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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본 논문은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2003년부터 2020년까지
포털사이트에 있는 포퓰리즘 관련 뉴스를 분석한 연구이다. 수집된 뉴스는 정권별로 기간을
나누고 자동레이블링이 적용된 LDA모형으로 토픽(Topic)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토픽에서 이
해관계자와 이슈를 파악하고, 정권별 포퓰리즘 내용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포퓰리즘 뉴스는 경제지를 중심으로 포퓰리즘 이슈가 공유되고 있으며, 종합지
에서 정파적 성격에 따라 뉴스량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정권별로 주요 행위자와 이슈를 비교
한 결과,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 포퓰리즘은 전 정권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접근 방향
은 좌우 대립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포퓰리즘 이슈가 다양해지고 세
분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로 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좌우를 넘어 세대를 기반한 이슈로
확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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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포퓰리즘(populism)은 현대 정치 논쟁 중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유럽이나 중남미의 포
퓰리즘 운동과 포퓰리스트의 성공과 실패로 인해 정치적 우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리
고 포퓰리즘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1) 이러한 포퓰리즘 현상
에 대한 학술적 논쟁이 증가하면서 기존 정치학, 사회학 분야를 넘어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로 확대되고 있다.
언론은 포퓰리즘 현상을 특정 프레임으로 전달하고, 시민과 정치행위자에게 여론형성 과
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포퓰리즘이 대중영합주의로 인식하고 특정 이데올로기를 담
고 사용하는 집단이나 인물이 다른 집단이나 인물을 공격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
어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경제지를
중심으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우파가 좌파를 공격하는 예이다. 즉, 같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두고 자기 정치, 경제에서 접근하는 방향이 다르고, 좌우에서 사용
하는 용도가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베르너 뮐러는 “좌우를 구분하지 않고 대충 포퓰
리즘을 갖다 붙이는 일”이라며 경고하고 하였다.2)
따라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떤 맥락에서 인
식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론이 어떤 이
슈와 맥락으로 사안을 보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언론에서 포퓰리즘 관련
뉴스로 다루는 이슈는 무엇이며, 기간 변화에 따라 다루는 이슈가 변화했는지 확인하는 것
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글에서는 포퓰리즘을 다룬 온라인 뉴스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대용량 뉴스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포털 사이
트 다음에 등록된 뉴스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1월 1일부터 2020
년 12월 31일까지 국내 포털 사이트 중 다음에 등록된 뉴스 중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뉴
스 제목이나 본문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전통적으로 언론 보도 뉴스들의 보도주제, 프레임, 논조 등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에서 ‘포퓰리즘’을 검색하면 2021년 상반기까지 292건의 정규논문
이 있다. 2003년 2건의 연구가 있은 후 2020년에 들어서는 40건의 연구가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이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검색일:
2021. 5. 20).
2) Jan Werner Mueller, 2017, 누가 표퓰리스트인가 그가 말하는 국민 안에 내가 들어갈까 노시내
역, (서울: 마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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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방법론을 사용해 왔다. 내용분석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기잔 연구자가 뉴스를 읽고 문장에 포함된 의미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분량이 많은 뉴스를 분석할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 가능성의 문제가 항상 지적되었다.3)
이러한 내용분석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용량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텍스
트마이닝 방법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텍스트에 형태소 분석으로
고빈도 단어를 확인하는 빈도 분석과 단어 간 맥락을 동시 출현(Co-occurrence)단어 분석
이나 단어 간 거리로 분석하는 의미연결망(Semantic Network Analysis), 기계학습을 이용
한 문서분류 등이 있다. 특히,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텍스트 데이터 같은 구조화
되지 않은 문서에서 유사하게 범주화되는 주제를 찾는 알고리즘4)으로 문서에서 확률에 기
반한 단어가 클러스터링(clustering) 되어 추출되어 토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5)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들어 토픽모델
링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요 일관지의 대통령 이
슈소유권 이슈6), 대통령 연설물에서 나타난 규제개혁 정책 분석7), 북한 관련 뉴스의 담론
분석8) 등 여러 분야에서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뉴스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을 활용해 포퓰리즘 관련 뉴스를 분석하여 내용 변화를 확
인한다. 이를 위해 포퓰리즘 뉴스를 정권별로 나누어 토픽의 변화양상을 검토하고 정권별
토픽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언론에서 다룬 포퓰리즘 관련 관심이 높은 사안을
파악하고 정권별로 변화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포퓰리즘 사안과
3) 박한우, Loet Leydesdorff.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6권 제5호(자료분석학회, 2004), pp.1377-1387. 백영민,
“전통적 내용 분석과 컴퓨터 기반 텍스트 분석: 토픽 모형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
학회(편). 데이터 시대의 언론학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pp.329-374.
4) David M. Blei.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 (April 2012), pp.
77–84.
5) N Evangelopoulos, X Zhang, VR Prybutok. “Latent Semantic Analysis: Five Methodologi-cal
Recommendation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1, (2012), pp.70-86.
6) 박승정･전진오･김선우･김성태, “국내 주요일간지의 대통령 이슈소유권에 대한 빅 데이터 분석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
20권 제3호(한국정치정보학회, 2017), pp.25-55.
7) 박정원･유광민, “대통령 연설문을 통한 규제개혁 정책 경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의 활용,” 한국정책학회보 제29권 4호(한국정책학회, 2020), pp.87-118.
8) 김가영･강경필･손민지･이청아･홍신범･김성태, “북한 뉴스 담론에 대한 미디어 의제설정효과 연
구: 빅데이터 토픽모델링과 워드임베딩 분석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28권 제1호(평화와 민주
주의연구소, 2020). pp.28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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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고 있는 사안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에서 도출한 결과로 국내의 포퓰리즘 이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Ⅱ. 기존연구 검토
국내 포퓰리즘 관련 연구 중 본 연구과 관련된 뉴스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
면, 백욱인(2012)은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시민의 정치 참여 방식과 사회운동 형식으
로 변화되어 ‘네트워크 포퓰리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냉소적 포퓰리즘’과 ‘열광적 포
퓰리즘’이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9)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연결과 추
종으로 과거와 다른 점을 설명하였다. 전의령(2017)은 인터넷 공간에서 확인되는 반다문화
담론에서 나타나는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 등의 포퓰리즘적 성격을 설명하였다.10) 그
녀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서민경제의 파탄’이며, 그들의 지원하는 다문화정책은 ‘국민
혈세의 낭비’로 우익 입장이 강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백영민(2016)은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이 포퓰
리즘 현상과 닮았으며, ‘단일한 국민 형성’, ‘타락한 엘리트’, ‘이방인의 배척’ 등의 담론 구
성으로 인해 포퓰리즘 현상이 확대된다고 지적하였다.11) 언론은 아니지만, 정당의 캠페인
에서 나타난 포퓰리즘 담론을 분석한 국세라는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Alternative Für Deutschland)당의 정치 캠페인에서 나타난 메시지를 분석하여 외부의 적
을 찾아 대중을 영합하는 활동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조어를 사용하여 적을 만들고, 기
존 개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여 대중의 편 가르기를 한다는 점을 밝혔다.12)
그리고 언론자료를 통해 포퓰리즘 이슈를 분석한 연구로는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
나타난 포퓰리즘 담론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13) 여기서는 보수 진형은 무상급식과 부자급
9) 백욱인,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사회운동의 변화: 대안 공론장과 네트워크 포퓰리즘,” 동
향과 전망 제85호(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2), pp.130-159.
10) 전의령, “인터넷 반다문화 담론의 우익 포퓰리즘과 배제의 정치,” 경제와 사회 제116호(비판사회
학회, 2017), pp.396-423.
11) 백영민,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본 포퓰리즘의 등장과 대의 민주주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2권 제4호(한국언론학회, 2016), pp.5-57.
12) 국세라, “논증에서의 ‘깊은 의견 차이’와 포퓰리즘 언어 분석 - ‘Fridays For Future 운동’에 대한 독
일 AfD 정당의 비판을 예시로,” 독어독문학 , 제150권(한국독어독문학회, 2019), pp.213-230.
13) 정재철, “한국 신문과 복지 포퓰리즘 담론: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1권 제1호(한국지역언론학회, 2011), pp.37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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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접합하여 진보 진영을 억압하는 담론으로 작동하였으며, 진보 진형에서는 무상급식을
삶의 질 향상과 의미를 함께 해서 대항적 담론 정치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유사한
연구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에 실린 복지포퓰리즘 뉴스
를 의미연결망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도 있다.14) 이 연구에서는 복지포퓰리즘 담론은 포
퓰리즘의 오용에 기초하고 있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복지 공약 남발에 따른 무책임한 행
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언론자료와 통계분석을 결합한 연구도 있다. 1998년
부터 2019년까지 포퓰리즘 뉴스와 경제지표, 대통령 지지율, 총선 결과 등을 통해 포퓰리
즘이 확산하는 경제적, 정치적 조건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15)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과 대
통령 지지율이 낮고, 야당이 의석수가 적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포퓰리즘이 증가하고 있음
을 밝혔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정병기(2020)의 포퓰리즘 최소 정의인 “사회를 인민과 엘리트라는 두
진영의 적대 구도로 파악하며 정치는 인민의 의사를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이념”에 기반하여 분석한다.16) 이는 진영의 대립되는 구조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의 의사에 영향을 주는 언론의 평가를 함에 있어 좀 더 유연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
이다.
또한, 포퓰리즘 뉴스를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진보/보수 언론을 구분하거나 복
지 포퓰리즘 같은 특정 프레임을 중심으로 분석으로 인해 언론 전반의 포퓰리즘 담론을 분
석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포퓰리즘 단
어가 뉴스 제목이나 본문에 포함된 전체 뉴스를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언론에서 다
룬 포퓰리즘 뉴스를 폭넓게 다룰 수 있다.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인 뉴스를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포퓰리즘 뉴스 데이터의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연구
는 아직 없음으로 포퓰리즘 연구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 적용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
한 다른 언론의 데이터의 경우 제목만 수집해 분석하거나 진보, 보수언론 등 특정 언론을
대상으로 분석하지 않고 전체 뉴스를 분석함으로써 포괄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
고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연구의 한계점을 결과에 대한 평면적 제시를 들고 있는데, 이를

