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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터와 신문의 이슈 속성 비교 연구: MBC 업을 심으로

Analysis on Issue Attributions between Twitter and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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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트위터의 정보전달과 여론형성 기능에 주목해 트위터에서 사회적 이슈가 어떻게 해석ㆍ전달되고 있는지를 신문과 비

교했다. 분석에 사용된 이슈는 MBC 파업으로 이에 관한 트위터의 맨션과 신문 기사를 분석함으로 해당 미디어에서 MBC파업 이슈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다뤄졌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내용분석을 사용했으며 분석 항목은 트위터(신문기사) 형식, 정보원의 사

용, 의견표출 방식, 인간적 흥미 프레임과 귀인 프레임의 사용 등이었다. 연구결과, 트위터와 신문의 차이를 분석항목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트위터와 신문 간의 이슈 속성의 차이 측면에서 논의하였으며  트위터와 신문의 미디어로써의 본질적 기능과 

연관시켜 논의했다. 

☞ 주제어 : 트위터, 미디어 의제, 이슈 속성, 미디어간 비교 연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social issues are interpreted and presented in Twitter in comparison to newspapers, considering Twitter 

functions as the media for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public opinion formation. this study used one of Twitter’s media agenda, MBC 

strike, and analyzed how Twitter and newspaper deal with the issue of the MBC strike differently. The content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The categories for the content analysis include; message format, information sources, perspectives to be 

expressed, the frame of human interests, and the frame of cause-assigning. The results found ou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itter 

and newspapers, which are related to essential differences between Twitter and newspaper as communication media. 

☞ keyword : Twitter, media agenda, issue attributions, comparison between Twitter and newspaper

1. 문제제기

트 터 이용자들은 모바일 기기의 사용과 인터넷 이

용으로 새로운 뉴스 소비 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트

터 이용의 특징은 휴 성, 개인성, 참여성으로 요약되는

데 이들은 휴 기기를 이용하여 뉴스를 보며 자신의 홈

페이지나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통해 그 공간에 자신

이 심 있는 뉴스를 담는다. 한 뉴스나 뉴스에 한 

코멘트 등을 다른 곳으로 퍼 나름으로써 뉴스의 에 

기여하는 참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1].

우리나라 이용자도 비슷한 이용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데 SNS 이용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가장 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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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사회  트 드를 악

하기 한 정보추구 목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용

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종이신문 이용과 TV 

뉴스 시청이 크게 었다고 평가했다. 이것은 소셜 미디

어 이용자들이 매체가 달하는 뉴스를 직  소비하

기보다는 자신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다른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추천하거나 혹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슈가 

되는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2].

말하자면 트 터 이용자들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을 

이용하여 뉴스를 필터링하고 평가하며 이에 따라 반응하

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개인 이용자들의 이슈에 한 해

석과 평가는 트 터의 네트워크를 통해 된다고 할 

수 있다[3~4]. 트 터에 한 연구는 이러한 들에 근거

하여 트 터를 여론 형성의 미디어로 망하거나[5] 사

회  이슈에 한 담론을 형성하는 공간[6~7]으로 이해

하고 있다. 

트 터에서 부상된 이슈나 형성된 여론을 주요 일간

지들이 보도하거나 평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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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여론을 악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 역할하기 시작

했으며[5], 이용자들 역시 정치사회  이슈에 한 정보

를 공유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 이외에도 정

치인 혹은 유명인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그들에게 의견

을 달함으로써 정치  담론 형성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음이 찰 다[6]. 트 터 이용자들에 한 

연구에서 이용자들은 비이용자에 비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정치에 한 화를 더 많이 나 고 정치 참여 

성향 한 높다는 이 지 돼 트 터가 여론 형성과 사

회  이슈에 한 담론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7].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사회  이슈를 제기하는 역할

은 통 으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매체가 담당해

왔다. 매체는 이슈들  특정 이슈를 논의할 만한 이

슈로 만들고 해당 이슈의 특징을 드러내 수용자들에게 

무엇이 요한 문제이고 어떤 측면에서 요한지를 알려

주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표 으로 신문은 사회 체

의 이슈 에서 특정 이슈를 선택하고 특정한 틀로 해당 

이슈를 묘사함으로써 수용자들이 이슈를 어떻게 악해

야하는지를 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앞서 지 한 것처럼 매체 이외에 트 터 

역시 여론 형성과 사회  이슈가 창출되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들간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트 터 이용자들은 사회  이

슈에 주목하고 이슈의 성격을 악하는 데에 있어서 자

발 이며 이를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함으로써 트

터의 이슈 형성과 달과정에 동참하는 특성을 보여주

고 있어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방식의 이슈 설정 과

정이 진행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 트 터와 신문은 서

로 단 된 채로 작동한 다기 보다는 이슈를 제기하고 논

의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각의 미디어의 차별  양식을 살펴보는 것도 요하다 

할 것이다[20,23]. 신문은 특정 이슈를 강조함으로써 해

당 이슈를 사회  의제로 만들어내지만 트 터 역시 특

정 이슈를 논의될만한 이슈로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문기사를 활용함으로써 사회  이슈에 한 신

문 기사의 내용을 소비하고 참조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

이다.

곧 트 터와 신문 모두 사회  이슈를 논하는 공간으

로 역할하고 있지만 개별 미디어가 보여주는 차이를 동

시에 고려하면서 트 터와 신문이 동일한 이슈에 해 

어떻게 차별 으로 이슈를 소비하는지에 한 비교 연구

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트 터에

서 사회  이슈가 어떻게 달되고 있는지를 신문과 비

교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신문 등의 매체를 심으

로 하는 의제형성과정과는 별개의 다른 유형의 사회  

이슈에 한 인식이 트 터를 통해 형성되고 있음을 실

증 으로 찰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것은 신문의 사

회  이슈 구성의 엘리트  근방식 이외에 자발 , 집

단 , 사회  이슈 구성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

하게 한다는 에서 의미있는 시도라 할 것이다. 

