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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health inequality discourse in the Korean press by analyzing newspaper articles using a 

relatively new content analysis technique.

Methods: This study used the search term “health inequality” to collect articles containing that term that were published between 

2000 and 2018. The collected articles went through pre-processing and topic modeling, and the contents and temporal trends of the 

extracted topics were analyzed.

Results: A total of 1038 articles were identified, and 5 topics were extracted. As the number of studies on health inequality has in-

creased over the past 2 decades, so too has the number of news articles regarding health inequality. The extracted topics were public 

health policies,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inequality as a social problem, healthcare policies, and regional health gaps. The total 

number of occurrences of each topic increased every year, and the trend observed for each theme was influenced by events related to 

its contents, such as elections. Finally, the frequency of appearance of each topic differed depending on the type of news source.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preliminary data for future attempts to address health inequality in Korea. To 

make addressing health inequality part of the public agenda, the media’s perspective and discourse regarding health inequality 

should be monitored to facilitate further strategic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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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적으로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1]. 한국에서도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
고[2], 많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3].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 역시 제2차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부터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의 하
나로 포함하고 있다[4]. 겉보기로는 건강불평등이 충분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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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담론으로 올라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와 좀 다르다.
콥과 엘더는 정책 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에 근거하여 의제 

설정 과정을 사회 문제, 사회적 쟁점, 공중 의제, 정부 의제의 
네 단계로 나누었다. 사회 문제는 바람직한 상태와 떨어진 것
으로 여겨지는 문제를, 사회적 쟁점은 사안 자체에 대한 혹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회 문제를, 공중 의제는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을 만하고 정
부 개입이 정당화되는 의제를, 마지막으로 정부 의제는 정부
가 행동을 취하기로 한 의제를 의미한다. 그들은 정부 의제의 
일부를 위장 의제로 이름 붙였는데, 이는 정부가 관심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실제 행동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5]. 한국에서 건강불평등이 
그러한 위장 의제일 가능성이 큰데, 이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며, 건강형평성 제고가 구
체적인 행동 계획이 없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상징적 목
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6]. 2018
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삼아 건강불평등의 의제화를 시도한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이하 “학회”)의 노력 역시 건강불평등이 
적절하게 의제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인식 아래 건강불평등을 
사회 문제나 사회적 쟁점으로 바꿔 놓으려는 노력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임박한 정치적 기회를 앞두고 언론을 이용하는 일
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언론과 선거의 관계 역시 채플힐 연구
와 그의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7,8]. 
건강 불평등을 정치화하려는 여러 노력의 결과는 화이트헤

드의 행동 스펙트럼을 이용해 설명할 수도 있다. 화이트헤드
는 측정, 문제 인식, 정책 의지, 체계적 정책 수립의 단계로 건
강불평등에 대응하는 활동을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9]. 이런 
틀에서 봤을 때 건강 불평등 의제의 현재 상태는 측정과 문제 
인식 단계를 지났을 뿐, 정책 의지에는 이르지 못한 것처럼 보
인다[10]. 공론이 형성되는 데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이
론이 있지만, 언론이 의제 형성 과정의 각 단계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건강불평등에 대응하는 
활동이 정책의제로 가지 못하고 무관심과 심리적 봉쇄로 빠
지고 있는 상황 역시 언론이 주요하게 기여하고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건강불평등”이라는 용어에 집중한

다. 통상적으로 건강불평등을 표현하는 용어로 건강격차
(health disparity), 건강불평등, 건강형평성이 있다. 처음 두 가
지가 건강의 차이를 의미하며 마지막은 공정하지 않은 건강
의 차이를 의미한다[11,12]. 이렇듯 건강형평성이 윤리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바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건강
불평등이 가장 큰 이데올로기적 긴장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클린턴 정부가 건강불평등과 건강형평성을 건
강격차로 대체하려고 시도했던 것과 비슷하게, 한국의 정책 
이해당사자들은 건강불평등이란 표현을 쓰는 것을 의도적으
로 피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한 정책 이해당사자로부터 얻은 