14) 김주호, “포퓰리즘의 오용과 복지포퓰리즘 담론의 구축 :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2009~2018,” 사
회이론 (한국사회이론학회, 2019), pp.31-71.
15) 도묘연, “한국 포퓰리즘의 변화 추이와 영향 요인: 경제적 및 정치적 위기의 관점,” 평화연구 제
28권 제1호(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20), pp.241-285.
16) 정병기, “포퓰리즘의 개념과 유형 및 역사적 변화: 고전 포퓰리즘에서 포스트포퓰리즘까지,” 한국
정치학회보 제54권 제1호(한국정치학회, 2020),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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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 비판적 담론분석, 프레임 이론 등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토픽모델링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정권별 차이를 중심으로 발견된 토
픽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슈를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해석의 틀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처리
포퓰리즘 뉴스 분석을 위해 분석대상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등록된 ‘포퓰리즘’ 단어가 제
목이나 본문에 들어가 있는 뉴스 전체이다. 기존 언론 분석에서는 정파성을 고려한 분석이
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포퓰리즘을 둘러싼 언론의 여론 전반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포
털사이트에 등록된 언론사 전체로 대상을 하였다. 전체를 포함할 경우 정치적 편향을 가진
언론을 포함하여 경제지, 전문지 등 전반적으로 이슈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선정
한 것이다.
데이터의 수집은 포털 사이트에 있는 뉴스를 수집하기 위해 Python 언어로 프로그래밍
하여 스크래핑(scraping)하였다. 뉴스 수집은 날짜, 언론사, 제목, 본문, URL 등을 수집 및
저장하는 단계를 거쳤다. 이후 중복된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URL 기준 중복제거 후 최
종 분석 데이터를 확정하였다. 또한 언론사를 수집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포털사이트에 뉴
스를 등록한 언론사를 확인하여 어떤 언론사가 여론을 주도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분석 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설정했다. 그 이유는 포털사이트
에서 포퓰리즘 용어를 뉴스 검색하면 1990년 12월 20일부터 뉴스가 나오지만 2002년까지
는 연합뉴스 1개 언론사의 뉴스만 등록되어 있다. 이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포털사이
트에 언론사들이 뉴스를 등록하면서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퓰리즘 뉴스량이 일정
부분 확인되는 2003년부터 시작점으로 하였다. 또한, 포퓰리즘 관련 뉴스는 아직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이면서 연도별로 구분이 가능한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목적인 정권별 비교에 있어 최근 정권의 데이
터를 최대한 확보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포퓰리즘 뉴스의 시기적 구분은 정치적 논란에 따라 이슈가 집중되거나 확산할 수 있어
주요 사건이나 정치 공방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특정 시점을 지정하여
분석하는 경우 해당 이슈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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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따라서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정권별로 뉴스를 묶고 토픽을 도출하여 전체 이슈
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포퓰리즘 뉴스의 기간은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뉴스를 정권별로 구분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노
무현 정권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이명박 정권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를 박
근혜 정권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를 문재인 정권으로 구분하였다.
수집된 포퓰리즘 뉴스는 총 69,389건이며, 연도별 뉴스량은 아래 <표 1>과 같다. 연도
별로는 2011년에 10,832건으로 전체 기간 중 가장 많은 뉴스가 있었다. 다음으로 2017년
9,547건, 2012년 7,358건 등의 순으로 뉴스가 있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권이 2,403건,
이명박 정권이 23,862건, 박근혜 정권이 15,625건, 문재인 정권이 27,499건이다. 수집 결
과를 보면, 문재인 정권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등의 순이다. 노
무현 정권이 가장 낮은 것은 국내에서 포퓰리즘 이슈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과 더불어 언론
사가 다른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이다.
<표 1> 연도별 포퓰리즘 뉴스량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기간

2003

2004

2005

(단위: 건)

2006

2007

합계

뉴스량

131

171

576

599

926

2,403

기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뉴스량

1,178

935

3,559

10,832

7,358

23,862

박근혜
정권

기간

2013

2014

2015

2016

합계

뉴스량

2,494

2736

4,042

6,353

15,625

문재인
정권

기간

2017

2018

2019

2020

합계

뉴스량

9,547

5,806

5,917

6,229

27,499

포퓰리즘 뉴스량을 언론사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먼저 전체 뉴스량은 뉴
스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통신사를 제외하면 포털뉴스에 뉴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국내
경제지가 20위 안에 있으며, 한국경제는 통신사인 뉴시스나 뉴스1보다 더 많이 다루었다.
포퓰리즘을 다룬 전체 뉴스 중 시기별로 뉴스량을 나누어 비교하면 다소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권에서 포퓰리즘을 다룬 언론사의 경
우 전체 시기에는 경제지가 타 언론사보다 높은 보도량을 보였으나 노무현 정권에서는 데
일리안,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등 인터넷 신문이 상위에 있었다. 그리고 주간경향, 한겨레
21 등 시사주간지도 20위 안에 있었다. 다음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권에서
는 경제지들이 타 언론사보다 더 많은 뉴스량을 보였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기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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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 상위에 있었던 반면,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는 10권 밑으로 내려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비교하여 한국경제,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등 경제지는 계속 상위에 있으며, 종합지인 문화일보, 동아일보가 순위가 상승하
였다. 또한 조선일보와 뉴스1이 상위에 올라왔는데, 2011년에 창간한 민간통신사인 뉴스1
이 17위로 상위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문재인 정권에서는 통신사가 1~3위를 차지하였으
며, 다음으로 경제지와 보수지가 상위에 있었다. 그 외 다른 기간에는 순위권에 없던 KBS
(608건)로 20위에 올랐다.
언론사별 전체 뉴스량과 정권별 뉴스량의 비교를 종합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지가
노무현 정권을 제외하고 상위권에 있었다. 노무현 정권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뉴스량도 낮
고 온라인 뉴스 시장의 초기 단계로 온라인 신문들이 상위권에 있었다. 그리고 주간경향,
한겨레21 등 일간지와는 다른 주간지들이 포퓰리즘을 다뤄 좀 더 내용이 깊고 폭넓은 내
용에서 다루고 있었다. 이명박 정권에부터 경제지가 포퓰리즘을 많이 다루기 시작했으며,
종합지는 경향신문, 한겨레 등 진보 성향의 언론사가 상위에 위치하여 보수 정권의 비판적
입장이 많았다. 경제지가 높은 것은 포퓰리즘이 국가 재정 및 경제 위기 같은 경제 이슈를
다루는 언론사 성격 때문이다.17)
<표 2> 전체 및 기간별 언론사 뉴스량 상위 20위 비교
전체 기간

