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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 2001년∼2009년의 정권별 패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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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ing on Patterns(200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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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그간 학문적, 이슈적 관심에서 간과되었던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

석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부처 내에서 진행되었던 정책방향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

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발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통령 지시

사항과 관련한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패턴변화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방향

차이가 대통령의 의지와 제도적 맥락 간의 상호작용에 연동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어 : 대통령 지시사항, 의미연결망 분석, 대통령의 정책방향 차이, 패턴변화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ident Directions Item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This study has three contributions. First, this study shows the difference of policy directions through the 
frequency and contents of key words. Second, this study suggest patterns changes of decision-making of the 
president and bureaucracy through the key words network structure. Third, this study infer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resident's will and context of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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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나 정부부처의 보고, 지방 순시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지시한 사항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시사항

이 관보의 형태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중에 게시되기 시

작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 일선행정기관까지 신속히 시달되어 관련 계획수립

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근거인 국무총리 훈령

‘대통령 지사항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부터였다.

이러한 “대통령 지시사항”은 기존 대통령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연설문 등의 정보와는

다른 차원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집행과 관련한 연

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설문이 취임

식 등이나 특정 기념일, 사건 등을 계기로 전국민을 대

상으로 발생하는 반면, “대통령 지시사항”은 직접적으



Semantic Network Analysis for the President Directions Item: Focusing on Patterns(2001~2009)

- 130 -

로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고위공무원들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국무회의를 통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대통령 연설문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은 보다

가치지향적이고, 추상적인 반면,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등장하는 언어들은 보다 구체적인 대상과 이슈를 제시

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 지시사항”은 당대의 최고의사결정권자

로서의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

도 하다. 가령,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노

무현 대통령의 경우,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시’를

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

조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매우 짧은 분량의 지

시를 내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주무부처가 전담해

서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은 그간 학문적 관심에서 간과되어 왔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후인 2009년 1월 이후부터

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는 이유로 공중에 게시된 관보에서 제외시키고, 폐쇄적

인 내부망을 통해서만 전달하도록 그 지침을 바꾸면서

더욱 학계와 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 잊혀져 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함을 역설함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

이후 폐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의

공개를 복원시킬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대통령 지시사항”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온 대통

령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독자들은 관

련 대통령을 다른 역사적 사실들에 비해 비교적 잘 기

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을 향한 외부적 메

시지가 아닌 공무원들 상대로 실제 정책결정을 위하여

어떠한 단어들을 중요하게 사용하였고, 그 단어들이 서

로 개별적으로 작용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다른 정

책과 관련한 단어들을 파생시키는 중심작용을 하였는

지에 대해서는 그간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밝혀져 오지

않아왔다. 본 연구는 후술할 의미연결망 분석방법을 통

해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한 언어들이 어떠한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 왔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방법

인 의미연결망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한 뒤, 제 4장에서

는 이 방법을 적용하여 수집 가능했던 2001년부터 2009

년까지의 “대통령 지시사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제

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Ⅱ. 선행연구 고찰

대통령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크게 대통령의 개

인적 성향과 리더십에 대한 연구, 대통령의 정책지향에

대한 연구, 대통령의 연설문과 지시사항에 대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상설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과 리더십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과 리더십을 강조하는 연구에

서는 대통령의 고유한 개인적 성향과 리더십이 대통령

과 관련한 이슈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울 각각

목표지향적 리더십, 인간적 리더십, 탈권위주의적 리더

십으로 구분하거나[1],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각각 공격적 승부사형 리더십,

계몽적 설교형 리더십, 탈권위적 실험실습형 리더십으

로 범주화[2]하는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과 리더십은 대통령의

정책결정이나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할 대통령의 정책지

향이나 연설문 및 지시사항에 대한 연구에서처럼 대통

령의 개인적 성향과 리더십은 대통령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과 제도적 구조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강하게 발

현되거나 제약될 수 있다.

2. 대통령의 정책지향

대통령의 정책지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

한 대통령의 개인적 리더십이 정책에 반영되는 행태와

이와 반대되는 상황적 여건 속에서 대통령의 개인적 성

향이 제약되는 행태에 모두 주목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가주도의 정책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거나[3],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리더십 특성에 초

점을 맞추어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자로서의 성향이 정

책리더십 차원에서도 비공개적 행태, 엘리트주의, 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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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행태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4]. 다만 이

그러한 중에서도 이러한 개인적 성향이 권위주의적 문

화와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강화된 것으로 설명하여 대

통령의 개인적 성향 또한 시대적 상황과 맥락과 상호작

용하고 있음 또한 제시하였다[4].