2. 사회  이슈 설정과 이슈의 속성 

커뮤니 이션 연구자들은 미디어가 사회  이슈를 설

정하고 이슈의 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이 해당

이슈를 악하게 한다고 지 한다. 이 과정은 미디어의 

의제설정이론(Agenda-setting theory)과 틀짓기(framing) 이

론으로 설명돼 왔다. 

의제설정이론은 미디어가 부여한 이슈의 요성을 독

자가 습득하게 되며 이에 따라 미디어가 설정한 이슈가 

수용자의 사회  의제로 인식되는 효과를 지 하고 있다

[8]. 미디어가 사회구성원의 의제 인식에 향을 미치는 

단계는 이슈 요성의 이와 이슈 속성의 이로 구성

된다. 이슈 요성의 이는 미디어가 특정 이슈를 요

하게 다룸으로써 해당 이슈의 성(salience)을 높이고 

이에 따라 수용자는 해당 이슈의 요성을 인식하게 되

는 과정이다. 이 때 미디어에 의해 요성이 부여된 의제

는 미디어 의제로 정의된다. 

미디어 의제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해당 미디어 의제

가 요한 사회  의제로 인식되는 과정이 미디어 의제

설정이론이라면 해당 이슈의 속성 측면에서 미디어의 

향력을 지 하는 것이 2단계 의제설정이론이다[9~10]. 의

제설정 기능이 상에 집 했다면 2단계 의제설정 기능

은 의제의 속성에 주목한다. 의제의 속성이란 의제를 구

성하는 인지  감정  특성이나 특질을 의미한다. 가령, 

선거에서 후보자는 의제이며 후보자 이미지, 후보자에 

한 감정  측면 등은 속성에 해당된다[10]. 2단계 의제

설정이론에 의하면 미디어는 수용자에게 이슈의 요성

을 악하게 할 뿐 아니라 이슈의 속성을 달함으로써 

해당 이슈를 이해하는 특정 방식을 제공한다. 

이에 비해 틀짓기 이론은 미디어가 이슈를 달할 때 

특정한 해석틀을 이용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11~13]. 미디어는 특정 해석틀을 선택함으로써 해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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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의 의미를 달하는데 가령 학생운동을 사소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극우 등의 극단주의 성향으로 묘사하고, 내

부 갈등을 드러내는 틀 등을 사용하여 수용자의 시각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12].

틀짓기 이론의 주요 작업은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특

정 임을 찰하는 것으로 주요 임은 일화  

임과 주제  임[14], 책임 귀인 임, 인간  흥

미 임, 갈등  임, 도덕  임, 경제  임

[15] 등이 지 다. 국내에서도 틀짓기 이론을 이용해 

미디어가 어떻게 이슈의 속성을 규정하고 미디어 이용자

의 이슈에 한 인식을 구성하는 지에 한 많은 연구가 

실시 다. 를 들어 갈등 인 이슈에 해 신문  TV

뉴스의 보도방식을 찰한 연구들은 보도가 주로 다루는 

내용과 부각시키는 임이 무엇인지를 악함으로써 

보도가 수용자들에게 이슈의 상세 내용, 이슈에 한 해

석과 사회  의미를 달하는지를 분석해 왔다[16~18].

가령, 매매춘 이슈에 한 TV뉴스의 보도 임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는 법ㆍ질서 임, 도덕성 

임, 반자본주의 임, 책임 임 등 총 4가지로 

임이 찰되었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임은 법ㆍ질

서 임, 특히 ‘사회정화자로서 경찰/검찰 임’이었

음이 찰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 로 TV뉴스들

이 매매춘 이슈를 법과 제도 질서추구를 강조하는 측면

에서 해석하고 있음이 밝 진 것이다[16]. 핵폐기장 유치

에 한 TV뉴스의 보도 임을 비교 분석한 연구[17], 

의약 분업이라는 사회  갈등 이슈에 한 TV뉴스 보도 

임을 분석한 연구[18]에서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해당 이슈들이 어떤 임으로 달되고 어떤 임이 

우세한지를 찰함으로써 미디어가 특정 이슈를 수용자

에게 어떻게 인식하게 하는지를 찰했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의제설정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신문을 상으로 시작 으며 이후 신문이외의 다양한 미

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의제설정 효과와 같은 미디어의 

향력을 새로운 미디어를 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이

어졌다. 트 터를 상으로 의제 설정 효과를 분석한 연

구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시 으로, 최진호와 한동섭은 

트 터와 신문  방송의 의제에 한 비교 연구를 수행

하여 정치인의 트 터 의제를 통 인 뉴스 미디어인 

신문과 방송뉴스 의제와 비교했다[19]. 연구결과, 트 터

에서는 기존 미디어의 의제를 공유하는 동시에 나름의 

의제를 자체 으로 형성하고 있음이 지 다. 2010년 6

ㆍ2 지방선거의 트윗을 분석한 신 기와 우지숙의 연구

에서는 트 터 이용자들은 미디어에서 보도된 선거 련 

이슈에 해 극 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때 트 터 이용자들은 미디어의 보도 내용을 단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직  발굴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의 의제를 자체 으로 수

용  변화 발 시키는 것으로 확인 다[6].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트 터에서 이용자들은 기존 

