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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에서는 해양환경에 한 언론의 의제설정 경향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해양환경이 국내 언론을 

통해 어떻게 의미화 되는지를 분석하 다. 지난 10년(2005-2014년)간 국내 4개 종합일간지(동아· 앙·경

향·한겨 )에 해양환경에 해 보도된 기사에 해 R 로그램과 넷마이  로그램을 활용하여 언어 네

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국내 언론에서 해양환경은 경제  차원에서 의미화되었다. 지난 10

년간 연도별 구분 없이, 언론은 해양환경에 한 ‘개발’이슈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환경의 개발을 심으로 다양한 ‘계획’과 단  ‘사업’들이 요한 상 계를 가진 역으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해양환경의 ‘보 ’이슈는 국내 언론에서 주요 의제로 언 되지 않았다. 해양환경은 효과 인 보 을 

기반으로, 이와 동시에 합리 인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개발이슈만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국내 언론보도

의 의제설정경향은 해양환경을 개발의 상으로 인식하는 데 막 한 향을 미친다. 향후 해양환경 분야에 

한 언론보도의 방향성과 정보제공의 시사 에 해 논의하 다.  

■ 중심어 :∣해양환경∣언어 네트워크 분석∣의제설정∣프레임∣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domestic newspapers’ agenda setting trend and meaning construction 

process on the issue of marine environment by year. The research conducted a language 

network analysis and used R program and Netminer program to analyze four major daily 

newspapers’ news coverages (Dong-A, Joongang, Hanhyoreh, and Kyunghyang) for the last ten 

years (2005-2014). The results show that the issue of marine environment in Korean media 

reports are signified in the economic context. For the last ten years, news reports are mainly 

focused on the ‘development’ issue of marine environment, without distinction of year. The core 

key words of the networks are “development”, “plan”, and “project.” However, diverse strategies 

for ‘preservation’ are not covered in media reports as a major issue. The importance of effective 

preservation and reasonable development should be considered in a balanced way. Korean media 

coverages mainly concentrate on the development issue, and it has a strong influence on 

considering the marine environment area as an object of development. Future direction and 

implication of the press reports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 are discussed.

■ keyword :∣Marine Environment∣Language Network Analysis∣Agenda Setting∣Framing∣

    

*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2016년 기  주요사업인 「해양강국 실 을 한 해양수산 선진화 략(PE99436)」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수일자 : 2015년 12월 18일

수정일자 : 2016년 02월 09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2월 11일 

교신 자 : 장덕희, e-mail : jdh73@kiost.ac.kr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5386

I. 서 론

해양환경에 한 효과  보 과 합리  개발은 양립

하기 쉽지 않은 개념으로, 양자 간의 균형은 환경정책

의 범주 안에서 요한 쟁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해

양환경에 한 개발과 보 에 한 결정과 같은 환경문

제는 의사결정의 결과를 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

욱 어려운 문제임에 분명하다. 다만, 21세기에 들어와 

환경보 의 요성이 지속 으로 강조되면서 환경에 

한 합리  개발은 효과  보 을 제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 진 정도이다. 이는 개발행  자체가 

환경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보장 에서 이

져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양환경 개발 역시 이

를 따라야 할 것이다[1]. 그러나 어느 정도가 ‘지속가능

성의 범 ’ 인지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한, 해양환경 분야에 한 개발과 보 을 논의하기 

해서는 과학  에서의 기 과 정치   에서의 

기 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정치  

의 경우에는 일반 이 해양환경의 개발과 보 에 

한 의사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야 함은 

당연한 주장이다.

해양환경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해서는 어느 정도는 문  식견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양은 원자력, 우주과학 등과 같은 거

과학 분야의 하나로, 일반 이 해양환경 이슈에 

해 문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이는 해양환

경을 포함한 모든 환경문제에 용되는 문제일 것이나, 

육상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보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일반 이 목도(目睹)하기 더 어렵다는 문

제가 있다. 특히 해양환경 분야에서 생성되는 지식은 

물리․화학․생물․지리․공학․정책 등  학문분야

의 융합공동체로 ‘해양’에 한 특별한 문성 없이는 

다양한 이슈들에 한 이해가 어렵다. 따라서 해양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가와 비

문가 사이에 정보비 칭(information asymmetry)이 존

재하며, 이로 인해 해양환경 분야의 정책이슈는 일부 

문가들에 의해 독 되어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회 환경의 변화는 

정부정책에 한 국민들의 심과 개입을 지속 으로 

증가시키고 있다[2]. 국가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기반

으로 합리성을 획득하며, 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 우선순  결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특히 해양환경 보  이슈와 같이 가시  편익 보

다는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순수 공공재  성격의 

사회문제의 경우 정부의 과소투자에 의한 정책실패를 

방지하기 해서는 사회문제에 한 정보비 칭 해소

를 기 로 한 합리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

다 요하다. 이는 환경재화에 있어 정보비 칭은 역선

택을 유도하는 핵심 인 원인이기 때문이다[3][4].

해양환경은 표 인 순수 공공재(public goods)로 

정부의 극 인 개입 없이는 ‘시장실패’ 발생이 견되

는 재화이다[5][6]. 따라서 시장실패에 의한 과소공  

방지를 해서는 해양환경 분야에 한 국민들의 극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해서는 합

리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만, 실제 국민들이 해양환경 이슈에 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는 통로는 극히 제한 이다. 해양환경 이슈에 

한 정보는 연구자들이 생산한 각종 보고서와 논문, 

정부가 생산한 정책발표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이는 부분 련 문가들을 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환경문제를 하는 국민들의 높이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가 제공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언론보도는 일반  식견을 가진 국민들이 

해양환경 이슈에 한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다. 

