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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유병언 사망 사건과 련된 언론 보도를 네트워크 분석하고, 이 사건이 소셜네트워크사이트를 
통해 어떻게 확산되는지 이슈의 확산 과정을 네트워크 분석했다. 지상  언론과 종편을 분석 상으로 언론 
보도의 이슈 성, 단어의 가시성과 연결성을 분석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종편은 사건과 련된 핵심 
정보보다는 유병언 유류품, 랜드, 시신에 한 루머를 강조했고, 지상  방송은 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
를 심으로 보도했다. 시기별로 보면 1기 지상 는 ‘유병언 시신 발견 임’을, 종편은 ‘수사 비난 
임’, ‘명품 강조 임’으로 사건을 틀지었다. 2기 지상 는 ‘유병언 사인 분석 임’을, 종편은 ‘의혹 제기 

임’을 강조했다. 3기 지상 는 몇 건 밖에 보도하지 않아 분석의 의미가 없고 종편은 ‘주변 정보 강조 
임’이 부각되었다. 

언론의 보도는 유투 와 SNS를 통해 확산되었는데, 네트워크 분석 결과 유병언 사망과 련된 루머가 
주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독자들이 극 으로 의견을 표출하면서 루머를 확
산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음모론의 확산 과정에서 주류 언론은 종편의 선정 이고 자극 인 보도에 려 
향을 발휘하지 못했음이 밝 졌다. 

■ 중심어 :∣이슈 현저성∣단어의 가시성∣연결성∣프레임 경쟁∣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of press report on the death of Beongen Yoo based on network analysis 
and how issue diffuses via Internet and SNS in mainstream news and conservative channels of 
comprehensive programming. Issue salience, word’s visibility and word’s connectivity are the 
main keyword and analysis criteria of this study. Conservative channel of comprehensive 
programming focused on the surrounding information rather than core information compared to 
Mainstream media, Conservative channels of comprehensive media was interested in Yu, 
Beongeon, an article left, brand, rumor of a body and Mainstream media focused on the results 
of DNA test. Mainstream media covers this case as the discovery of the Yu, Beongeon body, 
Mainstream media reported as ‘the discovery of the body frame, conservative channels of 
comprehensive programming reports as blame of investigation at the first stage. The former 
focuses on the cause of death and the latter focuses on the raising of strong doubts frame at 
the second stage. In case of the third stage the latter covered on the emphasis of the surrounding 
information. They frames the issue differently based on network analysis. The view point of 
conservative channel of comprehensive programming is diffused via SNS. This study highlights 
the role of journalist of mainstream media in the process of agenda-setting 

■ keyword :∣Issue Salience∣Visibility of Word∣Connectivity∣Frame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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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끊임

없는 루머와 음모론에 휩싸 다. 7.30 “재․보선을 앞두

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병언 음모’에 매달렸다[1]. 언

론이 특정 사건을 많이 보도할수록 시청자들은 그 사건

에 주목하고, 사건을 요하게 생각하는데, 시간과 지면

이 한정된 언론에서 특정 사건에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한다는 것은 뉴스 가치가 있다고 단했기 때문이

다. 언론에서 특정 인물이나 조직에 주목함으로써 독자

들에게 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다[2]. 언론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림이나 집단, 국가를 더 많이 보도함으로

써 신문 독자나 시청자들은 그들이 더 요한 사람이라

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 결과를 볼 때 언론에

서 어떤 사건에 주목하고, 얼마나 많이 보도하는지는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향력 측면에서 요하게 다루

어져야 할 부분이다.

사건 장에 직  가 볼 수 없는 시청자들은 언론 보

도를 통해 사건의 실체(reality)에 근할 수밖에 없다. 

엔트만(1993)은 언론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frame)이 

독자가 사건을 해석하는데 향을 미친다면서 언론의 

보도 틀을 강조했다[3]. 사건을 기승 결에 따라 에피소

드 심으로 제시할 경우 스트 이스 형식으로 보도할 

경우보다 독자들에게 더 감정 으로 호소할 수 있다고 

했다. 바로 사건의 여러 구성 요소 에서 어떤 요소를 

선택하고 강조하는지가 독자들의 실 인식에 향을 

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사망과 

련해서 ‘유병언이 살아있다’는 음모론이 사회에 순식간

에 확산된 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종편에서 유병언 

사망과 련해 사건과 직 인 련이 없는 내용들을 

다루고, 문가 패 들이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에 

해 토론을 하는 상을 보면서 지상  방송과 종합편성 

채 의 메인 뉴스에서 루머를 어떻게 다루는지, 루머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어떻게 확산되는지 규명할 필요

성을 제기한다. 이를 해 한정된 지면과 시간에 특정 

내용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지 이슈 성

(issue salience) 개념으로 근했다. 비슷한 개념으로 

언론이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얼마나 자주, 많이 보도

했는지를 의미하는 매체 가시성(media visibility)이 있

다. 매체 가시성은 사건보다는 인물이나 집단이 언론에 

얼마나 자주, 많이 노출 는지를 의미한다는 에서 사

건의 내용에 주목한 이 연구에 합한 개념이 아니라고 

보았다[4]. 이와 련하여 종합편성 채 이 등장한 이후 

종편 리즘의 문제로 선정  소재와 핵심을 벗어난 

주변 인 소재를 지 한 에 주목하고 추측 기사 심

의 종편 리즘의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5].

기존 매스미디어 심의 의제설정 과정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이하 SNS)

의 등장 이후 의제의 확산 속도와 범 에 있어서 획기

인 변화를 나타냈다. 매스 미디어에서 주목한 정보가 

유투 나 트 터를 통해 사회 체로 속하게 확산될 

수 있기에 이 연구는 기존 의제설정 과정이 인터넷과 

SNS의 등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실증 으로 

근했다. 이를 해 이용자들이 어떤 보도에 심을 

갖고 확산시키는지 유병언 사망과 련된 트윗을 분석

할 것이다.

방법론 인 측면에서 이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

해 언론이 사건을 어떻게 틀짓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언론 보도에 한 네트워크 분석과 트윗에 한 네트워

크 분석을 통해 이슈의 확산과정에서 종편∙지상  방

송의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언론의 실 구성 방식이 이용자들의 실 

인식에 향을 다는 에 주목하고. 양  측면과 질

 측면에서 언론이 사건을 어떻게 틀 짓는지 네트워크 

에서 고찰하고, 이용자들이 사건을 어떻게 확산시

키는지 트윗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방송 환경의 차이와 뉴스 가치 관점에서 본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실(reality)에 해 두 가지 

이 존재한다. ‘미디어가 실을 있는 그 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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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존재론에 근거를 둔 과 ‘미디어는 실을 구

성한다’는 구성주의 이다[8]. 구성주의 은 뉴스

는 미디어에 의해 창조된다고 보는 으로 극단 인 

구성주의자들은 미디어가 실을 발명한다(invent)고

도 한다.

미디어는 지면과 공간 인 제약과 같은 실 인 문

제로 사건을 있는 그 로 보여  수 없다. 리즈와 슈메

이커는 계층 모델에서 기자 개인의 성향, 미디어 행, 

조직, 사회, 이데올로기 등 미디어의 내용에 향을 미

치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 했다. 개인  수 에서 기

자의 교육 수 , 정치  성향 등이 사건을 보는 에 

향을 미칠 수 있고, 게이트 키핑, 출입처 제도 같은 미

디어의 보도 행과 조직 문화, 외부의 이익 집단, 이데

올로기까지 다양한 수 에서 미디어 내용에 향을 미

친다고 보았다. 이들은 미디어 내용은 리스트에 의

해 선택되고, 편집된 실이라고 정의했다[6].

이와 같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 사건의 특정 부분이 

강조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다. 미디어에서 사건의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쟁 화 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실을 구성한다. 사건의 실체에 직  하기 힘든 독

자들은 미디어에서 달하는 구성된 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미디어에 의해 달된 실은 독자들의 

사회  실 인지에 향을 미친다. 언론이 실을 어

떻게 묘사하는지에 따라 독자들의 실인식에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보수종편이 지상  방송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 보다 자극 인 내용에 주목할 것으로 생

각했다. 조직의 행 차원에서 사건과 련된 핵심정보

보다는 요하지 않은 정보, 비공식 인 취재원으로부

터 습득한 정보에 주목할 것으로 본 것이다.