신문이나 방송의 의제를 일방 으로 수용한다기보다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의제를 선정하고 시키며 동일한 

의제에 해서는 특정 속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해당 의제

를 수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틀짓기 효과의 측면에서도 트 터 이용자들의 이슈에 

한 반응은 신문에 의한 효과와 같은 일 인 향력

을 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로 인터

넷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은 논쟁 인 

이슈의 경우 매체가 규정한 이슈의 속성과는 차별

인 안티 사이트를 방문함으로써 안티 사이트의 주장을 

정 으로 생각하고 이에 동의하는 효과가 발견되어 이

와 같은 망을 뒷받침한다[21]. 한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는 매체가 제시한 사회  의제를 일방 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의제를 발굴하는 특성이 있음이 지

는데 특히 소속된 공동체의 의제에 더욱 집 하는 것으

로 찰 다. 련해 김학수와 오연호는 인터넷에서 공

동체에 기반한 잠재  의제가 공동체  의제로 발 되고 

인터넷 신문의 머리기사로 선택되는 과정을 보고했다

[22].

특히 이미나와 박천일은 트 터를 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트 터에서 형성되는 의제는 신문의 의제와 다

르다는 을 찰했다[23]. 해당 연구에서는 최상  리트

윗을 활용한 방식으로 트 터의 의제를 추출했는데 추출

된 6개의 트 터 의제에 한 신문보도는 트 터에서 부

여한 요성과는 차이가 있어 트 터의 의제형성이 신문

의 의제형성과는 다르다는 이 지 다. 

본 연구는 트 터와 신문이 동일 이슈에 해 어떻게 

차별 으로 이슈의 속성을 구성하는지를 찰하기 해 

이미나와 박천일의 연구에서 찰된 트 터의 사회  이

슈 의 하나를 선택했다. 특히 이슈가 단일한 틀로 이해

되기 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수용될 수 있으며 많은 사

람들에게 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슈라는 에서 

MBC 업 련 이슈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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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BC 업 이슈의 속성

‘MBC 업’은 다양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업 

당사 간의 갈등과 이슈를 둘러싼 정치 인 갈등, 이슈에 

한 찬반 논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 해당 이슈는 

MBC 노사  직  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시민

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다

루어졌다.  MBC 업 이슈 자체가 갖는 속성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우선 MBC 업은 정치  이념 립을 내포하고 있다. 

MBC의 경우 자사의 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

하 방문진)의 이사장과 이사 선임권이 통령과 정치권

에게 있으며, 방문진이 MBC사장에 한 인사권을 갖는 

수직 인 인사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MBC

의 업이 정치권과 연 성을 갖는데, 특히 MBC노조가 

정치 으로 편향된 인사 거부와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업의 목표로 꼽으면서 해당 이슈는 정치 인 쟁 으로 

이해 다. 정치권에서도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며 업에 

간 으로 가담하면서 정치  이념 갈등을 심화시켰다. 

두 번째 특징은 MBC 업이 여러 사회 이슈  연성

인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MBC 업은 특

정 인물이나 로그램과 련한 연성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업과 련된 공인  연 인들의 행보가 

표 이다. 김주하 아나운서의 1인 시 , 김태호 PD의 

MBC살리기 100만명 서명운동 동참, 연 인들의 업 지

지 선언, MBC 업 콘서트 등이 그 이다. 특히 이러한 

연성 이슈들은 인터넷을 심으로 화두가 되었으며, 네

티즌과 트 터 이용자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리는 등 

MBC 업 이슈를 더욱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세 번째 속성은 일반 시민들이 직간 으로 업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이슈가 갖

는 특징들 때문임과 동시에 MBC가 업을 하면서 실제 

방송  편성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직 으로 

업의 여 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이슈의 특성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MBC 

업 이슈를 선택했다. 곧, MBC 업이 가지고 있는 와 

같은 복잡한 하부 속성들로 인해 사건에 련된 개인에

게 주목하는 방식과 사건의 원인을 추정하는 방식 등에

서 다양한 틀이 작용될 것으로 측했다. 매체인 신

문이 근하는 틀과 개인미디어인 트 터가 이슈를 정의

하는 틀은 사건 련자에 집 하는 여부와 사건의 원인

을 지목하는 데에서도 매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

다. 신문은 을 상으로 사건을 보도하는 문가의 

입장에서 이슈를 달하지만 트 터는 개인의 의견과 감

상, 평가를 달하기 때문에 해당 이슈의 련자에 주목

하는 정도와 이슈의 원인을 추정하는 틀은 서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신문과 트

터에서 어떻게 해당 이슈의 속성이 차별 으로 개되

었는지를 분석했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 다. 

연구문제1. 트 터에서는 MBC 업 이슈가 어떻게 

달되고 있는가? 특히 해당 이슈의 속성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연구문제2. 주요 일간지들은 MBC 업 이슈를 어떻게 

달하고 있는가? 특히 해당 이슈의 속성

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연구문제3. 트 터와 신문 간의 MBC 업 이슈 달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특히 트

터와 신문에서 MBC 업 이슈의 속성은 

어떻게 차별 으로 구성되고 있는가? 