이 연구는 국민 정보 달의 주요 통로에 해당하는 

언론이 해양환경에 한 이슈를 어떻게 달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는 데 목 이 있다. 특히 개발과 보 의 

에서 언론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

석하고, 이를 기 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간 해양환경에 한 언

론보도를 키워드 단 로 분석하며, 분석결과를 토 로 

향후 해양환경의 합리  개발의 제가 되는 효과 인 

해양환경 보  략을 수립하기 해 어떠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하는지 의미 있는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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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논의
1. 해양환경에 대한 보편적 관점
해양은 인류와 국가의 미래 생존을 해 인류가 선택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안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국가 는 인류의 미래를 한 에서 해양환경의 개

선, 유지  보 의 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연구들

이 수행되어 왔다[7-10]. 한, 해양환경에 있어 사고에 

의한 오염 문제는 매우 요한 문제로, 련 연구들 

에는 연안환경 오염에 의한 향을 다루고 있는 문헌들

과[11-14], 2007년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 사고 등 사고에 의한 해양오염 문

제를 다루고 있는 과학  연구들이 다수 수행된 바 있

다[15-18].

해양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것으로, 해양은 지구 표면 의 71% 이

상을 차지하는 지구 최 의 기후변화의 조 자이며, 국

경을 월한(trans-boundary)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어느 한 연구개발 주체에 의해 통제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19]. 특히, 해양환경에 한 합한 리는 인간

의 미래생존 가능성을 담보하기 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20-22].

해양환경이 인간의 삶과 직결된다는 은 이미 오래

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해양에 한 체계 인 리를 

시도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를 들어 해양공

간에 한 합리 인 이용과 보 을 한 체계 인 리

를 한 해양공간계획(MSP: Marine Spatial Planning) 

은  20세기 말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다[20]. 그리고 해

양공간에 한 합리  리를 한 논의들은 19세기 말 

산업 명으로 인간 활동이 증가하고, 자연정화 능력을 

과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 기 때문이다. 

역설 으로 인간의 삶의 질 제고를 한 인간 활동은 

오염으로 인한 인간 활동의 상실, 어족자원 고갈 등으

로 인간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하는 가장 험한 요

인으로 등장하 다[23-25]. 

2. 해양환경 이슈에 대한 ‘정보비대칭’ 문제
내외 인 여건과 국가 환경 정책이 해양으로 확

되고, 연안 리 업무를 추가 으로 수행하는 등 장기

인 비 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 지속 으로 증

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시각에서 미래 략을 도출할 

수 있는 여건은 여 히 미비한 실정이다. 련하여 가

장 요한 원인  하나는 해양환경 분야에 한 국민 

인식이 낮다는 이다. 정서 으로는 한 환경 리

의 요성에 하여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해

양환경 리를 한 차  리과정의 요성에 해

서는 동의도가 낮다. 특히 1995년의 씨 린스호 사건,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등 굵직한 기름유출사

고 등의 발생과 이로 인한 범 한 해양환경피해 발생

은 해양환경 리의 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

다. 그러나 해양환경 리의 요성에 한 국민 인

식도에 비해, 해양환경 리를 한 과정상의 요성에 

한 인식도는 여 히 낮은 수 이며, 이는 해양환경 

리를 한 활동의 상당비율은 부분 규제정책으로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격차를 이기 해서는, 해양환경 분야에 존재하는 

문가와 비 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 칭’의 해

소가 필요하다[3][26-28]. 일반 인 거래 계의 경우 정

보의 통제와 독 이 효용극 화 실 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해양환경 분야와 같은 환경재화의 경우 국

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련 사업에 한 지

지를 얻는 데 보다 유리하다. 즉, 해양환경의 경우 정보

비 칭의 극  해소가 상호 이익을 극 화 할 수 있

는 요인으로, 정보비 칭 해소를 해서 다양한 시각에

서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 국민 

이해를 한 별도의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는 에서 이를 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가와 비 문가 사이의 정보비

칭 문제가 심각한 해양환경에 해 국내 언론은 어떠

한 의제를 제기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의

미화를 구축해 왔는지를 장기 인 에서 악해보

고자 한다.

  

 3. 의제설정 이론(Agenda-Setting Theory)
해양환경 분야는 주요 사건을 심으로 언론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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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뉴스 기사는 그 자체로 이 분

야의 주요 이슈들을 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의제설정이론은 매체가 수용자의 지각  인식에 

미치는 향력에 해 비 으로 근한다. 

(public)에 한 미디어의 지각 인 효과(perceptual 

effect)에 을 두고, 수용자가 모든 정보를 직  수집

하고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가 제공

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을 기본 인 가정

으로 둔다. 이와 련하여 맥콤과 쇼[29]는 특정 사건이

나 인물, 이슈 등에 해 미디어가 주목하고 반복해서 

보도하게 되면, 은 실제 요하지 않더라도 무의식

으로 해당 이슈를 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에 주목

하 다. 의제설정이론은 수용자가 미디어로부터 제공

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미

디어는 이 ‘무엇에 해 생각해야 하는지(what to 

think about)’를 결정하고, ‘언론이 으로 보도하는 

이슈(media agenda)’가 곧 ‘ 이 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회  이슈(public agenda)’로 이되는 을 강조

한다. 한편 의제형성 유형에 한 선도  연구자인 콥

과 로스[30]의 의제형성 유형을 통해, 해양환경 분야의 

의제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한 논의가 가능

하다.

