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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 긴급재난지원금의 모습을 주요 신문사 뉴스 기사들을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2020년 3월 22일부터(긴급재난지원금 첫 보도) 5월 31일까지, 중앙일

간지(11개 신문사)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신문기사들이다. 신문기사 분석방법론은 관련 연구주제가 선행연

구가 축적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름 가치 있는 연구접근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기사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관련기사의 뉴스 트렌드, 연관어, 관계도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해당 분석대상을 가지고, 보다 밀도 있고 깊이 있는 언어네트워크(의미망) 분석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키워드: 긴급재난지원금(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 뉴스 기사(News Articles), 

주요 신문사(Major Newspaper), 코로나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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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오늘날 2020년 코로나19(COVID-19)의 글로벌 대유행

(pandemic)에 따라,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긴급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

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이다[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이 4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코로나

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5조원 규모의 정책대응 패키지를 

추진 중이며, 긴급재난지원금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정책대응 패키지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은 국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

금을 단일사업으로 One-point 추경 편성되었으며, 여·야가 뜻을 모아 

국회심사 시작 4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다[2].

언론사의 뉴스는 일반 대중들에게 특정 이슈나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적인 시각의 틀을 제공한다. 또한 연구주제가 선행연구

가 축적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이나 이슈일 경우에는 분석의 대상으로 

매우 매력적이다[3].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2020년도 처음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19상황

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모습을 뉴스 기사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4]를 통해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

해 보고자 하였다.

II. Research Methods

1. Analysis target 

본 연구 분석대상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뉴스에 처음 등장한 2020년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서울일보 등 11개 신문사)에

서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뉴스 기사들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신문 기사건수는 총 3,768건이다.

2. Major research methodology & Tools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분석 방법은 빅카인즈 서비스에서 제공하

고 있는 뉴스 트렌드(일자별 기사건수의 변화) 분석, 연관어 분석, 

관계도 분석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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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he Research results

1. News trend of related articles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사의 일자별 건수의 변동(뉴스 트렌드)은 

다음 Fig. 1. 과 같다. 3월 31일 141건으로 가장 기사건수를 보였다. 

4월에는 21대 총선이슈, 추가경정예산, 지급 대상 논의 등으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5월에는 신청방법, 기부 논의, 사용처 등에 대한 

관련기사들이 많이 나오다가, 감소추세를 보였다.

Fig. 1. News Trend of related articles

2. Analysis of related words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사들의 연관어 분석결과는 다음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연관어 분석결과는 워드클라우드 방식으로 출현

빈도 및 가중치가 높은 단어들이 크게 나타나게 제시되었다.

Fig. 2. wordcloud of related words

3. Analysis of relationship diagram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사들의 관계도는 가중치 4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물 8, 장소 3, 기관 8, 키워드 17건이 다음 

Fig. 3과 같이 나타났다.

Fig. 3. relationship diagram of related articles

Ⅳ. Conclusions & Suggestion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정책이 주요 

언론사(중앙 일간지 11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뉴스 기사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사

들은 2020년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3,768건이 생성되고 

보급되었다. 그 관련 기사들의 뉴스 트렌드(분석 기간별 기사건수 

변화),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관련 기사들의 관계도 지도를 제시하였

다. 

본 연구의 제언으로는 해당 관련 기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심도 

있는 언어네트워크 분석기법(토픽 모델링. 임베딩, 키워드 클러스터링 

등)을 활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연결망(semantic analysis)분

석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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