노무현 정권
(2003~2007년)

이명박정권
(2008~2012년)

박근혜 정권
(2013~2016년)

(단위: 건)

문재인 정권
(2017~2020년)

순위

언론사

뉴스수

언론사

뉴스수

언론사

뉴스수

언론사

뉴스수

언론사

뉴스수

1

연합뉴스

6,473

연합뉴스

457

연합뉴스

2,263

연합뉴스

1,332

연합뉴스

2,420

2

한국경제

3,883

데일리안

3

뉴시스

4

서울경제

223

한국경제

1,360

한국경제

1,165

뉴시스

1,515

3,528 오마이뉴스

215

뉴시스

1,317

문화일보

721

뉴스1

1,432

3,013

국민일보

185

헤럴드경제 1,272

서울경제

655

서울경제

1,367

5

헤럴드경제 2,812

세계일보

161

머니투데이 1,219 헤럴드경제

632

한국경제

1,339

6

머니투데이 2,699

노컷뉴스

130

매일경제

1,193

매일경제

614

중앙일보

1,256

7

매일경제

2,577 머니투데이

125

서울경제

991

뉴시스

601

조선일보

1,141

8

문화일보

2,526

한국일보

116

경향신문

877

동아일보

569

문화일보

940

9

중앙일보

2,372

한겨레

헤럴드경제

869

이데일리

847

10
11

파이낸셜뉴스 2,245
세계일보

2,187

102 파이낸셜뉴스 871 파이낸셜뉴스 538

경향신문

101

문화일보

865

머니투데이

뉴시스

95

세계일보

830

중앙일보

17) 김주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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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
12

아시아경제 2,149

노무현 정권
(2003~2007년)
서울신문

이명박정권
(2008~2012년)

박근혜 정권
(2013~2016년)

문재인 정권
(2017~2020년)

93

아시아경제

813

아시아경제

479

머니투데이

820

13

경향신문

2,136 미디어오늘

66

데일리안

722

세계일보

450

아시아경제

809

14

조선일보

2,128

65

노컷뉴스

710

국민일보

447

매일경제

770

15

이데일리

1,953 아시아경제

48

한국일보

699

경향신문

444

세계일보

746

16

뉴스1

1,857 헤럴드경제

39

서울신문

697

조선일보

440

경향신문

714

17

국민일보

1,846

YTN

28

국민일보

664

뉴스1

425

한국일보

662

18

동아일보

1,825

주간경향

27

한겨레

651

이데일리

399

동아일보

660

19

한국일보

1,770

한겨레21

22

이데일리

642

서울신문

390

한겨레

630

20

한겨레

1,743

한국경제

19

오마이뉴스

607

노컷뉴스

371

KBS

608

이데일리

2. 자료분석
앞서 대용량 문서인 포퓰리즘 뉴스를 분석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방법
론을 사용하여 전체 토픽과 기간별 토픽을 도출하고, 토픽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대용량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분석 방법 중 토픽 모델링은 전체 문서에서 통
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본문의 숨겨진 의미 구조를 발견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18) 토픽 모
델링은 문서에서 어떤 토픽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률 모형으로 대표적인 모형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이다.19) 모형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면, 문서 집합에서 확률 분포로 토픽을 뽑은 후 토픽에
해당하는 단어를 뽑게 된다. 예를 들어 토픽 1에 뽑힌 단어가 배, 사과, 귤 등이면 과일의
내용은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 집합에서 몇 개의 토픽을 선택할 것인가,
토픽이 설명하는 토픽명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토픽모델링 라이
브러리로 tomptopy를 사용하였다.20) 이것을 사용한 것은 기존 LDA 뿐만 아니라 자동레
이블링 LDA(Labeled LDA)21), 토픽상관관계분석(Correlated Topic Model) 등 다양한 모
듈을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18) Newman, D., Asuncion, A., Smyth, P., Welling, M., 2009, “Distributed algorithms for topic
models,”,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10(2009), pp.1801-1828.
19) https://ko.wikipedia.org/wiki/잠재_디클레_할당(검색일: 2021.4.29).
20) https://bab2min.github.io/tomotopy/v0.5.1/kr/index.html#tomotopy(검색일: 2021.5.10).
21) Ramage, D., Hall, D., Nallapati, R., & Manning, C. D., “Labeled LDA: A supervised topic model
for credit attribution in multi-labeled corpora,” In Proceedings of the 2009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1(2009), pp.24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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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토픽 개수는 tomotopy에 내장된 토픽 일관성(Topic coherence) 지표를 사용하여
수치가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선별하였다.22) 토픽 일관성 지표는 토픽 안에 포함된 단어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도출되는 것으로 지표가 높을수록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23)
다만 지표 값이 너무 커지면 주제가 겹칠 수 있음으로 적정한 개수는 실제 데이터를 확인
후 선택해야 되어 불필요한 토픽은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토픽모델링에서 나오는 토픽키워드를 통해 토픽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LDA의 경우 토픽에 포함된 단어만 제공하여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자동 라벨링으로 토픽명을 제공하는 tomotopy의 Labeled LDA(LLDAModel)을 활용하
였으며, 추가로 토픽에 포함된 문서에서 라벨링 단어를 중심으로 앞뒤 2개 단어(2-gram)의
빈도를 분석하여 상위 단어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LDA에서 단어 기반 라벨링보
다 내용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토픽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뉴스인 텍스트를 말뭉치(corpus)로 통합하고 형
태소 분석 및 불용어를 처리하는 전처리(pre-processing)를 수행해야 한다. 말뭉치 구성에
서는 뉴스 제목과 본문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형태소 분석에서는 오픈소스인 Komoran24)
을 사용하였다. 불용어 처리는 문장부호, 특수문자 등을 자동처리하고, ‘사설’, ‘기고’, ‘기
자’ 등 분석에서 불필요한 단어는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외 분석과정에서 불필
요한 단어나 복합명사로 합쳐야 하는 단어들은 여러 차례 반복 수행하여 삭제 및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동의어를 처리하는 단계를 진행하였다. 뉴스 작성에서는 앞서 인물명을 언급하면
이후에는 이름은 줄이고 성과 직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을 ‘문 대통령’, ‘대통령’ 등으로 줄여서 사용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동의어 처리는 주요 행위자인 역대 대통령,
22) 토픽 개수를 정함에 있어 응집도(coherence)와 혼란도(perplexity) 수치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있
다.(Röder, M., Both, A., & Hinneburg, A., “Exploring the space of topic coherence measures,” In
Proceedings of the eighth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b search and data mining(2015),
pp.399-408. 유소영, “자아 중심 네트워크 분석과 동적 인용 네트워크를 활용한 토픽모델링 기반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 32권 제1호(한국정보관리학회, 2015), pp.
153-169. 응집도는 높을수록, 혼잡도는 낮을수록 토픽이 잘 분류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두 값의 교
차 지점에서 토픽 개수를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로 응집도와 혼란
도를 통해 토픽 개수를 도출한 결과 전체, 정권별 모두 15~16에서 두 값이 교차하였다. 토픽을 구성
하는 단어와 라벨링은 다르나 전체 데이터와 정권별로 차이점이 없다는 점에서 응집도와 혼란도를
함께 사용하지 않고 응집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3) Röder, M., Both, A., & Hinneburg, A.(2015).
24) https://github.com/shineware/KOMORAN(검색일: 2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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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을 중심으로 하였다.25)
마지막으로 토픽에 포함된 단어를 이해관계자와 이슈로 재분류하고 토픽명을 기준으로
유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지자체 재난 기
본소득 실험’ 등은 코로나 19로 인한 공공의 지원 정책으로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대상과 이슈를 주제별로 정리함으로써 포퓰리즘 용어의 대상과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다. 위의 분석 단계를 간략하게 아래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 3> 분석 절차
데이터 수집