가 정책문제를 주도하는가?

국민, 일반 집단 정부, 특수집단

의제확산
필요성

대단히
필요함 외부주도형 동원형
필요성이
낮음 X 내부주도형

표 1. 의제형성 유형의 구분

[표 1]과 같이, 공 의제가 공식의제가 되는 과정의 

특징에 따라 의제형성 모형은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동원형(Mobilization Model) 그리고 

내부주도형(Inside Access Model)으로 분류된다.  의제

형성과정은 다시 공 의제(public agenda)와 공식의제

(formal agenda)로 구분되고, 사회  쟁 에서 시작된 

공 의제는 창시(initiation)와 구체화(specification), 확

산(expansion), 그리고 진입(entrance) 단계를 거쳐 공

식의제가 된다. 

해양환경에 한 정부 략 수립은 내용 으로는 고

도의 문성에 근거한 정책결정과정이 필요하고, 의제

확산이 필요해 외부주도형 는 동원형의 의제형성 과

정이 필요하다. 정책결정에 필요한 문성 역의 보완

을 통해, 일반 국민이 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가

정한다면, 외부주도형에 의한 의제형성이 정책의 효과

성 측면에서 우월할 수 있다. 정책효과성 제고의 측면

에서 정보비 칭 상황 하에 있는 해양환경 분야에 한 

정보는 국민의 높이에 맞춰 생산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양환경 분야에 있어, 어떤 이슈가 주요

하게 언 되며 어떤 수 의 정보가 유통되고 사회 으

로 어떻게 의미화되는지, 정부의 정책 운 과 사회  

의제설정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미비하다. 한 

다양한 과학 인 연구방법을 용하여 장기 인 

에서 해양환경에 한 언론보도 추이를 살펴본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언론보도의 특성상 사회 상 는 사건 발생을 바탕

으로 ‘시사’ 정보를 언론사(언론인)의 시각에서 정리하

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은 정보가 발생하게 된 당시의 

상황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으며, 체계화된 정보의 형태

로 제공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를 들어, ‘해양오

염’의 개선은 항구 이고 지속 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

이지만, 언론보도에서 ‘해양오염’에 한 보도가 발생하

는 시 은 부분 유류 유출사고, 선박사고 등 형 

기·재난 사건이 발생한 시 에서, 해당 사건에 을 

맞추고 보도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2007년 12월 발생

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여

히 합한 리가 필요한 ‘ 재 진행형’ 이슈로 해양

생태계의 복원을 해서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에 한 언론 보도를 

분석한 연구는 사건을 심으로 한시 으로 진행되었

다. 양정혜[31]는 사고가 발생한 2007년 12월 7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의 국내 주요 일간지의 

뉴스 임을 분석하여 국내 언론 기사가 사건 심

이며 친기업 인 의미들을 유포하는 문제 이 있다고 

지 하 다. 박동균[18]은 동일 사건에 해, 언론의 부

정확한 보도와 자원 사에 한 과잉보도의 문제 을 

제기하 다. 언론의 해양환경에 한 보도를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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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미비한 가운데, 해양환경 분야에서 요한 사건

에 해 국내 언론의 의제설정과 임의 문제 을 제

기한 연구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두 연구 모

두 장기 인 에서 과학 이고 체계화된 연구방법

에 의해 진행되지 못하 다는 한계 이 있다. 이 외에

도, 제한  범 에서 해양사고에 한 <조선일보>와 

<부산일보>의 보도태도를 비교한 연구[32]와 해양범

죄[33]를 보도하는 데 있어 언론의 역할에 을 두고, 

언론 보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한시 으로 

진행되었다. 

  

4.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의제설정 연구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 과 분석기법의 고도화로, 

소수 문가들을 심으로 분석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컨  

서지분석(bibliometrics), 특허분석, 인용분석 등 다양한 

과학 ·계량  기법들을 통해 문헌 는 신문기사들과 

같은 메타데이터들을 분석하여 효과 으로 연구동향을 

악하는 계량정보 분석방법들이 리 활용되고 있다

[34].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계량정보 분석방법은 도서

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한 서지분석에 기 하고 

있으며, 최근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디지털 미디어 사용

이 증하면서, 지식정보에 한 분석 방법들이 다양하

게 개발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공공부문에서 빅데이

터 분석방법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먼 , 정부정책과의 계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김정미와 윤미 [35]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

해, 국민 공감형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을 강조한다. 

즉, 감정추출  분석기술을 통해 정책에 한 정 , 

부정  신호를 잡아낼 수 있고, 측을 통해 미래의 상

황변화에도 일 성 있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정

책의 집행과정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이 부각

된다. 결론 으로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통해 국민정서

를 반 하고, 일 성과 투명성 있는 소통이 활성화되는 

능동형 정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 인 방

법론이나 정책 안이 미흡한 규범 인 수 에 그쳤다

는 평가를 받는다[36]. 

