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연구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17, 제35권, 제3호, pp. 1~32

누리과정에 대한 신문 사설의 의미연결망 분석*
1)2)3)

김 예 슬(영남대학교)**
김 병 주(영남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의미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누리과정에 대한 신문사설의 보도태도
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의 ‘누리과정’을

제목 또는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국내 주요 6개 중앙지의 신문사설이다. 이들 중 연구대상에
적합한 신문사설 247편을 대상으로 시기별로 주제어 빈도분석, 의미연결망분석과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사설의 제목 또는 내용에 ‘누리과정’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기사는 보수언론의

경우 50개, 진보언론에서는 197개의 사설이 보도되었다. 둘째, 전체 시기에 보수언론보다 진
보언론에서 ‘누리과정’ 정책과 관련된 주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셋째, 보수언론의 경우
시기가 지날수록 누리과정과 관련된 논의와 빈도가 줄었다. 넷째, 진보언론의 경우 시기가 지

날수록 ‘누리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어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누리과정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3시기에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섯째, 보
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네트워크 지도 모두 주제어들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누리과정과 관련된 쟁점은 결국 2017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마련되면서 일단락되었
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마련되기 까지 중앙정부와 시 도교육청간 갈등이 적지 않았으

ㆍ

며, 이는 신문사설의 의미연결망 분석에 그대로 드러난다. 누리과정의 갈등과정에서 보여준
언론의 보도는 결국 누리과정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중앙지 6개의 신문 사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2017년 3월 1일부터 도
입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이후의 논의들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속 연
구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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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 ·

영유아기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인지 정서 사회영역의 기초

능력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며, 각 생애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 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다른 기간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난
다(Heckman,

2006).

또한 영유아기의 조기 발달 정도는 개인의 전 생애 학습능력과 태

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생애 초기 가정환경과 소득 차이에 따른 기본 학습능력의 격
차가 이후 누적적인 교육격차를 발생(Barnett,
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1988)시키는

만큼 영유아기 교육은 그 어

OECD 회원국들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도 만 5세에서 만
2세까지 확대하고 있다(김병주·조형숙, 2011; 신은수, 김은혜, 김병주, 2012). 이러한 세계
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여, 2012년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고 2013년부터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하였다. 이 제
도의 시행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만 3-5세 유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닐 경우 동일한 공통의 교육과정을 배우게 되며,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 대해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
발선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늘어난 유아교육 재정 수요에 맞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
황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드러났다(신하영, 2013).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금은 2012년 유아당 월 2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증액되어야 하지만, 2013년 이후 2017년 현
재까지 월 22만원으로 동결되었다.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에는 재정수요 예측의 어려움
과 충분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이 산재해 있다.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2014년을 마지
막으로 중단되고, 추가소요재정이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괄 이양됨에 따라 누
리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자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의 확대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였다. 한편,
2016년 12월에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누리과정 재정지원 문제가 해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연결망 분석방법으로 국내 6개 신문사 사설의 누리과정 지원정책
에 관한 보도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언론매체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교육문제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고 형성하는 등 사회적인 영향력이 높다(박수정, 2011).
이러한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오늘날 신문은 교육제도나 정책의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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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를 충족시키며,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김희
영,

2001).

언론 매체 중에서도 신문사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설은 신문사의 공식적이

고 주관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공인된’ 수단으로서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영
향을 끼치기 때문이다(구명숙,

2009).

즉 사설은 어떠한 평가와 주장을 펼쳐 사회의 부

정과 부조리 등에 비판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여론과 정책을 이끈다는 점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서희정,

2013).

이 연구는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보도 태도 분석에서 주로 활용
하는 ‘내용분석’ 방법이 아닌 의미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각각의 언어들은
고정된 속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관계의 맥락 속에서 의미와 논
리를 만들어내고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윤정․권상희,

2014).

신문 사설

속에서 어떠한 단어가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어떠한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며 단어들
사이의 관계성이 어떠한지 밝힘으로써 누리과정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교
육부와 시․도교육감 등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1.

.

이론적 배경

누리과정 지원정책의 현황

누리과정 시행 전에는

0-5세

·

3-5세

·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유아교육기관과,

·

영 유아를 대상으로 영 유아의 보호 양육을 제공하는 보육기관이 교원양성체계 및

자격체계를 비롯해 서로 다른 목적과 실행 체계로 운영되었다. 서로 다른 교육목표 아

래, 서로 다른 적성과 능력의 발달과 계발에 따라 영유아들이 겪는 혼란이 문제시 되어

·

·

왔다(김은영 최은영 조혜주,

2012).

·

따라서 영유아 교육과정 통합, 유아교육 보육 간 격차

해소와 질적 수준의 상향 평준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송기
창,

2011).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최적의 교육투자가 강조되면서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하였
다. 우리나라에서는

3-5세

동일 연령에 대한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신하영,

2013).

2011년 5월 2일 만 5세 공통과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누리과정의 핵심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는

은 교육과정이라는 용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듯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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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에 적용되는 공통교육과정을 의미한다(장명림 외,

2011년 12월

2013).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만 3∼4세

누리과정의 확대를 지시하였다.

2012년 1월 18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교육
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3∼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만 3∼5세 누리과정이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는 국가
주도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목표로 하고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의 완전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신하영, 2013). 2012년 3월 개정된 유아교
육법에 따라서 유아 무상교육의 범위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다. 개정된 법에서는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비용은 표준 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우명숙, 2012;
신하영, 2013).
2013년부터 시행되는 3-5세 누리과정의 소요재원 및 관리체계는 기존의 5세 누리과정
재정지원체제와 다르다. 2013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3∼5세 아동에게 유치원비
또는 보육비를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만 5세와 동일하게 매년 인상하여, 최종적으
로 2016년에 유아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더불어 기존에 만
5세 아동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만 4세 이하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
다(장명림 외, 2012). 누리과정의 연령별 재원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재정여건상 만5세
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만3∼4세에 해당하는
확대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금과 지방재
정으로 함께 부담토록 하였다.
한편, 2016년 12월에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누리과정 재정지원 문제가 해결되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3년(’17년~’19년) 한시로 설치되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교육세
법」에 따른 교육세(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와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
입금으로 구성되며, 특별회계 ’17년 총 규모는 3조 9,409억원이다(교육부, 2017).
2.

누리과정 지원정책의 쟁점

누리과정 지원정책은

2012년

도입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누리과정 지원정책

의 시행 배경과 현황 분석을 통해, 교육재정의 관점에서 누리과정 지원정책의 쟁점을

·

도출하면 크게 재원의 확보와 배분, 지원방식, 공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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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형평성과 균형 등이다. 재원의 확보 배분과 관련해서는 유아 공교육 무상보육을 위한
재정의 충분성 문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재원 부담 주체의 문
제 등이 포함되며, 재정운영과 지원방식과 관련해서는 기관 지원, 바우처 지급, 현금 지

급 등의 쟁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 및 운영의 형평성 관련 쟁점으로는 영유아

·

교육 보육 기관의 설립 유형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유아교육기관과 보육
기관 간의 불균형 문제 등이 있다(신하영,
회가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

2013). 한편, 교육부와 전국
<표 1>과 같다(송기창, 2016).