다음의 인용구는 그러한 인식을 잘 드러낸다[14]: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평과 평등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에요. 평등  이야기했으면 저는 여기를 오지를 않았어요. 이 자
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강조는 추가됨).”
자료 수집의 용이성과 “건강불평등”이란 단어의 정치화된 

속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건강불평등이 신문기사에서 어떻
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건강불평등에 대한 신문기사의 수와 특성이 시간
에 따라 달라지는가,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했을 때 신문기
사로부터 어떤 주제가 도출되는가, 언론사의 종류에 따라 주
제에 차이가 있는가의 세 가지 연구질문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

텍스트마이닝과 토픽모델링

텍스트마이닝은 대용량의 텍스트 자료를 처리하여 단어의 
빈도와 분포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 방법은 추출, 전처리, 말

Table 1. List of the journals included in the analysis 

Name (English)1 Type Name (English)1 Type

The Kyunghyang Shinmun Major Kangwondominilbo Local
Kukminilbo Major Kangwonilbo Local
Naeil Shinmun Major Kyeonggiilbo Local
The Dong-A Ilbo Major Gyeongnamdominilbo Local
Munhwailbo Major Knnews Local
Seoul Shinmun Major Kyeongsangilbo Local
Segyeilbo Major Kyeonginilbo Local
The Chosunilbo Major Kjdaily Local
Korea Joongang Daily Major Kwangjuilbo Local
Hankyoreh Major Kookjenews Local
The Korea Times Major Daeguilbo Local
Maeil Business News Korea Major Daejeonilbo Local
Moneytoday Major Maeil shinmun Local
Sedaily Major Moodeungilbo Local
The Asia Business Daily Major Busanilbo Local
Aju Business Daily Major Yeongnamilbo Local
The financial news Major Ulsanmaeil Local
Dailymedi Specialized Jnilbo Local
doc3news Specialized Dominilbojb Local
Rapportian Specialized Jeonbukilbo Local
MEDICAL Observer Specialized Jeminilbo Local
The medical news Specialized Joongdoilbo Local
MedicalTimes Specialized
Medipana Specialized

Doctor’s news Specialized
1For journals with no official English name, the company name and the of-
ficial social networking service account name were recorded. If this was not 
possible, a name as close as possible to the Korean meaning was reco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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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 형성, 텍스트 분석, 시각화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15]. 이 연구는 양상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서로 
연관된 단어를 연관하여 주제를 추정하는 토픽모델링 기법을 
채택하였다. 토픽모델링을 위해서는 잠재 디리쉴레 할당 방
법이 사용되었다. 이 모형은 각 문서가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어는 특정한 주제를 지시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에 
따라 하나의 문서를 여러 주제를 지시하는 단어의 분포로 볼 
수 있게 된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 되는 문서를 포괄하는 주
제의 수를 사전에 혹은 경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각 주
제에서 각 단어가 등장할 확률은 디리쉴레 분포를 따른다[16].

자료 수집과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BigKinds에서 건강불평등을 검색어로 하여 총 51개의 언론사
에서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의 기사를 검색하였다. 이때 기
사들은 중앙지 또는 지역지로 구분하였다. 통상적으로 사용
되는 보수, 중도, 진보의 분류를 따르는 대신 중앙지와 지역지
로 구분한 이유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통상 보수지로 분류되
는 신문들은 건강불평등을 포함하는 기사를 거의 내지 않았
다는 점이다(3개의 보수 언론에서 총 4개의 기사). 적어도 건
강불평등과 관련하여 언론사의 정치적 지향은 내용을 통해 