수집단어: 포퓰리즘
대상: 포털사이트 다음
기간: 2003.1.1.~2020.12.31
↓

데이터 처리

형태소 분석(명사 위주)
불용어 처리(조사, 특수문자 등)
복합명사 처리(예: 자유 한국당→자유한국당)
동의어 처리(예: 문 대통령→문재인)
↓

데이터 분석

토픽모델링
토픽 자동라벨링(2-gram 적용)
정권별 토픽 도출
↓
정권별 토픽 파악
주요 대상 및 이슈의 변화 검토

결과 해석

Ⅳ. 포퓰리즘 뉴스의 토픽 결과
1. 노무현 정권 토픽 결과
먼저 2003~2007년까지 노무현 정권 기간 뉴스의 토픽을 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노
무현 정권 기간 포퓰리즘 뉴스의 토픽을 유사한 주제별로 묶어보면, 크게 5개로 구분된다.
25) 정당명은 열린우리당, 우리당→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민주당, 더민주→더불어민주당, 자한당
→자유한국당 등이며, 인물은 이름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노 대통령→노무현, 이 대통령→이
명박, 박 대통령→박근혜, 문 대통령→문재인 등 축약해서 사용할 경우 이름으로 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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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정부의 경제 개혁 정책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하는 토픽은 ‘국민
연금 개정안’, ‘서민 감세안’, ‘사법개혁’, ‘금산분리법’, ‘글로벌 경제성장’ 등이 있다.
둘째는 행정 개혁 정책 이슈이다. 해당하는 토픽으로는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 ‘공무
원 퇴출제’, ‘국가 균형 발전 등이다 주로 정부의 개혁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에서
포퓰리즘 용어가 사용된 것이다.
셋째는 ‘통합신당 창당’, ‘대통령 리더십’, 국가 정체성 비판’, ‘한나라당 대선 주자 토론
회’, ‘양극화 해소 정책’, ‘대북정책’ 등으로 주로 야당의 권력 획득 노력에서 대통령과 집
권 정당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용어들이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상대 진영
을 공격하는 용어로서 포퓰리즘을 사용한 것이다.
넷째는 해외 포퓰리즘 정권 내용이다. ‘중남미 좌파정권’, ‘한미 외교’ 등으로 해외 포퓰
리즘 정당 및 국가들이 확대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주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의 좌파 포퓰리즘 정권 획득 과정을 소개하는 뉴스이다.
다섯째는 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이슈들이다. 주요 토픽들은 ‘학계 포퓰리즘 현상 평가’,
‘뉴라이트 정치 세력화’, ‘언론 보도 행태 비판’ 등으로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한 사회 변화
및 정치 세력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표 4> 노무현 정권 기간 토픽모델링 결과
번호
1
2
3
4

키워드
주요 행위자
주요 이슈
정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국민연금, 반대, 통과, 입법, 개정, 처리,
국민연금 개정안
민주노동당, 홍준표, 유시민 의견, 논란, 제한, 우려, 부결, 발의
토픽명

안기부 불법도청 노무현, 국정원, 검찰, 국가, 공개, 문제, 국정원, 특검, 검찰, 수사, 의
혹, 특별법, 진실, 불법도청, 청문회
사건
국민, 국회
통합신당 창당

한나라당, 민주당, 이회창, 통합, 세력, 신당, 경선, 탈당, 전략, 유권
자, 출마, 지방선거, 호남
열린우리당

차베스, 룰라, 베네수엘라,
좌파, 대선, 경제, 집권, 당선, 지지, 쿠데
중남미 좌파정권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
타, 혁명, 승리, 지도자, 석유
코, 미국
정부, 공무원

개혁, 평가, 제도, 인사, 운영, 혁신, 핵심,
위원회

정부, 서민, 한나라당

감세, 부동산, 부담, 재정, 예산, 대책, 규
모, 소득, 주택, 복지, 증세, 강남

학계 포퓰리즘
현상 평가

교수, 대중

민주주의, 인터넷, 비판, 체제, 민주화, 논
쟁, 현상, 참여, 개혁, 권력, 연구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지방, 정부, 김문수

국민투표, 발전, 국가균형발전, 계획, 참
여, 반대, 행정수도, 지자체

5

공무원퇴출제

6

감세정책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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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번호

토픽명

9

금산분리법

삼성, 기업, 은행, 증권사

10

사법개혁

국민, 검찰, 사법부, 경찰

재판, 헌법, 소환, 위원회, 사법개혁, 공판
중심주의, 긴급조치, 우려, 검찰수사

11

뉴라이트 정치
세력화

보수단체, 노무현

보수, 진보, 이념, 좌파, 뉴라이트, 개혁,
운동, 자유주의, 우파, 연대, 정체성

12

대통령 리더십

노무현, 야당

개헌, 임기, 리더십, 연정, 책임, 발언, 지
도자, 헌법, 민생, 국정운영, 권위주의

13

국가 정체성
비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박근 발언, 야당, 비판, 여당, 토론, 체제, 제안,
혜, 노무현
책임, 경제, 정체성

14

한미 외교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독 협상, 외교, 독도, 전쟁, 공화당, 해외, 국
익, 개방, 한미FTA, 이라크파병, 무역
일, 프랑스, 영국