누리과정 지원정책에 대한 교육부와 시 도교육감협의회의 주장
교육부

§

§
§
§

§

·

시 도교육감협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사항이며, 누
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 지위
를 가짐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교부금을
지원함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을
가지고 있음
대통령 공약대로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교육당국이 협업하여 국가가 재원을 부
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누리과정을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교육감
과 이미 합의한 사항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
§

§
§

교부금으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됨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하여 증액된
교부금은 없음
시‧도교육청은 지방채가 늘어나고 교
육환경개선비가 줄어드는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음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중
앙정부가 책임져야 함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교부금으로 지
원하는 것에 합의한 적이 없음

자료: 송기창(2016).

201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부담주체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으나, 국회가

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되,

2015년도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른 순증분을 교육부의 다른 사업예산을 증액, 우회하는 방법으로

·

하기로 여 야가 합의함에 따라 일단 봉합되었다(송기창,
서 목적예비비로

3,000억

5,064억

2016). 2016년

원을 지원”

예산 편성 과정에

·

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국회가 합의하였으나, 일부 시 도 의회

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갈등이 지속되었다(송기창,
3.

“누

2016).

신문사설과 교육정책의 관계

여론의 변화는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중요
하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언론에 노출되는 횟수는 증가하며, 자연스
럽게 국민들은 해당 정책과 관련된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신문사설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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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여론의 판단을 가늠하게 한다. 따라서 언론보도 중 신문 사설과 여론조사를 통

해서 정책에 대한 여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신문 사설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언론사의 주장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화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언론사의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다(김용하,

2015;

유재환,

2017).

언론은 교육문제에 대한 핵심적 정보원의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에 관

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교육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
을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손승혜‧황하성‧장윤재,

2011).

따라서 교육정책 관련 보도

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신문은 그 속성상 사실보도나 가십거

리 기사도 있지만, 자사의 논리에 따라 쟁점을 선택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쟁점화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처방을 제시한다(교육문화연구회,

2011;

김병주‧김태완‧김은아,

2006).

우리는 전자를 객관적 보도’라 말하며, 후자를 ‘비객관적 영역’이라 일컫는다. 신문 사설

은 비객관적 영역으로서 일반 뉴스 보도와 구별되는 차별적 기능을 수행하며, 의도적으
로 주관적 의견을 담는다.

신문사설이란 특정한 현실 문제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통해 여론을 주도하는 텍스트
이다(조국현,

2012).

신문사의 공식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공인된’ 수

단으로서의 신문사설은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구명숙,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신문사설은 해당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2009).
대변하며, 언론

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단체,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보도의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다(임연기,
4.

2016).

의미연결망 분석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정성분석 방법, 내용분석 방법, 언어분석 방법,

의미연결망 분석 방법 등이 있다(이수상,

2013;

김예슬‧김병주,

2016).

기존의 언론보도

태도 분석의 경우 대부분 내용분석으로 진행되었다(김병주‧김은아‧홍준영,

2006;

박성태,

2012; 성정은‧김진희, 2013). 내용분석은 메시지의 내용을 일정한 범주에 따라 코딩한 다
음, 그 결과를 계량적으로 분류한다. 이는 정성 데이터의 계량분석에 해당되며, 계량화
된 데이터는 빈도분석, 상관분석 등과 같은 적절한 수준의 통계분석을 거쳐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분석의 한계점은 연구자에 따라 코딩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
과가 다를 뿐 만 아니라 대용량의 데이터의 경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
이 높다(김예슬‧김병주,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파생된 의미연결망(semantic

network)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중 언어가 동시에 발생하는 빈도를 측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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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desdoff,

로서 언어 상호간의 상징적 연결구조와 의미론적 해석을 도모한다(박한우

2004).

즉 의미연결망 분석에서는 특정 유목을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어들의 빈도와

한 문장 안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관계를 통해 메시지의 의미화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이때 정보단위가 되는 단어를, 각각의 노드를 형성하는 개념으로 놓고 개념간

의 연결 상태를 링크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링크로 드러나는 단어들의 공동출현 관계를
통해 의미를 해석한다(최윤정‧권상희,

2014).

의미 연결망 분석은 단어들의 사용빈도와 관계를 통해 메시지에서 강조되는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고 단어들의 결합을 통해 특정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향을 가진다. 더불
어 연구자가 정의한 선험적 분류가 아닌 문장에서 단어의 개념, 단어 간의 관계를 밝혀
내는 방법으로 대단위 텍스트 분석에 적합하다(변찬석‧강정배‧김상아,

2015).

더불어 미시

적 관점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텍스트에 내재된 다양한 의미를 계량적으로 파악
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문장에서 단어와 의미구조 등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현

·

상이나 동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이은선 임연수,

Ⅲ
1.

.

2012;

·

김예슬 김병주,

2016).

연구 방법

연구 대상

2012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주요 중앙지인 조선일보, 중앙일
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서울신문에 제시된 신문사설을 선정하였다. 신문사
선정 기준은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을 가진 대표적인
신문사에서 각 3개씩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신문기사는 ‘누리과정’을 제목으로 하거나
내용에 포함한 신문사설로 한정하였다. ‘누리과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신문기사도 존재
하나 분량과 대표성 측면에서 편중이 발생하므로, 신문사마다 비슷한 분량을 게재하고
공직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사설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박수정, 2011).
신문 사설은 인터넷 검색사이트 ‘Naver’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신문기사 상세검색 기
능을 활용하였다. 2012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의 신문 사설 중에서 제목
또는 내용에 ‘누리과정’단어를 포함한 사설을 검색하였다. 5세 누리과정이 2012년 9월 5
일 고시되었기 때문에, 1시기의 경우에는 ‘만5세 공통과정’과 ‘누리과정’을 동시에 검색
하여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시기는 만 5세 공통과정 제도(현재 누리과정)를 도
입한다고 발표한 2011년부터 최근 2017년 2월 28일까지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사설은 총 247개이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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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대상
구 분

1시기: 2012.03.01~2013.02.28*
(5세 누리과정 도입기)
2시기: 2013.03.01~2015.02.28.
(3-5세 누리과정 확대기)
3시기: 2015.03.01~2017.02.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액 부담기)

합계

* 1시기의

조선

보수
중앙

동아

경향

진보
한겨레

서울

0

0

4

2

3

2

11

0

0

25

10

23

15

73

4
4

11
11

6
35

55
67

45
71

42
59

163
247

합계

경우 ‘만5세 공통과정’과 ‘누리과정’을 각각 검색하여 동일한 사설을 제외한 수치임.