4. 연구방법

연구조사 기간은 2012년 7월 한 달이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MBC 업과 련된 트윗과 주요 일간지 기사를 수

집했다. 체계  샘 링을 통해 트윗 샘 을 구성했으며 

일간지 기사는 수 표집했다. 수집된 트윗 맨션과 신문

기사를 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으며 특히 정보원, 

의견의 유형, 인간  임  귀인 임 사용에 주목

해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4.1 샘 링 

4.1.1 트 터

트 터의 개별 메시지를 상으로 했다. 해당기간 동

안 ‘MBC 업’을 키워드로 수집된 트윗은 총 51,419개

으며 트윗 유형별로는 오리지  트윗 10,266개, 리 라이 

1,945개, 코멘트RT 1,837개, 단순 RT 37,370개 다. 체계

 샘 링 방식을 사용해 유형별로 트윗을 추출했으며 

오리지  트윗 205개, 리 라이 40개, 코멘트RT(CRT) 30

개, 단순 RT 519개, 총 801개의 트윗을 선택했다. 3명의 

코더가 수집된 트윗을 내용분석했다. 코더들은 코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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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구분 응답값

형식

트위터 

①오리지널 트윗 (TWEET) 

②멘션 (REPLY) 

③ 코멘트 RT (CRT) 

④ 단순 RT (RT) 

신문
①스트레이트성 단순기사 
②심화 기사 
③사설/오피니언 

정보 vs 

의견 
트위터 ①정보 제공 ②의견 제공

정보원
(정보제공 
트윗)

트위터

①본인의 의견 
②다른 사람 (단순 RT의 경우와 

CRT의 일부) 

③미디어(신문, 방송, 인터넷신문/방송 등) 

④기타

(표 1) 내용분석 항목

(Table 1) Items used for content analysis

분석항목 구분 응답값

의견표출 
유형 

(의견표출 
트윗)

트위터

①논리적 주장 
②단순 주장 
③개인적 감상이나 비꼬기, 비방 
④동조/지지

정보원
(신문기사)

신문

①MBC사측 ②MBC 노조 
③방문진 
④정치권/정치인 ⑤정부관련 인사 
⑥전문가 ⑦일반인/시청자 

인간적 흥미 
프레임

트위터 ①있음  ②없음 

신문 ①있음  ②없음 

귀인 
프레임

트위터 ①있음  ②없음 

신문 ①있음  ②없음 

신뢰도 측정을 해 샘 에 포함되지 않은 78개의 트윗

을 내용분석했으며 코더간 신뢰도는 크리펜도르  알

(Krippendorff's α)를 이용해 계산했다(항목별 신뢰도 계수

는 이하 분석항목 참고). 신뢰도 계수가 수용할 만한 수

인 것을 확인한 이후 3명의 코더가 체 트윗을 나눠

서 코딩했다. 

4.1.2 신문

해당기간 MBC 업을 키워드로 6개 주요 일간지의 기

사를 수집했다(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앙일보, 

한겨 신문, 한국일보). 사용된 키워드는 ‘MBC 업’, 

‘김재철’, ‘MBC 노조’ 등이었다. 수집된 주요 일간지의 

기사는 총 42개 으며 두 명의 코더가 각각 42개 기사에 

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코더간 신뢰도는 크리펜도르

 알 를 이용해 계산했으며 신뢰도 계수는 만족할만한 

수 이었다(항목별 신뢰도 계수는 이하 분석항목 참조). 

코더간 응답 값이 다른 경우는 토론을 통해 조정 다. 

4.2 분석항목 

먼  트윗과 기사의 형식과 양, 정보원을 분석했으며 

트윗의 경우는 정보제공과 의견표출로 트윗 내용의 특성

을 구분했다. 한 인간  흥미 임과 귀인 임은 

트 터와 신문에 공통 으로 사용 다((표 1) 참조).

4.2.1 형식 

트윗의 형식은 트 터에서 정보가 달되는 메시지 

유형을 고려해 오리지  트윗, 멘션, 코멘트RT, 단순RT

로 구분했다1. 신문기사의 형식은 ①스트 이트성 단순

기사 ②심화 기사 ③사설/오피니언 ④사진 기사2 등으로 

구분했다. 스트 이트성 단순기사는 사건에 한 보도로 

기자의 추가 설명 없이 사건 정보만 제시되어 있는 기사

이며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설명, 원인 언 , 다른 사람 

인터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심화기사로 분류했

다(신문 기사 형식, α = 1.0).

4.2.2 트윗의 메시지 유형 

트 터의 경우, 메시지의 내용을 정보제공과 의견 제

시로 구분했다. 특정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목 인 트윗이

면 ‘①정보 제공’으로 코딩했으며 의견이 표 되어 있으

면 ‘②의견 제시’로 코딩했다. 이때 의견은 생각, 논평, 감

정  지지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α = .78).

1) 오리지널 트윗은 트위터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이나 주
장, 감상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용자 스스로가 송신자가 
되는 직접적 메시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멘션(REPLY)은 특
정 대상을 지칭하는 트윗이다. 오리지널 트윗이 대상을 지정
하지 않는 유형의 메지시라면 멘션은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둔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이다. 코멘트RT(CRT)는 특정 
트윗을 리트윗(Retweet)하면서 개인의 코멘트를 첨부하는 메
시지로서 단순RT(RT)가 메시지에 대한 단순 동조를 표시하
는 반면에 코멘트 RT는 개인의 의견이나 논평을 첨가하여 
트윗을 리트윗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2) 사진 기사는 없었으므로 사진 기사에 대한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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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정보제공 트윗의 정보원

정보제공 트윗으로 분류된 경우, 정보원을 분석하여 

트 터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정보원을 악하고자했다. 

응답은 ①일간지 ②인터넷 신문 ③방송 ④잡지 ⑤트 터 

⑥블로그/개인홈페이지 ⑦기타로 구성 다 (α = .81).