정치적 간극이 드러나는 다른 주제와는 달리 기사의 유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중앙지와 지역지 사이 보도 
패턴에 차이가 있고, 특히 지역의 문제를 다룰 때 이러한 차이
가 도드라진다는 점이다[17].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 지역은 건
강불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차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에 더해 의학, 간호학, 약학을 다루는 전문지의 명단을 미리 설
정하고 같은 검색어를 이용하여 기사를 수집하였다(Table 1). 
원문을 포함한 전자주소를 분리한 후 중복을 제거하고 기사 
원문을 추출하였다. 전 처리된 기사는 총 1038개로 중앙지가 
424개, 지역지가 336개, 전문지가 278개였다. 기사의 개수는 
2001년 5개에서 2018년 198개로 증가하였다(Figure 1). 
별도의 의미값이 없는 불용어를 제거하고 같은 의미값을 지

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단어들을 표준화한 후 KoNLP 
패키지를 이용하여 명사만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단어 중 순
서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추가로 불용어 처리하였다. 마지막
으로 모든 문서에 나타나는 단어와 전체 자료에서 5번 미만으
로 나타나는 단어는 주제 추출에 유의미한 정보를 주지 못한
다고 보고 제거하였다. 전처리 후에 R 패키지(tm, stringr, snow-
ball, topicmodels, lda)를 이용해 단어 문서 행렬과 문서 단어 행
렬을 만들고, 적절한 주제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복잡도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주제의 수에 따라 잠재 주제를 추

Figure 1. Trends of news articles on health inequalities. KSEH, Korean Society for Equity in Health; PE, presidential election; GE, 
general election; LE, loc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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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위해 붕괴된 깁슨 표집을 통해 잠재 디리쉴레 할당 알
고리즘을 적용하는 lda 패키지를 이용하여 토픽모델링을 수
행하였다. 이어 시간에 따라 추출된 주제가 어떻게 변동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매해 각 주제가 출현할 확률을 계산하였다. 
추가로 추출된 단어의 관계망을 그리고 각 단어에 그 단어가 
포함된 주제를 표기하였다. BigKinds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
정에서는 python의 BeautifulSoup 모듈을 이용하였고(Python 
So�ware Foundation, Beaverton, USA), 텍스트 자료 분석을 위해
서는 R version 3.6.0을 이용하였다(R Core Team, Vienna, Austria).

결  과

추출된 단어 중 상위 50개와 그들의 빈도를 Figure 2에 표시
하였다. 검색어를 구성하는 건강과 불평등을 제외하면, 이 단
어들은 주로 정부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건강격차와 
관련되어 있었다. 복잡도를 고려하여 5개의 주제가 추출되었

고, 각 주제에 속하는 상위 20개 단어의 명단과 이 주제가 전체 
문서에서 등장할 확률은 Supplemental Material 1에 제시하였
다. 각 주제에 포함된 단어에 기반하여 각 주제에 이름을 부여
하였고, 부여된 이름은 공공의료,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건
강불평등, 사회문제로 불평등, 보건의료정책, 지역건강격차
였다. 첫 번째와 네 번째 주제는 현재의 보건의료정책을, 두 번
째와 다섯 번째는 건강불평등이 다뤄지는 방식, 그리고 세 번
째는 불평등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이해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Figure 3은 추출된 단어와 각 주제가 차지하는 영역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보여준다. 
첫 번째 주제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지

으려는 노력에 대한 것이다. 대전시립병원이 이 주제에 포착
되었는데 이는 그 병원의 설립 논의가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
이다. 두 번째 주제는 젠더나 소득, 교육 수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결과의 차이나 격차를 해소하려는 건강불
평등 연구의 현재 경향을 보여준다. 세 번째 주제는 출현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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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top 50 most frequent keywords in newspaper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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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가장 높았고 건강불평등이 독립된 주제가 아니라 세계
적 맥락 속에 놓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주제
는 건강불평등이 정치, 경제, 노동, 복지, 교육 같은 사회적 차
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하는 상황 역시 이것이 정치적 문제임을 드러낸다. 네 번
째 주제에 있는 단어들은 보건의료체계가 국민건강보험 중심
이고 보장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변화가 선거와 연결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건강불평등을 
의제로 만들려고 했던 학회의 노력을 반영한다. 학회가 2018
년 지방선거의 일정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기대수명을 계산
하고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를 시각화한 결과
를 배포했기 때문에, 학회의 활동과 연관된 단어가 주로 나타
났다[3].