<표 2>에서

분석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목 또는 내용에 누리과정을 포함하는 신

문사설은 보수 언론사

50개,

진보 언론사

신문사설을 보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개로서

진보 언론에서 약 4배 가까이 많은

시기별 신문사설의 수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1시기는

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과 관련된 신문사설은 총
령의 지시에 따라

‘3-5세

누리과정’이 확대 도입된

‘5세

11개로
2시기는

누리과정’이 도입된 시기

미미하다. 이후 이명박 대통
사설의 수가 총

73개로 1시

기에 비해 사설의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누리과정 재정지원에
따른 갈등의 표면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3시기는

부금만으로 누리과정 재정지원 금액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시기로서 총

지방교육재정교

163개의

신문사

설이 게재될 만큼 누리과정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누리과정과 관련된 갈
등 양상이 더욱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의미연결망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의미연결망분석에서 핵심 단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빈도는 ‘관계’가 된다(박한우‧Leydesdorff,

2004).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주제어가 함께 등장하는 빈도를 관계로 보고, 누리과정과 관련된 보도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절차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신문사설을 시기에 따라 검색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1시기의 경우 ‘만 5세 공통과정’과 ‘누리과정’을 모두 포
함하여 중복되는 신문사설의 경우 1개의 사설만 분석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이후 신문사설은 MS-Excel을 활용하여 시기에 따라 제목, 내용을 구분‧정리하여 활용
하였다. 이후 입력된 제목과 사설 내용 자료를 바탕으로 KrWord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체 빈도수 분석을 실시하여 1차 주제어를 추출하였다. 1차 주제어를 대상으로 주제어
정제기준을 설정하여 반복적인 수정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2차 주제어를 확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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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주제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를 발췌하여 정하기도 하고,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단어를 연구자가 임의로 정하기도 한다(박수정,

2011). 본 연구에
서의 최종 주제어는 2차 주제어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고 전체에서는 10회 이상 출현,
각 시기별로는 2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를 최종 주제어로 설정하여 활용하였다.
주제어 정제기준과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의’, ‘~에 대한’과 같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어를 삭제하였다. 둘째 ‘결국’, ‘우리’, ‘탓’과 같이 연구 목
적에 위배되는 주제어는 삭제하였다. 더불어 불필요하게 길거나 수식어가 있는 경우 삭
제하였으며, 유사 주제어는 상위의 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셋째 ‘지방교육재정’과 같이
내용상 한 단어로 쓰여도 좋은 주제어는 띄어쓰기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넷째 한글영어, 한글-한자 동의어의 경우 한글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와 ! 등과 같
은 특수문자 및 부호를 삭제하였다.
최종 확정된 주제어와 사설 내용을 바탕으로 KrTitle를 활용하여 주제어들 간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신문 사설 속 단어들의 동시출현 회수에 기초한 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로부터 자연스럽게 분석 카테고리가 등장하도록 만든다(박한우‧
Leydesdorff, 2004). 이를 통해 각 주제어들 간의 동시출현 빈도 매트릭스 파일
coocc.dbf를 추출하였다. 동시출현 매트릭스는 공출현 매트릭스라고도 하며, 어떤 대상
이 특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제어의 동시출
현은 주어진 범위의 텍스트 내에서 주제어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빈도를 의미한다(이수
상, 2014; 김예슬‧김병주, 2016). 따라서 동시출현 빈도 매트릭스를 분석하면 한 주제어가
어떤 다른 주제어와 자주 함께 쓰이는 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논의되고 있
는 분야 또는 보도 태도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추출한 동시출현 빈도 매트릭스를 Excel파일로 변환한 후, NodeXL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시각화하였다. 이때 도출되는 네트워크 지도에서 노드는 주제어를 의미하며, 노드
를 잇는 선(link)은 주제어 간 동시출현 빈도를 나타낸다. 노드의 크기와 위치, 연결선의
굵기 등을 통해 주제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허준‧이경민‧이진희, 2016). 네트
워크 지도에서 연결중심성이 클수록 노드가 크며, 이러한 주제어들은 다른 주제어들과
높은 빈도로 고루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더불어 A주제어와
B주제어 사이의 동시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링크(연결선)은 굵게 표시된다. 네트워크 지
도를 해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Degree값과 Betweenness Centrality값을 사용하였다.
Degree값은 네트워크지도에서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가지는 관계로 연결중심성을 뜻
한다. Betweenness Centrality값은 네트워크 지도 내에서 노드가 담당하는 매개자 혹은
중재자 역할의 정도로서 중앙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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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

연구 결과

전체 시기 분석 결과

가. 보수 언론
보수 언론으로 대표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2012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누리과정’을 제목 또는 내용에 포함하는 신문 사설을 통해 도출한 주제어
중 10회 이상 출현한 37개의 주제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시각화를 실시한 결과는 [그
림 1]과 같다. 보수언론 전체시기의 네트워크 지도는 총 37개의 노드, 372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Edges With Duplicates 값은 0이다. 이는 특정 주제어의 연결성이 높
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어들끼리 비교적 고른 연결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드의 최대 연결거리는 3이며, 평균적으로 노드들은 1.4054의 연결거리를 가진다. 보수
언론 전체 시기 네트워크 지도의 Density는 0.5586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주제어
수

37

Unique

Edges With

Edges

Duplicates

372

[그림 1]

0

Total Edges

372

최대
연결거리

3

평균
연결거리

1.4054

보수언론 전체시기 네트워크 지도

Graph
Density

0.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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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보수언론 전체 시기 네트워크 지도에서 연결중심성 상위 주제어

리한 것이다.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나타낸 주제어는 ‘정부’로

34의

15개를

11

정

연결중심성을 나

타낸다. 다음으로는 ‘보육’, ‘예산’, ‘복지’, ‘무상보육’, ‘야당’등 의 순서로 연결중심성이
높았다. 반면 가장 높은 매개중심성을 나타낸 주제어는 ‘예산’으로

36.723의 매개중심성
을 보인다. 다음으로 ‘정부’, ‘보육’, ‘복지’등의 순서였다. 이를 통해‘정부’가 보수언론
전체시기에서 다른 주제어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어이며, 핵심적으로 보도
되는 주제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드들 간의 최단 경로를 통해 계산되는 매개중심성
은 한 주제어가 다른 주제어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많이 할 경우 높아진다. 따라서
‘예산’이 보수언론 전체시기의 네트워크 지도에서 가장 연결고리의 역할이 강하다고 해
석된다. 이는 ‘누리과정’에 대한 신문사설에서 다양한 주제어들이 보도될 때 ‘예산’과 관
련된 논의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보수언론 전체 시기 상위 연결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주제어

출현횟수

73
173
156
95
64
58
102
67

정부
보육
예산
복지
무상보육
야당
어린이집
대통령

*

연결중심성
(Degree)

34
33
32
31
27
27
27
26

매개중심성
주제어

(Betweenness
Centrality)

31.125
26.780
36.723
20.156
12.495
17.693
12.909
9.415

여당
교육청
국가
아이들
내년
지방자치단체
지난해

출현횟수

41
60
32
76
32
24
29

연결중심성
(Degree)

26
26
25
25
24
23
22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16.445
9.012
12.137
12.150
9.701
6.796
8.275

주제어의 연결중심성 수치가 높은 순으로 정리함.