공공부문 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요성을 강조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를 활

용하기 해서 지식자산을 구축하고, 식품 빅데이터와 

련된 국민 시범서비스를 제시하며, 향후 과제와 

망도 제시되었다[37]. 미래연구방법인 시나리오 래닝

을 활용하여 국가정보화나 자정부의 략과 방향에 

한 미래상도 탐색되었다[38]. 미래연구의 에서 

빅데이터를 통해 의제와 안에 한 제시는 물론 환경

스캐닝의 기법을 활용한 사  비  책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이 강조된다[39]. 이러한 근은 재의 정책

의제의 설정이나 정책수행보다는 미래의 정보생산과 

안 구축에 을 맞추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창조경제’에 한 기사를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시기

별 주요 의제와 의미화과정을 악하여 국정 홍보 략

에 한 시사 을 제공하기도 한다[40].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의제설정을 

악하는 연구는, 특정 이슈에 해 언론이 어떠한 단

어를 선택하고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며, 단어들을 어떻

게 연계하여 국내 언론이 이슈에 한 의미화 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는지 악할 수 있게 한다. 이 

연구는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 문제를 구

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1. 언론이 ‘해양환경’과 련해 요하게 다

루는 단어는 각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언론 보도의 해양환경 련 주요 단어는 

각 연도별로 어떠한 의미연결망을 구성

하는가?

연구문제3. 언론 보도의 해양환경 의미연결망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는 무엇이며 특징

은 어떠한가?

III. 해양환경 관련 기사 언어 네트워크 분석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국내 언론의 해양환경에 한 보도 경향과 

의미화 과정을 악하는 데 목 이 있다. 국내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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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에 한 의미화 경향을 입체 으로 분석하기 

해 언론에서 언 되는 해양환경 기사에 한 언어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난 10년으로 설정하 으며, 분

석 상은 국내 종합일간지를 상으로 하 다. 종합일

간지의 선정에는 보수 성향 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

는 언론을 하게 균형 으로 안배하기 해 4개 

앙일간지(동아일보, 앙일보, 경향신문, 한겨 신문)를 

선택하 다.

분석 단 는 뉴스 기사가 사용되었다. 이 연구를 

해 데이터의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 데이터

베이스인 카인즈(www.kinds.or.kr)를 통해 수집하 다. 

그러나 < 앙일보>의 경우 카인즈 내에서 기사 검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 앙일보>의 경우 국내  

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의 뉴스 

캐스트 내 상세검색의 키워드 검색기능을 활용하 다. 

그 후 검색된 기사는 다시 각 신문사의 웹사이트 데이

터베이스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이를 통해 혹

시 락되는 기사가 없는지 검하는 과정이 이루어졌

다. 검색된 기사는 다시 복되는 기사를 제거하는 과

정을 거쳐 다량의 기사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최선의 

분석효과를 얻고자 하 다. 기사를 찾기 한 검색어는 

최성두[41]의 2006년 해양환경 련 주요 이슈에 한 

연구와 2010년 국가 해양력 제고를 해 문가들이 진

단한 40여 개의 핵심 키워드 연구[42]를 정리하 고, 선

행연구에서 해양환경 분야의 주요 사건을 심으로 언

론 보도를 분석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사고’를 포

함하여 최종 14개의 키워드를 선별하 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수집된 총 기사의 수는 3,231건이었다. 수집된 

기사  ‘인사이동’ 등 이 연구와 직 인 연 이 없는 

기사들은 제거하 다. 최종 분석 상으로 선정된 기사

를 검색기간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분석 상이 

되는 기사 수에 있어 연도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지난 

10년 동안 매년 약 100건 - 140건 사이의 기사들이 보

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 키워드 검색기간 기사 수(건)

해양안전, 해양사고, 
해양기후변화, 해양수
산부, 해양생태, 해양
생태관광, 어류양식, 
해양조사, 해양 SOC, 
해양휴양, 해양자원, 
해양 체험교육, 
해양 역사문화, 해양관
광

2005.1.1-2005.12.31 117
2006.1.1-2006.12.31 120
2007.1.1-2007.12.31 129
2008.1.1-2008.12.31 113
2009.1.1-2009.12.31 106
2010.1.1-2010.12.31 98
2011.1.1-2011.12.31 102
2012.1.1-2012.12.31 103
2013.1.1-2013.12.31 134
2014.1.1-2014.12.31 140
계 1,162

표 2. 분석 기간 동안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사건수 

수집된 데이터는 의미 없는 조사와 어미, 문장부호 

등을 제거하는 정제과정을 거쳤다. 이후, 기사의 내용을 

텍스트 분석과 사회연결망분석(SNA)을 결합하는 방법

을 이용하 다. 한, 추출된 기사들에 해 내용분석을 

실시하기 해, R 로그램을 용하 다. 이 연구에서

는 분석결과를 효과 으로 제시하기 해, 각각의 핵심

키워드들 간 단어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시각화

(visualization) 기법을 이용해 주요 키워드 들 간의 연

결 형태를 정리하 다. 단어 네트워크의 시각화는 사이

람[43]이 제공하는 넷마이  4.0(NetMiner) 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1. 전체(2005-2014년) 언론기사 분석결과
<연구문제 1>은 국내 언론이 해양환경 분야와 련

하여 어떠한 단어를 주로 선택하 는지에 한 것이다. 

