도 연구할 

만한가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부의 보도자료나 SNS 그리고  논문초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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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코로나 19의 유행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로, 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금도 코로나 19 에 대한 이슈 흐름은 

진행되고 있고, 당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뉴스를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보다 

정확한 토픽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LDA 토픽 분석은 수많은 뉴스 데이터에서 핵심 주제를 추출할 수 있지만 

관점에 대한 연속적인 문자 묘사가 아닌 키워드의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서 집합 내 어휘 간의 관계는 고려하지 못해 맥락적 정보가 소실된다는 

단점이있다. 따라서 더욱 더 심도 있는 내용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모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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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and Korean 

Media Reports on the COVID-19 

 

                                                             FAN LIU 

                                       Korean Studies Major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the world is facing an era of unprecedented change due to COVID-19.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all around the world has not only affected many parts of our daily life but has a 

great influence on many areas, including the society and economy. 

In this study, topic modeling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major agendas and concerns 

of social form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how it changes through the Chinese and 

Korean media related to COVID-19 by utilizing the news big data of COVID-19 which is 

spreading recently a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hina are compare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6808 cases of news big data related to COVID-19 

reported by the People's Daily from December 12, 2019 to April 30, 2021 and 20143 cases of 

news big data related to COVID-19 reported by The Chosun Ilbo from December 31, 2019 to 

November 18, 2020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collected news data from the Chinese and Korean media was divided into four periods 

based on the development stage of each country's COVID-19 infectious disease, and topic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opics such as ‘China Infec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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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Volcano, Death Increase’, ‘Support for overcoming disasters’, ' Spread in Daegu', 

'Education', 'Mask', 'Economic damage measures', 'Corona situation around the world', 'Vaccine 

development', 'Itaewon club group infection', 'Corona related crime', 'Ecology of the Earth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 COVID-19 and the spirit of the Chinese nation', ' work 

resumption '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People's Daily of China and the Chosun Ilbo of Korea 

in the aspect of issues in the COVID-19 situation. 

Through this paper, it is expected that the social perceptions and changes of Korea and China 

on COVID-19 will be confirmed, and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countries will 

be identified through analysis of the media coverage characteristics of the two countries. And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grasp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according to the 

media.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by analyzing not only People's Daily’s 

coverage and The Chosun Ilbo’s coverage but also texts of various dimensions using a big data 

analysis method, discussion on more accurate trend changes can proceed. Second, if the 

analysis period is further expanded and the latest trends are reflected, it is expected that more 

and more diverse trends can be seen. 

 

 

Keywords: COVID-19, News Analysis, News Big Data, topic modeling, People's Daily, 

The Chosun Ilbo 

Student Number: 2019-2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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