[그림 2]는

보수언론 전체시기 네트워크를 클러스터 분석한 후 도출된 그림이며, 총

4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중심이 된 그룹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수언론에서 누리과정과 관련된 사설들이 누리과정의 목적
중 하나인 만

3~5세

·

유아들에게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비, 보육료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을 반증한다. 또한 누리과정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들이 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함께 신문 사설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새정치연합과 새누리
당, 여당과 야당의 갈등상황이 언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그룹에

·

서는 유아교육 보육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 누리과정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대책을 마련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신문사설에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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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수언론 전체시기 네트워크 지도 그룹화

나. 진보 언론
진보 언론으로 대표되는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의

2012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누리과정’을 제목 또는 내용에 포함하는 신문 사설을 통해 도출한 주제어 중
10회 이상 출현한 70개의 주제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시각화를 실시한 결과는 [그림 3]
과 같다. 진보언론 전체 시기의 네트워크 지도는 총 70개의 노드, 1799개의 링크로 구성
되어 있으며, 보수언론 전체시기 네트워크 지도와 마찬가지로 Edges With Duplicates 값
은 0이므로, 다양한 주제어들끼리 비교적 고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노드의 최대 연결
거리는 2, 평균 연결거리는 1.2371으로 보수언론보다 각 노드들 사이 거리가 짧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진보언론 전체시기 네트워크 지도의 Density는 0.7449이다.

최종 주제어
수

70

Unique
Edges

1799

Edges With
Total Edges
Duplicates

[그림 3]

0

1799

최대
연결거리

2

평균
연결거리

1.2371

진보언론 전체시기 네트워크 지도

Graph
Density

0.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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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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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주제어를 정
리한 것이다.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나타낸 주제어는 ‘정부’와 ‘예산’으로 69의 연결중
심성을 나타낸다. 다음으로는 ‘지방’, ‘지원’, ‘어린이집’, ‘문제’, ‘대통령’의 순서로 연결중
심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매개중심성을 나타낸 주제어
역시 ‘정부’와‘예산’으로 24.418의 매개중심성을 나타낸다. ‘대통령’, ‘지방’, ‘지원’의 순
서로 매개중심성이 높았다. 이를 통해‘정부’와 ‘예산’이 진보언론 전체시기에서 다른 주
제어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어이며, 영향력 있는 보도 주제어임을 나타낸다.
진보언론 전체시기 네트워크 지도에서 연결중심성 상위

한 주제어가 다른 주제어들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많이 할 경우 높아지는 매개중심성
의 경우 역시 ‘정부’와 ‘예산’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주제어들이 진보언론 전체시기 네
트워크 지도에서 가장 강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주제어로 해석된다. 이는 연구 전

체시기동안 진보언론에서‘누리과정’에 대한 신문 사설의 경우 ‘정부’와‘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된 쟁점들이 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진보언론 전체시기 상위 연결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주제어
정부
예산
지방
지원
어린이집
문제
대통령
일자리
돈
재정

*

매개중심성
출현횟수 연결중심성 (Betweenness
(Degree)

729
941
609
268
223
241
309
33
95
401

69
69
67
66
66
65
65
65
65
64

Centrality)

24.418
24.418
19.843
19.816
18.092
17.979
20.046
17.979
15.515
16.849

주제어의 연결중심성 수치가 높은 순으로 정리함.

[그림 4]

주제어
정책
책임
교육청
복지
부담
무상보육
편성
지방자치단체
여당
야당

매개중심성
출현횟수 연결중심성 (Betweenness
(Degree)

174
237
410
319
222
152
226
161
144
165

진보언론 전체시기 네트워크 지도 그룹화

64
64
64
63
62
62
62
62
62
62

Centrality)

15.552
16.637
15.368
14.620
11.890
11.803
14.978
13.586
13.977
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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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진보언론 전체시기 네트워크를 클러스터 분석한 후 도출된 그림이며, 총

7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누리과정 지원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된 신문 사설이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

2012년부터

어

시행된 누리과정을 통해 무상보육을 실현하여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사

회 진출과 관련하여 국가복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내용들이 진보언론의 사설
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방의 교육청과 중앙의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갈등, 부족한 재원 마

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하는 내용의 보도, 누리과정과 함께 정부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 누리과정 법적 논란 해소를 위한 법률 정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보도 시기별 분석 결과

가. 1시기: 5세 누리과정 도입기
1)

보수언론

보수 언론으로 대표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누리과정’을 제목 또는 내용에 포함하는 신문 사설을 통해 도출한 주제어
중 2회 이상 출현한 50개의 주제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시각화를 실시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보수언론 1시기의 네트워크 지도는 총 50개의 노드, 440개의 링크로 구성되
어 있으며, Edges With Duplicates 값이 0이다. 노드 간 최대 연결거리는 3, 평균 연결
거리는 1.6077이며, Graph Density 값은 0.1928이다.

[그림 5]

보수언론 1시기 네트워크 지도

누리과정에 대한 신문 사설의 의미연결망 분석

보수언론

1시기

네트워크 지도에서 연결중심성 상위

10개

15

주제어에 대한 출현횟수와

<표 5>와 같다.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나타낸
주제어는 ‘보육’(연결중심성 43)이며, 다음은 ‘어린이집’, ‘정부’, ‘5세’, ‘보육료’, ‘유치원’
의 순서로 높았다. 가장 높은 매개중심성을 나타낸 주제어 역시 ‘보육’(매개중심성
127.361)이며, 다음은 ‘어린이집’, ‘정부’, ‘유치원’의 순서로 매개중심성이 높았다. 보수언
론 1시기에 보육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한 주제어가 다른 주제어
들을 이어주는 중재 역할을 많이 할 경우 높아지는 매개중심성의 경우 역시 ‘보육’이 가
장 높아서, 네트워크 지도에서 보육이 가장 강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였다.
연결중심성 수치 및 매개중심성 수치는

<표 5>

*

보수언론 1시기 상위 연결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주제어

출현횟수

보육
어린이집
정부
5세
보육료

73
42
21
13
15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Betweenness
(Degree)
Centrality)

43
41
40
29
29

127.361
117.502
84.366
37.738
28.313

주제어의 연결중심성 수치가 높은 순으로 정리함.

주제어

출현횟수

유치원
규제
민간
4세
원장

16
16
15
11
8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Degree)

29
28
27
22
21

(Betweenness
Centrality)

41.428
27.947
31.346
27.050
16.66.

