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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s of study were to identify the main keywords, the network structure, and the main topics of press articles related to 

nurses that have appeared in media reports. Methods: Data were media articles related to the topic “nurse” reported in 16 central media 

within a one-year period spanning July 1, 2019 to June 30, 2020.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Big Kinds database. A total of 7,800 arti-

cles were searched, and 1,038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ext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were performed using NetMiner 

4.4. Results: The number of media reports related to nurses increased by 3.86 times after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outbreak 

compared to prior. Pre- and post-COVID-19 network characteristics were density 0.002, 0.001; average degree 4.63, 4.92; and average 

distance 4.25, 4.01, respectively. Four topics were derived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respectively. Pre-COVID-19 example 

topics are “a nurse who committed suicide because she could not withstand the Taewoom at work” and “a nurse as a perpetrator of a 

newborn abuse case,” while post-COVID-19 examples are “a nurse as a victim of COVID-19,” “a nurse working with the support of the 

people,” and “a nurse as a top contributor and a warrior to protect from COVID-19.” Conclusion: Topic modeling shows that topics be-

come more positive after the COVID-19 outbreak. Individual nurses and nursing organizations should continuously monitor and conduct 

further research on nurse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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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중이 인식하는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

적 위상과 지위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업에 대

한 이미지는 그 직업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인상의 

집합체이고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이다[1]. 대중들이 인식하는 간

호사의 이미지는 간호사의 자기개념, 자존감, 자아정체성에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무 만족, 이직 및 이직 의도, 간호 업무성

과에도 영향을 미치므로[2,3], 간호전문직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이미지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19 novel coronavirus [COVID- 

19])는 신종 감염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COVID-19 팬데믹의 상황은 단순히 공중보건뿐만 아니라 사회

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기로 모든 국가들은 이

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 경제·사회 혼란 최소화, 인권 존중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 또한 COVID-19 감염이 확산되면서 

환자를 돌볼 인력 부족으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까지 초래할 위험

에 처하게 되면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

다는 불안감을 지닌 채 감염 공포와 싸우며 일하고 있다[5]. 이

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의료 최전

선에서 전문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간

호사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감염관리 지침 수립, 확진자 돌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간호사들의 성공

적인 역할수행과 희생정신 등은 대중들이 갖는 간호사들의 이미

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COVID-19 팬데믹 사건이 간

호사의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는 일반 대중들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이 중 언론보도는 정보를 습득하고 가치관을 형성

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공정성, 신속성, 대중성, 파급

력을 가지고 있다[6].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는 특정 현상에 대해 

사회여론 및 집단인식을 형성하는 기능을 지닌다[7]. 따라서 언

론기사에 대한 분석은 사회적 이슈와 현상학적인 특성을 확인하

고 패러다임의 형태, 변화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8]. 그러므로 대중들이 인식하는 간호사의 현재 이미

지를 파악하기 위해 언론보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

에서 언론보도는 간호사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9].

뉴스 기사와 같이 다량의 자료를 수집, 분류해서 내용분석을 

하는 연구는 연구자의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며 분석 시 

맥락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최근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

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의 

하나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 분석을 활용한 연구

가 증가하고 있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에 출현되는 

키워드 간의 관계를 링크로 표시하여 네트워크로 구성함으로써 

이 네트워크를 통해 현상과 구조를 해석하고 의미와 흐름을 파악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10]. 토픽 모델링은 구조화되지 않

은 대량의 텍스트에 잠재되어 있는 토픽들의 구조를 발견하기 위

하여 통계적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키워드

들을 분석하거나 추론하는 방법[11]으로, 이들 키워드들로부터 

주제범주를 구분해 내어 주제들의 양상과 쟁점, 트랜드 등을 비

교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1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은 다양한 학문 분야 및 

실무현장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는 비교적 초기 상태이다. 현재까지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이루

어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연구들은 특정 분야의 학문 지식구

조를 탐색하는 연구들[13-15]이 가장 많았으며, 연명의료 관련 

신문기사[16], 조산 경험[17] 등의 주제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간호학 분야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

석에 비해 토픽 모델링 연구는 상대적으로 더 적었는데, 간호사

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분석[18], 온라인 뉴스 

기사 댓글 분석[19] 등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일간지 기사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20]

와 COVID-19 발생 전·후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간호사 관련 토픽을 분석한 연구[21], 그리고 COVID-19 발생 

이후 수행된 국내의 ‘덕분에 챌린지’ 전후의 뉴스기사에 대한 토

픽 모델링 및 네트워크 분석 연구[22]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COVID-19 발생 이후에 일부 중앙지만을 대상으로 하