핵심정보는 정보를 처리할 때 요한 단서가 되는 것

이고, 주변정보는 정보를 처리할 때 보조  역할을 하

는 단서이다[7]. 심리학  에서는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가 기억력에 미치는 향을 연구할 때 요한 요인

으로 여겨진다. 로 터스는 사건과 련된 심 인 항

목과 직 으로 연 성이 있는 내용을 핵심 정보로 보

았다. 사건과 련된 덜 요한 내용이나 련성이 떨

어진 항목을 주변 정보로 보았다. 심리학자들은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가 정보 처리 과정에서 기억력, 회상, 

사건에 한 잘못된 인지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

했다. 연구 결과 핵심 정보가 제시될 경우 후에 잘못된 

정보에 하더라도 사람들의 실 인식에 미치는 향

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변 정보가 제시

될 경우에는 후에 잘못된 정보를 했을 때 실 인식

에 많은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8].

이 연구에서 이러한 논의를 토 로 핵심정보는 사건

과 직 인 련성이 높은 사실들이며, 공식 인 취재

원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의미한다. 주변정보는 사건

과 직 인 련성이 낮은 사실과 언론에 보도된 유언

비어, 루머 등을 포함한다. 지상  방송과 보수종편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핵심정보나 주변정보를 기

으로 비교해보고, 언론에서 보도한 핵심정보나 주변

정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살펴보았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은 이용자들이 사건에 한 이

야기를 생산하면서 확산시키도록 했다. 지난 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인터넷과 SNS를 통해 루머가 확산

되고, 다수의 매체에서 사실 확인 작업 없이 루머를 그

로 보도하는 일이 발생했다[9]. 라인골드는 네트워크 

연결로 인한 정보 과잉시 에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요한 정보와 허  정보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10]. 그가 지 한 로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SNS

를 통해 이용자들이 루머와 같은 허  정보를 확산시키

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reality)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기반으로 한 것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를 들면, 루머나 유언비어도 

언론을 통해 확산된다. 언론은 사실 심의 보도를 추

구하지만, 최근에는 SNS 정보를 그 로 보도하는 등 

언론의 취재 방식에 문제가 많다.

이 연구는 기가 발생했을 때 인터넷과 SNS를 통해 

루머가 확산되는 상에 주목하고, 언론의 기 보도 

분석을 통해 인터넷․SNS 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

지 규명하고자 한다.

2. 보도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살펴본 이슈 
현저성과 프레임

언론은 특정 사건을 자주, 많이 보도함으로써 그 사

건이 사회 으로 요하다는 메시지를 달한다.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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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얼마나 크게, 자주 보도하는지는 의제설정과

정에서 요하다. 이 연구는 언론에서 사건을 얼마나 

두드러지게 보도하는지 이슈 성(issue salience)을 

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슈 성은 특정 이슈가 

언론에 얼마나 크게 보도되는지를 의미한다. 이슈 

성은 언론 보도 측면과 수용자의 인식 측면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언론 보도 측면에서 이슈 성은 사건이 

얼마나 자주 보도되는지 양  측면을 강조한다. 수용자

의 인식 측면에서 이슈 성은 독자들이 특정 시기에 

요하다고 여기는 사건을 의미한다. 수용자 측면의 이

슈 성은 언론에서 요하다고 강조한 내용과 련

성이 높다[11].

인터넷․SNS의 등장으로 루머가 속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언론의 뉴스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해 먼  양  측면에서 이슈 성을 살펴보았다. 

사건과 련된 내용에 한 보도 빈도와 보도량을 알아

보고, 다음으로 사건과 련된 내용을 사실(facr)과 루

머로 구분해서 언론이 어떤 내용을 더 많이 보도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언론이 사실보다 루머에 주목한

다면, 한정된 지면과 시간을 부정확한 정보에 할애한다

는 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았는지 밝히려면 양 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 인 측면에서 언론이 사건을 어떻게 쟁

화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나한은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언론이 기 속에서 웅을 만들고, 사건

을 극 으로 구성해서 이야기를 달했다고 했다. 사건

을 객 으로 달하기보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구성

함으로써 독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언론의 공익

인 측면보다 산업 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독자의 주목

을 끌기 해 뉴스가 드라마처럼 구성되는 경향이 나타

났다고 했다[11].

이 연구는 세월호 사건과 련해서 언론이 실을 구

성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언론이 사건을 선택하고, 편집

하고, 뉴스에 합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이

(framing)이라고 하는데[12] 언론의 이 은 실에

서 특정 요소를 선택하고 강조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사

건을 틀 짓는 것이다. 언론에서 강조된 단어나 구  등

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언론이 사건을 어떻게 틀 짓는지 알아보려면, 언론에

서 많이 사용한 단어, 표 들을 살펴 야 한다. 이 연구

는 언론의 임을 악하기 해 네트워크 근을 했

다. 네트워크 에서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찾고, 단어와 단어의 계를 통해 언론 이 실을 어떻

게 틀 짓는지 밝힐 것이다. 네트워크 에서 은 노

드(node)를 의미하는데, 노드와 노드의 계를 밝  

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행 를 알려 다. 이 연구에서 

노드는 단어를 의미한다. 기사에서 많이 언 된 단어를 

찾아내고, 단어와 단어의 계를 통해 의미를 찾아낸다. 

네트워크 근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찾는 연구들은 주로 

통령이나 정치인의 연설문을 상으로 이루어졌다[13].

기사에서 특정 단어를 많이 언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요하다는 것으로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 연구는 먼  기사에서 어떤 

단어가 많이 언 되었는지 단어의 가시성(visibility)을 

살펴보았다. 가시성은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타났

는지를 의미한다. 기사의 임을 알아보려면 특정 단

어의 출  정도뿐만 아니라 어떤 단어들이 같이 등장했

는지 단어 간의 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14].

다음으로 어떤 단어들이 함께 등장하는지 단어의 연

결성(centrality)을 통해 기사에서 어떤 단어가 향력

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네트워크 에서 단어 

간의 계는 심성(centrality) 분석을 통해 알 수 있

다. 심성에는 특정 단어가 얼마나 많은 단어와 직  

연결되었는지 최단 거리의 값을 알려주는 매개 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기사에서 단어와 연결된 단

어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인  심성(closeness 

centrality), 기사에서 가장 향력이 있는 단어를 알려

주는 세 심성(eiganvector)이 있다. 심성 값을 기

으로 단어의 연결성을 악하고, 언론에서 언 한 단

어 에서 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찾을 것이다. 단어

의 가시성과 연결성을 토 로 기사에서 사건을 어떻게 

틀 짓는지 임을 찾고 인터넷․SNS 시 에 언론이 

루머를 어떻게 다루는지, 리즘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언론의 보도 임 분석과 함께 이 연구는 SNS에서 

사건에 해 어떤 의견들이 확산되는지 네트워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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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아보았다. 언론 보도 임과 이슈 확산 네트

워크 간의 계를 살펴 으로써 당시 우리 사회에서 음

모론이 사회 체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3. 종편과 SNS를 통한 주변 정보의 확산 및 이용
자의 현실구성

이 연구는 언론이 사건을 어떻게 임 하는지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이용자들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SNS에서 확산된 의견을 통해 밝히고자 한

다. 표 인 SNS로 트 터, 페이스북, 리커, 유투

를 들 수 있다. 이용자들은 SNS에서 동 상, 사진, 단문

을 올리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온라인 소셜네

트워크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시

킬 수 있도록 한다[15]. 길 와 동료들은 정보를 규모

로 확산시키는데 SNS의 향력이 매우 크다면서 향

력 있는 확산자(influential spreaders)를 통해 정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에 의해 주목을 받은 정보가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규칙 인 동을 이루면서 지속 으

로 확산된다고 했다[16]. 융어도 트 터가 사람들이 뉴

스를 확산시키고,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는 등 SNS는 

이용자들의 이슈 확산 채 이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백 채 (back channel) 역할을 한다고 했다[17].

트 터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의견을 올리고 확산시

키는 채  역할을 한다면, 의제설정과정에서 유투 는 

미디어 뉴스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 상 공유 

사이트인 유투 는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

리고, 주장하기 해 활용한다[18]. 이용자들은 유투

에서 자신이 심 있는 상을 올리거나 찾아서 보면서 

이슈를 확산시킨다. 이 연구는 유투 를 통해 언론 보

도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살펴 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심을 갖고 있는 알아볼 것이다. 네트워크 

근을 통해 쟁 에 한 향력이 있는 동 상이 무엇인

지 밝  이용자들에 의해 이슈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설

명하고자 한다.