4.2.4 의견표출 트윗의 의견 표출 유형 

의견표출 트윗으로 분류된 경우, 의견표출 방식을 분

석하여 트 터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의 유형을 악하

고자 했다. 응답은 ①논리  주장 ②단순 주장 ③개인  

감상이나 비꼬기, 비방 ④동조/지지 등으로 구성 다. ‘①

논리  주장’은 논거, 주장의 근거가 있는 경우, ‘②단순 

주장’은 논거, 주장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개인  감상이나 비꼬기, 비방’은 개인  감상, 느낌, 

인상 비평, 비방, 인신공격, 비하 등을 포함했고 ‘④동조/

지지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했다(α = 

.67). 

4.2.5 신문기사의 정보원 

신문기사의 경우, MBC 업 련 보도인 을 고려해 

정보원을 ‘①MBC사측 ②MBC 노조 ③방문진 ④정치권/

정치인 ⑤정부 련 인사 ⑥ 문가 ⑦일반인/시청자’등으

로 분류했다. 한 기사에서는  복수의 정보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원을 밝히는 모든 경우에 해 복수 코딩을 

실시했다. 개별 분류 항목의 정보원이 명시되었을 때 마

다 해당 정보원의 사용 여부를 코딩했다 (MBC 사측, α = 

.94; MBC 노조, α = .90; 방문진, α = .79; 정치권/정치인, 

α = .87; 정부 련 인사, α = .92; 문가, α = .79; 일반인/

시청자, α = .10).

4.2.6 인간  흥미 임

인간  흥미 임이란 사건이나 이슈의 달을 인간

의 모습이나 감정 인 면모에 을 맞춰 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들의 심을 끌기 해서 사건이나 이

슈를 특정 인물에게 맞춰 개인화시키거나(personalize), 극

으로 보이게 하거나(dramatize), 감정화(emotionalize)시

키는 것이 특징이다[24,25]. 온라인 환경에서의 뉴스 

임의 형성을 연구한 양정애, 김은미, 임 호의 연구에

서 인간  흥미 임은 감정  표 의 쓰임 여부, 개인

 삶 표  여부, 감정을 자극하는 시각  정보 포함여부

로 정의되었으며 감정  개인  삶을 다루는 온라인 뉴

스들을 인간  흥미 임을 사용한 뉴스로 보았다[24]. 

한 온라인 신문과 블로그에서의 뉴스 임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감정을 자극하는 표  여부와 뉴스의 

연성화 여부로 인간  흥미 임을 정의내리고 뉴스

임을 분석했다[25]. 

본 연구는 MBC 업을 상으로 했는데 해당 이슈는 

연성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속성이 통  

매체인 신문과 개인 미디어인 트 터에서 어떻게 차별

으로 구성되는지를 분석해 으로써 신문과 트 터의 

이슈 임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상된다.  

인간  흥미 임은 트 터와 신문의 공통 항목으

로 임의 사용 여부에 따라 ‘①있음’과 ‘②없음’으로 

코딩했다. 인간  흥미 임은 해당 사안에 련된 ‘인

물’에 을 맞추는 것으로 사건의 련 인물에 한 인

물 됨됨이, 인물의 삶에 한 내용, 인물에 한 감정  

평가, 인간  피해 사례 열거 등을 포함시켰다(트 터의 

인간  흥미 임, α = .67; 신문기사의 인간  흥미 

임, α = .84).

4.2.7 귀인 임 

트 터와 신문에서 MBC 업의 원인을 추정할 경

우, 이를 분석하기 해 귀인 임을 활용헸다. 귀인 

임은 이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 지는 해석틀

의 하나로 사건에 한 원인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외

부 환경을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해석하는 본질 인 사

고과정의 패턴이라 할 수 있다. 귀인 임은 특정 사

건이나 이슈의 발생한 원인과 해결법에 한 ‘책임’의 

측면으로 이슈를 다룬다. 국내 연구에서는 뉴스에 원인 

는 책임에 한 제시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해 주로 

사용되었다[26].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MBC 업 이슈는 다양한 이

해 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따라 해당 이슈를 차별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신문기사

와 트 터 맨션을 통해 각각의 미디어에서 어떻게 사건

의 원인을 추정하고 해결법을 제시하는지를 살펴 으

로써 개별 미디어의 특성을 찰할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귀인 임의 분석은 귀인에 한 임을 사용했

는지의 여부를 코딩했다(①있음, ②없음)(트 터의 귀인 

임, α = .67; 신문기사의 귀인 임, α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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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값 N % χ2 df p

형식

①오리지널트윗(TWEET) 205 25.6 768.81 3 .00

②멘션(REPLY) 40 5.0

③코멘트 RT(CRT) 37 4.6

④단순 RT(RT) 519 64.8

정보 vs 의견 
①정보 제공 212 26.5 177.44 1 .00

②의견 제공 589 73.5

정보제공 트윗의 경우: 
정보원

①본인의 의견   14 6.6 349.81 3 .00

②다른 사람 26 12.3

③미디어(신문, 방송,인터넷신문/방송 등) 170 80.2

④기타 2 .9

의견표출 트윗의 경우: 
의견표출유형

①논리적 주장  27 4.6 892.54 3 .00

②단순 주장 73 12.4

③개인적 감상이나 비꼬기, 비방 458 77.8

④동조/지지 28 4.8

인간적 흥미 프레임
①있음   303 37.8 47.47 1 .00

②없음 498 62.2

귀인 프레임
①있음  58 7.2 585.80 1 .00

②없음 743 92.8

(표 2) 트 터 내용분석 결과, N = 801

(Table 2) Result of Twitter content analysis

5. 연구결과 

5.1 트 터의 분석 결과 

MBC 업에 한 트윗의 분석결과((표 2) 참조), RT

가 가장 많았으며(N = 519, 64.8%) 오리지  트윗(N = 

205, 25.6%)이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 다. 카이스퀘어 

분석 결과, 트윗 형식별 빈도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 768.81, df = 3, p < .00). 트

윗 형식  RT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은 해당 이

슈를 하는 목 이 반 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정보제공과 의견제공으로 구분했을 때 정보제공보다는 

의견제공 트윗이 약 2.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χ2 = 177.44, df = 1, 

p < .00). 의견 제공이 정보제공보다 유의미하게 많다는 

은 트 터 이용자들은 MBC 업에 한 정보를 제

공하기보다는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한 것으로 악할 

수 있다. 