[그림 6]은 1시기의 보수언론 네트워크 지도를 클러스터 분석한 후 도출된 그림이며,
총 6개의 그룹으로 나눠졌다. 어린이집과 보육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료’, ‘보육교사’, ‘일자리’, ‘월급’, ‘수준’등의 주제어로 비추
어볼 때, 1시기에는 5세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육교사의 자
격 및 처우문제에 대한 논의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5세 누리과정 시행함으로써 발생되
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갈등과 법적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6]

보수언론 1시기 네트워크 지도 그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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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보언론

진보 언론으로 대표되는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의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

28일까지 ‘누리과정’을 제목 또는 내용에 포함하는 신문 사설을 통해 도출한 주제어
중 2회 이상 출현한 65개의 주제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시각화를 실시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진보언론 1시기의 네트워크 지도는 총 65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477
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Edges With Duplicates 값은 0이다. 주제어의 최대 연결거
리는 3이며, 평균 연결거리는 1.8457, Graph Density는 0.2293이다.
월

[그림 7]

<표 6>은

진보언론 1시기 네트워크 지도

진보언론 1시기 네트워크 지도에서 연결중심성 상위

10개

주제어에 대한 출

현횟수와 연결중심성 수치 및 매개중심성 수치를 보여준다.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나
타낸 주제어는 ‘예산’으로 연결중심성

‘무상보육’, ‘지원’의

40을

나타낸다. 다음으로는 ‘정부’, ‘내년’, ‘확대’,

순서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성을 나타낸 주제어 역시 ‘예산’으로

243.242의

가장 높은 매개중

높은 매개중심성을 나타낸다. ‘정부’,

‘무상보육’, ‘정부’의 순서로 매개중심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예산’
이 진보언론 1시기에서 다른 주제어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어이며, 영향력
있는 보도 주제어임을 나타낸다. 한 주제어가 다른 주제어들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많
이 할 경우 높아지는 매개중심성 역시 ‘예산’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예산’이 진보언론 1시
기 네트워크 지도에서 가장 강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주제어로 해석된다.

누리과정에 대한 신문 사설의 의미연결망 분석

<표 6>

진보언론 1시기 상위 연결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주제어

매개중심성
출현횟수 연결중심성 (Betweenness
(Degree)

41
33
12
13
23

예산
정부
내년
확대
무상보육

*

17

40
35
31
30
30

주제어

Centrality)

243.242
124.847
111.681
92.861
113.685

매개중심성
출현횟수 연결중심성 (Betweenness

지원
아이
정책
지방
문제

주제어의 연결중심성 수치가 높은 순으로 정리함.

[그림 8]은

(Degree)

11
12
24
13
14

29
27
26
25
23

Centrality)

76.637
68.213
55.357
72.247
69.434

진보언론 1시기 네트워크를 클러스터 분석한 후 도출된 그림이며, 총

8개

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진보언론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한 민주당과
새누리당, 여당과 야당 등 정치적 주제어들과 연관된 사설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는 국

회에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논란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지방 등의 주제어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진보 언론에서는 중

앙과 지방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더불어 보편복지에 대한 내용과 국공

립 유치원의 추첨대란을 보여 주는 그룹도 형성되어 있다. 누리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논란들이 1시기의 진보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나. 2시기:
1)

3~5세

진보언론 1시기 네트워크 지도 그룹화

누리과정 확대기

보수언론

보수 언론으로 대표되는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의

28일까지 ‘누리과정’을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제목 또는 내용에 포함하는 신문 사설을 통해 도출한 주제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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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출현한 개의 주제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시각화를 실시한 결과는 [그림

같다. 보수언론 2시기의 네트워크 지도는 총

86개의

노드,

1197개의

9]와

링크로 구성되어 있

으며, 1시기 네트워크 지도와 동일하게 다양한 주제어들끼리 고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노드의 최대 연결거리는

3,

평균 연결거리는

[그림 9]

<표 7>은

보수언론

2시기

1.6855이며, Graph Density는 0.3275이다.

보수언론 2시기 네트워크 지도

네트워크 지도에서 연결중심성 상위

10개

주제어에 대한

출현횟수와 연결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수치를 나타낸다.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나타
낸 주제어는 ‘교육’과 ‘보육’으로 연결중심성

‘돈’, ‘예산’, ‘복지’의

70을

나타낸다. 다음으로느 ‘정부’, ‘소득’,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매개중심성을 나타

낸 주제어는 연결중심성 순위와 유사하였다. 가장 높은 매개중심성을 나타낸 주제어는

‘교육’으로 243.242이며, ‘보육’은 222.155로서 두 주제어 모두 높은 매개중심성을 나타냈
다. 다음으로는 ‘정부’, ‘소득’, ‘돈’의 순서로 매개중심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보수언론 2시기 상위 연결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주제어
교육
보육
정부
소득
돈

*

출현횟수 연결중심성
(Degree)

48
62
82
19
15

70
70
68
64
62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231.452
221.155
202.474
167.744
140.281

주제어의 연결중심성 수치가 높은 순으로 정리함.

주제어
예산
복지
무상급식
무상보육
국회

매개중심성
출현횟수 연결중심성 (Betweenness
(Degree)

84
85
60
42
16

60
54
52
51
51

Centrality)

100.449
78.458
67.762
70.059
69.493

누리과정에 대한 신문 사설의 의미연결망 분석

이를 통해서 교육’과 ‘보육’이

2시기

19

보수언론에 게재된 신문사설에서 다른 주제어들

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어임을 보여준다. 또한 한 주제어가 다른 주제어들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많이 할 경우 높아지는 매개중심성의 경우 역시‘교육’과 ‘보육’이

높기 때문에 ‘교육’과 ‘보육’이 주제어들이 보수언론 2시기 네트워크 지도에서 가장 강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주제어로 해석된다. 이는 ‘교육’과 ‘보육’이 2시기의 보수언론에
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제어로서 논의‧전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0]은 2시기의 보수언론에서 나타난 네트워크 지도를 클러스터 분석한 후 도출
된 그림이며, 총 9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새누리당’, ‘야당’, ‘박근혜’, ‘대통령’, ‘여
당’, ‘안종범’, ‘황우여’등의 주제어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서 누리과정 지원 정책의 정치
적 갈등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시기의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 3~5세 누리과정이 확대 도입됨에 따라서 3~5세 유아 모두가 생애초기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과 ‘보육’, ‘무상급식’, ‘22만원’, ‘무상보육’, ‘보
건복지부’등으로 구성된 그룹과 ‘무상’, ‘소득’, ‘선별적’, ‘우회’, ‘지원’, ‘맞벌이’등으로 구
성된 그룹을 통해 미루어 볼 때, 2시기의 보수 언론에서는 누리과정 시행과 더불어 국
민복지 차원의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0]

2)

보수언론 2시기 네트워크 지도 그룹화

진보언론

진보 언론으로 대표되는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의
월
중
림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