또한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과 제도적 제약을 통합하

여 대통령과 여야국회의원들 간의 만남의 정도를 개인

적 성향으로 반영하였고, 여소야대의 제도적 제약 속에

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의 통과가 지체되고 있음을

제시하여 대통령의 정책지향이 단순히 개인적 성향의

반영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님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5].

3. 대통령의 연설문과 지시사항

대통령의 연설문과 지시사항에 대한 연구는 대통령

의 개인적 성향은 물론 시대적 상황이나 제도적 제약

속에서 이를 반영하고 도전하는 상호작용의 반영을 대

통령의 의사표현 속에서 실증적으로 찾고자 하는 시도

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의 연설과 국민들의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찬

동과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고하거나[6],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언어 네트워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정부의 가치지향이 다름을 제시되기도 하였다[7]. 또

한 대통령 연설문의 유형과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역대

대통령 연설문 자체를 충실히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어 왔다[8].

이러한 대통령 연설문들은 최고의사결정권자인 대통

령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의사 표현의 중요한 반

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은 대통령의 성향, 정

책지향 등의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통령 연설문의 유형은 경사스러

운 사건이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치사 유형의 연설문이

가장 많았는데[8], 이는 대통령 연설문에서 사용되는 언

어가 일반적으로 추상적이고, 수사적인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로 정책집행과 연계될

수 있는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의 의사표현이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대통령지시사항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2009년까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대통령이 행

정부 관료들에게 지시장소와 지시방식, 지시빈도를 통

해 드러나는 경향성에 대해 충실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9]. 이 연구는 관료제 내부에서 대통령의 지시전달 방

식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그러나 관점의 방향성이 처음부터 관료제

내부 전달방식에 집중되어 있어서 시대와 국민들의 여

망을 반영하는 중요한 대통령의 정책주제들이 상호 어

떻게 연동되어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한계를 갖

는다.

Ⅲ. 분석방법

1. 의미연결망 분석 방법과 절차

의미연결망 분석은 단어와 단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연결망 분석의 일종으로 기존의 주

류적인 분석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

다면 의미연결망 분석에서는 그 대상을 단어와 단어 관

계에 적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연결망

분석에서도 기존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

는 사회연결망 분석에서처럼 관련 지표들인 연결중앙

성(degree centrality)과 인접중앙성(closeness centrality),

사이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 등을 측정하여 비

교할 수 있다[10]. 이들은 모두 다양한 관점에서 중앙성

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인데 후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결중앙성

연결중앙성(degree centrality)이란 의미연결망 분석

의 개별적인 대상인 각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표현한다면, 분석의 대상인

개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친구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의

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느냐에 초점을 맞춘 내

향연결정도와 다른 구성원들을 친구로 지목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외향연결정도도 있지만 본 연구는 방향성

이 없는 단어들 관계만을 주목하고 있으므로 연결관계

가 나타나는 연결선의 갯수로 바로 측정할 수 있다.

2) 인접중앙성

인접중앙성(closeness centrality)란 단어들의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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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경로거리를 측정하여 그 경로거리가 최단거리

일수록 인접중앙성이 높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관계에 적용하여 표현한다면, 분

석의 대상인 개개인들이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

도로 많은 친구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

은 연결망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운 중심위치

에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연결선이 많음에도 불구

하고, 위치 상 경로거리가 먼 주변부에 있는 차이가 있

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 


*d(i,j)는 노드(네트워크의 개별인, 개별단어)i에서 j

에 이르는 거리

3) 사이중앙성

사이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란 단어들의 연

결망 내에서 한 단어가 연결망 내의 다른 단어들 ‘사이’

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인접중앙

성의 최소경로 상에서 사이 중앙성이 높은 단어가 위

치하면 할수록 사이중앙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사

람들 간의 네트워크 관계에 적용하여 표현한다면, 분석

의 대상인 개개인들이 서로 친구관계를 맺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거쳐가야 하

는 사람이 사이중앙성이 높게 되는 것이다. 이를 측정

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  ≠ ≠ 



*gij는 노드(네트워크의 개별인, 개별단어)i에서 j

로 가는 최단경로의 수이고, givj는 노드 i에서 j로 가는

최단경로 가운데 노드 v를 거치는 경로의 수이다.