주요 행위자

15

언론 보도 행태
언론사, 네티즌, 시민단체
비판

16

한나라당 대선
주자 토론회

17

양극화 해소
정책

18
19

주요 이슈
삼성, 금융, 경영, 국정감사, 규제, 경쟁,
재벌, 개선, 금산개정안, 자본

보도, 여론, 지적, 발언, 반대, 인터넷, 왜
곡, 연대, 태도, 촉구, 규정

이명박, 박근혜, 오세훈, 홍 공약, 대선, 이미지, 검증, 경선, 토론회,
준표
경부운하, 대운하, 토론
정부, 기업, 국민

경제, 복지, 양극화, 교육, 재벌, 규제, 세
계화, 소득, 발전, 분배, 빈곤, 일자리

글로벌 경제성장 정부, 기업, 노조

위기, 투자, 상황, 비정규직, 안정, 노조,
고용, 발표, 개혁, 재계, 소비, 금리

북한, 정부, 미국

안보, 평화, 군복무, 대북정책, 북핵, 정상
회담, 대북지원, 통일, 한미동맹, 외교, 원칙

대북정책

2. 이명박 정권 토픽 결과
2008~2012년까지 이명박 정권 기간 뉴스의 주요 토픽은 25개로 나왔으며 토픽명과 토
픽에 포함된 단어는 아래 <표 5>와 같다. 이명박 정권의 주요 토픽을 주제별로 묶어서 보
면, 크게 5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당들의 당내 갈등 이슈이다. 주요 토픽으로는 총
선을 앞두고 ‘총선 야권연대’, 안철수 신드롬에 따른 ‘정치 쇄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총선용 경제공약으로 ‘보수정당 정체성’ 등 보수 정당의 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 과정에
서 나타난 이슈들이다.
둘째, 역대 정권의 비판을 통한 현 정권의 정당성 강화를 다룬 것이다.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 ‘국가 균형 발전’ 등 역대 정권의 주요 정책들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즉, 전임 정권
을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 비판하면서 현 정권의 정책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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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셋째, 무상복지 이슈들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복지 선별지원’, ‘민주당 보편복지’
등과 ‘무상급식 투표 거부 운동’ 같은 사회운동, ‘국가 균형재정 정책’, ‘보수단체 활동’,
‘교육감 선거’ 등이 있다. 요약하면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와 정부의 복지 정책 등을
두고 정당, 사회단체 등의 복지 포퓰리즘을 둘러싼 갈등이다.
넷째, 경제 규제 정책 관련 이슈들이다. 주요 내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공정거래법’,
‘공정거래 규제’, 물가 안정 정책’, ‘예금자보호법’, ‘전경련 국정감사’, ‘과세감면 정책’ 등
의 토픽들이다. 즉, 경제 규제 관련 토픽들은 정부와 재계, 국회와 재계 등의 갈등 관계로
규제 정책으로 인해 규제 대상들이 정부와 국회를 공격하면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
용한 것들이다. 또한 정부의 과세 정책으로 인해 과세 대상의 반발이 있었다.
다섯째, 단일한 사건이나 이슈로 나타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없는 기타 이슈들이다. 사
형수 얼굴 공개, 나영이 사건 등에 따른 ‘법치주의 강화’,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대중문화’
변화, ‘일본 우익 영토분쟁’, ‘유럽 우파 포퓰리즘 확대’, 천안함 침몰, 북한 로켓 발사 등
‘대북정책’ 등에 따른 핵무장 등이 이슈들이다.
<표 5> 이명박 정권 기간 토픽모델링 결과
번호

토픽명

1

총선 야권연대

2

정치 쇄신

4

법치주의 강화

5

무상급식
주민투표

6

복지 선별지원

8
9

인사, 비판, 사람, 임기, 지적, 경제, 반대,
인수위, 원칙, 부처, 측근인사

안철수

정당, 개혁, 책임, 비판, 요구, 현실, 안철
수, 여론, 대의민주주의, 정치 불신

검찰, 경찰, 국민

사건, 수사, 논란, 판결, 조사, 공개, 결정,
대책, 판사, 사형, 의혹, 범죄, 인사

오세훈, 한나라당, 민주당, 주민투표, 복지, 무상급식, 시장직, 지원,
서울시민
반대, 상황, 선택, 대선, 결정, 사퇴
정부, 학생, 대학생, 아동

민주당 보편복지 민주당, 한나라당, 정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주요 이슈

한나라당, 민주당, 박근혜, 총선, 공천, 경선, 지역, 출마, 유권자, 승
리, 단일화, 지방선거, 친박, 정권심판
유권자

대통령 국정운영
이명박, 노무현
방향

3

7

키워드
주요 행위자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예산, 부담, 소득,
확대, 지자체, 어린이집, 공약, 아동
복지, 보편복지, 재정, 무상복지, 재원, 세
금, 무상급식, 증세, 공약, 일자리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 공약, 경제민주화, 총선, 비판, 복지, 평가,
당, 문재인
실현, 약속, 실천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유럽,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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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시장, 재정, 금융, 투자, 글로벌,
수출, 우려, 외한보유, 경제성장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포퓰리즘 뉴스 분석

키워드

번호

토픽명

10

공정거래법

11

국가 균형재정
정책

12

대중문화

13

공정거래 규제

14

일본 우익
영토분쟁

15

보수단체 활동

시민단체, 박원순, 나경원, 뉴라이트, 보수진영, 운동, 연대, 토론회,
한나라당
촉구, 토론, 집회, 시민사회

16

유럽 우파
포퓰리즘 확대

그리스, 미국, 아르헨티나,
지지, 집권, 긴축, 위기, 선거, 경제난, 구
독일, 프랑스, 영국, 태국,
제금융, 실업, 이민자, 유로존
이탈리아

17

대북정책

18

주요 행위자
주요 이슈
대기업, 중소기업, 재벌, 정 규제, 경제민주화, 투자, 동반성장, 재벌개
혁, 삼성, 상생, 서민, 일자리, 경쟁력
부, 삼성
정부, 지자체, 기획재정부

재정, 복지, 지출, 예산안, 재정건전,
채, 위기, 선심, 국가채무

여성, 시민

마음, 여성, 비난, 인터넷, 발언, 트위터,
역사, 표현, 인기, 현실, 문화

부

대형마트, 통신업계, 유통업 가격, 규제, 대형마트, 소비자, 요금, 서비
스, 인하, 산업, 제한, 피해, 요구
계, 소비자
일본, 중국, 한국, 미국

독도, 원전, 외교, 소비세, 집권, 영토, 대
응, 역사, 방문, 전략, 사과

북한, 한국, 중국, 미국

안보, 통일, 평화, 개헌, 역사, 대북정책,
외교, 대화, 남북관계, 햇볕정책, 전쟁

물가안정 정책

기획재정부, 서민

복지, 성장, 재정, 위기, 물가, 공생발전,
일자리, 서비스산업, 가계부채

19

국가균형발전

세종시, 중앙정부, 지방정 도시, 개발, 공약, 택시, 발전, 혁신도시,
부, 주민, 국토해양부
행정도시, 4대강사업, 공항

20

교육감 선거

교육감, 교육청, 학부모, 교 예산, 공약, 확대, 지방선거, 반대, 전면무
상급식, 친환경무상급식, 혁신학교
사, 학생

21

예금자보호법

국회, 저축은행, 정무위원 금융, 통과, 부실은행, 특별법, 보상, 개정
안, 피해, 법사위, 예금보험공사
회, 피해자

22

무상급식 투표
거부운동

서울시선관위, 복지포퓰리즘
참여, 무상급식주민투표, 투표거부운동,
추방국민운동본부, 민주당,
단계무상급식, 결정, 불법, 투표독려
오세훈

23

보수정당 정체성 한나라당

보수, 진보, 정체성, 개혁, 복지, 정강정책,
노선, 중도, 뉴라이트, 자유주의

24

전경련 국정감사 전경련, 대기업, 노조

전경련, 국정감사, 대기업, 비판, 노동단체,
경영, 입장, 청문회, 한진중공업, 출석요구

25

과세감면 정책

감세, 종부세, 법인세, 부담, 감세철회, 소
득세, 부자감세, 부자증세, 부동산

정부, 서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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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근혜 정권 토픽 결과
2013~2016년까지 박근혜 정권 기간 뉴스의 주요 토픽은 22개로 나왔으며, 토픽명과 토
픽에 포함된 단어를 정리한 것은 <표 6>과 같다. 박근혜 정권의 주요 토픽을 유사한 주제
를 묶어보면, 크게 5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적 규제 관련 이슈이다. 주요 토픽으로
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경제민주화 입법’, ‘최저
임금’ 인상 논란, ‘경제 규제’, ‘글로벌 금융위기’, ‘규제 완화 정책’, ‘공적 연금 개혁’ 등이
다. 이 중 ‘김영란법’은 부패한 엘리트와 인민의 관계에서 언론이 부패한 집단으로 인식됨
으로써 반발이 나타난 것이라면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카드 수수료, 통신비 인하 등은 경
제단체와 정부의 갈등 상황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용어로 포퓰리즘을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정치 권력 관련 이슈이다. 주요 토픽으로 ‘야권 연대’, ‘국회선진화법’, ‘정당 세력
교체’ 등이 있었다. 특히, 포퓰리즘 용어는 여야 갈등 상황에서 상대 당을 공격하는 데 사
용하거나 같은 정당 내에서 당권을 획득하기 위해 상대 후보를 공격할 때 이용하고 있었다.
셋째, 미국과 유럽, 중남미의 포퓰리즘 정치 현황을 다룬 것이다. ‘트럼프 대선 승리’,
‘중남미 정권 경제 위기’, ‘이탈리아 국민투표’ 등의 토픽들이 있다. 주로 해외의 포퓰리즘
정치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넷째, 지자체 정책 관련 내용이다. 주요 토픽으로는 ‘지자체 공약’, ‘서울시 청년수당’,
‘누리과정 예산 논란’, ‘무상복지 증세 논란’, ‘자사고, 무상급식’ 등이 있다. 주로 야당 소
속 지자체장들이 복지 정책들에 대해 여당의 반대를 교육복지 포퓰리즘으로 공격한 내용
이다.
다섯째, 사건 사고를 다룬 것들이다. ‘해경 해체’, ‘촛불집회’, ‘한일 과거사 문제’, ‘북한
핵실험’이 주요 토픽이다. 해당 토픽들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포퓰
리즘 용어를 사용하여 공방이 있지만 다른 이슈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표 6> 박근혜 정권 기간 토픽모델링 결과
번호