28일까지 ‘누리과정’을 제목 또는 내용에 포함하는 신문 사설을 통해 도출한 주제어
2회 이상 출현한 106개의 주제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시각화를 실시한 결과는 [그
11]과 같다. 진보언론 2시기의 네트워크 지도는 총 106개의 노드와 2026개의 링크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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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Edges With Duplicates 값이 0이며, 주제어의 최대 연결거리는 3이다.
또한 평균 연결거리는 1.6319, Graph Density는 0.0844이다.
<표 8>에서는 진보언론 1시기 네트워크 지도에서 연결중심성 상위 10개 주제어에 대
한 출현횟수와 연결중심성 수치 및 매개중심성 수치를 보여준다.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
을 나타낸 주제어는 ‘예산’으로 연결중심성 85를 나타낸다. 다음으로는 ‘정부’, ‘무상급
식’, ‘보육’, ‘지방’, ‘복지’의 순서로 연결중심성이 높다. 가장 높은 매개중심성을 나타낸
주제어 역시 ‘예산’으로 208.685의 높은 매개중심성을 가진다. 다음으로 ‘복지’, ‘정부’,
‘무상급식’의 순서로 매개중심성이 높다. 이를 통해서‘예산’이 진보언론 1시기와 마찬가
지로 다른 주제어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어이며, 영향력 있는 보도 주제어
임을 나타낸다. 더불어 한 주제어가 다른 주제어들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할
경우 높아지는 매개중심성의 경우 역시‘예산’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예산’이 진보언론 1시
기 네트워크 지도에서 가장 강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주제어이다.

[그림 11]
<표 8>

*

진보언론 2시기 네트워크 지도

진보언론 2시기 상위 연결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주제어

출현횟수

예산
정부
무상급식
보육
지방

228
133
123
116
126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Betweenness
(Degree)
Centrality)

85
85
80
79
77

208.685
202.077
197.209
131.749
131.721

주제어의 연결중심성 수치가 높은 순으로 정리함.

주제어

출현횟수

복지
지원
재정
교육청
문제

158
89
86
80
64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Degree)

77
75
72
71
70

(Betweenness
Centrality)

208.019
110.714
132.009
85.670
89.263

누리과정에 대한 신문 사설의 의미연결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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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진보언론 2시기의 네트워크 지도를 클러스터 분석한 후 도출된 그림이며,
총 10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진보언론 2시기에는 누리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 ‘정책’, ‘울산’, ‘교육
감’등의 주제어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서 지방 내에서 지방의 일반(행정)자치단체와 교육
청간의 누리과정과 예산지원 논란에 대해 보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통령’, ‘선
거’, ‘새정치민주연합’, ‘국정’, ‘예산안’, ‘여당’,‘국회’, ‘이명박’, ‘4대강’등으로 구성된 그룹
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정책에 대한 책임과 정치적 갈등이 신문사설에
등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2시기

진보언론에서는 ‘부담’, ‘간접세’, ‘법인세’, ‘담

뱃세’, ‘세금’, ‘재원’, ‘증세’등의 주제어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증세를 통한 누리과정 재
원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하는 신문사설이 많이 등장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2]

진보언론 2시기 네트워크 지도 그룹화

다. 3시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액 부담기
1)

보수언론

보수 언론으로 대표되는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의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

28일까지 ‘누리과정’을 제목 또는 내용에 포함하는 신문 사설을 통해 도출한 주제어
중 2회 이상 출현한 53개의 주제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시각화를 실시한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보수언론 1시기의 네트워크 지도는 총 53개의 노드와 386개의 링크로 구성
되어 있으며, 다양한 주제어들끼리 고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노드의 최대 연결거리는
3, 평균 연결거리는 1.7622이며, Graph Density는 0.1762이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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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표 9>는

보수언론

3시기

보수언론 3시기 네트워크 지도

네트워크 지도에서 연결중심성 상위

10개

주제어에 대한

출현횟수와 연결중심성 수치 및 매개중심성 수치를 나타낸다.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나타낸 주제어는 ‘예산’으로 연결중심성은

39이다.

다음으로는 ‘정부’, ‘재정’, ‘야당’, ‘보

육’, ‘대통령’의 순서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높은 매개중심성
을 나타낸 주제어 역시 ‘예산’으로

198.407의 높은 매개중심성을 나타낸다. 다음으로‘정
부’의 매개중심성은 123.234, ‘재정’98.833, ‘야당’66.850의 순서로 연결중심성 수치와 동
일한 순위로 매개중심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예산’이 3시기 보수언론에 게재된 신문사설에서 다른 주제어들과 가장 많
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어이며, 영향력 있는 주제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주제어가 다
른 주제어들을 이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많이 할 경우 높아지는 매개중심성의 경우 또
한‘예산’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예산’이 보수언론 3시기 네트워크 지도에서 가장 강한 매
개 역할을 수행하는 주제어이다.
<표 9>

주제어
예산
정부
재정
야당
보육

*

보수언론 3시기 상위 연결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출현횟수 연결중심성
(Degree)

69
62
21
25
38

39
37
31
30
29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198.407
123.234
98.833
66.850
40.024

주제어의 연결중심성 수치가 높은 순으로 정리함.

주제어
대통령
교육청
정책
복지
편성

출현횟수 연결중심성
(Degree)

18
37
28
11
19

28
25
23
23
22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32.954
47.582
38.235
18.341
28.837

누리과정에 대한 신문 사설의 의미연결망 분석

3시기의 보수언론 네트워크를 클러스터 분석한 후 도출된 그림은 [그림 14]를
보여준다. 보수언론 3시기 네트워크 지도는 총 7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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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보수언론 3시기 네트워크 지도 그룹화

‘예산’, ‘추가경정’, ‘새누리당’, ‘야당’, ‘여당’, ‘국회’, ‘법안’으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앞

시기와 동일하게 누리과정 지원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보도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정’, ‘교육청’, ‘교육부’, ‘내국세’등으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누리과정 재정지원 주체에 대한 갈등의 표면화를 확인할
수 있다. ‘출생아’, ‘출산율’, ‘저출산’, ‘아이들’, ‘보육’등 으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서 저출
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복지차원에서 시행된 누리과정의 본래 의미에 관한 논의가 전
개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진보언론

진보 언론으로 대표되는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의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

28일까지 ‘누리과정’을 제목 또는 내용에 포함하는 신문 사설을 통해 도출한 주제어
중 2회 이상 출현한 131개의 주제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시각화를 실시한 결과는 [그
림 15]와 같다.
진보언론 3시기의 네트워크 지도는 131개의 노드, 3190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Edges With Duplicates 값은 0이기 때문에 앞 시기의 네트워크 지도와 같이 다양한 주
제어들끼리 비교적 고른 연결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의 최대 연결거리는
3이며, 평균 연결거리는 1.6137, Graph Density는 0.3716이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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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표 10>은 3기

진보언론 3시기 네트워크 지도

진보언론의 네트워크 지도에서 연결중심성 상위 주제어

10개에

대한

출현횟수와 연결중심성 수치 및 매개중심성 수치를 나타낸다.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나타낸 주제어는 ‘예산’으로 연결중심성 수치는

126이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육’116, ‘국가’113, ‘지방’112 의 순서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높은 매개중심성을 나타낸 주제어 역시 ‘예산’으로

383.990의

125, ‘보
있다. 가장

높은 매개중심성을 나타낸

다. 다음으로 ‘정부’, ‘보육’, ‘지방’의 순서로 매개중심성이 높다.