이러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를 수행하였다. 먼저 수집된 “대

통령지시사항”들에 대해 형태소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

용하여 각 정권별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을 40위까

지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단어들과 대통령지시사항

원문을 매치시켜 해당 단어 연결망이 어떠한 네트워크

패턴을 그리는지 시각화하고, 관련 지표를 계산하여 비

교하였다. 다만 연구를 진행 중, 자료수집의 어려움, 이

명박 정부 출범 1년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을 관보공

시에서 배체시키는 결정 등으로 이명박 정부의 초기에

언어연결망과 동등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

령 시기에 대해서도 1년차 시기로 조정하여 추가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2. 분석자료

의미분석자료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다[12]. 2009년 1월 이전까지 “대통령 지시

사항”은 관보에 포함되어 공시되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

안전부 대한민국 전자관보 형식으로 되어 있는 2001년

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이전의 자료

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서 게시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전자관보는 텍스트 형태로 변

환이 가능한 반면, 국가기록원의 자료들은 변환이 불가

능한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제한된 연구

여건 상 자료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3. 분석도구

분석도구는 한글을 대상으로 형태소 분리를 통한

명사 추출 및 빈도 측정을 위해 R 통계팩키지 중,

한글형태소 분석팩키지인 KoNLP를 활용하였으며,

이렇게 추출된 단어들과 기존 “대통령 지시사항”원

문을 매칭시켜 연결망 시각화 및 지표계산에는 연

결망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인 Pajek를 활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각 정권별 주요 단처 추출 및 빈도

1) 김대중 정부(2001년~2003년)

앞의 분석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

석대상인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대통령 지시사항”

에서 각 정권별로 R의 한글형태소 분석 패키지인

KoNLP를 활용하여 주요하게 사용된 단어들을 추출하

여 정리하였다.

먼저 분석범위인 2001년부터 2009년 중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김대중 정부의 시기로서 이 시기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추출된 주요 단어는 다음의 표 1과 같

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1, pp.129-137, February 28, 2018.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33 -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제’를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활용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월드컵, 세계, 발전, 기업

산업, 경쟁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키워드가 표출

된 것은 김대중 정부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경제적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탄생되

었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아울러 여성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 시도하였고,

IT 기술과 지식정보화 등이 강조되었던 시기도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부합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1996년 이후

안전보건분야의 민간위탁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고[11], 미국에서 발발했던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

기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이 강조되었으며, 또

한 2000년 남북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이후의 시기에

도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경향도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표 1. 김대중 정부 대통령지시사항 키워드
Table 1. The Key words of President Kim Dae-jung's
Order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경제

(152)
16

과학

(46)

2 월드컵
(146)

17 중소기업
(46)

3 세계
(143)

18 평가
(41)

4 발전
(114)

19 남북관계
(40)

5 기업
(90) 20 지식

(38)

6
산업
(75) 21

투자
(36)

7 경쟁력
(71) 22 성과

(35)

8 여성
(67) 23 수출

(34)

9 협력
(65) 24 국제

(32)

10 안전
(63) 25 시장

(32)

11 전자
(62) 26 평화

(32)

12 기술
(60) 27 정보화

(31)

13 문화
(60) 28 it

(30)

14 안정
(59) 29 공정

(30)

15 개혁
(54) 30 노사

(30)

2) 노무현 정부(2003년~2008년)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나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통해 가장 강조한 단어는 ‘혁신’이

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강조된 단어로는

연구, 시스템, 홍보, 평가, 기업 등의 용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전의 김대중 대통령에 비

해 매우 상세한 방식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공무원

들에게 전파하였다. 업무보고를 받을 경우에도 막연하

게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와 성과, 사례에 대해 보고받길

원했다. 또한 언론과의 관계를 크게 고려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

인 담당 부처와 공무원들의 자세를 요구했고, 잘한 것

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부주도보다는

협력과 통합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였

다. 아울러 정부출범부터 강조하였던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과 균형발전 또한 중시하였다. 또

한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지만 부동산 문제를 상당히

중시하여 “대통령 지시사항”에도 여러 차례 이를 강조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노무현 정부 대통령지시사항 키워드

Table 2. The Key words of President Roh Moo-hyun's

Order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혁신
(211) 16 산업

(115)

2 연구
(195) 17 중소기업

(115)

3 시스템
(179) 18 기술

(114)