토픽명

1

법조계 갈등

2

경제민주화 입법

3

최저임금

키워드
주요 행위자
검찰, 국정원, 경찰, 국민

주요 이슈
사건, 보도, 수사, 지적, 규정, 김영란법,
공개, 논란, 처벌, 개입, 사면, 불법

대기업, 중소기업, 삼성, 전 경제민주화, 규제, 경영, 투자, 재벌, 구조
조정, 삼성, 법안, 우려, 지배규조
경련, 현대차, 노조
제계, 노동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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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반대, 보수,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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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번호

토픽명

4

야권 연대

5

트럼프 대선
승리

트럼프, 샌더스, 오바마, 클 미국, 대선, 유권자, 당선, 세계화, 공약,
린턴, 힐러리
분노, 백인, 현상, 아웃사이더, 흑인

6

지자체 공약

남경필, 김진표, 시민

주요 행위자
주요 이슈
새누리당, 국민의당, 더불어 공약, 선거, 총선, 유권자, 공천, 심판, 경
제민주화, 운동권, 야권연대, 야권분열
민주당, 김종인

무상버스, 안전, 교통, 예산, 정책, 지적,
지하철, 버스공영제, 도로
경제, 성장, 일자리, 복지, 미래, 노동개혁,
혁신, 규제, 규제개혁, 구조조정

7

규제 완화 정책 정부, 노동자

8

서울시 청년수당

박원순, 이재명, 행정자치부, 청년, 청년수당, 복지, 비판, 중앙, 협의,
보건복지부
청년배당, 시행, 반대, 사회보장재도

9

중남미 정권
경제 위기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 탄핵, 생필품, 경제위기, 사회주의, 복지,
라질
인플레이션, 부패스캔들, 빈민

10

누리과정 예산
논란

정부, 기획재정부, 지자체

예산, 재정, 복지, 부담, 무상보육, 재원,
상황, 누리과정, 부채, 선심, 지방세

11

공적연금 개혁

국민, 공무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법인세, 부
담, 보험료, 기초연금, 증세, 소득세

12

해경 해체

박근혜, 최경환, 문재인, 국 세월호참사, 안전, 담화, 해경 해체, 국정
조사, 진상규명, 정부조직개편
민

13

촛불집회

박근혜, 최순실, 문재인, 반 개헌, 탄핵, 시위, 시민, 쿠데타, 헌법, 군
부, 촛불집회, 퇴진, 게이트, 정권교체
기문

14

경제 규제

정부, 소비자, 업계

15

이탈리아
국민투표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 난민, 지지, 총선, 반대, 긴축, 오성운동,
스, 유럽연합
탈퇴, 유로존, 국민투표, 극우정당

16

무상복지 증세
논란

새누리당, 박근혜

증세, 공약,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보
육, 재원, 보편복지, 공짜, 선별복지

17

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 민주당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통과, 국회의원, 택
시, 법안처리, 상임위, 민생, 여야합의

18

안철수 신당

민주당, 새누리당, 안철수

혁신, 공천, 보수, 개혁, 진보정당, 비례대
표, 혁신위, 당원, 상향공천, 전략공천

19
20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인도, 중국, 일본
한일 과거사
문제

규제, 요금, 폐지, 비용, 에너지, 경쟁, 전
기요금, 통신, 우려, 수수료, 강제

금융, 투자, 재정, 금리, 수출, 신흥국, 기
준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경기부양

일본, 한국, 중국, 미국, 러 외교, 역사, 테러, 평화, 정상회담, 과거사,
시아, 아베
관계개선, 우경화, 동맹국

21 자사고, 무상급식

홍준표, 교육감, 교육청, 학 자사고, 무상급식, 중단, 확대, 보수, 예산,
부모, 교육부
교육복지, 학교현장, 중학교, 진보교육감

22

북한, 미국, 한국, 중국

북한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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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핵무장, 통일, 사드배치, 원전, 모병
제, 주한미군, 핵실험, 핵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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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재인 정권 토픽 결과
2017~2020년까지 문재인 정권 기간 뉴스의 주요 토픽은 23개로 나왔으며, 토픽명과 토
픽에 포함된 단어를 정리한 것은 아래 <표 7>과 같다. 그리고 유사한 주제로 토픽을 묶으
면 크게 6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득주도성장, 한국형 뉴딜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 관련 내용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토픽으로는 ‘경제 정책 비판’, ‘소득주도
성장’, ‘정부 일자리 정책’, ‘국가 재정 전략’, ‘금융 규제 강화’, ‘복지예산 증가’ 등이 있
다. 주로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야당과 재계의 반대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명명하며 비
판하는 내용이다. 둘째, 지자체의 정책들이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 ‘자사고 폐지’ 등 지
자체에서 진행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다.
셋째,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다. 해당 토픽은 2020년 초반 코로나 19로 위축된 경
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진행한 정책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 기본소득 실험’, ‘전 국
민 재난지원금’ 등이다. 즉 정부의 경기 회복의 목적과는 달리 복지 측면으로 접근하여 보
편과 선별의 기준을 두고 갈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넷째, 정치 권력과 관련 이슈들이다.
대통령의 ‘민주주의 논쟁’, ‘패스트트랙 법안’, ‘보수 통합’ 등이 주요 토픽들이다. 이는 탄
핵 이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공격하고, 집권 여당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
하면서 포퓰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해외 국가들의 극우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주요 토픽으로는 유럽 극우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 시장’ 위기 우려, ‘미국 대선’, ‘유럽 극우 정당’, ‘미･중 갈등’, ‘오성운동’,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 등이다. 전반적으로 유럽과 미국, 중남미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
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이슈들이다. 한국당의 ‘핵무장론’,
최순실, 이재용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반대한 생각이 반영된 ‘적폐 청산’ 등이 있으나 다른
이슈들과 연관되어 나타나진 않았다. 이상 정권별로 토픽들과 유사한 토픽 그룹을 살펴보
았다. 다음 절에서는 주요 행위자와 이슈를 종합하여 포퓰리즘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7> 문재인 정권 기간 토픽모델링 결과
번호
1
2

토픽명

키워드
주요 행위자

경제 정책 비판 국민, 정부,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주요 이슈
코로나19, 경제, 부동산, 재정, 방역, 의료,
뉴딜, 대출

정부, 대통령, 국민, 자유한
경제, 소득주도성장, 안보, 좌파, 원전, 책임
국당,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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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번호

토픽명

3

미세먼지저감
정책

4

재난지원금 지급

5

민주주의

6

글로벌 금융
시장

미국, 유럽

7

재난기본소득
실험

경기도, 이재명, 청년, 국민, 기본소득, 복지, 지급, 시장, 소득, 제도,
지자체
지원, 논의, 고용, 현금, 보험, 재원

8

정부 일자리
정책

정부, 기업, 국가, 대기업, 성장, 일자리, 혁신, 최저임금, 규제, 투자,
노동자, 노조
고용, 임금, 소득주도성장, 복지

9

핵무장론

북한, 일본, 한국, 미국, 중 안보, 외교, 평화, 한반도, 대화, 합의, 사
드, 북핵, 한미동맹, 협상, 모병제
국, 문재인, 김정은

11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민주당, 한국당, 국민 논의, 입장, 법안, 반대, 합의, 개혁, 입법,
의당
협상, 처리, 통과, 상황, 국감, 민생