이를 통해서‘예산’이 3시기의 진보언론에서 다른 주제어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어이며, 인기 있는 주제어임을 보여준다. 반면 한 주제어가 다른 주제어들을 이어주
는 매개 역할을 많이 할 경우 높아지는 매개중심성의 경우에는 역시 ‘정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예산’이 주제어들이 진보언론
역할을 하는 주제어로 보여진다.
<표 10>

*

3시기

네트워크 지도에서 가장 강한 연결고리의

진보언론 3시기 상위 연결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주제어

출현횟수

예산
정부
보육
국가
지방

672
563
335
164
470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Degree)

126
125
116
113
112

(Betweenness
Centrality)

383.990
395.104
281.201
221.896
238.202

주제어의 연결중심성 수치가 높은 순으로 정리함.

주제어

출현횟수

재정
편성
지원
어린이집
문제

309
359
168
181
163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Degree)

110
107
100
99
99

(Betweenness
Centrality)

237.502
200.708
153.474
167.425
166.155

누리과정에 대한 신문 사설의 의미연결망 분석

[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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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3시기의 진보언론의 네트워크 지도를 클러스터 분석한 후 도출된 그림이
다. 이 시기의 네트워크 지도는 총 10개의 그룹으로 나눠졌다. ‘보육대란’, ‘지원’, ‘갈등’,
‘무상보육’, ‘공약’, ‘사태’, ‘지원’ 등의 주제어로 이루어진 그룹을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
이집에 대한 예산 편성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상황이 보도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예산’, ‘소득세’, ‘추가경정’, ‘특별회계’, ‘우회’, ‘심각한’등의 주제어 그룹으로 미루
어볼 때, 누리과정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적’,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개정’, ‘감사’, ‘재정’, ‘대통령’등
의 내용으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누리과정 재정지원 주체에 대한 논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정비 문제에 대해 보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클러스터 분석을 통
해서 많은 그룹이 형성되었으며 비교적 다양한 주제어들로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누리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논란들이
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Ⅴ

.

3시기의

진보언론을 통해서 활발히 전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국내 주요 중앙
지 6개를 대상으로
내용에 포함하고

2012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의 ‘누리과정’을 제목 또는
있는 신문사설을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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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보도에서 어떠한 주제가 다루어졌으며, 그 주제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각 주제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비교를 통해 신문사설의 제목 또는 내용에 ‘누리과정’이라는 용어를

50개, 진보언론에서는 197개의 사설이 보도되었다. 보
수 언론보다 진보언론에서 ‘누리과정’ 정책과 관련하여 더 관심을 보였으며, ‘누리과정’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 의견과 주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세 누리과정 도입기
인 1시기의 경우 보수언론 4개, 진보언론 7개로 총 11개의 신문사설만 등장하였으나,
3-5세 누리과정 확대기인 2시기에는 73개,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액부담기인 3시기에는 총 163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신문사설
이 1시기에 비해 3시기에 약 15배 증가하였는데, 3시기에 누리과정 소요재정을 지방교
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면서 각 언론사의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누리과정’ 정책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전체 시기(2012년 3월 1일~ 2017년 2월 28일)를 대상으로 주제어 빈도를 분석한
결과 보수언론의 신문사설에 10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는 37개이며,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한 주제어는 ‘보육’, ‘예산’, ‘어린이집’의 순이었다. 진보언론의 신문사설에 10회 이
상 출현한 주제어는 70개이며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한 주제어는 ‘예산’, ‘정부’, ‘지방’
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신문사설에서 10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의
수는 약 2배 이상 차이 났다. 이는 보수언론보다 진보언론에서 ‘누리과정’정책과 관련된
주제들이 보다 활발하게 논의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셋째, 보수언론의 시기별 주제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5세 누리과정 도입기
인 1시기의 보수언론에 게재된 신문사설 중 2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는 50개이며, ‘보육’,
‘어린이집’, ‘정부’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3-5세 누리과정 확대 도입기인 2시기 보수언론
의 ‘누리과정’ 관련 신문사설에서 2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는 86개이며, ‘복지’, ‘예산’,
‘정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1시기와 비교할 때 주제어가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으나, 1시
기에 등장한 나이와 관련된 주제어들이 2시기에는 줄어들고 새롭게 ‘무상급식’, ‘무상보
육’ 등 복지와 관련된 용어들이 등장하였다. 2시기에는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되어 단순
포함하는 기사는 보수언론의 경우

히 영유아의 나이와 보육료 지원에서 더 나아가 국민복지 정책의 하나로서 누리과정이
이해 및 비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시기에 2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는

‘정부’, ‘보육’의

53개이며 ‘예산’,

순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재정지원 정책이 변화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은 2시기에 비해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관심이 줄었으며, 누리과정과 관련 논의 역시 단순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진보언론의 시기별 주제어 빈도분석을 한 결과

1시기의

경우 제목이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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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이며, ‘예산’, ‘정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다. 3-5세 누
리과정 확대기인 2시기에는 총 106개의 주제어가 2회 이상 출현하였으며, ‘예산’, ‘지방’,
‘정부’ 의 순서로 나타났다. 1시기와 마찬가지로 진보언론에서는 ‘예산’이라는 주제어가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3시기의 경우 2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는 131개로 ‘예산’, ‘정부’,
‘지방’의 순으로 났다. 진보언론의 경우 상위출현 주제어의 변동이 거의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누리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어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보수언론과 달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
는 3시기에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전체 시기(2012년 3월 1일~ 2017년 2월 28일)를 대상으로 의미연결망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네트워크 지도 모두 Edges With Duplicates값이 0
으로서 주제어들 사이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수언론 전
체시기 네트워크 지도를 살펴보면 ‘정부’, ‘보육’, ‘예산’, ‘복지’ 등 높은 연결중심성을 나
타내는 주제어들이 중심에 위치한다. 매개중심성 수치의 경우 보수언론에서는 ‘예산’,
‘정부’, ‘보육’의 순서로 높았다. ‘어린이집’, ‘아이들’의 경우 비교적 높은 빈도로 출현하
였지만 낮은 연결중심성을 나타낸다. 진보언론 전체시기 네트워크 지도에서는 ‘정부’,
‘예산’, ‘지방’, ‘지원’ 등의 주제어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개중심성 수치는 ‘정부’,
‘예산’, ‘대통령’, ‘지방’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교육청’은 410번 출현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상대적으로 낮은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냈다.
여섯째, 보수언론의 시기별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1시기에는 비교적 연결중심성 수치
순위와 출현 횟수 순위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보육’, ‘어린이집’, ‘정부’의 순으로
연결중심성 수치와 매개중심성 수치가 높았다. 클러스터 분석결과 가장 큰 그룹은 ‘보
육’, ‘보육료’, ‘보육교사’, ‘원장’, ‘수준’, ‘일자리’ 등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이는 5세 누리
이상 출현한 주제어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육교사의 자격 및 처우에 대한 논의로 해
석할 수 있다. 또한 ‘보육정책’, ‘양육수당’, ‘무상보육’, ‘지원’ 등으로 구성된 그룹은 송