해양환경 의제설정을 해 어떠한 정보를 달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주요 언 단어 순 를 조사하고자 한

다. 각 연도별로 악하기에 앞서, 체 분석 기간 동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이 해양환경과 련하여 

요하게 다룬 단어를 살펴보았다. 지난 10년 동안, 해

양환경 련 신문 기사 총 1,162건을 R 로그램을 이용해 

추출한 주요 키워드는 [표 3]과 같다. [표 3]은 체 분석 

기간 동안 나타난 상  100개의 주제어를 정리한 내용이

다. 

[표 3]과 같이, 지난 10년 간 언론에 보도된 해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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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주요 주제어는 계획, 개발, 사업, 지역, 추진의 

순서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  빈

도에 있는 단어들은 주로 해양환경에 한 ‘개발’ 이슈

에 계된 주제어들에 해당한다. 상 으로 후반 수

의 빈도수를 보이는 단어들로는 안 (193회), 환경

(146회), 생태(119회), 기후변화(92회) 등 ‘보 ’과 련

된 단어들이 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과 으로 해양환경과 련하여, 지난 10년간 국내 언

론은 해양환경에 해 주로 합리 으로 이용하는 측면

을 강조하는 논의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는 단어 간 네트워크 결합 형태를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계획 464 발전 191 공사 150 미래 118 기후변화 92
개발 457 산업 189 환경 146 센터 117 대통령 91
사업 404 체험 189 조사 145 박람회 115 앞바다 91
지역 387 발생 184 과학 144 중국 114 양식 87
추진 373 국가 178 선박 144 기술 112 요트 86
수산 369 해안 175 연계 144 정책 111 호텔 86
정부 341 건설 172 전문가 142 주민 110 경남 85
관광 327 연구 171 시민 137 엑스포 107 83
조성 321 부산 170 연안 133 남해안 105 방문 82
국제 271 참여 170 공원 132 생산 103 거점 81
시설 263 해상 169 해역 131 육성 103 공동 81
여수 254 개최 166 레저 130 단지 102 자연 79
바다 252 관리 165 기업 128 성장 102 사회 78
도시 233 국토 165 역사 124 국회 101 정보 78
활용 233 지구 164 제주 124 사고 100 해결 77
지원 222 자원 160 세계박

람회 122 해수 100 휴양 77
문화 220 관광객 158 항만 121 지방 99 관광자원 74
다양 201 이용 157 대형 119 동해 95 부지 74
안전 193 투자 156 생태 119 건립 94 영향 74
유치 193 경제 151 예산 119 현장 94 전략 74

표 3. 해양환경 분야 기사의 주제어별 빈도수(2005-2014)

[표 4]는  주제어들을 심으로, 각 주제어간 네트워

크 분석결과와 주제어 네트워크에서 심성(centrality) 

지수 상  10개 주제어의 심성 지수를 나타낸다. 각 

노드(주제어, nodes)의 크기는 빈도수에, 링크(links)의 

굵기는 기사 텍스트별 공동출 (co-occurrence)의 횟수

(frequency)에 비례하며, 100회 이상의 링크만을 시각화

하 다.   

주제어 심성 네트워크 분석 결과
계획 0.996 
개발 0.996 
사업 0.992 
지역 0.996 
추진 0.987 
수산 0.987 
정부 0.992 
관광 0.958 
조성 0.971 
국제 0.987 

표 4. 전체 주제어간 단어 네트워크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과거 10년(2005-2014)간 언론에 보도

된 주요 주제어들은 다수의 네트워크가 하나의 거  군

집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심

에는 계획과 개발, 사업, 지역, 추진, 수산, 정부 등의 주

제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이들 주제어들이 지난 10

년 간 상 으로 빈번하게 공동 출 하고 있음을 의미

하며, 결과 으로 지난 10년간 주로 해양환경의 ‘개발’

을 심으로 국내 언론들의 기사들이 작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심성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해양환경을 보다 효율 으로 개발하

기 한 목 에서, 다양한 계획들이 언론에 빈번하게 

노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단 사업들이 구상되었

음을 의미한다. 한 해양환경 이슈들은 주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연도별 언론기사 분석결과
[그림 1]은 각 연도별 주제어간 단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실증분석과정에서는 주제어

간 15회 이상의 연결도를 갖는 경우만 표시하 다. 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해양환경 분야 주제어들 간의 네트

워크는 년도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크기가 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각 연도의 네트워크들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의 거  네트워크가 심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부분 해양환경 분야에 한 개발이슈를 

다루고 있는 주제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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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그림 1. 연도별 주제어간 단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연구문제 2>를 통해서 국내 언론이 해양환경에 

해 지식을 구성하는 패턴을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문

제 1>에서 분석한 해양환경을 의미화하기 해 선택된 

주요 단어를 바탕으로, 단어 간의 의미연결망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표 5]를 통해, 앞서 [표 4]에서 제시

하 던 바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 심성 지수를 각 연도

별로 악해보았다.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결

심성’은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와 직 으로 연결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체 의미연결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노드를 악하기 해 사용된다. 

해양환경 기사에 한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어떤 주제어는 다른 주제어들에 비해 더 많은 연결 

계를 가질 수 있으며, 상 으로 더 많은 연결 계를 

갖는 주제어일수록 연결을 기반으로 핵심 이슈를 구성

하는 주제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44]. 

