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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mass and social media contents and structure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before and after 

the policy enforcement of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particulate matter, derive nursing implications, and provide a basis 

for designing health policies. Methods: After crawling online news articles and posts on social networking sites before and after policy 

enforcement with particulate matter as keywords, we conducted topic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using TEXTOM, R, and UCINET 6. 

Results: In topic analysis, behavior tips was the common main topic in both media before and after the policy enforcement. After the 

policy enforcement, influence on health disappeared from the main topics due to increased reports about reduction measures and gov-

ernment in mass media, whereas influence on health appeared as the main topic in social media. However semantic network analysis 

confirmed that social media had much number of nodes and links and lower centrality than mass media, leaving substantial information 

that was not organically connected and unstructured. Conclusion: Understanding of particulate matter policy and implications influence 

health, as well as gaps in the needs and use of health information, should be integrated with leadership and supports in the nurses’ care 

of vulnerable patients and public health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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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인간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난제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

성 있는 대응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 중 고체나 액체와 같은 입자 형태인 먼지 중에서 

직경이 10 µm보다 작은 것(PM10)을 의미하며, 특히 직경이 2.5 µm

보다 작은 것(PM2.5)은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1].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오존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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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질소 노출과 더불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오염 물

질로 규정하여[2], 1987년부터 대기 질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지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3]. WHO 산하 국제 암연구

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미세먼지

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4], Pope 등[5]은 미세먼지 농도가 

10 µg/m3 증가할 때마다 모든 질환에서 사망률이 약 4%, 심폐질환 

및 폐암 환자에서 각각 6%, 8%씩 유의하게 증가해 미세먼지 오염도

와 사망률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미세먼지 예보[6] 도입으로 언론 보도가 

증가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졌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

ment [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 비용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할 것이며, 조기사망률과 질환 증가로 건강비용이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7]. 실제 2017년 우리나라의 초미

세먼지 농도는 OECD 국가 평균의 약 2배를 웃돌았으며, 3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8]. 이에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히 촉구되어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9]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국민 건강 행동지침[10]이 발표되었다. 이후 정부는 2019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1]을 제정하고 ‘재난 및 안

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12]함

으로써 미세먼지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7년

부터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연평균 2016년 기준 26 µg/m3에서 2018년 

23 µg/m3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WHO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

인 10 µg/m3 대비 2배 이상이며 우리나라의 환경 기준인 15 µg/m3

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 효

과는 낮다고 볼 수 있다[13]. 2018년 ‘한국의 사회지표’ 결과에 따르

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82.5%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불안감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2020년 발표한 ‘미

세먼지 현황 분석 및 개선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일정 수준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연구 결과가 국민에게 전달

되는 소통의 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15]. 또한 정부

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 시행으로 국민의 미세먼지 관련 위험 인식은 

높아졌으나, 실제 예방적 건강행위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동 변

화까지는 일으키지 못한 한계점이 지적된 바 있다[16]. 개인은 미세

먼지로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유발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

므로[17], 미세먼지 관리는 국가 정책 차원의 거시적 접근과 함께 개

인 차원의 미시적 노력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18].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며, 국민이 이를 공감하고 실

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행동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 참여를 

격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국민들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 확인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19], 기존의 조사연구나 실험연

구로는 현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정책 관련 연구에서 실제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매스미디어와 소

셜미디어 정보를 활용한 토픽 분석(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및 의미연결망(semantic network analysis) 방법이 활용되

고 있다[20-22]. 매스미디어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와 언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책의 주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정보에 노출된 사람들이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가치를 추

구하는지는 그들이 생산하고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정보를 통해 예

측할 수 있다. 

간호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건의료인 집단으로 최근에는 미

세먼지, 기후변화, 감염병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잡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건강 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전 과정

에서 보다 적극적인 간호 전문직 리더십과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23]. 간호사는 정부의 건강 관련 정책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

과 국민 행동 변화에 미치는 실효성을 파악하고, 동시에 대상자들의 

건강정보 이해 수준, 행동,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

해 간호사는 실질적인 건강정보와 지식의 생성, 보급에 참여할 수 있

으며, 보건 의료정책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데이터 기반의 대응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논

점을 도출하는 것은 근거 기반 공중보건 관리자로서 간호사의 역할

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24]. 