정보원은 신문, 방송 등을 포함하는 미디어가 압도

이었으며(N = 170, 80.2%) 사용되는 정보원의 빈도수의 

차이 역시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χ2 = 349.81 df = 3, p 

< .00). 의견 표출의 경우는 주장을 제시하기 보다는 개인

 감상이나 비꼬기, 비방이 다수를 이루었다(N = 458, 

77.8%). 한 빈도수의 차이는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 892.54, df = 3, p < .00). 주

장을 제시하기보다는 개인  감상이나 비꼬기, 비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은 트 터 이용자들이 MBC

업에 한 개인 의견을 개진하기는 하지만 이슈에 

한 의견보다는 개인  감상 수 의 내용을 주로 표 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간  흥미 임 사용여부를 분석한 결과, 인간  

흥미 임을 사용하지 않은 트윗(62.2%)이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χ2 = 47.47, df = 1, p < .00). 이는 트 터

에서 MBC 업과 련된 이슈를 특정 인물과의 연 에

서 다루거나 인간 인 감정  요인에 집 했다기보다는 

이슈의 개나  련 내용에 보다 주목했다는 것을 뜻

한다. 

귀인 임의 경우 귀인 임을 사용하지 않는 트

윗이 압도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MBC 업에 한 

부분의 트윗이 원인이나 책임에 해 논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 = 743, 92.8%, χ2 = 585.80, df = 1, p 

< .00). 즉, 트 터에서는 MBC 업의 원인, 해결, 책임에 

한 논의가 다 지기보다는 단편  내용에 기반한 메

시지가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 터와 신문의 이슈 속성 비교 연구: MBC 업을 심으로

50 2014. 8

인간적 프레임 귀인프레임

있음 없음 χ2
df p 있음 없음 χ2

df, p

정보 vs 
의견

 정보 59(-3.5
a
) 153(3.5

a
) 12.25 1 .00 20(1.4) 192(-1.4) 2.06 1 .15

 의견 244(3.5
a
) 345(-3.5

a
) 38(-1.4) 551(1.4)

의견표출
유형

①논리적 주장  20(2.2
a
) 15(-2.2

a
) 24.99 3 .00 4(1.3) 31(-1.3) 9.10 3 .03

②단순 주장 38(1.5) 42(-1.5) 1(-2.0
a
) 79(2.0

a
)

③개인적 감상이나 
비꼬기,비방 

188(.3) 282(-.3) 35(2.0
a
) 435(-2.0

a
)

④동조/지지 4(-4.5
a
) 42(4.5

a
) 0(-1.8) 46(1.8)

(표 3) 인간  흥미 임과 귀인 임: 정보 vs 의견 유형과 의견표출 유형, N = 801

(Table 3) Humane interest frame and responsibility blame frame: information vs. opinion and types of opinion expression

* 셀안의 숫자는 빈도수 N, 호안의 숫자는 수정된 잔차 
a. p < .05

인간  흥미 임과 귀인 임의 경우, 다른변인과

의 상호 계를 추가로 분석했다((표 3) 참조). 먼 , 인간

 흥미 임은 임이 사용된 트윗의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유형보다는 정보를 제시하는 유형이 더 많았으

며 인간  흥미 임이 사용되는 않은 트윗은 의견을 

제시하는 빈도보다는 정보를 제시하는 빈도가 유의미하

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χ2 = 12.25, df = 1, p < .00). 

이 은 트윗 메시지의 경우 인간  임을 사용했을 

때 정보 달보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유의미하게 

더 많았음을 뜻한다. 

한 인간  흥미 임과 의견표출유형간의 교차분

석 결과는 ‘논리  주장’과 ‘동조/지지’의 의견 표출 유형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찰 다. 인간  흥미 

임이 사용된 트윗은 인간  흥미 임이 사용되지 

않은 트윗에 비해 논리  주장을 담은 경우가 유의미하

게 더 많았으며 동조나 지지를 표하는 메시지의 수는 인

간  흥미 임을 사용하지 않는 트윗에서 더 많이 

찰된 것으로 나타났다(χ2 = 24.99, df = 3, p < .00). 

한편 귀인 임의 경우, 정보와 의견 간의 교차분석 

결과, 귀인 임의 사용 여부와 정보 vs 의견 간에는 유

의미한 연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 2.06, df = 1, 

p = .15). 그러나 귀인 임의 사용 여부와 의견표출 유

형과는 유의미한 연 계를 보여주었는데(χ2 = 9.10, df 

= 3, p = .03) 특히 ‘단순 주장’은 귀인 임이 사용되지 

않은 트윗에서 더 많이 찰되며 개인  감상이나 비꼬

기,비방 등은 귀인 임이 사용된 메시지에 더 많이 나

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곧 트윗 메시지가 귀인 임

을 사용할 때는 개인  감상이나 비꼬기, 비방의 메시지

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트윗 메시지가 귀

인 임을 사용할 때는 주장에 근거한 귀인을 시도한

다기 보다는 개인 인 감상이나 비꼬기, 비방에 근거해 

원인을 밝히는 내용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5.2 신문의 분석 결과 

먼  기사의 보도량3을 살펴보면 경향신문과 한겨

신문이 MBC 업 소식을 가장 많이 다룬 것으로 나타났

다((표 4) 참조). 이에 비해 MBC 업을 가장 게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와 앙일보 다. 보도량의 차이는 신문사