12

국가 재정 전략 정부, 국민

주요 행위자
주요 이슈
시장, 서울시, 시민, 구청장, 원전, 미세먼지, 재산세, 에너지, 전기요
금, 비용, 주택
경기도, 서초구
국민, 정부, 국회, 민주당,
통신비, 경제, 추경, 예산, 선별, 재정
미래통합당, 김종인
국민, 대통령, 정당, 정부, 정치, 민주주의, 권력, 선거, 개혁, 보수,
시민, 국회
정치인, 제도, 헌법, 진보, 개헌, 역사
금융, 글로벌, 경제, 시장, 위기, 금리, 유
로존, 불확실성, 재정, 부채

재정, 증세, 세금, 복지, 소득, 경제, 국가
채무, 법인세, 적자, 국민연금, 부채

13

미국 대선

미국, 트럼프, 바이든, 민주 대선, 러시아, 정책, 승리, 인도, 취임, 지
도자, 연설, 비판, 분석, 유권자, 후보
당, 공화당, 오바마

14

보수 통합

한국당, 바른정당, 홍준표,
보수, 통합, 혁신, 개혁, 세력, 친박, 지방
국민의당, 새누리당, 문재인,
선거, 총선, 정권, 미래, 출마
박근혜

15

금융 규제 강화 정부, 국회, 기업, 소비자

금융, 규제, 시장, 법안, 지적, 투자, 폐지,
통신, 펀드, 도입, 요금, 우려, 개정안, 제
도, 부담, 제한, 경영

16

자사고 폐지

정부, 부산시, 서울시, 교육 교육, 지방, 공항, 추진, 학생, 학교, 지자
체, 공약, 평가, 무상급식, 손해배상
감, 교육부,

17

오성운동

이탈리아, 유럽연합, 로마, 난민, 오성운동, 연정, 동맹, 총선, 구성,
스페인, 프랑스
장관, 예산안, 위기, 합의, 거부

18

복지예산 증가

정부, 문재인, 국회

19

유럽 극우정당

프랑스, 독일, 영국, 르펜, 정당, 총선, 투표, 지지, 세력, 승리, 당선,
네델란드, 유럽연합, 국민
득표, 예상, 극우정당, 차지, 전망

20

미중 갈등

중국, 미국, 트럼프, 러시아, 경제, 협력, 문제, 무역, 협상, 세계화, 리
더십, 회의, 다보스, 외교, 상황, 지적
영국, 독일

21

적폐청산

검찰, 대통령, 청와대, 대법 수사, 사건, 재판, 의료, 의혹, 문제, 인사,
원, 국정원, 박근혜, 삼성
특검, 판결, 비판, 정부, 검사,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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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복지, 예산안, 일자리, 재정, 재원,
부담, 아동수당, 최저임금, 공무원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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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번호

토픽명

22

베네수엘라
포퓰리즘

23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요 행위자
주요 이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
경제, 정책, 좌파, 대선, 시위, 집권, 그리
라질, 차베스, 멕시코, 중남
스, 우파, 당선, 복지, 부패, 위기
미, 대통령, 그리스
국민, 정부, 황교안, 민주당, 총선, 지원, 경제, 지급, 선거, 재난기본소득,
미래통합당
추경,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재정

5. 정권별 포퓰리즘 이슈 비교
앞서 살펴본 정권별 포퓰리즘 토픽에서 주요 행위자와 주요 대상을 비교하여 특징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정권별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먼저 2002~2007
년까지 노무현 정권에서 주요 행위자는 정부와 여당, 지자체, 검찰, 경제단체 등의 대립 구
조이다. 먼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는 정부와 야당 및 지자체의 갈등에서 좌파
포퓰리즘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혜택을 받는 지역과 그렇
지 못한 지역의 지자체장들과의 갈등도 있었다. 다음으로 과세 관련해서 종부세 완화나 국
민연금 개혁 정책 같은 경우 서민과 부유층의 과세 부분으로 야당의 정책 개혁을 요구하는
양상이었다. 그 외 사법개혁의 경우 사법부, 검찰 등이 사법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사법 엘리트와 국민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표 8> 시기별 포퓰리즘 주요 행위자 및 이슈 특성
기간

주요 행위자

주요 대상

정부

야당
지자체

국가균형 발전
(기회적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

좌파 / 우파
수도권 / 지방

정부

한나라당

종부세 완화 정책
(실용 포퓰리즘)

서민 / 부유층

사법부
검찰

사법개혁
(사법 포퓰리즘)

국민 / 사법엘리트

정부

한나라당

국민연금 개혁
(재정 포퓰리즘)

서민 / 부유층

정부

대기업
경제단체

금산분리법
(좌파 포퓰리즘)

정부/ 경제단체

오세훈
한나라당
시민단체

민주당
시민단체

무상급식, 선별/보편 복지(복지
포퓰리즘, 선심성 포퓰리즘)

좌파 / 우파
서민 / 부유층

2002~
정부, 여당
2007년
(노무현 정권)

2008~
2012년
(이명박 정권)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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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주요 행위자

2017~
2020년
(문재인 정권)

주요 대상

새누리당

민주당 등
야당

경제민주화
(좌파 포퓰리즘)

좌파 / 우파

안철수

한나라당

정치 쇄신
(정치 포퓰리즘)

시민 / 정치엘리트

전경련
통신사
카드사

공정거래법
(경제 포퓰리즘)

좌파 / 우파
정부 / 경제단체

정부
기재부

지자체
국민

국가 균형재정
(재정 포퓰리즘)

좌파 / 우파
재정기관 / 지자체

이문열

촛불집회
참석자

광우별 촛불집회
(디지털 포퓰리즘)

시민

정부

경제단체

경제민주화
(시장 개입 포퓰리즘)

정부 / 경제단체

정부

경제단체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증대
(무대책 포퓰리즘)

정부 / 경제단체
노동자 / 기업

민주당

안철수

정당 개혁 및 공천
(정치 포퓰리즘)

친노 / 반노

정부

공무원
시민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개혁
(재정 포퓰리즘)

정부 / 공무원
청년 / 노인

정부

지자체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축소
(복지 포퓰리즘)

좌파 / 우파

정부
복지부
새누리당

서울시
성남시

청년 수당
(복지 포퓰리즘)

좌파 / 우파
정부 / 자자체

교육감

학교장
학부모

자사고 폐지

시민 / 교육엘리트

여당

야당

전술핵 배치
(안보 포퓰리즘)

대화파 / 강경파

미국, 유럽,
중남미 국가

야당
주변국가

극우 정당 승리
(극우 포퓰리즘)

좌파 / 우파

정부

야당

소득주도성장, 한국판 뉴딜
(무대책 좌파 포퓰리즘)

좌파 / 우파

정부

경제단체

노동시간 단축
(좌파 포퓰리즘)

정부 / 경제단체
노동자 / 기업

정부

유승민
황교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악성 포퓰리즘)

좌파 / 우파

정부

야당

3차 재난지원금
(푼돈 포퓰리즘)

수해대상/ 미대상

2008~
동반성장위
2012년
원회
(이명박 정권)

2013~
2016년
(박근혜 정권)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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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17~
2020년
(문재인 정권)

주요 행위자

주요 이슈

주요 대상

이재명

남경필 등
야당

청년기본소득
(사행성 포퓰리즘)

수해대상/ 미대상

여당

야당

패스트트랙
(혐오 포퓰리즘)

정치권력

야당

여당

전술핵 배치
(안보 포퓰리즘)