이에 본 연구는 토픽 및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시행 전, 후로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서 주요하

게 다루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보의 내용 및 의미구조를 확

인하고 비교함으로써 사람들의 미세먼지 관련 건강행위를 강화할 

수 있는 간호학적 함의를 도출하고 보건 의료정책의 기초자료를 마

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토픽 및 의미연결망 분석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시행 전, 후로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보의 내용 및 의미구조를 확인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이

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시행 전, 후 시점으로 구분하여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상의 미세먼지 관련 텍스트로부터 의미 있는 단어들을 추출하

고, 정보의 내용을 확인한다. 

2)  정책 시행 전, 후 시점으로 구분하여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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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토픽을 확인한다. 

3)  정책 시행 후 추출된 단어들의 연결된 구조에 대해 두 미디어 

간의 차이를 비교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상의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대

한 토픽 및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기술한 탐색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 대상은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상의 미세먼지 관련 정보

이다. 매스미디어 정보는 정부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노출되는 정

보이며, 소셜미디어 정보는 대중이 생산하고 공유하는 정보를 의미

한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서 국내 미디어 매체 중 뉴스 기사 구독

자의 약 87.9%가 선호하는 구독 경로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털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기사 중 통신사를 제외한 상위 3위에 해당하

는 언론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지상파 ‘KBS’, ‘SBS’, 
‘MBC’를 매스미디어 정보 수집원으로, ‘네이버’, ‘다음’ 포털사이트

의 '블로그', '카페', '지식인' 채널 게시글을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원으

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범위는 국내에서 미세먼지 관련 언론 보도

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으로, 각 연도별 

자료는 연중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측정되는 시기인 12월에서 4월까

지 5개월간으로 기간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미

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이 발표된 2017년을 기준으로 정책 시행 전, 
후 시점 각 3년간의 자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웹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여 매트릭스 데이터

를 생성하는 분석 프로그램인 텍스톰(TEXTOM) [26]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 및 범위에 따라 ‘미세먼지’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수집

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을 위한 전 처리 과정을 위해 

한국어 형태소 분석 모듈인 MeCab-ko (https://bitbucket.org/eun-

jeon/mecab-ko)를 이용하여 일반명사, 고유명사, 의존명사, 단위명

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어근을 기준으로 텍스트에서 단어를 

추출하였으며, 부사, 감탄사, 접두사, 접미사 등은 제외하였다. 추출

된 단어 중 띄어쓰기가 잘못되었거나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 불완전

한 단어들은 수정 또는 통합하였으며,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무관

하게 텍스트 크롤링(crawling) 과정에서 포함되는 언론사 및 기자 

이름 등 분석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들은 연구자 간의 합의 

후에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상위 빈도를 중심으로 100개 단어를 추

출함으로써,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정제하였다. 

비정형 데이터의 정제 과정을 통해 추출된 단어들은 통계 프로그

램 R의 topicmodels 패키지[27]를 사용하여 자료 내에 잠재되어 있

는 주제, 즉 토픽의 개수를 통계적으로 산출하였다. 이때 실제 토픽 

개수보다 크게 과적합(overfitting)되는 등 잘못된 추정상의 문제로 

토픽 분석 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최적의 토픽 개수

는 데이터의 perplexity 값을 최소화하면서 통계적으로 같은 주제라

고 묶인 단어의 맥락적인 의미를 모두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최종적

으로 선정된 토픽 개수에 따라 텍스톰의 LDA 모델링 분석을 이용하

여 토픽 분석을 시행하였다. 토픽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 분석의 한 

종류로, 가장 대표적인 분석 기법이 LDA이다. LDA는 많은 양의 데

이터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주제를 찾아내기 위한 절차적 확률 분포 

모델로, 단어들의 집합이 어떤 주제로 묶인다고 가정하고 각 단어들

이 해당 집단에 포함될 확률을 계산하여 확률이 높은 단어들의 집

합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나의 집단으로 묶인 단어들의 맥

락을 통해서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토픽을 정의하고, 각 토픽

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잠재적인 의미 구조를 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미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6 (https://sites.google.com/site/ucinetsoftware/home)을 