유투 를 통해 뉴스 동 상을 공유하고, 조회하면서 

이슈가 확산되는 반면, 트 터에서 이용자들은 쟁  

련 뉴스에 한 의견을 올리면서 이슈를 확산시킨다. 

이용자들은 해쉬태그(♯검색어)를 붙여 특정한 주제에 

해 자신의 이 검색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리 라이 는 리트윗을 하면서 의견을 확산시

킨다.

지 까지의 논의를 토 로 이 연구는 언론이 사건을 

어떻게 틀 짓는지 네트워크 근을 통해 밝히고, SNS

를 통해 사건과 련해서 어떤 의견이 확산되는지 규명

하고자 한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1차 확산된 후 SNS를 

통해 어떻게 2차 확산되는지 확산 과정을 실증 으로 

규명함으로써 SNS 심의 의제설정과정에서 언론과 

이용자의 역할을 제고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언론이 사건을 어떻게 임하는지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밝히고, 언론 보도가 이용자들에게 

의해 어떻게 확산되는지, 이용자들이 실을 어떻게 인

식하는지 유투 와 트윗에 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매스미디어와 SNS에 의해 

음모론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밝히고자 했다. 이 연구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양  측면에서 언론의 이

슈 성을 분석했고, 질  측면에서 언론의 임을 

밝혔다. SNS를 통해 확산된 의견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규명했다. 이 연구에서 제기한 구체 인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문제
연구는 시청자들의 실 인식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뉴스가 요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 사실과 련된 

잘못된 정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밝히고자 했다. 특히, 

종편이 등장한 이후 시청률 상승을 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편 으로 보도하는 것이 지속 으로 지

된 상황에서 종편 리즘의 문제 을 밝힐 필요가 있

다고 생각했다. 이 연구는 사건과 련된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를 종편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방송제작 환경의 차이에 따라 뉴스 선택에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지상  방송 뉴스와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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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첫째, 유병언 사망 련 보도에서 지상  방송과 보

수종편은 핵심정보와 주변정보  어디에 주목하는가? 

둘째, 유병언 사망 련 보도에서 지상  방송과 보

수종편은 핵심정보와 주변정보를 단어의 가시성과 연

결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도하는가?

다음으로 언론의 실 구성이 시청자들의 실 인식

에 미치는 향에 주목하고, 시청자들이 실제로 언론 

보도를 어떻게 능동 으로 확산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유병언 사건과 련해서 SNS 이용자들이 사건과 

련된 핵심 정보를 확산 시키는지, 아니면 주변 정보

를 확산 시키는지 규명함으로써 의제확산 과정에서 종

편 리즘의 역할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련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했다.

셋째, 유병언 사망 련 보도에서 핵심정보와 주변정

보는 유투 에서 어떻게 확산되는가?

넷째, 유병언 사망 련 보도에서 핵심정보와 주변정

보는 트 터에서 어떻게 확산되는가? 

2.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유병언 사망 사건을 언론이 사건을 어떻게 

틀 짓는지 알아보기 해 양  측면과 질  측면에서 

언론 보도를 분석했다. 양  측면에서 언론의 이슈 

성을, 질  측면에서 언론의 임을 살펴보았다. 언

론의 임은 단어의 가시성과 연결성을 심으로 

악했다. 어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으로 언론의 임

을 밝혔다. 언론 보도가 SNS를 통해 어떻게 확산되는

지 밝히기 해서 유투 와 트윗에 한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했다. 

연구 
주제

분석 내용 새뷰 내용 분석 방법

언론
보도

1. 언론보도 양적 측면 이슈현저성 빈도 분석
2. 언론보도 질적 측면 언론 프레임

단어 가시성, 연결성 어절 분석
네트워크
분석sns 유투브 동영상

트위터 메시지 이슈 확산 분석

표 1. 세월호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 설계

3. 분석 대상 이슈 및 시기 구분
이 연구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 체크, 부정확한 정보

의 확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상에 주목했다. 방

송통신심의 원회로부터 오보∙막말∙편  방송으로 

심의 조치를 받은 건수가 TV 조선 97건, 채  A 41건 

순이었다[19]. 이런 심의 결과를 토 로 이 연구는 

리즘 측면에서 종편의 보도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가

장 많은 지 을 받은 TV 조선과 채  A를 분석 상으

로 했다.

유병언의 죽음에 한 음모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규명하기 해 ‘유병언 사망 사건’에 

한 언론 보도를 분석 상으로 했다. 유병언 사망 사건

을 선택한 이유는 당시 검찰이 ‘유병언 시신이 발견

다’고 발표하고 국과수의 DNA 감식 결과까지 발표했

는데도 불구하고, ‘유병언 시신이 아니다’라는 유언비어

가 SNS를 통해 속히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언론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임 분석을 통해 밝히고, 언론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했다. 종편의 보도 임과 비교하기 해 같은 시간

에 방송되는 지상  방송 두 곳을 선택했다. 이와 

련해서 7월 22일∼7월 31일까지 10일간을 분석 시기로 

정했다. 분석 기간을 10일로 잡은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유병언 사망과 련되어 요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

면서 언론의 임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유병언 시신이 발견된 직후부터 보궐선거

가 끝난 직후인 31일까지를 주요 사건을 심으로 세 

시기로 구분했다. 1기는 시신이 발견된 시기로 7월 22

일부터 24일이다. 국과수의 정  감식 결과가 나온 7월 

25일부터 28일까지를 2기로 보았다. 3기는 새정치민주

연합에서 유병언 시신이 아니라고 발표한 29일부터 31

일까지이다. 이 연구는 사건 발생 직후 언론의 임

과 이슈의 확산 양상을 밝히기 해 9일간 분석 상으

로 했다. 언론 보도량과 트윗량이 많아 실 인 이유

로 분석 기간을 이 게 한정했다.

시기 주요 사건
1기 유병언 시신 발견 7월 22일~24일 7월 22일 유병언 시신 발견
2기 : 국과수 확인 7월 25일~28일 2월 25일 국과수 시신 부검 

결과 유병언 맞다고 발표

3기 : 음모론 제기 7월 29일~31일
7월 29일 새정연 유병언 시신 

의문 제기
7월 30일 7.30 재보선

표 2. 시기별 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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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 분석 방법 : 어절 분석, 네트워크 분석
언론 보도의 이슈 성과 임 분석을 해 어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선행 리즘 연구

들은 보도 내용을 악하기 해 임 분석을 실시했

는데, 이 연구는 실제로 기사에서 많이 언 된 단어와 

단어 간의 계를 통해 의미를 찾고자 어  분석과 네

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언론에서 많이 언 한 단어는 

기자가 요하게 생각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임 분석이 연구자가 을 읽으면서 의미를 악하

는 것인데 비해 어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은 실제 기

사에서 사용된 단어 간의 빈도와 계를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의미를 악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리즘 연구에서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임을 

밝힌 연구들이 상당히 있다[19].

네트워크 분석 에 국립국어원의 한마루 로그램

을 이용해 어  분석을 했다. 어  분석 결과를 토 로 

많이 등장한 단어에 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네트워크 분석은 NodeXL 로그램을 이용했다.

  

그림 1. NodeXL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 예시

4. 방송 환경 조작적 정의 : 분석 대상 매체
이 연구는 언론의 보도 임을 규명하기 해 ‘유

병언 시신’ 발견과 련된 방송 보도를 분석 상으로 

했다. 방송 환경의 차이에 따라 생산하는 정보의 내용

이 어떻게 다른지 밝히기 해 지상  방송인 KBS와 

MBC, 종합편성 채 인 TV 조선과 채  A 등 4개 채

의 메인 뉴스를 선택했다. 유병언 시신 발견과 련해

서 여러 매체에서 다뤘지만 실 으로 모든 매체의 뉴

스를 선택할 수 없어 지상  방송과 종편채  두 개씩

을 선택했다. 조직이 내용에 미치는 향을 고려해서 

지상  방송의 경우 공 방송인 KBS 9시뉴스와 MBC 

뉴스데스크를, 종편의 경우 신문이 실질 인 소유주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선택했다. [표 3]은 분석 기간 

동안 지상  방송과 종편 채 에서 유병언 시신 발견 

뉴스를 얼마나 다뤘는지 보여 다. [표 3]을 보면 매체

별로 보도 량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방송사별로 메인 

뉴스 보도 시간이 다르다는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기 보도량이 124건으로 가장 많고, 2기 53건, 3기 43건 

순이었다. 채 A 종합뉴스의 보도량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KBS 9시뉴스 49건이었으며, MBC와 TV 조선

이 각각 40건, 41건으로 비슷했다.