시간에 따른 변화

Figure 1은 건강불평등에 대한 신문기사의 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며, Figure 4는 각 주제의 경향이 어
떻게 달랐는지를 알려준다. 신문기사의 양이 상당히 늘었지
만, 2009년과 2016년에 그 수가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대체로 
지방선거 전후(2006, 2010, 2018)로 기사가 증가하였다. 2014년 
지방선거는 예외였는데 이는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

건과 2013년 7월에 발생한 진주의료원 폐쇄 사건 때문일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지역지에서 나오는 기사의 수
는 증가하였다. 

Figure 4A는 매해 각 주제가 등장할 확률을 보여준다. 기사 
수가 매해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매해 각 주제가 등장할 확
률과 그 해의 기사 수를 곱해 각 주제의 총량을 산출하였다
(Figure 4B). 출현 확률에 기반했을 때 주제 3은 감소해왔고, 주
제 1은 2010년, 주제 2는 2015년, 주제 4는 2007년과 2015년, 주
제 5는 2018년에 최대치에 이르렀다. 총량으로 다섯 개 주제 
모두가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최근 주제 2는 감소세를 보인 반
면 주제 3과 주제 1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주제 5가 가파르
게 증가하였고, 주제 4는 대통령 선거 주기(2007, 2012, 2017)에 
맞추어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학회
의 활동은 독립적인 주제로 포착될 만큼 유효한 것이었다(주
제 5).

언론사의 종류에 따른 차이

Supplemental Material 2는 언론사의 종류에 따른 주제의 분
율을 보여준다. 이는 언론사의 종류에 따라 각 주제가 출현할 
확률을 의미한다. 주제 1과 5는 지역지에서, 주제 2와 3은 중앙
지에서, 주제 4는 전문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주제 1은 새

Figure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racted words. The isolated vertices were removed after leaving relatively strong edge 
(>2.5% of the maximum value). The theme and its color of each topic are shown in the top-left corner and the words not includ-
ed in a specific topic were left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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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지역공공병원을 짓는 일을 반영하며, 주제 5는 지역 간의 
건강 격차를 드러내는 학회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주제 4는 
의사, 의료기관, 환자, 지불제도, 건강보험 등 전문지가 관심을 
둘 법한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지역지는 
지역에, 전문지는 통상적인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납득할 만한 결과이다. 

고  찰

이 연구는 언론이 건강불평등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드러
낸다.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증가했듯, 건강불평등에 대
한 신문기사도 지난 20년 동안 증가해왔다. 총량의 전반적 상
승세 속에 기사의 구성은 지속해서 변했다. 토픽모델링 기법
은 다섯 개의 주제를 도출했고, 각 주제는 건강불평등 담론의 
특정한 면을 드러낸다. 주제 1은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에 초점
을 맞춘 지역의료정책을, 주제 2는 사회경제적 구배에 따라 건
강불평등이 측정되고 인지되는 방식을, 주제 3은 불평등의 사
회적 구조에 내장된 문제로 불평등을, 주제 4는 통상적인 건강
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을, 주제 5는 지역 간 건강격차를 보여주
며 학회의 활동을 반영한다.
각 주제의 경향은 각 주제의 내용과 관련된 사건과 연결되

어 있다. 출현 확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중 하나

는 선거이다. 거시수준의 보건의료정책은 대통령 선거와, 공
공병원을 세우거나 지역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지역 문제는 
지방 선거와 연결되어 있는 반면, 국회의원 선거는 건강불평
등 담론에 충분한 영향력이 없어 보인다. 선거의 특징이 이 결
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자는 광범위한 지지
가 필요하며 특히 스윙투표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더더욱 그
렇다. 또한, 각 시군구는 지역선거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고유
한 공간이다. 반면 총선의 경우 도시는 여러 개의 지역구로 나
누어지고, 비도시 지역은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기 위해 여
러 시군구를 모으기 때문에 구체적인 책무성이 발생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건강불평등과 언론 보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존