4 홍보
(178) 19 지역

(111)

5 평가
(177) 20 공무원

(106)

6 기업
(149) 21 규제

(100)

7 경제
(148) 22 시장

(97)

8 교육
(146) 23 인사

(93)

9 지방
(145) 24 협력

(93)

10 분석
(139) 25 건교부

(90)

11 협의
(138) 26 발전

(86)

12 예산
(133) 27 부동산

(84)

13 위원회
(132) 28 노동부

(78)

14 참여
(129) 29 사례

(78)

15 투자
(119) 30 지속

(77)

3) 이명박 정부(2008년~2009년)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나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통해 가장 강조한 단어는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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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강조된 단어로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과 같은 중앙행

정 부처 등을 자주 언급하였다. 이전의 정부들과 다르

게 중앙행정부처를 강조한 것은 내용적 측면에서 이명

박 정부의 차별화된 특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

산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았고,

품목 등을 미리 정하여 물가를 관리하고자 하였다. 또

한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 속에서 발전한 한국을 지향하

고자 하였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에서 이러한 행태

가 있으니 해당 부처도 검토해 보라는 식의 주문을 자

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이명박 정부 대통령지시사항 키워드

Table 3. The Key words of President Lee Myung-bak's

Order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교육
(30) 16

서민
(10)

2 행정안전부
(24) 17 외국

(10)

3 기획재정부
(19) 18 보건복지가족부

(9)

4 지식경제부
(19) 19 IPTV

(8)

5 지역
(18) 20 경쟁력

(8)

6 교육과학기술부
(15) 21 에너지

(8)

7 문화체육관광부
(15) 22 위원회

(8)

8 여성
(15) 23 노동부

(7)

9 예산
(13) 24 복지

(7)

10 절감
(13) 25 영어

(7)

11 대학
(12) 26 금융

(6)

12 법무부
(12) 27 농촌

(6)

13 국토해양부
(12) 28 품목

(6)

14 농림수산식품부
(11) 29 공정거래위원회

(5)

15 환경부
(11) 30 규제완화

(5)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주요 중앙부처

이름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된 단

어를 살펴보면 “절감”이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앙부처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진행하되 예

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진행할 것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시기 가장 많이 활용된 “교육”은 주

로 이전의 정부오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므로 각 학

교, 공무원 등에게 이전의 정부와는 다른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IPTV

등을 강조했던 것은 오늘날의 종편방송 활성화 등을 위

한 여건마련을 위해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며, 에너지 등을 강조했던 것은 그의 “자원외교”등을 진

행하기 위해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각 정권별 연결망 시각화 및 관련 지표

1) 김대중 정부(2001년~2003년) 의미연결망

앞에서 살펴본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나타난 각 정

권별 주요 단어들을 해당 시기의 “대통령 지시사항” 원

문과 매칭시켜 이들이 어떠한 의미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나타난 연결망 시각화는 다음의 <그림 4-1>에서 정리

된 바와 같다. 김대중 대통령의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의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나타난 언어네트워크는 중심

된 언어가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는 패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라는 단어와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자신이 발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중심 단어는 “경쟁력”으로서

경쟁력을 위하여 투자, 수출, 지식, 정보화, 전자, IT 등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다음

으로 강조되는 축은 “경제”로서 이러한 경제를 위하여

남북관계, 협력, 평화, 성과, 여성, 능력 등이 연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김대중 대통경 지시사항 의미연결망 시각화

Figure 1. The Visualization of Semantic Network for President

Kim Dae-jung's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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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김대중 대통령지시사항 키워드 중앙성 지표Table 3

The Centrality Index of Key words of President Kim

Dae-jung's Order

키워드 연결중앙성 인접중앙성 사이중앙성

경쟁력 11 0.475 0.79658606

경제 7 0.436782 0.6173542

세계 4 0.35514 0.24466572

남북 4 0.322034 0.15362731

발전 2 0.322034 0.14935989

기업 3 0.336283 0.10384068

성과 3 0.316667 0.10384068

월드컵 2 0.271429 0.10241821

산업 2 0.251656 0.10241821

개혁 2 0.330435 0.05263158

전자 2 0.330435 0.05263158

기술 2 0.330435 0.05263158

안정 2 0.330435 0.05263158

지식 2 0.330435 0.05263158

공정 2 0.311475 0.05263158

안전 2 0.217143 0.05263158

문화 2 0.204301 0.05263158

시각화에 이어서 이와 관련된 측정된 지표 값을 통

해서도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통해 가장 중시했던 단어는 경

쟁력으로서 이에 대한 지표값들인 연결 중앙성, 인접

중앙성, 사이 중앙성의 값이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뒤를 잇는 경제와 세계라는 단어 또한 이들