이용하여 각 단어별 연결중심성과 연결망의 노드 수, 링크 수 및 중

심화 정도를 분석하고 NetDraw (https://sites.google.com/site/net-

drawsoftware/home)를 통해 시각화하여 연결 구조를 분석하였다. 

시각화한 의미연결망 분석 그림에서 주요 단어는 원형(circle) 노드 

형태로 표현되며, 각 원형 노드의 크기는 연결중심성을, 노드 텍스트

의 크기는 단어의 밀도를 나타내며 노드 간의 연결된 링크(link)는 

연결강도를 의미한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생명윤리위원회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기사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게시글을 연구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온라인상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이미 

생성된 자료이며 작성자의 아이디, 이메일 등의 개인식별정보를 수

집하거나 연구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의 대상이 아님을 경희

대학교 IRB에서 확인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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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의 양

매스미디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시행 전인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 평균 6,118건에서 정책 시행 후인 2017년에서 2019

년까지 3년 평균 10,599건으로, 약 73.2% 증가하였다. 소셜미디어는 

정책 시행 전 3년 평균 384,426건에서 정책 시행 후 평균 1,629,195

건으로 약 323.8% 증가하였다.

2.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정보의 내용 비교: 빈도 분석

매스미디어 정보인 언론사의 온라인 기사에서 정제된 미세먼지 관

련 단어 중 노드의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30개를 정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시행 전, 후의 결과를 비

교해보면, 정책 시행 전 노드의 빈도가 가장 높았던 ‘황사’ 단어는 

정책 후 10위 아래로 떨어졌다. 또한 정책 시행 전 상위 30위 단어였

던 ‘수준’, ‘주의보’, ‘예보’, ‘날씨’, ‘기상청’, ‘건강’, ‘피부’, ‘호흡기’, 
‘눈’, ‘질환’ 단어 또한 정책 시행 후 하위 또는 30위 밖으로 하락하

였으며, ‘저감’, ‘정부’, ‘차량’, ‘대책’, ‘관리’, ‘정책’, ‘비상’, ‘환경부’ 단

어가 정책 시행 후 새롭게 나타났다. 반면 ‘농도’, ‘서울’, ‘중국’, ‘대
기’, ‘환경’, ‘마스크’, ‘초미세’ 단어는 정책 시행 전과 후로 큰 변화 없

이 상위에 위치하였다. 

소셜미디어 정보인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카페’, ‘지식인’ 채널에 

Table 1. Top 30 Words of Mass Media and Social Media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Rank

Mass media Social media

Before policy enforcement After policy enforcement Before policy enforcement After policy enforcement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1 Yellow dust 56,318 Seoul 82,131 Yellow dust 14,917 Mask 12,513