의 성향과 련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경향신문과 한겨

신문의 경우는 진보  성향의 신문이며 조선일보와 

앙일보의 경우는 보수  경향의 신문으로, 해당 신문사

의 정치  성향이 MBC 업 이슈의 보도량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기사, 심화기사, 사설/오피니언 기사 등의 기사 유

형별 빈도수 역시 신문사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경향신

문, 한겨 신문, 한국일보 등은 심화기사  사설/오피니

언 기사와 단순 기사의 비율이 체 으로 비슷한 것으

로 찰돼 사건 보도와 배경 설명이 균형 있게 다 진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스트

이트성 단순기사가 주를 이뤘다((표 5) 참조).사용된 정

보원은 MBC노조, MBC사측, 정치권 등의 순서 다. 7개

3) 보도량은 개별 기사가 해당 면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퍼센티
지를 구한 후 전체 기사를 합했다. 가령, 경향신문의 보도량 
132는 12개 기사의 면적을 퍼센티지로 계산 후 모두 합친 
것으로 기사를 모두 합치면 1.32면의 면적에 해당된다는 것
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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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기사 보도량 기사 보도량 기사 보도량 기사 보도량 기사 보도량 기사 보도량

12 132 5 76 3 10 2 24 13 303 7 104

(표 4) 신문의 MBC 업 련 보도, N = 42

(Table 4) Coverage of the MBC strike on major newspapers

분석 항목 응답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합

형식

①단순기사  6 4 3 1 6 3 23

②심화 기사 3 1 0 1 2 2 9 

③사설/오피니언 3 0 0 0 5 2 10  

합 12 5 3 2 13 7 42

정보원

①MBC사측    5 1 2 0 5 0 13

②MBC노조 7 2 2 2 7 4 24

③방문진 0 1 0 0 1 0 2

④정치권/정치인 5 2 1 0 1 2 11

⑤정부관련 인사 2 2 1 0 1 1 7

⑥전문가 0 1 0 1 1 0 3

⑦일반인/시청자 0 0 0 0 1 0 1

합 19 9 6 3 17 7 61

인간적 흥미 

프레임

①있음   4 1 0 0 7 1 13

②없음 8 4 3 2 6 6 29

합 12 5 3 2 13 7 42

귀인 프레임

①있음  7 2 2 2 6 6 25

②없음 5 3 1 0 7 1 17

합 12 5 3 2 13 7 42

(표 5) 신문 내용분석 결과

(Table 5) Result of Newspaper content analysis

의 정보원을 MBC 업의 직  상자(MBC사측, MBC

노조, 방문진), 련인(정치권 혹은 정부 련 인사), 외부

인( 문가, 일반인/시청자) 등으로 구분하면 정보원의 

63.9%(39건)가 직  상자이며 29.5%(18건)가 련

인, 6.6%(4건)가 외부인을 정보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악 다. 

인간  흥미 임을 살펴본 결과 총 42개의 보도  

29개(69%)가 인간  흥미 임을 사용하지 않아 반

으로 언론사들은 인간  흥미 임을 이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신문사의 성향을 기 으

로 구분한 결과 인간  흥미 임을 사용한 총 13개의 

보도 에서 11개(84%)가 경향과 한겨 의 보도기사 음

을 확인했다. 반면에 조선, 앙, 동아 등 보수  성향의 

세 언론사의 보도 에서는 단 1개의 보도만이 인간  

흥미 임으로 보도되었다. 즉, 진보  성향의 신문들

이 MBC 업에서 감정에 한 표 과 특정 인물의 개인

 부분에 한 언 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인 임의 경우 총 42개의 기사  25개(59%)가 

귀인 임을 이용한 것으로 찰되었다. 해당 임은 

신문사의 정치  성향과는 계없이 모든 언론사에서 높

게 나타났다.

5.3 트 터와 신문의 비교 분석 

내용분석 항목, 특히 메시지의 형식, 정보원의 사용, 

인간  흥미 임, 귀인 임 등 4 가지 측면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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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트 터와 신문을 비교했다. 직 인 비교를 하기 

보다는 트 터와 신문의 집합  성격을 기 으로 이들 

간의 차이에 주목했다. 

먼  메시지의 형식 측면에서, 신문은 사설이나 오핀

니언 보다는 단순 스트 이트성 기사와 심화 기사의 비

율이 더 높았다. 이는 사실(fact)과 정보(information)를 객

으로 달하는 신문의 주요한 기능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트 터를 살펴보면 정보 제공(26.5%) 

보다는 의견 제공(73.5%)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트

터에서 MBC 업과 련해 이용자들은 의견을 교환하

는 과정에 집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요 정보원의 측면에서 볼 때, 트 터의 주요 정보원

은 미디어인 것으로 찰 다. 그러나 신문의 경우는 트

터를 정보원으로 사용하는 기사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은 트 터가 주요 언론의 정보에 의존 인 계라

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요 언론의 내용을 트 터 내

에서 흡수하며 생시키고 있음을 뜻한다. 

인간  흥미 임에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트

터와 신문 모두 인간  임을 사용하지 않는 메시

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귀인 임은 트

터의 경우 귀인을 시도하는 메시지보다는 그 지 않은 

메시지가 부분이었지만 신문은 귀인 임을 사용하

는 기사가 그 지 않은 기사보다 체 으로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신문에서 귀인 임을 사용하는 메시지의 비율이 

더 높다는 은 신문의 사건 보도와 해석 기능에서 연유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트 터의 경우, 귀인 

임이 사용되는 트윗은 ‘개인  감상이나 비꼬기,비방’의 

의견표출 유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트 터의 귀인

은 신문의 귀인 메시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찰 다.