중앙성 수치가 모두 높은 순서로 일치하여 나타났으며,

남북이라는 단어는 인접중앙성이 상대적으로 다소 떨

어지고, 사이 중앙성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지시사항”을 통해 다

른 여러 중요 사안들에 대해 언급하다가도 중간 단계로

서 “남북관계”를 강조하여 언급하고 싶어했던 것을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기업”이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강조했던 경쟁력은 1

차적으로 기업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기에 그가 언급

했던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경쟁력과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자는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

미연결망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노무현 정부(2003년~2008년)의 의미연결망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나타

난 연결망 시각화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패턴과는 매

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시

기와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서는 그의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단어가 전무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책 스타일 이전에 김대중 정부의 시기와는 다른 시대

적 조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는 이른바 “삼김”이라는 구시

대를 대표하는 거물 정치인들의 지배 하에 있었던 시기

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들의 정치적 리더십 아래 응집

된 가치와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의제가 제기되고 집행

되었다. 이와는 달리 노무현 정부의 시기에는 이른바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에서는 지금

의 시기는 이전의 정부와는 다르게 정부주도적으로 밀

어붙이는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당사자들 간의 협력

과 조정이 중요하고 정부는 그 여건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할 것을 대통령 스스로가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의 방향성은 결국 대통령 지시사항

의 의미연결망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단어

가 없는 다원화, 다핵화 형태의 패턴을 보이게 된 것으

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소 대상은 다르지만

한국의 대중가요 가사를 대상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했던 김용학(2015)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

타나고 있다. 60년대나 70년대의 대중가요 가사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에서는 ‘사랑’과 같은 중심적인 가치가

나타나는 반면, 현대의 대중가요로 진행될수록 중심적

인 위치에 있는 단어들이 사라지면서 다원화된 방사형

의 의미연결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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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노무현 대통경 지시사항 의미연결망 시각화

Figure 2. The Visualization of Semantic Network for President

Roh Moo-hyun's Order

3) 이명박 정부(2008년~2009년)의 의미연결망

이명박 대통령의 시기 또한 노무현 대통령 시기와

마찬가지로 그의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중심적인 위치

를 갖고 있는 단어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

한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책 스타일 이전에 김대

중 정부의 시기와는 다른 시대적 조류, 즉 다원화, 다핵

화와 같은 시대적 흐름의 반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노무현 정부와 유사한 방사형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사형으로 표출된 중심 단어들이 주로 중앙정

부부처인지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흐름 외에

개인적인 정책 추진 스타일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즉,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스

스로가 해당 의제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여

“대통령 지시사항”들을 통해 이후의 “지시사항”들과 연

결관계가 없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공무원들

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

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은 매우 간략

히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식으로 짧고 간략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들은 담당부처가 전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공통적인 흐

름 속에서도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개인적인 특성의 차

이가 같은 방사형 구조의 언어네트워크 패턴임에도 전

혀 다른 의미의 단어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이명학 대통경 지시사항 의미연결망 시각화

Figure 3. The Visualization of Semantic Network for President

Lee Myung-bak's Order

Ⅴ. 결 론

지금까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을

대상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김

대중 대통령은 “경쟁력”, “경제” 등을 매우 강조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지식, 정보화, 기업, IT 등 다양한 정책

의제를 제기하고, 집행하였다. 이와는 달리 노무현 정부

와 이명박 정부는 의미연결망 패턴 상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고 있는 단어 없이 모두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의미

연결망 패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경우, “혁신”, “연구”, “시스템”, “홍보”,

“평가”, “지방”, “협력”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이명

박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

부”, “법무부” 등과 같은 공식적인 중앙행정부처 들을

강조하였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의미연결망 패턴

의 구조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와는 다른 기제로

서 최고의사결정권자의 특성과 정책지향성 등의 차이

도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그간 학문적, 이슈적 관심에서 간과되었던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분석은 과거의 대통령의 행정부처 내에서 진행되었던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시대의 흐름

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발굴에 있

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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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이전의 정부 시기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한 키워드의 네트워크 구

조와 시대적 과제의 연계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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