2 Concentration 55,555 Concentration 70,044 Dust 9,210 Dust 9,561

3 Seoul 36,574 China 66,407 Mask 6,764 Yellow dust 6,219

4 China 28,402 Air 56,896 Concentration 4,654 China 5,853

5 Atmosphere 26,459 Atmosphere 51,908 China 4,613 Air purifier 4,603

6 Environment 23,823 Environment 51,171 Weather 3,562 Air 3,705

7 Forecast 23,626 Reduction 45,957 Food 3,525 Skin 3,634

8 Level 22,205 Pollution 44,350 Health 3,035 Fine particulate 3,512

9 Area 21,563 Mask 41,342 Spring 3,021 Recommend 3,047

10 Mask 21,049 Countermeasure 36,595 Outdoor 2,939 Concentration 2,939

11 Temperature 19,180 Government 36,135 Skin 2,846 Weather 2,910

12 Fine particulate 17,341 Emission 34,536 House 2,714 House 2,868

13 Warning 17,122 Fine particulate 32,810 Method 2,658 Health 2,866

14 District 16,284 Vehicle 32,246 Air 2,275 Level 2,829

15 Effect 15,410 Material 28,836 Eye 2,252 Food 2,791

16 Health 15,233 Emergency 27,648 Forecast 2,152 Ventilation 2,764

17 Respiratory 14,811 Effect 27,198 Coping with 2,102 Worry 2,714

18 Air 14,541 Ministry of 

environment

24,780 Ventilation 2,074 Method 2,634

19 News 14,232 Management 23,293 Effect 1,964 Cleansing 2,521

20 Eye 13,474 Health 23,270 Fine particulate 1,962 Spring 2,417

21 Pollution 13,444 Issue 22,240 Body 1,881 Country 2,326

22 Disease 13,142 Policy 22,177 Air purifier 1,880 Children 2,209

23 Capital 12,994 President 21,933 Outside 1,842 Usage 2,202

24 Food 12,907 Yellow dust 21,690 Cleaning 1,831 Outdoor 2,171

25 Skin 12,271 Enforcement 21,637 Worry 1,830 Occurrence 2,106

26 Outdoor 11,992 The public 19,391 Prevention 1,810 Eye 2,059

27 Material 11,924 Installation 17,803 Throat 1,763 Cause 2,039

28 Heavy metal 11,280 Indoor 16,782 Spring 1,580 Block 2,021

29 Weather 10,883 Air purifier 16,491 Sky 1,578 Sky 1,943

30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10,787 Forecast 15,985 Severe 1,537 Throat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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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글에서 정제된 미세먼지 관련 단어 중 노드의 빈도를 기준으

로 상위 30개를 정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정책 시행 전, 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매스미디어 정보와 달리 소셜미디어 정보에서는 

단어 간 순위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노드의 빈도 상위 단어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책 시행 전, 후로 큰 변화 없이 상위 단어로 

‘황사’, ‘먼지’, ‘마스크’, ‘중국’, ‘건강’, ‘피부’, ’눈’, ‘집’, ‘환기’ 등이 나

타났다. 정책 전, 후 상위 30위 단어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징적인 

단어로는 정책 시행 전 ‘삼겹살’ 단어가 있었으며, 매스미디어 정보에

서는 없었던 ‘추천’, ‘방법’, ‘사용’ 등의 단어가 정책 시행 전, 후로 모

두 나타났다. 

3.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정보 구성 주요 토픽 비교: 

토픽 분석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시행 전 매스미디어 자료에 대한 per-

plexity는 토픽 개수 2~10개 범위에서 1,817.66~1,847.42로 나타났으

며, perplexity 값이 1,817.66으로 최소값이면서 하나의 주제로 묶인 

단어들이 맥락적으로 적절한 3개의 토픽 개수로 LDA를 분석하였다. 

정책 시행 후 매스미디어 자료에 대한 perplexity는 토픽 개수 2~10

개 범위에서 2,560.96~2,590.08로 나타났다. 데이터의 perplexity 

값은 토픽 개수 5개에서 2,560.96으로 가장 낮았으나, 4개로 하였을 

때 perplexity 값은 2,563.02로 두 번째로 낮고 하나의 주제로 묶인 

단어들이 맥락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4개의 토픽 개수로 

LDA를 분석하였다. 

정책 시행 전 소셜미디어 자료에 대한 perplexity는 토픽 개수 

2~10개 범위에서 781.42~787.53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의 perplexity 

값은 토픽 개수 3개에서 781.42로 가장 낮았으나, 4개로 하였을 때 

perplexity 값은 781.70으로 세 번째로 낮고 하나의 주제로 묶인 단

어들이 맥락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4개의 토픽 개수로 LDA

를 분석하였다. 정책 시행 후 소셜미디어 자료에 대한 perplexity는 

토픽 개수 2~10개 범위에서 801.02~806.91로 나타났다. 데이터의 

perplexity 값은 토픽 개수 3개에서 801.02로 가장 낮았으나, 4개로 

하였을 때 perplexity 값은 801.18로 두 번째로 낮고 하나의 주제로 

묶인 단어들이 맥락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4개의 토픽 개수

로 LDA를 분석하였다. 