재하지 않는다. 학술적 연구에서 건강불평등의 의미를 다룬 
연구를 참조할 수 있는데, 이들은 건강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 
불공평한 의료서비스 이용의 산물, 개인들이나 집단들 간의 
건강상태의 차이, 사회적 차별의 결과의 네 가지 주제를 도출
했다[18]. 학술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들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와 잘 조응하는 반면, 건강취약지역의 저소득층을 면담
하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그와 관
련된 심리적 반응을 보고한 연구 결과와는 잘 맞지 않는다
[19]. 이러한 차이는 건강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전문가와 
취약 지역에 사는 사람 사이에 깊은 간극이 놓여 있음을 시사

Figure 4. Temporal trends of each topic. (A) Trends of topic proportion, (B) trends of topic volume (volume · proportion). PE, pres-
idential election; GE, general election; LE, loc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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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지역 간 건강 격차를 드러냄으로써 건강불평등을 
정치화하려는 학회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 역시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이 연구는 저자가 아는 한 한국의 언론이 건강불평등을 다

루는 방식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이다. 이 연구는 종종 무시되
는 의제 설정과 정치화의 경로인 신문을 이용했다. 건강불평
등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넘어 건강불평등이 왜 정
치화되지 못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연구의 기본이 되는 자
료를 생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트윗의 경향을 추적하
거나[20] 신문기사에서 도출된 단어의 관계를 확인[21]한 이
전의 연구를 넘어 비교적 새로운 방식의 자동화된 내용 분석 
기법을 도입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다. 우선 분석된 기사

의 포괄성이란 차원에서 검색어를 제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검색어를 제한하여 발생하는 정보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건강불평등에 걸려있는 고유한 이데올로
기적 긴장이 반영된 기사를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판
단하였다. 두 번째로 이 연구는 언론의 프리즘을 통과한 후의 
현실만을 반영한다. 이는 연구방법의 중대한 한계점이며 어
떻게 언론이 건강불평등을 프레이밍하고 있는지에 대한 별도
의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언론사를 선택하는 과정(특히 
전문지)과 추출된 주제의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 불가피하게 
연구자의 주관성을 반영하고 있다. 언론사의 명단은 이 분야 
몇 개 학회에서 이용하는 연락 명단을 참조하였기 때문에 크
게 편향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어 주제의 도출이 
연구자의 주관적 작업이기는 하지만, 타당성 평가를 위해 외
부 논평자에게 평가를 받았고 대체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
에서 이름이 부여되었다고 본다. 네 번째로 이 연구는 사회관
계망서비스 같은 새로운 매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
위터에서 건강불평등과 관련된 내용 대부분은 전문지의 기사
이거나 이 분야 연구자의 트윗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
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지는 BigKinds에
서 추출한 중앙지나 지방지와는 다르게 각 언론사의 홈페이
지에서 검색한 결과를 이용했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 이질성
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연구의 결과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중대
한 단점이지만 기사를 수집하는 데 더 나은 방법이 없었기 때
문에 한계로 남겨두었다. 
언론이 의제 형성 과정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서 어떻게 언론이 건강불평등을 프레임하는지(언론의 역할), 
언론에 비친 건강불평등에 대한 보통 사람들과 정책 이해관
계자들의 태도(대중 인식과 언론 프레이밍의 상호작용), 사람
들과 정책 이해당사자들이 건강불평등을 이해하는 방식(대
중 인식)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연구 주제에 
더해 담론과 이해가 동적인 정책 과정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요약하여 이 연구는 신문기사를 이용

하여 한국 언론에 의해 그려진 풍경 일부를 드러냈다. 건강불
평등의 정치적 차원을 더 많이 고려한 의제 설정 및 정책 형성 
노력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건강불평등 담론의 전모가 가
까운 미래에 드러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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