기창(2016)의 연구를 반증하는 것이다. 만 5세 아동에 대해 기존의 소득기준으로 전체의

70%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만

5세

·

공통과정’ 도입 시

행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관심의 축을 보여준다. 언론의 관심은 누리과정을 통해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동일한 새 공통과정을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1시기에는 이러한 교육비와 보육비가 어떠한
재원으로 지원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개되지 않았다.

2시기에는 연결중심성 순위와 매개중심성 순위가 비교적 동일하였다. ‘교육’과 ‘보육’
이 2시기의 보수언론에 게재된 신문사설에서 다른 주제어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으
며, 가장 강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주제어임을 확인하였다. 클러스터 분석 결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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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야당’, ‘지방자치단체’, ‘책임’, ‘개혁’, ‘안종범’, ‘황우여’ 등으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3-5세

누리과정이 확대 도입됨에 따라 누리과정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정치적 갈등과 책

임 여부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2014년

하반기에

2015년

누리과

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관
련 논의들이 신문사설을 통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언론 3시기에는 ‘예산’, ‘정부’, ‘재정’의 순으로 연결중심성 수치와 매개중심성 수

치가 높았다. 또한 3시기의 클러스터 분석결과 도출된 ‘야당’, ‘여당’, ‘예산’, ‘법안’ 등으

로 구성된 그룹과, ‘교육부’, ‘교육청’, ‘편성’, ‘내국세’ 등으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볼 때,

3시기의

보수언론에서는

2015년 6월 18일에

·

전국 시 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

정 예산에 대해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
는 것을 시작으로 광주시 교육감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다”고 발표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3시기는

2시기와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예산편성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곱째, 진보언론의 시기별 의미연결망 분석결과 1시기는 ‘예산’, ‘정부’, ‘내년’의 순서

로 연결중심성 수치와 매개중심성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경우

24번의 비교적
높은 출현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진
보언론 1시기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어들이 보도되었으며, 누리과
정 정책과 관련된 논의들은 다른 주제어들과 연계되기 보다는 정책 자체를 중심으로 논
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클러스터 분석 결과 보수언론

1시기와는 다르게 ‘민주당’,
있으며, ‘지방의회’, ‘교육감’,

‘새누리당’, ‘여당’, ‘야당’ 등 정치적 주제어들이 등장하고
‘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그룹과 ‘추첨’, ‘부담’, ‘복지’ 등으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갈등, 보편복지에 대한 논란, 국·공립 유치원의 추첨대란 등 보수언론보다 누리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논란들이 신문사설을 통해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덟째, 2시기의 진보언론 신문사설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예산’, ‘정부’, ‘무상급식’이
높은 연결중심성을 나타내었고, ‘예산’, ‘복지’, ‘정부’의 순서로 높은 매개중심성을 나타
내었다. 1시기와 마찬가지로 2시기 역시 ‘예산’이 다른 주제어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어이며, 영향력 있는 주제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의 경우 낮은 빈도로
출현하였으나 132.009의 비교적 높은 매개중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재정’이 2시
기의 신문사설에서 다른 주제어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주제어임을 보여준

다. 또한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1시기와 유사하게 2시기 역시 진보언론에서 누리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담’, ‘간접세’, ‘법
인세’, ‘담뱃세’, ‘세금’ 등의 주제어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보수언론과 달리 누리과정 재
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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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 3시기의 진보언론에서는

131개의 노드와 3,190개의 링크로 구성된 가장 큰 네
트워크 지도를 보여준다. ‘예산’, ‘정부’, ‘보육’의 순서로 높은 연결중심성 수치를 나타내
었으며, ‘정부’, ‘예산’, ‘보육’이 높은 매개중심성을 나타내었다. 앞선 시기들과 마찬가지
로 ‘예산’이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나타냈으며, 매개중심성 수치의 경우 앞선 시기와
다르게 ‘정부’가 가장 높았다. 클러스터 분석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상황’과 ‘추가경정’, ‘특별회계’, ‘우회’, ‘심각한’ 등의 주제어 그룹
으로 미루어볼 때, 누리과정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3시기
의 진보언론 신문사설을 통해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누리과정 재정지
원 주체에 대한 논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정비 문제에 대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상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보수언론과 신문사설의 사설 보도태도의 의미연결망을 다
양하게 분석하였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내 중앙지 6개의 신문 사
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과, 최근

2017년 3월 1일부터

도입된 유아교육지원특

별회계 이후의 논의들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추후 관련 후속 연구
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대상과 연구 기간을 확대하여 의미연결
망 분석을 활용할 경우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언론보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누리과정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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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the Newspaper Editorials Concerning Nuri
Curriculum Policy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Yeungnam Unversity)
Byoungj oo(Yeungnam Unversity)

Kim, Yeseul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ewspapers' reporting attitude on
Nuri Curriculum policy using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e newspaper editorials of six major daily newspapers which include
'Nuri Curriculum' from March 1, 2012 to February 28, 2017 in the title or contents.
Among them, 247 newspaper editorials suitable for the research subjects were
analyzed by frequency of theme word,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50 editorials of the conservative presses and 197 editorials of the progressive
presses were reported on the articles containing the term 'Nuri Curriculum' in the
title or contents of the newspaper editorials. Second, the topics related to 'Nuri
Curriculum' policy were actively discussed in the progressive media rather than the
conservative media during the whole period. Third, in the case of conservative
media, discussion and frequency related to the Nuri Curriculum decreased as time
passed. Fourth, in the case of progressive media, various topics related to 'Nuri
Curriculum' were actively discussed as time passed. The most debate took place
during the third period. Fifth, both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dia networking
links were very organically connected between the main texts.
This study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follow-up study, because it analyzed only
six newspapers' editorials in the central region of Korea and the discussions after the
Special Accounting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Support introduced from March 1,
2017 were not included in the study. It is hoped that various follow-up studies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Nuri Curriculum policy.
[Key words] Newspaper, Media, Press, Editorial Article, Editorial, Nuri Curriculum
Policy, Semantic Network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