산정된 최적의 토픽 개수에 따라 LDA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정책 

시행 전, 후 매스미디어에서 나타난 주요 토픽의 종류와 각 토픽별 

비율 변화는 Figure 1과 같다. 매스미디어 정보는 정책 시행 전에는 

3개의 주요 토픽으로 미세먼지 예보(토픽 1), 대응행동(토픽 2), 건
강(토픽 3), 정책 시행 후에는 4개의 주요 토픽으로 미세먼지 예보

(토픽 1), 대응행동(토픽 2), 저감조치(토픽 4), 정부(토픽 5)로 구성

되어 있었다. 각 토픽별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정책 시행 전 전체 정

보의 약 73.5% 비율을 차지하던 미세먼지 예보(토픽 1)는 정책 시행 

후 46.7%로 감소되었으며, 건강(토픽 3)은 정책 시행 전 11.8% 비율

이었으나 정책 후에는 주요 토픽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응행동(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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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jor topics of mass media: compared of pre-policy enforcement with post-policy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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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2)은 정책 시행 전 14.7%, 시행 후 11.7%로 소폭 감소하였다. 정

책 시행 후에 새롭게 나타난 토픽으로는 저감조치(토픽 4)가 29.5%, 
정부(토픽 5)가 12.1%로 각각 나타났다. 

정책 시행 전, 후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난 주요 토픽의 종류와 각 

토픽별 비율 변화는 Figure 2와 같다. 소셜미디어 정보는 정책 시행 

전에는 4개의 주요 토픽으로 미세먼지 예보(토픽 1), 대응행동(토픽 

2), 발생원인(토픽 5), 실내공기 환기(토픽 6), 정책 시행 후에는 4개

의 주요 토픽으로 대응행동(토픽 2), 건강(토픽 3), 저감조치(토픽 

4), 발생원인(토픽 5)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토픽별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정책 시행 전 26.5% 비율의 미세먼지 예보(토픽 1)와 

10.4% 비율의 실내공기 환기(토픽 6)가 정책 시행 후에는 주요 토픽

에서 사라졌으며, 반대로 건강(토픽 3)이 11.9%, 저감조치(토픽 4)

가 16.9%로 정책 시행 후 주요 토픽으로 새롭게 나타났다. 대응행동

(토픽 2)의 경우 정책 시행 전 25.3%에서 정책 시행 후 46.7%로 증

가하였으며, 발생원인(토픽 5)은 정책 시행 전 37.8%에서 정책 시행 

후 24.5%로 감소하였다. 

4.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정보의 정책 후 의미구조 비교: 

의미연결망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정책 시행 후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정보의 의미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시행한 의미연결망을 시각화한 결

과는 Figure 3과 Figure 4이다. 매스미디어 정보의 의미연결망에서 

전체 노드 수 48개, 링크 수 2,256개, 미세먼지 단어와의 연결중심

성 0.16이었으며, 소셜미디어 정보의 의미연결망은 전체 노드 수 96

개, 링크 수 8,768개, 미세먼지 단어와의 연결중심성은 0.15였다. 