시기 1기 2기 3기

매체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29일30일31일합계
KBS 9시 

뉴스 13 8 6 9 6 1 3 3 0 0 49
MBC 

뉴스데스크 16 6 4 6 1 0 2 0 2 4 40
TV조선 

시사토크판 9 6 8 9 0 0 2 2 2 3 41
채널A 

종합뉴스 17 15 17 15 15 12 11 13 9 5 129
전 체 54 35 35 39 22 13 18 18 13 12 259

표 3. 분석 대상 매체별 보도 건수(간)

5. 유병언 사망 보도 관련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 
조작적 정의

로 터스의 분류를 근거로 이 연구는 유병언 사망 

련 언론 보도의 내용을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로 분류

했다. 그는 심리학 인 에서 핵심 정보와 주변 정

보가 사람들의 정보처리 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

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직 인 련이 있는 정보, 사

건을 설명하는 심 인 정보를 핵심 정보로 보았고, 

사건과 직 인 련이 없는 정보, 사건과 련이 있

지만 지엽 인 정보를 주변 정보로 보았다. 이 연구는 

로 터스의 구분을 토 로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21]. 

핵심 정보는 사건과 련된 요한 사실로서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결정 인 정보도 포함한다. 정부, 

검찰,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권  있는 기 에서 

발표한 자료를 포함한다. 주변 정보는 사건과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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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성은 낮지만 련된 사실이나 소문, 루머 등을 의

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병언 사망과 련된 루머, 소

문, 유병언 유류품, 수원 주변 소식 등을 주변 정보에 

포함시켰다. 

정보의 
종류

조작  정의 실제 사례

핵심 
정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권위 있
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 및 
인터뷰, 정부, 검찰, 경찰, 
국과수의 발표
사건 전달에 중요한 정보

검찰, 경찰, 국과수 기자회견, 인
터뷰
사건 직접 당사자 및 목격자 진
술

주변 
정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
직이나 개인의 비공식적 발
표 및 인터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중
요하지 않은 사실
소문, 루머, 

금수원 관계자 인터뷰
SNS 유병언 사망 언급
유병언 옷 상표, 로로피아나, 독
일제 신발, 점퍼, 금수원 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박범계 
대변인 ‘유병언 시신 아니다’
는 주장

표 4.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 실제 사례

6. 언론보도 조작적 정의
(1) 이슈 현저성 조작적 정의 
이슈 성은 사실이나 루머를 언론이 얼마나 자주 

보도하는지 보도 빈도로 측정했다. 분석 상 기간 동

안 분석 상 매체에서 얼마나 많이 보도했는지를 의미

한다.

(2) 언론 프레임 조작적 정의 
이 연구는 언론의 임을 밝히기 해 단어의 가시

성과 연결성을 다음과 같이 측정했다.

ⓛ 단어의 가시성(visibility) 조작  정의

단어의 가시성은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의미하며, 단어의 출  빈도로 측정했다. 사실이나 루머

와 련된 기사에서 어떤 단어가 자주 언 되었는지를 

악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

는 것이다.

② 단어의 연결성(connectivity) 조작  정의

단어의 연결성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심성 값으로 

측정했다. 네트워크에서 노드와 노드간의 연결은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의 노드 에서 어떤 노드가 

요하고, 향을 미치는지  심성 분석을 통해 노드

간의 계를 알 수 있다. 심성은 매개 심성, 인  

심성, 세 심성으로 구분된다. 매개 심성은 노드

와 노드간의 최단 거리를 계산한 값이다. 인  심성

은 노드와 연결된 모든 노드의 거리를 계산한 값으로 

인 한 노드와의 계까지 고려한 것이다. 인  심성

은 노드와 연결된 수를 측정한 것이다. 세 심성은 

값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구조에서 상당히 심  역할

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노드와의 직, 간 인 연결뿐만 

아니라 상 방의 심성과 두 노드간의 상호작용이 가

치로 고려되므로 주변에 향력이 높은 노드들과 연

결되어 있으면 이 값이 높아진다.

7. SNS를 통한 이슈 확산 네트워크 분석
이 연구는 유투 를 통해 뉴스가 어떻게 확산되었는

지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고, 유투  자(author)가 

구인지 분석했다. 같은 시기 트 터에서 확산된 의견

에 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해서 어떤 의견이 확산되

었는지 악하고자 했다.

IV. 분석 결과

방송 환경에 따라 뉴스 가치 에서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의 선택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 연구

는 유병언 시신이 발견된 직후 지상  방송과 보수 종

편이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를 어떻게 임 하는지 

밝히고, SNS를 통해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1. 시기별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에 대한 어절 분
석 결과: 단어의 가시성

어  분석은 체 보도에서 언 된 모든 어 의 빈도

수를 분석하는 것이다. 뉴스에서 많이 언 되었다는 것

은 그만큼 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

구는 네트워크 분석 에 보도에서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했는지 어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이 결과를 토

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시기별로 어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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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에서 이 연구는 가장 많이 언 된 순으로 20개

의 단어만 제시했다. 1기 ‘유병언 시신’ 발견 직후 지상

 방송과 종편의 주요 단어 분석 결과, 지상  방송에

서는 ‘DNA’와 ‘정 ’, ‘스쿠알 ’의 출  빈도가 종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종편에서는 ‘ 수원’과 ‘청와 ’가 

많이 언 되었고, ‘나무 지팡이’, ‘소주’, ‘명품’의 빈도가 

높았다. 이를 통해 지상  방송은 유병언 시신 발견과 

련해서 ‘국과수에 DNA 정  감식을 의뢰했다’는 것

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표 5]를 보면 종

편은 유병언 시신 발견 보도를 하면서 청와  박근혜 

통령이 검겅의 수사를 구했다는 사실을 보도함으

로써 정부의 사건 해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 유병언 시신이 발견된 이후 수원의 반응과 유

병언이 발견 당시 입었던 옷 등 유류품에 주목했다. 유

병언 주변에서 발견된 나무지팡이와 명품 옷을 자주 언

하면서 사건과 련된 핵심 내용보다는 지엽 인 내

용을 강조하면서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유병언 신발과 련된 

와시바 7건, 로로피아나 5건으로 주변  정보에 보도를 

할애했다고 볼 수 있다. 종편은 유병언 신발과 옷에 주

목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사건의 본질보다는 자극 이

고, 지엽 인 시각에서 사건에 근한다고 하겠다. 

2기는 국과수의 정  검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이며, 

언론 보도에 한 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상

 방송에서는 ‘국과수’, ‘사인’, ‘밝 졌습니다’, ‘ 체온

증’, ‘부패’ 등 국과수의 정  감식 발표에 주목했다. 지

상  방송은 국과수 발표를 심으로 시신이 맞는지 여

부와 사망 원인을 으로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에 비해 종편에서는 ‘별장’, ‘순천’, ‘구원 ’, ‘신도’ 

등 사건의 주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 의 동향

에 더 심을 갖고 있으며, 구원 가 유병언이 사망한 

상황에서 구원  최  행사인 수양회를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에 더 주목했다. 1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의혹’, 

‘벌 들까지’, ‘식칼’, ‘체액’ 등 국과수의 사인 발표보다

는 구원  동정과 순천 별장 문고리에 꽂힌 식칼, 시신

의 벌 들 등 유병언의 죽음과 련된 주변 단서들을 

주로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에 주

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상  방송(52건) 종편(72건)
1 유병언 264 유병언 220
2 유씨 183 시신 151
3 시신 141 유씨 119
4 검찰 103 검찰 70
5 경찰 96 경찰 68
6 발견했을 87 별장 78
7 별장 48 발견된 67
8 DNA 41 순천 45
9 순천 37 구원파 40
10 국과수 31 발견된 35
11 구원파 29 금수원 28
12 수사 25 매실밭 27
13 전남 24 나무지팡이 24
14 매실밭 18 발견됐습니다 21
15 정  15 부패 20
16 부패 12 송치재 16
17 세월호, 수색, 숨진, 스쿠알렌  10 소주 14
18 - 청와대, 책임을 10
19 - 명품 9