6. 결론  함의

본 연구는 MBC 업을 상으로 트 터와 신문이 해

당 이슈를 어떻게 차별 으로 분석하고 달하는지를 살

펴보고자 했다. 트 터를 통한 여론 형성의 가능성이 

쳐지고 있는 와 에 본 연구는 신문과 트 터를 비교함

으로써서 여론 형성 공간의 새로운 미디어로 역할하고 

있는 트 터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트 터와 신문은 

서로 다른 메시지 생산자와 생산과정, 유통과정에서 작용

하기 때문에 직 으로 트 터와 신문을 비교하는 것은 

분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을 고려하여 본 연구

에서는 미디어 자체의 집합  특성에 주목해 트 터의 특

성과 신문의 특성을 종합 으로 비교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먼  신문의 MBC 업 이슈 형성

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실과 정보를 달하는 언론의 주

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트 이트성 기사를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써 사실  정

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업의 원인을 추정하여 MBC

업에 한 해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악 다.

이에 비해, 트 터에서는 정보보다는 MBC 업에 

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RT를 통해 이들 의견을 극

으로 퍼 나르는 등 의견을 형성과 공유하는 기능이 주

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한 이슈에 한 의견은 

논리 으로 주장을 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 하기 보다

는 개인  감상이나 단순 비방에 머무르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찰 다. 이는 트 터가 특정 이슈에 

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단순히 표출하는 곳으로서 여론 

형성 기능을 갖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 은 귀인을 추정하는 사건의 내용 측면에서

도 확인되는데 내용분석 이후 귀인을 사용한 트윗 메시

지의 실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트 터가 신문보다 더 다

양한 사건을 언 하고 이에 한 귀인을 추정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신문기사의 경우는 MBC 노조복귀(MBC 

업 종료), 정치권의 방문진 이사 추천 포기 제안, 김주하 

앵커 1인 시 , 방문진 이사장 연임  이사회 구성, PD

수첩 작가 해고, 김채철  KBS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련 의 등을 다루었다. 이에 비해 트 터에서 귀인을 

추정하는 사건은 기사에서 언 한 내용 이외에도 김재철 

사장의 195억 손배소 청구, ‘무한도 ’ 단, KBS ‘추  

60분’ 방송 불가 등 신문보도보다 더 다양한 이슈가 제기

되었고 이에 한 귀인 추정이 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트 터와 신문이 MBC 업에 해 주

목하는 세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 보도

는 실제 발생한 사건을 지 하고 이에 해 원인을 분석

하는 반면 트 터의 경우는 주요 일간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여 연성 인 속성의 하  이슈들, 뉴

스데스크나 무한도 과 같이 이용자가 직  하는 이슈

의 세부 내용 등에 더욱 주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트 터와 신문의 사회  

이슈 형성의 차이 을 요약하면 트 터는 이용자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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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로 활동하는 담론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용자 스스로 련 내용을 

하며 MBC 업에 해서도 상황이나 배경보다는 개

인이 느끼는 MBC 업의 여 가 좀 더 자주 언 된다는 

측면에서, 트 터는 개인을 주어로 하는 개인의 집합  

담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신문보도의 근방식은 직 인 련자를 

정보원으로 좀 더 많이 사용하고 벌어진 사건에 을 

맞추는 상황 심  담론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트 터

는 사람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개인의 의견

이나 생각이 교환되는 장으로써의 특성이 반 되었으며 

MBC 업과 련된 트윗 분석에서도 이 이 충실히 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문기사 분석 결과는 신문의 매

개 역할, 곧 벌어진 외부 사건을 계하는 신문 본연의 

기능이 반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트 터와 신문의 의제설정 기능과 틀

짓기 기능으로 생각해 보면 트 터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석을 제공하는 의제설정기능을 한다기 보다는 주요 이

슈의 세부 속성에 주목하고 개인 이고 개인과 한 

세부 속성을 해석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 틀짓기 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트 터 공간에서 해석

되는 특정 이슈의 틀은 미디어의 틀과 동일하지 않은, 독

자 인 틀이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에서 찰된 것처럼 이용자들은 미디어가 제시하는 

속성이외의 다른 이슈 속성에 주목하며 이에 따라 미디

어의 틀에 따른 사건 해석과는 다른 양상으로 동일 사건

을 해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

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의 선택성과 통제력

이 강화되면서 미디어의 의제설정기능이 약화될 것이라

는 망과 일치하는 부분이다[20].  

추후 연구에서는 MBC 업이외의 다른 사회  이슈

를 선택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한 코딩 항목을 다양하게 계발하여 좀 더 심도깊은 분

석을 시도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귀

인 임의 경우, 련 내용을 세분화하고 개별 사건별

로 귀인의 출처를 밝히거나 신문사별로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추가로 실시된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해서는 트 터의 제한된 내

용을 의미를 추출하는 방법에 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

이다. 트 터는 단문 메시지이기 때문에 해당 메시지의 

맥락을 정확하게 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간

으로 의미를 드러내는 표  방식이 더욱 자주 사용되므

로 트 터 메시지의 의미 추출 방식에 한 방법론  고

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트 터 이외의 다른 

SNS 서비스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찰된 결과와는 다

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상되므로 SNS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이슈 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

도 트 터의 여론 형성 미디어 역할과 기능을 드러내는 

유의미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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