논    의

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에서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을 완화하고 사람들과 시스템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 전문직의 책무와 리더십을 강조

하였다. 건강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가져

야 하며, 개인 및 가족 대상의 건강관리는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 수

준의 공중보건 연구, 모니터링 및 감시, 정책 제안을 촉구하는 다수

준의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28].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세먼지와 같

은 기후변화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 논의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미세먼지 관련 간호학적 연구 또한 호흡기 질환 대상자[29]와 노인

[19] 등 일부 취약 집단 대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

는 사람들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

어에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한 이후, 
미세먼지 관련 건강행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간호학적 측

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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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mantic network analysis: social media, post-policy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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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책 시행 전과 후로 미세먼지 관련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

어 정보를 비교해 보았다. 전체 데이터의 양과 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및 관점에서 모두 차이가 있었는데 정책 시행 후 소셜미디어 데

이터의 양은 매스미디어 대비 약 4.4배 증가로, 최근 코로나 바이러

스(Coronavirus disease-19) 관련 마스크 5부제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30]와 비교하였을 때 매스미디어 대비 소셜미디어 데이터의 양

이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마스크 5부제 정책의 경우 비교적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 충분하게 제

공된 반면,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경우 소셜미디어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있음에 따라 대중의 높은 정보 요구도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매스미디어 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토픽과 구체적

인 단어를 살펴보았다. 정책 시행 전과 후로 미세먼지 대응정보에 대

한 보도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정책 시행 후 저감 조치와 정

부에 대한 보도가 강화되면서 건강 관련 정보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반면 소셜미디어에서는 정책 시행 후 미세먼지 대응정보에 

대한 비중이 약 1.8배 증가하였으며, ‘추천’, ‘방법’, ‘사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단어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스미디

어와는 대조적으로 정책 시행 후 건강이 주요 토픽으로 전환되었으

며, ‘건강’, ‘피부’, ‘눈’, ‘목’, ‘마스크’, ‘공기청정기’, ‘외출’, ‘자제’ 등과 

같은 출현 단어를 통해 개인적 수준에서 위험 차단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소극적 대응 행동에 대한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매스미디어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 주제가 상대적으로 

좁고 깊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31], 이를 통하여 미세먼

지 관련 정보 중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행동지침에 대한 요구가 높

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정책 시행 후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매스미디어에 비해 

소셜미디어는 다량의 정보가 구조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진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일반인은 미세먼지의 개념, 원인, 건강에 미치

는 영향 및 해결방안 영역에서 전문가가 언급하는 대부분의 요인에 

대해 비슷하게 언급할 수 있으나, 각 요인 간 유기적 관계는 파악하

지 못함으로써 파편화되고 피상적이며 일관되지 못한 형태로 위험을 

인식한다는 Kang과 Kim의 연구[1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정

책 시행 전 소셜미디어 정보에서 상위 100위 내 단어로 나타난 ‘삼겹

살’과 같은 단어는 대표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특징적

으로 보여주었다. Park과 Kim의 연구[32]에서 사람들의 미세먼지 

대응 행동에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주는데, 정부기관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생성되는 루머에 대한 신뢰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

여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호흡기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미세먼지 관련 건강행위에 대한 Ham 등[29]의 선행연구

에서도 연구 대상자의 약 88.1%가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소셜미디어는 접근성이 용이한 

정보원이지만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Ham 등

[29]의 연구 결과에서 대상자들이 마스크 착용과 외출 수칙 등 건강

행위에 있어서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와 의료이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천식, 만성폐쇄성폐질

환, 폐암과 같은 호흡기 관련 질환자들의 외래, 응급실 이용 및 입원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33], 이러한 취약 집단의 건

강 문제 발생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련 건강행위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또한 강조된다. 더욱이 온라인에서 획득할 수 있는 대

부분의 정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호흡기 질환 등 이러

한 취약 집단은 질병상태에 따라 부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

능성에 주의해야 한다[16,29]. 따라서 대중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주요 이해관

계자들 간의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 간의 채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소셜미디어가 대

중의 건강 관련 정보 획득의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34].

이상의 미세먼지 관련 미디어 정보에 대한 본 연구 결과의 분석을 

바탕으로 간호교육, 실무 및 정책 측면에서 사람들의 미세먼지 관련 

건강행위를 강화할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 및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간호교육 측면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위한 건강 교육자로서 기초소양과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적 건강 영향 요인

에 대해서도 간호 영역에서 포괄하여 다루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확실성 속에서 생산되는 허위 정보에 노출되어 건강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잘못된 정보를 가려내고 정확한 정보

만을 제공하며, 대상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역량을 기

를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 대상의 교육이 준비되어야 한다.