표 5. 1기 매체별 어절 분석 결과

지상  방송(28건) 종편(41건)
1 유병언 64 유병언 77
2 국과수 43 검찰 48
3 시신 27 별장 42
4 사망 22 순천 37
5 사인 16 구원파 34
6 저체온증 12 경찰 23
7 경찰, 발견된, 가능성이, 밝혀졌습니다 11 양회정, 시신 22
8 부패 10 금수원 17
9 결과 9 발견된 16
10 목뼈 6 국과수 13
11 컴퓨터단층촬영, 독극물, 알코올, 구더기와, 

DNA 5 신도, 사망, 단독 10
12 미궁에, 백골화 4 손가락, 수사 8
13 - 수양회, 장남 7
14 - 의혹 6
15 - 벌레들까지 4
16 - 식칼 3, 체액 3

표 6. 2기 매체별 어절 분석 결과

3기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유병언 시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시기이다. 이 시기 지상  방송에서는 단 9건

의 뉴스를 보도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박 의원이 시

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는 보도를 했다. 종편에서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강조했고, 박범계 의원이 진 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했다. 종편이 야당의 시신 

문제제기에 지상  방송보다 더 주목한 것은 뉴스가치 

에서 흥미성이 높기 때문이지 야당의 주장에 동조

해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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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방송(9건) 종편(34건)
1 유병언 48 유병언 55
2 시신 27 검찰 38
3 경찰 11 시신 29
6 새정치민주연합 5 경찰 21
4 결과, 국과수 4 금수원, 유씨  15
5 구원파, 양희정, 야당이 14
7 대변인, 발견된, 확인된, 지문, 세월호 3 혁기, 의혹 11
8 새누리당, 녹음, 의혹, 아니라는, 박의원, 

DNA, 주장했습니다, 수사, 채취 2 새정치민주연합 10
9 박범계, 엄마 9
10 순천 7
11 도피 6
12 원내 대변인 4
13 진위, 브랜드, 죽음을 3

표 7. 3기 매체별 어절 분석 결과

이러한 어  분석 결과를 토 로 지상  방송과 종편

에서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를 각각 어떻게 다루고 있

는지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공통으로 다룬 부분을 제

외하고, 각 언론사의 어  분석 결과 빈도수가 높은 정

보를 심으로 분류했다. 

시기

지상  방송 보수 종편

핵심정보 주변정보
핵심
정보

주변정보

1기

유병언 시신 
발견
DNA
정
검사

스쿠
알렌

청와대
박근혜

금수원
매실밭

나무지팡이
명품

2기

국과수
사인
발표

저체온증
유병언 사망
컴퓨터단층

촬영

- -

순천 구원파
별장
손가락
의혹

벌레들까지
식칼

3기 새정치민주
연합 - 야당이

박범계
의혹
진위
브랜드

표 8. 지상파와 보수 종편의 핵심정보, 주변정보

[표 8]을 보면, 지상  방송의 경우 핵심 정보에 주목

한 것을 알 수 있고, 보수 종편의 경우 주변정보에 심

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1기에서 3기까지 지상  방송

은 검찰과 국과수의 발표를 으로 보도했고, 박범

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시신에 한 의혹 제기를 

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비해 보수 종편은 핵심

정보보다 주변 정보를 주로 다룬 것을 알 수 있다.

어  분석 결과를 토 로 핵심정보와 주변정보가 언

론에서 어떻게 임 되는지 밝히기 해 네트워크 분

석을 실시했다.

2. 단어의 가시성과 연결성 중심 네트워크 분석
어 분석 결과를 토 로 언론 보도에 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네트워크 분석은 가시성이 높은 단어

들이 어떤 계로 연결되어있는지 악해서 언론 보도 

임을 찾는 방법이다.

2.1 단어 중심성, 연결성 분석
[그림 2]는 1기 언론보도에 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를 보여 다. 단어의 가시성이 높은 단어를 심으로 

언론 보도를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지상  방송의 경우 

네트워크의 심에 핵심 정보인 유병언, 경찰, 시신이 

치해 있고, 이 단어들의 매개 심성도 높게 나타났

다([그림 2]의 쪽 참고). 유병언은 경찰, 시신과 높게 

연결되어 있고, 다음으로 백골화, DNA, 죽음과 연결되

었다. 경찰이 유병언 시신을 발견했고, 백골화 되었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신은 유병언, DNA, 경

찰과 연결되었으며, 이밖에 국과수, 유씨, 발견, 유류품

과 연결되었다. 네트워크의 앙에 치해있다는 것은 

다른 단어와 연결이 많음을 의미한다. 즉, 기사에서 연

결된 단어와 같이 여러 번 등장한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시신은 DNA-유병언-경찰-수사-실패와 유병언-

검찰-경찰-타살- 의로 연결되었다. 시신과 련해서

는 사진이 SNS를 통해 유출된 사실도 언 되었다. 지

상  방송에서는 경찰의 ‘안이한’ 수사와 검찰의 ‘오 ’

이 ‘수사’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보도를 했다.

[그림 2]의 아래는  같은 기간 보수 종편 보도에 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여 다. 네트워크의 심에 유

병언이 치해 있고, 유병언은 경찰, 시신과 연결되었

다. 종편 역시 경찰이 유병언의 시신을 발견했다는데 

주목했다. 지상  방송 보도와 차이 은 유병언이 살아

있다, 퍼지고 있는, 사진-백골, 사진-매실밭-유씨 등 유

병언의 죽음을 의심하는 내용, 주변정보에 한 보도가 

많다. 유류품과 련해서 유병언-와시바-신발-명품 

랜드로 연결되었고, 유씨-1000만원 -명품 랜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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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언-명품-로로피아나-재킷-이탈리아 랜드로 연결

되는 등 사건과 직 인 연 이 없는 주변 정보를 강

조했다. 유병언-황제도피, 네트워크 심에 치한 경

찰은 황당한, 어수룩한, 동 처와 연결되고, 경찰-유

병언-수색-헛발질, 경찰-유병언-책임을로 연결되어 

경찰의 수사에 한 비 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밖에 

SNS를 통해 유씨 시신 사진이 확산된 것에 주목했다. 

종편은 유씨 신발을 와시바 명품으로 잘못 보도하기도 

했다.

그림 2. 1기 지상파 방송, 종편의 핵심 정보, 주변 정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표 9]는 1기 지상  방송과 종편의 언론 보도에서 자

주 등장한 단어들에 한 심성 분석 결과이다. 지상

 방송과 종편 모두 유병언, 경찰, 유씨, 시신의 매개 

심성이 높아 유병언의 시신 발견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지상  방송의 경우 DNA와 정  등 핵심 정보와 

련된 단어의 매개 심성이 높았고, 보수 종편은 사

진, 청와 가 높게 나타났다. 지상  방송은 국과수에서 

유씨 시신에 한 DNA 정  감식을 한다는 사실에 주

목했고, 종편은 유씨의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된 사

실 등 주변정보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지상  방송

에 비해 종편에서 청와 의 매개 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종편이 청와 의 반응에 심을 갖고 보도했음을 

보여 다. 지상  방송에서 유씨의 시신이 백골화 된 

것에 주목한 반면, 종편은 유씨의 유류품에 주목했다. 

와시바, 고가, 명품, 이탈리아, 신발 의 매개 심성 높

게 나타나 상 으로 유병언 시신이 발견된 사실 보다 

사건과 련된 주변  정보에 주목했다.