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주제어
심성
지수

주제어
심성
지수

주제어
심성
지수

주제어
심성
지수

주제어
심성
지수

1 계획 0.869 지역 0.903 계획 0.904 지역 0.879 개발 0.898 
2 정부 0.838 수산 0.881 추진 0.900 개발 0.866 활용 0.876 
3 개발 0.838 개발 0.863 개발 0.900 계획 0.845 추진 0.876 
4 사업 0.824 계획 0.858 수산 0.896 추진 0.759 계획 0.876 
5 수산 0.824 사업 0.814 정부 0.852 시설 0.746 사업 0.853 
6 지역 0.815 추진 0.761 사업 0.843 조성 0.741 지역 0.849 
7 문화 0.721 이용 0.743 지역 0.835 활용 0.737 조성 0.804 
8 도시 0.721 도시 0.735 조성 0.817 국가 0.724 개최 0.791 
9 추진 0.716 산업 0.726 국제 0.813 사업 0.720 시설 0.782 
10 관광 0.716 정부 0.717 지원 0.809 체험 0.707 정부 0.782 

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주제어
심성
지수

주제어
심성
지수

주제어
심성
지수

주제어
심성
지수

주제어
심성
지수

1 계획 0.899 지역 0.895 지역 0.861 지역 0.861 지역 0.907 
2 개발 0.877 계획 0.864 계획 0.831 개발 0.853 추진 0.850 
3 지역 0.873 개발 0.855 개발 0.823 정부 0.848 계획 0.850 
4 지원 0.860 조성 0.838 조성 0.806 사업 0.827 개발 0.827 
5 정부 0.811 추진 0.833 추진 0.802 관광 0.801 사업 0.814 
6 국제 0.798 지원 0.798 지원 0.768 국제 0.792 국제 0.748 
7 시설 0.785 사업 0.798 사업 0.768 계획 0.788 수산 0.748 
8 경제 0.776 도시 0.789 도시 0.759 수산 0.788 정부 0.743 
9 발전 0.772 관광 0.768 관광 0.738 추진 0.784 관광 0.743 
10 추진 0.772 발전 0.759 발전 0.730 여수 0.771 여수 0.743 

표 5. 해양환경 뉴스의 연도별 주제어의 중심성 지수 
      (상위 10개)

[표 5]를 통해 다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 동

안 각 연도별로 해양환경에 한 언론보도에서 언 된 

주제어들 가운데 상  10 에 해당하는 주제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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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개발’에 한 주제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주제어들 에는 개발과 보  어느 쪽

에도 속하지 않는 주제어들도 존재한다. 를 들어 ‘추

진’, ‘사업’ 등이 포함되는데, 실제 련 기사들의 내용

을 분석해 보면, 해양과 환경을 기반으로 한 ‘개발’ 역

에 해당하는 주제어인 것으로 확인된다.  

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수산
(58)

수산
(58)

개발
(58)

개발
(51)

사업
(49)

계획
(51)

계획
(52)

계획
(46)

수산
(52)

지역
(47)

2 개발
(41)

개발
(51)

수산
(54)

계획
(49)

개발
(46)

개발
(45)

추진
(50)

사업
(42)

개발
(43)

계획
(43)

3 정부
(40)

계획
(51)

계획
(52)

지역
(47)

계획
(44)

지역
(41)

사업
(44)

개발
(39)

지역
(42)

개발
(42)

4 계획
(39)

지역
(43)

사업
(45)

사업
(37)

조성
(42)

사업
(40)

개발
(41)

시설
(37)

여수
(41)

수산
(42)

5 사업
(32)

사업
(39)

정부
(44)

추진
(35)

추진
(42)

관광
(38)

조성
(39)

추진
(36)

사업
(40)

여수
(42)

6 지역
(32)

정부
(35)

추진
(42)

조성
(34)

지역
(38)

추진
(37)

지역
(38)

정부
(35)

정부
(40)

추진
(39)

7 관광
(24)

추진
(35)

조성
(37)

관광
(29)

관광
(31)

정부
(34)

시설
(35)

활용
(35)

관광
(39)

관광
(38)

8 안전
(24)

조성
(33)

관광
(35)

수산
(28)

국제
(31)

국제
(33)

관광
(32)

관광
(33)

계획
(37)

안전
(38)

9 추진
(24)

관광
(28)

지역
(35)

시설
(27)

여수
(31)

조성
(31)

도시
(30)

여수
(32)

추진
(33)

사업
(36)

10 국제
(21)

부산
(24)

국제
(33)

정부
(27)

활용
(28)

지원
(29)

국제
(29)

국제
(31)

국제
(31)

발생
(35)

11 기업
(21)

조사
(24)

지원
(30)

체험
(25)

정부
(27)

국토
(25)

유치
(27)

조성
(31)

활용
(31)

정부
(33)

12 부산
(21)

해안
(24)

유치
(28)

해안
(25)

개최
(26)

시설
(25)

국토
(26)

국토
(29)

도시
(26)

다양
(31)

13 양식
(21)

시설
(23)

도시
(27)

국가
(24)

도시
(25)

여수
(25)

정부
(26)

다양
(29)

레저
(25)

도시
(29)

14 해상
(21)

체험
(23)

시설
(27)

문화
(24)

건설
(24)

유치
(24)

지원
(26)

박람회
(27)

문화
(25)

문화
(29)

15 지원
(20)