거나, COVID-19 발생 전·후에 일부 포털 및 소셜미디어만을 대

상으로 하여 기사들의 내용분석만 하거나 주요 토픽만을 분석하

였다. 따라서 COVID-19 발생 전·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

요 언론들이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들을 어떤 주제로 어떻게 의

미화하여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해 볼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들의 간호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COVID-19 팬데믹 시대에 간호사들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전문직 지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COVID-19 발생 전·후에 간호사에 대한 언론보도 기사

의 특성 및 언론보도 기사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 관련 주제

들의 범주를 규명하고, 이들 양상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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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발생 전·후 언론보도 기사에 나

타난 간호사 관련 키워드를 파악하고, 이들 언론보도 기사에 나

타난 간호사의 이미지를 탐색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

은 다음과 같다.

● COVID-19 발생 전·후 간호사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를 비교·분석한다.

● COVID-19 발생 전·후 간호사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들의 

텍스트 네트워크 구조 및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 COVID-19 발생 전·후 간호사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들의 

주요 토픽을 비교·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COVID-19 발생 전·후 간호사 이미지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들

의 주요 키워드 및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주요 토픽을 

파악하기 위한 계량적 내용분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간호사와 관련된 국내 언론보도 기사들로,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통합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http://

www.bigkinds.or.kr)’에서 검색된 언론보도 기사들이다. 본 연구

에서는 COVID-19 전후의 간호사 관련 기사분석 선행연구[21] 

및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 전후, 즉 큰 테마 전후의 

이미지나 기사 동향 비교에 대한 선행연구들[23,24]을 바탕으로, 
COVID-19 발생 이전 6개월과, 발생 이후 6개월의 총 1년의 기

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COVID-19 발생 이전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COVID-19 발생 이후는 2020년 1월

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언론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빅카

인즈에서 지정한 중앙지 11개 전체(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

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

보, 한겨레, 한국일보)와 방송사 5개 전체(KBS, MBC, OBS, 
SBS, YTN)인 총 16개 중앙매체에서 보도된 기사들을 분석대상

에 포함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검색어는 ‘간호사’로 하였으며 1

차로 수집된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 기사들 중 제외기준에 부합

하는 기사들은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동일 매체에서 동일한 기자가 중복 보도한 기사, 2) 홍보성 기

사, 3) 부고 기사, 4) 간호사가 단순히 언급만 된 기사들이다. 이

러한 기준에 의해 제외된 기사들을 삭제한 나머지 기사들을 분

석대상으로 선별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

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언론보도 기사의 검색은 ‘빅카인즈’(www.

bigkinds.or.kr)’에서 ‘간호사’를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COVID-19 발생 전·후 기간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COVID-19 발생 전과 후의 구체적인 기간 설정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공통되게 사용하는 기준인,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발

생하기 시작해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보고한 시점인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25].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 발생 이전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검색하였고, COVID-19 발생 이후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검색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선정된 언론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단어 추출 및 정제, 주요 키

워드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

였다. 자료 분석 과정들 중, 단어 추출 및 정제, 그리고 텍스트 네

트워크 분석은 연구팀원들 중 간호관리학 전공자 2인, 즉 간호사 

1인(MYP)과 간호학 교수 1인(SHJ)이 실시하였으며, 토픽 모델링 

분석은 위 연구자 2인이 1차적으로 토픽 수를 확인한 후, 전체 

연구팀의 회의를 통하여 최종 토픽 수 및 토픽 그룹의 제목을 명

명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의 연구팀 4인은 현직 간호사 1인

(MYP)과 간호학 교수 3인(SHJ, HSK, EJL)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4명의 평균 간호사 임상경력은 10.8년, 간호학 교수 3인의 

평균 교육경력은 13.5년으로, 간호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

를 바탕으로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 기사들을 검토하고 선별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팀 전원은 본 연구의 통계프로그램인 

NetMiner 4.4 프로그램[26]을 개발한 ㈜사이람(Seongnam, 
Korea)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에 대한 통계분

석 관련 교육을 수차례 수강하였으며, 연구 과정 중 지속적으로 

(주)사이람에 자문을 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 분석의 타

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

은 다음과 같다.