대화파 / 강경파

유럽,
베네수엘라

주변국가

유럽 극우 포퓰리즘 정당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

좌파 / 우파
정부 / 시민

2008~2012년까지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는 무상급식 정책을 둘러싼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 논란이 중요한 논란이었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 선심성 포퓰리즘
이라고 평가하며 좌파-우파의 구도와 서민과 부유층으로 구분하여 공격하였다. 여기서 부
유층은 선별 복지 과정에서 부유층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특
히 무상급식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인터넷의 활성화가 맞물리면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는 무상 복지로 인
한 국가재정의 문제를 들어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지자체와 국민과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
어졌다. 특히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가 재정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에서 지자체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으로 인해 실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도
발생하였다.
2013~2016년까지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받아들여 이전 정권에서는 좌파 표퓰리즘의 평가가 시장 개입 포퓰리즘으로 순화
되었다. 특히 경제민주화 정책 중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증대 등은 경제단체와의 갈등
및 노동자와 기업의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경제 단체들은 정부를 최저임금 인상에 대
해 무대책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국가 재정 건
전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연금 및 기초연금 개혁을 시행하면서 그 대상인 공무원과 노인의
반발을 가져왔으며, 기초연금의 경우 청년도 논의에 참여하면서 세대 갈등의 양상도 나타
났다.
다음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의 복지 예산을 두고 포퓰리즘 논쟁이 있었다. 먼저 누리과정
예산을 축소하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반대가 있었으며,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 수당 정
책에서는 복지부와 갈등이 있었다. 이러한 복지 포퓰리즘은 주로 좌파 포퓰리즘으로 평가
하면서 우파의 공격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극우 포퓰리즘에
대한 관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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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년까지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
야당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하면 정책에 반대하였으며,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경제 단체가 반대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정국에 들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정
부와 야당의 반대가 있었으나 2020년 4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야당의 당내 입
장이 갈라지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달리하였다. 이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경기 부
양 정책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긍정적 반응으로 인해 쉽게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평가를 하
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도 선별과 보편 지급이라는 갈등이
있었고,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도 함께 나타나면서 수해 대상과 미수해 대상으로 나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특히,
국가 재정 문제의 경우 경제지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베네수엘라의 좌파 포퓰리즘 정권으
로 인해 인플레이션 발생 및 국가 부도 위기 등을 제시하면서 더욱 기획재정부의 재정 관
리 필요성을 지지하는 상황이었다.
종합해서 보면, 전 정권에 걸쳐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 포퓰리즘이 지속해서 유지
되고 있으며 좌파와 우파의 대립 구조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 들어 경제
민주화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에 있어 포퓰리즘 공격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
인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대립이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과 서울시, 성남시 간의 청년 수당 정책 갈등이나 누리 과정 예산
축소로 인한 지방 교육청의 반대 등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년 기본소득 정
책 같은 복지 정책의 경우 야당과의 대립 구조도 있다. 즉, 지방정부의 새로운 복지 정책의
실험이 증가할수록 기존 중앙정부와 정당 및 경제단체 등의 갈등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간의 갈등이 늘어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현대 정치의 주요 쟁점인 포퓰리즘 현상에 대하여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등록
된 포퓰리즘 뉴스(69,389건)에 대한 토픽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정권별 시기로 구분하
여 토픽 차이를 살펴봤다. 또한 정권별 토픽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와 행위자를 구분하여
포퓰리즘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퓰리즘 뉴스량의 보면, 뉴스량은 이명박 정권 시기인 2011년에 뉴스량이 가장

－ 121 －

국제정치연구 제24집 2호, 2021

많았고, 박근혜 정권에는 낮았다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증가한 후 유지되는 양상이었다.
2011년에 많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논란이 큰 이슈였다. 다음으로
포퓰리즘 뉴스를 많이 생산한 언론사의 경우 언론사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연합뉴스, 뉴
시스, 뉴스1과 같은 통신사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 상위에 있었으며, 특히 한국경제, 서울경
제, 헤럴드경제 같은 경제지들이 다른 종합지에 비해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
제지가 포퓰리즘 뉴스를 많이 다룬다는 것은 포퓰리즘 이슈가 주로 경제적 요인, 특히 정
부의 복지정책 및 기업 규제 관련 이슈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내 포퓰리
즘 이슈는 경제적 측면에서 좌-우 또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
러나 댓글을 통한 온라인 사용자들의 반응은 경제지보다는 종합지를 중심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지에 반응이 더 있었으나 한겨
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같은 진보적 성향의 언론에서도 보수 언론과 크게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포퓰리즘 뉴스의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픽모델링에서
중요한 토픽 개수는 주제 일관성 값을 활용하여 도출하였으며, 노무현 정권은 19개, 이명
박 정권은 25개, 박근혜 정권은 22개, 문재인 정권은 23개의 토픽이 확인되었다.
정권별로 토픽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감세 정책, 사법 개혁 등
정권의 개혁 정책에 따른 갈등과 국정원 개혁, 공무원 퇴출제 등 행정 개혁, 통합신당 창당
같은 정치 구조 변화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한 문제도 있었다.
이명박 정권 동안에는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당내 갈등 이슈, 역대 정권 비판을 통한 현
정권의 정당성 강화활동,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이슈, 경제 규제 정책에 따른 경
제단체의 반발 등이 있었다.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는 김영란법, 경제민주화 입법 등 공적
규제의 강화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야권 연대, 국회선진화법 등 정치 권력을 둘러
싼 정당들의 갈등, 지자체의 복지정책과 중앙정부의 갈등,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 등 사건
사고 등이 이슈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주요 토픽들은 정부의 경제, 복지
정책을 둘러싼 야당과 경제 단체의 반대,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
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갈등, 보수 통합 논의 등이었다.
이러한 논의에서 지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정부와 경제 단체의 규제를 둘러싼 갈등과 보
편 복지와 선별 복지를 둘러싼 갈등, 정권 창출을 위한 정당들의 이합집산 등이 있었다. 그
리고 중남미 포퓰리즘 국가의 확대와 실패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앞서 포퓰
리즘 뉴스를 가장 많이 다룬 언론사가 경제지라는 점에서 정치 권력보다 국가 재정을 사용
하는 복지나 규제가 전 정권에 걸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중남미의 좌파 포퓰리
즘 정권을 계속 다루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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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에서 포퓰리즘 용어의 사용
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나 경기도의 청년 기
본소득 같은 지자체의 정책 실험 등이다. 즉, 지방정부의 정책 실험에 대하여 좌파 포퓰리
즘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면서 좌우를 나누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포퓰리즘이 세부
적으로 분화되는 모습이 나타난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전통적인 내용분석, 담론분석 같은 방
법론에 기반하여 깊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이다. 이후 포퓰리즘 정책이나 현안에
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한 배경을 확인하여 결과에 대한 비판적 해석이 필요하다. 둘
째, 전체 뉴스를 대상으로 하여 보수지와 진보지로 구분하거나 종합지와 경제지 등으로 분
류하여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를 파악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권별 토픽의 교
차하여 주요 토픽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한
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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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alysis of online news articles related
to populism using topic modeling

Kim Chan Woo | Yeungnam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news related to populism registered on portal sites from 2003 to
2020 using the analysis method of topic modeling. The collected news was classified by
topic using the LDA model to which automatic labeling was applied. In addition, we
analyzed the stakeholders and issues in the words included in the topic,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in populism issues by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ssues of populism news were shared centered on
economic magazines. And in the case of comprehensive magazines,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news according to the factional nature. As a result of
comparing major actors and issues by government, welfare populism such as free school
meals and free childcare appeared throughout the entire government. And the approach
of welfare populism was taking a left and right opposition. However,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populism issues have been diversified and subdivided. Mainly
focusing on economic issues, it is expanding to issues based on generations beyond left
and right.
Key words：Populism, Big Data, News Populism, Topic Modeling, News Artic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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