해상
(23)

발생
(25)

건설
(23)

경제
(24)

체험
(23)

체험
(25)

엑스포
(25)

안전
(25)

사고
(29)

16 활용
(20)

동해
(22)

산업
(25)

국토
(23)

국토
(24)

해안
(22)

수산
(24)

지역
(24)

개최
(24)

국제
(28)

17 관리
(19)

공원
(21)

여수
(25)

발생
(23)

시설
(24)

도시
(21)

여수
(23)

시민
(23)

산업
(24)

시설
(28)

18 발생
(19)

문화
(21)

해상
(25)

여수
(23)

공사
(23)

문화
(21)

연계
(22)

참여
(22)

시설
(24)

활용
(25)

19 조성
(19)

산업
(21)

문화
(24)

국제
(22)

문화
(22)

발전
(21)

지구
(22)

투자
(22)

과학
(23)

관리
(24)

20 도시
(18)

안전
(21)

발전
(23)

경제
(21)

미래
(22)

관광객
(20)

국가
(21)

도시
(21)

이용
(23)

발전
(24)

표 6.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연도별 중심성 지수 분석결과 
(상위 20개)

<연구문제 3>을 통해 해양환경 의미연결망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와 특징에 해 살펴보고자 한

다. [표 6]은 해양환경 분야 기사의 연도별 심성 지수

를 분석한 결과로, 호 안의 값은 각 주제어의 연도별 

출  빈도수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상

으로 높은 출 빈도를 갖는 주제어들은 부분 매년 

유사한 수 의 출 빈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양환경 분야의 개발이슈를 단 으로 보여주는 주제

어인 ‘개발’의 경우 매년 1-3 권의 상  출 빈도를 보

이고 있으며, ‘사업’ 역시 매년 상 의 출 빈도를 보인

다. 한, 동일하게 상  출 빈도를 보이는 주제어인 

‘계획’은 주로 해양환경 분야를 개발하기 한 계획에 

해당한다.

부가 인 분석으로, 주제어  해양환경에 한 ‘보

’ 이슈를 표하는 주제어인 ‘생태’의 연도별 출 빈

도와 주제어 네트워크상의 심성지수는 [표 7]과 같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현
빈도 8 8 9 13 14 7 21 9 14 16

중심성 
지수

0.450
(71)

0.456
(70)

0.552
(54)

0.560
(45)

0.573
(72)

0.522
(68)

0.662
(33)

0.637
(33)

0.667
(26)

0.540
(58)

표 7. 주제어 ‘생태’에 대한 연도별 출현빈도 및 중심성 지수

[표 7]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제어 가운데 ‘보 ’ 

이슈에 해당하는 표 인 주제어인 ‘생태’는 매년 8-21

회의 출 빈도를 보이며, 주제어간 네트워크상의 심

성 지수 역시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은 순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 내용을 [표 4]

와 [표 6]과 비교해 보면, 이는 보  이슈를 다루고 있는 

주제어들이 개발이슈를 다루고 있는 주제어들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출 빈도와 심성 지수를 갖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양환경 분야에 있어서 ‘보 ’

의 요성 는 ‘보 ’과 련된 이슈들이 상 으로 

낮은 요도를 가지며, 국내 언론 기사에도 게 언

되고 있다는 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해양환경 분야에 한 국내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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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재 우리 사회와 언론이 해양환경을 어

떻게 이해하고 의미화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 다. 이

를 해, 지난 10년(`05-`14년) 간 국내 4개(동아, 앙, 

경향, 한겨 ) 종합일간지에 게재된 해양환경 련 기

사에 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해 실증 으로 

악하고자 하 다. 국내 언론에서 해양환경 분야와 

련하여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  이슈들을 탐색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환경 분야와 련하여 지난 10년간 보도된 

언론 기사에서 추출된 주제어 노출빈도 분석결과, 상

으로 ‘개발’ 이슈에 해당하는 주제어들이 더 빈번하게 

언 되고 있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 분석 기간

과 각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국내 언론에 가장 많이 언

되는 주제어는 ‘계획’ 이었으며, 개발, 사업, 지역, 추

진 등의 순으로 언 되었다. 이들 주제어들은 해양 환

경에 한 보 이슈 보다는 합리 인 개발을 통해 경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더 가깝다. 

둘째, 해양환경 분야에 한 체 주제어간 단어 네

트워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발’ 이슈를 다루고 있

는 주제어들이 상 으로 더 많은 연결 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수  이상의 연결도(15회

를 기 )를 갖는 주제어들을 상으로 실시한 단어 네

트워크 분석결과, ‘개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주제어들

은 상호 상 으로 높은 수 의 연결 계를 갖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주요 단어들 간의 의미

연결망은 각 연도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

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연도별 심성 지수 분석결과에서 상  10 권

에 해당하는 주제어들은 부분 ‘개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주제어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간 네트워

크 구조는 비교  단순한 스타(STAR)형 연결 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제어 가운데 ‘개발’

을 심으로 정부, 지역, 계획, 조성 등의 주제어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과 으

로 국내 언론에서 지난 10년간 연도별 구분 없이 ‘개발’ 

이슈가 해양환경 분야에 있어 상 으로 더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양환경 분

야의 국내 언론 보도는 지난 10년 동안 ‘보 ’ 이슈보다

는 상 으로 ‘개발’ 이슈를 으로 언 하며 해양

환경에 한 주요 의제를 설정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국내 언론이 해양환경에 해 다차원 (경제

, 정책 , 사회문화 )으로 근하기보다는 주로 경

제  차원에서 의미화한다는 을 시사한다. 해양환경 

분야의 이슈는 효과 인 보 을 제로 한 합리 인 개

발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개발의 제가 되는 

해양환경에 한 보  이슈는 언론보도의 특성상 상

으로 덜 언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과 으

로 합리  개발의 제가 되는 ‘효과  보 정책’에 

한 국민 공감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분야에 ‘정보비 칭에 근거한 역선택’이 발

생할 수도 있다. 