지상  방송 종편

단어
매개 
심성

인  
심성

세 
심성

단어
매개 
심성

인  
심성

세 
심성

유병언 1795.296 0.004 0.054 유병언 3519.267 0.004 0.081
시신 1634.991 0.004 0.053 경찰 1649.320 0.004 0.029
경찰 1603.236 0.004 0.053 유씨 1325.179 0.003 0.038
유씨 901.080 0.004 0.049 시신 1273.735 0.004 0.046
DNA 606.473 0.004 0.045 사진 688.093 0.003 0.027
정 505.857 0.004 0.032 청와대 641.518 0.003 0.009
유류품 488.081 0.003 0.016 수색 576.456 0.003 0.013
검경 465.048 0.003 0.010 부패 456.577 0.003 0.043
수사 464.787 0.003 0.018 헛발질 420.000 0.002 0.003
검찰 401.375 0.004 0.029 와시바 376.805 0.003 0.016
수색 329.828 0.004 0.022 고가 324.718 0.003 0.016
사망 365.915 0.003 0.023 유출 318.000 0.002 0.004
타살 325.711 0.003 0.007 명품 255.872 0.003 0.016
세월호 324.070 0.003 0.009 이탈리아 243.058 0.002 0.004
국과수 321.587 0.004 0.040 신발 238.323 0.003 0.008
확인 254.488 0.003 0.016 살아있다 214.000 0.003 0.012
변사체 250.488 0.003 0.016 실제 키 214.000 0.002 0.001
전남 222.821 0.003 0.018 황제도피 214.000 0.003 0.012
사진 210.000 0.003 0.007 의혹 205.743 0.003 0.016
백골화 210.000 0.003 0.002 - - - -

표 9. 1기 지상파 방송, 종편 중심성 분석 결과

2.2 2기 언론보도 네트워크 분석 결과
2기는 국과수에서 DNA 정  감식 결과, 유병언이 맞

다고 발표한 시기이다. 지상  방송 보도에 한 네트

워크 분석 결과, 네트워크의 앙부에 국과수-시신-사

인이 치했다. 국과수는-타살-목 -뒤늦게, 국과수-

시신-부패-논란, 국과수-사망- 체온증-유병언으로 

연결되었다. 사인은 부패-논란-여지와 체온증-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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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사인-시신-감식-컴퓨터 단층 촬 , 사인-결과-

감식-컴퓨터 단층 촬 으로 연결되어 지상  방송에서

는 국과수의 사인 규명, 즉 핵심정보에 주목했다. 시신

은 부패-논란-여지로 연결되어 국과수의 발표에 한 

논란을 보도하 다. 국과수-타살-목 -뒤늦게 연결은 

목 를 뒤늦게 발견했는데, 목 가 떨어져 나간 것을 

근거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 2기 지상파 방송, 종편의 핵심 정보, 주변 정보에 대
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그림 3]의 아래는 종편 보도에 한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 다. 네트워크 심에 유병언이 

치해 있고, 유병언이 경찰, 시신, 사망과 연결되었다. 

지상  방송과 차이 은 유병언-양회정-별장, 유병언-

양회정-구원 - 수원 등 유병언 죽음 이후 구원 의 

움직임 등 주변정보에 주목하고 있다는 이다. 유병언

-박지원-변사체-발견된-시 -사망-의혹-타살-유병

언으로 연결되어 유병언의 죽음을 믿지 못하는 분 기

를 강조했다. 그 근거로 유병언-왼쪽-손가락을 들 수 

있다. 종편은 유병언의 왼쪽 손가락과 다르다고 하면서 

유병언의 죽음에 한 검찰 발표를 믿지 못하는 분 기

를 달했다. 이밖에 검찰-경찰-식칼-의문의-발견이 

연결되어 수원 문에 꽂힌 식칼에 의미를 부여했다. 

식칼은 경찰이 문을 닫기 해 꽂아 놓은 것으로 밝

졌다. 이 시기 종편은 국과수에서 DNA 정  감식 결과

를 발표하고, 사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보다는 1기와 마찬가지로 유병언의 죽음을 둘러싼 주

변 정보를 선택하고, 강조했다.

지상  방송 종편

단어
매개 
심성

인  
심성

세 
심성

단어
매개 
심성

인  
심성

세 
심성

국과수370.267 0011 0.088 유병언 1093.287 0.007 0.094
시신 315.600 0.011 0.101 시신 353.485 0.006 0.035
사망 207.917 0.009 0.052 검찰 325.536 0.006 0.066
사인 188.483 0.010 0.071 손가락325.272 0.005 0.017
독극물147.000 0.008 0.020 경찰 321.674 0.006 0.043
부패 120.667 0.009 0.038 식칼 246.600 0.004 0.012
목뼈 86.333 0.008 0.028 별장 212.830 0.006 0.050
논란 76.000 0.007 0.008 박지원202.867 0.006 0.026
시점 76.000 0.007 0.011 사인 179.000 0.005 0.019
알코올 76.000 0.006 0.004 사망 155.246 0.005 0.021
유병언 66.683 0.010 0.075 왼쪽 121.000 0.006 0.020

- - - - 신도 112.833 0.005 0.031
- - - - 순천 110.395 0.006 0.048
- - - - 변사체 95.861 0.004 0.005
- - - - 시점 87.133 0.004 0.004
- - - - 의혹 78.393 0.005 0.015

표 10. 2기 지상파 방송, 종편 중심성 분석 결과

단어의 연결성을 심성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심성 분석을 통해 언론 보도에서 어

떤 단어가 향력이 있는 단어인지, 다른 단어와 같이 

자주 등장한 단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심성 분석 

결과 단어별로 매개 심성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지상  방송은 국과수, 시신, 사망, 원인 순으로 나

타나 국과수 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종편은 국과수보다 유병언, 시신, 검찰, 손가락, 경

찰의 매개 심성이 높게 나타나 이 단어들이 기사에서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의 확산 과정 연구: 단어의 시성(visibility)과 연결성(connectivity) 분석을 중심으로 본 언론의 프레임 281

다른 단어들과 빈번하게 언 되었다고 하겠다. 종편은 

지상  방송에 비해 박지원, 변사체, 시 , 의혹의 매개 

심성이 높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기한 ‘유병언 시

신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심으로 사건을 보도했음을 

알 수 있다. 수원 문고리에 꽂힌 식칼의 매개 심성

도 지상  방송에 비해 높았고, 신도의 매개 심성도 

높아 종편이 주변 정보에 주목하고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2.3 3기 언론보도 네트워크 분석 결과
3기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병언 시신이 아닌 것 같

다’는 경찰의 녹취록이 있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의

혹을 제기 한 시기이다. 왼쪽 그림은 지상  방송 보도

에 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이다. 유병언은 시신, 경찰-

녹음, 의혹-납득, 사망-허 -사실로 연결되어 있다. 시

신-박범계- 변인과 시신-새정치민주연합-의혹-납득

이, 시신-키-국과수-발표로 연결되어 새정치민주연합

의 의혹 제기에 주목했다.

그림 4. 3기 지상파 방송, 종편의 핵심 정보, 주변 정보
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종편 보도에 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네트워크 심

부에 유병언이 치했고, 유병언은 다시 유병언-국과수

-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 유병언-결과-의혹, 유병언-

시신, 의혹으로 연결되어 지상  방송과 마찬가지로 새

정치민주연합의 의혹 제기를 보도했다. 박범계-국과수

-부검-결과로 연결되어 박범계 의원이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해 문제를 제기한 에 주목했다. 국과수-검

증-유병언-외 상- 계자-새정치민주연합이 연결되

었고, 국과수-공식-발표-불신지상  방송과의 차이

은 유병언-속옷-명품, 유병언-팬티, 유병언-신발 등 유

병언이 입은 명품 등 주변정보를 비 있게 보도했다. 

유병언-별장-식칼-고정-문고리-수사  연결을 통해 

수원 문고리에 꽂힌 식칼이 강조 음을 알 수 있다. 

지상  방송 종편

단어
매개 
심성

인  
심성

세 
심성

단어
매개 
심성

인  
심성

세 
심성

유병언 194.500 0.017 0.106 유병언 1456.661 0.006 0.136
시신 152.500 0.016 0.147 박범계 682.500 0.005 0.052
경찰 106.000 0.014 0.036 국과수 615.500 0.005 0.014
키 66.000 0.012 0.045 별장 329.000 0.005 0.032

DNA 46.000 0.011 0.011 외관상 324.000 0.005 0.030
국과수 46.000 0.010 0.014 관계자 275.000 0.004 0.007

- - - - 경찰 228.000 0.003 0.007
- - - - 결과 227.500 0.003 0.001
- - - - 식칼 224.000 0.004 0.007
- - - - 고정 171.000 0.003 0.002
- - - - 공식 171.000 0.004 0.003
- - - - 부검 135.000 0.004 0.003
- - - - 새정치

민주연합 126.833 0.005 0.052

표 11. 3기 지상파 방송, 종편 중심성 분석 결과

[표 11]은 매체 심성 분석 결과를 보여 다. 지상  

방송의 경우 유병언, 시신, 경찰의 매개 심성이 높았

다. 종편의 경우 유병언, 국과수 외에 박범계, 외 상의 

매체 심성 값이 컸다. 박범계 의원이 유병언이 아니

라는 주장을 했고, 외 상 유병언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에 주목한 것을 알 수 있다. 식칼과 고정의 매게 

심성도 높아 종편에서 유병언의 사인보다는 주변  정

보를 부각시켰다고 하겠다. 