간호실무와 정책 측면에서 간호사는 현장에서 대중과 가장 가까

이에서 소통하는 의료인으로서, 정책의 내용을 대상자에게 전달하

고 대상자의 반응과 요구를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미

세먼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유발 

인자에 대한 저감 정책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환경 변화 속

에서 사람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응 방법이 함께 모

색되어야 한다[35]. 본 연구 결과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강화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저감 정책에 대중의 참여와 공감대

가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개인적 수준에서 위험 차단과 노출

을 줄일 수 있는 소극적 대응 행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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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궁

극적인 목적 하에,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갖고 적극적 대응 

행동으로써 대중이 저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선제적 

건강관리자 역할 수행이 강조된다. 간호사는 사람들의 환경 노출과 

건강 위험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적 건강 문해력(envi-

ronmental health literacy) [36]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

보의 전달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정책에 대한 대중의 적극

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Park과 Kim의 선행연구[19]에서는 

노인의 미세먼지 관련 서비스 인식과 경험이 건강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구체적인 행

동지침은 정부기관 홈페이지 등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됨에 따라 매

우 소수만이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핵에 대한 

개인의 위험 인식 방식에 따른 건강정보 추구와 건강행위 간의 관계

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이 발병 위험에 대해 인식하는 경우 건

강정보 추구행위가 높아지지만, 타인 대비 상대적 발병 위험으로 인

식하는 경우에는 건강정보 추구행위와 건강행위까지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7]. 따라서 간호사는 개인, 지역사회, 국가 수준에

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산출하고, 호흡기 질환, 노인 등 미

세먼지 취약 집단에 대한 발굴과 이해를 위해 힘써야 한다. 질병관리

청 주관으로 수행된 미세먼지 및 황사에 대한 건강 피해 예방 및 권

고지침[38-40]에 따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임상현장

에서 취약 집단 교육 시 활용함으로써, 정보의 단절을 예방하고 온

라인 등의 매체를 통해 얻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건강 문제의 발

생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발굴된 취약 집단의 특성을 이

해하고 이들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낮은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

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의 도달 범위와 건강으

로의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41]. 미디어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 건강 영향 요인에 대해 대중의 이해를 어떻

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의료기관과 같은 임상 현장에서의 

취약 집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 도달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와 

소통 전략을 통하여 건강사회로의 확대에 간호사는 더욱 관심을 가

져야 한다. 즉, 정부의 저감 정책 지원 및 미세먼지 노출 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한 대상자 교육과 취약 집단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실무와 

정책 간 종합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 전략에 참여할 수 있는 간

호사의 적극성이 요구된다[42,43].

본 연구는 국내 미디어 매체 중 일부 매체를 수집원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나 

미세먼지 관련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관한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미
세먼지 관련 대응 및 건강행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

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간호중재 개발 및 정책 논

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는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상의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대

한 토픽 및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미세먼지 관련 정책 시행 전

과 후 언론 보도 양상과 이를 통한 사람들의 인식 및 정보추구 양상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 관련 정책 시행 

후 언론에서는 저감 조치에 대한 보도가 강화됨에 따라 건강과 관

련된 정보가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한 반면, 소셜미디어에서는 건강

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량이 증가해 대중의 미세먼지 관련 건강 영향

에 대한 높은 정보 요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

서 다량으로 생성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구조적이지 않아 정확한 건강 관련 정보의 전달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는 정책 시행으로 높아진 사람

들의 미세먼지 관련 건강정보 요구와 반응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적

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며, 간호현장에서 취약 집

단 관리 및 사람들의 건강행위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인 중재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이를 통하여 간호사는 

미세먼지와 같은 새로운 환경적 건강 영향요인에 대해 정책과 실무 

간 선제적 건강관리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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