언론보도는 해양환경 분야에 한 범 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안 가운데 하나이다. 

언론은 정보제공자인 동시에 해당 분야에 한 주요 의

제를 설정하는 역할과 사회 인 의미를 구조화하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해양환경 분야를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해양’에 한 이해를 기 로 하는 문성이 확

보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해양환경 분야에 

한 정부정책에 있어 핵심 인 의견을 형성하고 실천

인 정책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민에게 

해양환경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이 어떠한 의제

를 핵심 으로 다루는지가 요하다. 해양환경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 수 에서 문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일반 인 에서 해양환

경의 요성은 이해하지만 여 히 해양환경에 한 

문가와 비 문가 사이의 정보비 칭이 존재한다. 즉, 국

민들은 해양환경에 한 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구

체 인 수단과 방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이러한 정보의 비

칭은 결과 으로 장기간의 계획과 구체 인 실행

략을 필요로 하는 해양환경 분야에 한 서비스 생산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국내 언론의 해양환경에 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의 개발과 계획 이슈가 요하게 등장하며 

련 단어들(사업, 지역, 추진)이 연결망을 형성하며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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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을 확인하 다. 특히, 지역

의 경제 인 성장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심

이 되고, 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왔

음을 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언론보도는 ‘해양사고’

를 핵심 검색 키워드로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차이 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즉, 국내 언론은 해양환경 개발사업의 경제  측면을 

강조하며, 새로운 미래를 한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의

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정보제공 과정에서 

국민인식에 한 고려가 간과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에 있어 1991년 말 처음으로 시

작된 새만  개발사업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새만  

개발사업은 1999년 말 사업이 단되고, 2006년 법원 

결 이후 2010년 새만  방조제가 공되는 등 개발사

업과 련하여 찬성과 반  측 사이의 법  공방  사

회  갈등이 첨 한 국내 최  간척사업이다. 새만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향에 한 인식에 

해 새만  인근지역 400가구와 인근지역 외 국 600가

구를 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45] 응답자의 70%이상

이 새만  개발사업을 반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

히 응답자의 90%이상이 새만  방조제 외해역 환경

리를 한 특별 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즉, 

다수의 국민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기 하고 

있지만, 경제  효과보다는 새만  개발사업이 해양환

경에 미치는 향을 더 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45]이 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문제 이 제기

된다. 다수의 국민은 새만  외해역 환경 리가 요

하고 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구체 인 방

안에 한 방향성이나 계획성에 한 문제의식은 부족

하다. 이런 문 인 역은 다시 해양환경 문가집단

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한 요한 략 가운데 하나는 ‘정

보비 칭의 해소’에 기반을 두고, 국민을 상으로 해양

환경 련 정보가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과 정부 

간의 정보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양방향 커뮤니 이션

을 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기조와도 부합한

다. 즉, 해양환경에 한 국가 략 수립에 있어 국민의

사가 반 된 미래 략을 수립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정

보를 수집하여 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된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집행되는 정책은 국민

의 만족감을 제고하고, 국민 수용도를 높일 뿐만 아

니라, 결과 으로 정책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는 데 

정 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46][47]. 그러나 

해양환경의 경우, 문성에 기반을 둔 정보비 칭 상황

으로 인해 그동안 일방향 인 커뮤니 이션에 의존해 

왔다는 문제 이 제기된다. 한 국민 정보제공자로

서 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조차도 다각 인 에서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연구결과, 지난 10년간 언론에 보도된 해양환경 련 

정보는 일정 부분에 치우쳐져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해양환경의 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언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양환경 분야에 한 지식을 생산하여 우리

사회에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 4개 종합일간지를 연구 상으로 삼

아, 블로그나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수용자가 

의제를 설정하는 경향이 어떠한지 악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를 들어, 2004년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은 인

터넷을 통해 의제가 되어 사회 으로 심을 받게 

되면서 이후 주요 언론에 의해 요하게 다루어지는 역

의제 설정(reversed agenda-setting)이 발생하게 하

다[48]. 동일 안건에 해 언론과 수용자간에 어떠한 의

제가 주요하게 설정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

져야할 것이다. 한 향후 해양환경에 한 국내언론의 

보도경향에 해 좀 더 다양한 검색어와 미디어를 포함

하여 시기별로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과 련하여 비슷한 사건에 해 국내외 언론 

보도를 비교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지난 10년(`05-`14년) 동안의 국내 주

요 종합일간지의 해양환경에 한 의제설정을 악해

볼 수 있었다. 다매체·다채 환경 속에서 여 히 신문

기사가 수용자의 의제설정에 크게 향을 미치는 상황

을 고려할 때, 해양환경에 한 종합일간지의 의미화 

경향을 살펴보는 에서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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