어  분석 결과를 토 로 지상  방송에서는 핵심 정

보를 심으로 보도했고, 보수 종편에서는 주변 정보를 

심으로 보도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SNS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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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분석했다. 

4.‘유병언 시신’ 관련 SNS를 통한 핵심정보·주
변 정보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이 연구는 언론 보도가 SNS를 통해 어떻게 확산되는

지 규명하기 해 유투 와 트 터를 통해 확산된 메시

지에 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4.1 유투브를 통한 뉴스 확산 네트워크 분석
[그림 5]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유투 를 통해 확

산된 ‘유병언 시신’ 련 479개의 유투  동 상에 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이다. 체 분석 상 유투  네트

워크 심에 YTN News가 있고, 채  A Current Issue

도 있어 이 채 들이 이용자들에게 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지상방 방송·종편 언론보도에 대한 유투브 네트워
트 분석 결과

유병언 시신 련 조회수가 가장 높은 의견은 ‘유, 시

신발견, 의혹은?’의 ytn 뉴스로 나타났다. 조회수는 

19,234건이었다. [표 10]을 보면 유병언 시신이 발견되

었다는 보도 외에 ‘유병언 사망 8  미스터리(채  A)’ 

5,755건, ‘유병언 사망, 미스터리 국민들이 믿어야 끝나

(채  A)’보도에 한 조회 수가 4,651건으로 높게 나타

나 유투 에서 유병언 시신 발견과 련된 루머의 조회 

수가 높았다. 이밖에 ‘심각한 시신 훼손...실외·고온·다

습지 충분히 가능(TV 조선)’과 ‘ 로 일러, 유, 타살 

후 옮겨졌다(TV 조선)’의 조회 수가 각각 2500여건으

로 의견이 엇갈렸다. 유투 에서 확산된 뉴스를 보면, 

‘유병언 시신 발견’과 ‘유병언 시신이 아니라’는 종편의 

뉴스가 주목을 받고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유투 가 

보수종편에서 으로 보도한 주변정보  하나인 

루머의 확산 채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 
종류

뉴스 헤드라인 일자 매체 조회 수

주변정보 유, 시신발견 의혹은? 7월 
22일 ytn 19,234

핵심정보[속보] 순천 변사체 유병언 DNA와 일치 7월 
22일 ytn 7,702

주변정보 유병언 사망 8대 미스터리 7월 
23일 채널 A 5,755

주변정보 유병언 사망, 미스터리 국민들이 
믿어야 끝나

7월 
23일 채널 A 4,651

핵심정보 심각한 시신 
훼손...실외·고온·다습지 충분히 가능

7월 
22일

TV 
조선 2,554

주변정보프로파일러, 유, 타살 후 옮겨졌다 7월 
25일

TV 
조선 2,545

표 12. 유투브 조회 수 분석 결과

4.2 트위터를 통한 이슈 확산 네트워크 분석
다음은 트 터에서 유병언 시신 발견과 련해서 어

떤 의견이 확산되었는지 시기 별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

시한 결과이다. 각 시기별로 트윗량은 비슷했으며, 트윗

에서는 핵심정보보다 주변정보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 인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유병언 시신이 발견된 1기에는 ‘유병언 시신 발견, 꼬

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 ‘유병언 목과 몸 완 히 분리, 

타살가능성 제기’, ‘유병언 부활할 수도’ 등 유병언이 죽

었다는 검찰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박 선 변인이 ‘시신 40일간 방치, 어이없는 정권’이

라며 정부와 검경을 비 했지만, 유병언이 아니라는 주

장에 국민들이 더 심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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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기 트위터 네트워크 분석 결과(615개)

2기는 국과수에서 정  감식 결과 ‘유병언이 맞다’는 

발표를 한 직후 트 터에서 확산된 여론을 보여 다. 

네트워크의 간에 ‘국과수, 유병언 시신 고도 부패로 

사망원인 명 불가’라는 트윗과 함께 ‘의혹 투성이 유

병언 시신 갈수록 요지경’,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만 부

활한 듯’, ‘국과수 못 믿습니다’ 가 치해 트 터에서 

유병언의 죽음에 한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여론

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원 의원의 의혹 제기와 유병언 시신 사진 SNS 

유출도 주목을 받았으며, 박근혜 정권이 유병언 시신으

로 물타기를 한다는 트윗도 확산되었다.

그림 7. 2기 트위터 네트워크 분석 결과(653개)

2기에 지상  방송에서 체온증으로 사망한 것 같다

는 의견과 컴퓨터 단층 활 , DNA 감식 등 과학  검

증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7]의 의 결과

를 보면 트 터에서는 종편에서 쟁 화한 의혹이 확산

된 것으로 나타났다.

3기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유병언 시신이 아니다’라

는 주장을 한 시기로 [그림 8]은 트윗에 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여 다. 네트워크 심부에 ‘순천 변사체

가 유병언 시신 맞나요’와 ‘박범계 변인, 유병언 시신 

아니다, 경찰 증언 확보’가 치해 있다. 새정치민주연

합의 유병언 시신 의혹은 이 시기 트 터에서 쟁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의원은 경찰이 ‘외 상 유병언

이 아니다’라는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유병

언씨는 살아있다’는 트윗도 올라왔다. 3기 네트워크 분

석 결과를 보면, ‘유병언의 시신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

견이 주목을 받으면서 트 터에서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3기 트위터 네트워크 분석 결과(613개)

5. SNS를 통한 주변 정보의 확산
지 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 로 핵심정보∙주변정보

가 지상  방송과 보수종편에서 어떻게 임 하는지 

살펴보고, SNS를 통해 사건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논의

하고자 한다. 먼 , 유병언 사망 련 보도에서 지상  

방송과 보수종편은 핵심정보와 주변정보  어디에 주

목하는지 단계별 언론 보도에 한 어 분석,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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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언론의 임은 종편과 지상  방송 간에 

차이를 나타냈다. 1기 지상  방송은 국과수가 DNA 정

 감식을 의뢰한 것을 강조한 반면, 종편에서는 상

으로 청와 와 구원 의 입장을 강조했다. 2기 지상

 방송은 국과수의 DNA 감식 결과와 사인이 체온

증인 것 같다는 발표를 부각시켰고, 종편에서는 여 히 

구원 , 양희정, 의혹을 쟁 화 했고, 식칼과 체액 등 주

변  정보가 강조했다. 3기 지상  방송은 새정치 민주

연합의 의혹을 언 했지만 련 보도 건수가 9건으로 

었다. 종편에서는 34건의 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야

당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과 유병언이 입고 있었던 옷

의 ‘ 랜드’를 쟁 화 했다.

지상  방송과 보수종편이 핵심정보와 주변정보를 

단어의 가시성과 연결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을 밝히기 

해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를 보면, 1기 지상  방송은 

네트워크 심에 유병언, 경찰, 시신이, 종편은 유병언, 

경찰, 시신을 같이 강조했지만, ‘종편’은 사진, 백골, 

유씨, 명품 랜드 등 유병언의 유류품이 고가라는 등 

주변 인 정보를 쟁 화 했다. 백골, 사진이 유출된 것

도 강조했다. 종편에서는 사진, 청와 , 와시바, 명품, 

이탈리아, 살아있다 등의 매체 심성이 지상  방송과 

비교해서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토 로 1기 지상  방송은 ‘유병언 시신 

발견 임’을, 종편은 청와 의 검경 수사 구를 강

조하고, 검경의 ‘헛발질’을 부각시키면서 ‘수사 비난 

임’과 유병언의 옷이 명품이고, 이탈리아 랜드라는 

것을 강조한 ‘명품 강조 임’으로 사건을 틀지었다고 

보았다. 종편이 사건과 련된 핵심정보에 주목한 반면, 

종편은 핵심정보뿐만 아니라 유병언의 옷 랜드 등 주

변정보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2기 지상  방송은 국과수의 DNA 감식 결과 사인을 

밝힐 수 없다는 을 강조하고 독극물로 인한 사망 원

인을 부인하는 등 국과수 심으로 보도했다는 에서 

‘유병언 사인 분석 임’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종편

은 유병언 손가락이 다르고, 박지원, 죽은 시 , 의혹 등 

국과수 발표를 부인하는 의혹 심의 보도를 했다는 

에서 ‘의혹 제기 임’으로 보았다.

3기 지상  방송은 보도량 자체도 었고, 1기나 2기

와 차별되는 보도 특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물론, 새정

치민주연합의 의혹 제기를 보도했지만, 종편만큼 주목

하지는 않았다. 종편의 경우 외 상, 박범계, 부검, 새정

치민주연합 등 유병언 시신이 아니라는 야권의 주장을 

으로 보도해 ‘의혹 제기 임’이 3기에서도 나

타났다. 이밖에 수원 문고리에 ‘고정’된 ‘식칼’도 부각

시켜 ‘주변 정보 강조 임’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유병언 사망 련 보도에서 핵심정보와 주

변정보가 유투 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네트워크 분

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유투 에서는 핵심정보보다 주

변정보가 이용자들의 심을 끌었다. ‘유, 시신발견 의

혹은?’ YTN 뉴스의 조회 수가 19,234건으로 가장 높았

다. 다음으로 채  A와 TV 조선의 ‘유병언 사망 8  미

스터리’, ‘ 로 일러, 유, 타살 후 옮겨졌다’ 등 채  A

와 TV 조선이 보도한 유병언 사망 련 의혹를 다룬 

뉴스가 확산되었다. 이 기간 동안 ‘유병언 시신이 발견

되었다’는 ytn뉴스의 조회 수도 7,702로 높았지만, 유병

언의 사망을 의심하는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유병언 사망 련 보도에서 핵심정보와 주변정보가 

트 터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분석한 결과, 1기는 ‘유

병언 시신 발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 타살 가능성 

제기 등 경찰의 발표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  방송 매체의 임보다 종편

에서 제기한 의혹이 더 네티즌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 다. 2기에도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만 부활한 듯’, 

‘국과수 못 믿습니다’ 등 유병언의 죽음을 의심하는 의

혹이 더욱 확산되었다. 유병언 시신 사진이 유출되면서 

네티즌들은 검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을 확산

시켰다. 3기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의 의견이 

부각되었고, ‘유병언이 살아있다’는 의견이 확산되는 등 

지상  방송 언론 보도는 SNS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매스 미디어 심의 의제설정과정에서는 언론이 

요하다고 생각한 것과 시청자들이 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거의 일치했지만 SNS 심의 의제설정과정에서

는 이용자들이 극 으로 의견을 표출하면서 언론의 

임과 이용자들의 임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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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매스 미디어 심의 의제설정 이론에 따르면 언론의 

실 구성은 시청자들의 실 인식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 연구는 SNS 심의 의제설정과정에서 이용자

들이 능동 으로 의견을 표출하면서 언론의 임과 

다른 실을 구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상  방송 메인 뉴스는 핵심 정보 심의 보도를 

했고, 종편의 메인 뉴스는 의혹을 근거로 주변 정보 

심의 보도를 했다. 1기에서 3기 동안 종편에서는 유병

언 사망과 련된 사실 보다는 유병언의 옷, 신발 랜

드, 식칼 등 주변  정보에 주목했고, 쟁 화 했다. 국과

수나 검찰 발표를 심으로 한 과학  검증 결과보다 

추측에 근거한 보도를 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종편이 야당의 주장을 상 으

로 더 많이 보도함으로써 야당에 동조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를 보면, 종편이 야당의 주장에 

동조했다기보다는 ‘유병언이 살아있다’는 선정 인 내

용에 주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종편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선정 인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리즘의 기본을 지키기보다 선정성을 추구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보도의 질  하를 가져오고, 유언비어의 확산

에 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22]. 종편이 주변 정보

에 주목하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에 주목한 결

과는 TV 조선과 채  A의 보도 로그램 비율이 각각 

51.0%, 44.2%로 높게 편성된 것과 무 하지 않다. 제작

비가 렴한 보도 로그램 편성 비율을 높이고, 문

성이 떨어지는 패 을 등장시켜 유언비어나 가쉽, 추측 

보도를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의 핵심보다는 주변 단서에 주목하고, 사실 보다

는 추측에 근거해 자극 으로 보도함으로써 음모론의 

확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들이 종편의 의

혹 제기 임의 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은 종편

을 지지했다기보다는 국과수 발표를 믿지 못하는 측면

이 더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도층, 사회에 한 불신

이 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보원의 발표를 믿지 못하

고, 개인 인 채 을 이용해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경향

이 있는데 종편의 임과 국민들의 정부에 한 불신

이 결합하면서 음모론이 단기간에 SNS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임 분석 결과를 통해 종편이 당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고 확산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

는 기 와 달리 주변 정보에 주목하고, ‘사실’보다 ‘추측’

에 근거한 담론의 생산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이 밝

졌다.

이에 비해 SNS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지상  

방송은 ‘사실’ 심으로 보도를 했음에도 유투 나 트

터를 통해 핵심 정보가 확산되는데 향을 미치지 못한 

근거한 해석된다. 지상 의 ‘시신 발견 임’이 종편

의 ‘의혹 제기 임’보다 이용자들의 주목을 더 받았

기 때문이다. 종편은 유병언 시신 발견과 련된 의제

확산 과정에서 ‘유병언이 살아있다’는 음모론이 확산되

는데 요한 랫폼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심의 의제설정과정에서 종편은 추측에 근거한 선정

이고 자극 인 보도를 통해 루머가 확산되는데 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진 만큼 종편의 담론 형성 

 확산에 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슈가 확산되는 과정을 언론 보도와 이용

자 측면에서 종합 으로 분석하고, 언론의 임이 이

용자에 의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

해 비교했다는 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특

히, 언론이 달하는 정보를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로 

구분하고, 채  별로 어떤 정보에 주목하고 사건을 

임 하는지 밝힌 것은 뉴스 가치 에서 의의가 있

다. 뉴스가치에 차이가 있는 종편과 지상 의 보도가 

유투 와 트 터를 통해 어떻게 확산되는지 밝힘으로

써 이슈의 확산 과정을 실증 으로 제시했다는 에서

도 이론  의의가 있다. 방법론 인 측면에서도 어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언론의 임을 밝혔다

는 에서 의의가 있다.  

실무 으로 리스트들이 사건의 핵심 정보를 

심으로 사실을 근거로 기사를 써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종편이 핵심 정보보다 주변 정보에 주목하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야당의 주장을 많이 보도한 

것은 종편의 구조 인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제

작비 감을 해 문성이 떨어지는 패 을 등장시키

고, 복 출연시킬 뿐만 아니라 소문과 추측에 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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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교환하면서 유언비어의 확산에 기여하게 된 것으

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유병언 사망사건의 보도와 음모론의 확산 

과정에서 주류 언론 매체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종편의 선정 이고 자극 인 보도가 주목

을 받으면서 유투 , 트 터에서는 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상  방송은 ‘유병언 시신 발견’과 

련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혹 제기를 그 로 보도하

는데 그쳤다. 제기된 의혹의 문제 을 조목조목 반박하

고 극 으로 처하는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

다는 에서 리스트로서 역할을 제 로 했는지 돌

아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제안함으로써 후속 연구

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째, 실 인 제약으로 지상  방송과 종편의 채  

두 개씩만 분석 상으로 했다. 주류 언론의 웹사이트 

기사까지 분석 상으로 했다면, 유병언 시신 발견과 

련되어 다양한 언론의 임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언론사간 임을 비교하기 해 

보도 내용에만 주목했고, 이슈 성도 보도 건수로 

측정했다. 아이템당 방송 시간을 측정하지 않았는데, 유

병언 사망 사건과 련해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의 보

도시간을 측정하고, 비교했다면 이슈 성을 설명하

고 연구를 일반화하는데 도움이 을 것이다.

셋째, 역시 분석 시간의 제약으로 열흘 간 트 터에 

올라온 의견만 분석 상으로 했다. 유병언 시신과 

련된 트윗은 10월까지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만큼 언론

의 임 효과를 보려면 분석 기간을 늘일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는  유병언 사망과 련해서 10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 상으로 했지만, 분석 시기를 늘려 

임의 변화를 밝힌다면 주변 정보가 어떻게 확산되

는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연구의 일반화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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