1) 단어 추출 및 정제

자료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언론보도 기사는 개별인식번호, 보
도일자, 언론사, 제목, 본문으로 구성된 MS Office 엑셀 파일로 

저장하였다. 그 후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NetMiner 4.4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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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26]에서 제공하는 자연어 처리 과정을 거쳐 단어를 추출

하였다. 단어 추출 시, 숫자나 대명사 같은 불용어(stop-word)는 

NetMiner 4.4 프로그램의 자동제거 기능에 의해 제거되었으며, 
주요 개념 파악을 위한 추출단어의 품사는 프로그램의 선택 옵

션들 중 ‘명사(noun)’로 지정하고, 연구자가 등록한 유의어(the-

saurus), 제외어(exception list) 및 지정어(defined words) 사전

들을 적용하여 분석에 사용될 의미형태소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의어 사전, 제외어 사전, 지정어 사전 설정은 다

음과 같다. 유의어 사전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표
기가 다른 단어를 분류하고 이들 단어들을 모아 하나의 대표어

로 지정하는 사전으로[26], 동일어의 다양한 띄어쓰기도 유의어 

사전을 통해 일관성 있게 통일하였다. 이를 통해 총 78개의 대표 

유의어를 지정하였다. 예를 들어, 간호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남

자간호사, 간호장교, 수술실간호사 등이 대표 유의어로 지정되었

다. 즉, ‘남자간호사’, ‘남자 간호사’, ‘남성간호사’, ‘남성 간호사’는 

‘남자간호사’로, ‘간호장교’, ‘육군간호’, ‘육군 간호’는 ‘간호장교’

로, ‘수술실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실간호사’로 지정하였

다. 제외어 사전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단어들이나 분석에

서 제외할 단어를 지정하는 사전으로, 본 연구에서는 언론보도 

기사에 많이 사용되는 ‘뉴스’, ‘당시’, ‘링크’, ‘상황’, ‘보도’, ‘이날’, 
‘기자’, ‘기사’, ‘독자’, ‘단독’, ‘결국’ 등이 제외어로 등록하였다. 지

정어 사전은 NetMiner 프로그램 분석 상 한 개의 형태소를 기본

단위로 인식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고유명

사나 복합명사들은 지정어 사전을 통해 한 개의 단어로 인식하도

록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증진센타’, ‘공공보건의료기

관’, ‘국제간호사협회’, ‘노벨평화상’ 등의 단어들이 분리되지 않도

록 지정어로 등록하였다. 또한 언론보도 기사에서 의미없는 한 

개의 글자들인 ‘성’, ‘사’, ‘겨’, ‘때’, ‘흠’, ‘후’, ‘개’ 등의 형태소는 

NetMiner의 Query 기능을 이용하여 모두 삭제하여 두 음절 이

상의 형태소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단어추출 및 정제를 

위한 전 과정은 간호관리학 전공의 간호사 1인(MYP)과 간호학 

교수 1인(SHJ)이 실시하였으며,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 연

구팀의 검토 및 논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2) 주요 키워드 분석

문서 내에서 중요한 주요 키워드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어빈도(term frequency, TF)와 단어빈

도-역문서 빈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를 이용하였다. TF는 전체 문서 내에서 단어의 등장 횟

수로, 문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중심 단어로의 의미를 지니

며, TF-IDF는 문서별 단어의 가중치로서, TF에 비해 어떤 문서

에서의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11,27]. TF는 

특정 문서 하나에 특정 단어가 나오는 횟수이며, IDF는 특정 단

어의 문서 내 빈도를 역수로 취한 값으로, 특정 문서에서 단어빈

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전체 문서 중 그 단어가 등장한 문서가 

적을수록 TF-IDF 값이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종합하여 단어가 등장한 총 횟

수를 기준으로 COVID-19 발생 전·후 각각 TF와 TF-IDF의 상

위 20개의 단어를 추출하였다.

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NetMiner 4.4  프로그램[26]을 이용하여 언론

보도 기사별로 등장하는 키워드 리스트인 ‘문서-단어’의 

2-mode 네트워크를 ‘키워드-키워드’ 형태의 1-mode 네트워크

로 변환하여 주요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를 링크(link)로 표

현하는 워드 네트워크(word network)를 생성하였다. 그 후 일정 

기준 이상의 링크로만 구성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2어절 

내의 근접거리(window size)와 동시 출현 빈도 2이상으로만 구

성된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성된 네트워크의 연결구조에 대한 특성은 분석 

수준에 따라 네트워크 수준의 분석과 노드 수준의 분석, 그리고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수준에서는 네

트워크의 크기와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를 확인하였으며, 노
드 수준에서는 네트워크의 평균 연결 정도(average degree), 평
균 연결 거리(average distance) 등을 확인하였고, 중심성 분석

에서는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밀도는 네트워크 내 단어와 단어가 연결된 정도로 연결 정도

가 높을수록 밀도가 높으며, 평균 연결 정도는 한 개의 단어에 

직접 연결된 단어들의 개수로 해당 단어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평균 연결거리는 한 단어와 다른 단어 간의 가장 짧은 연결경로

인 연결거리들의 평균값을 의미한다[11].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은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확인하나, 근접 중심성은 짧은 문헌들을 분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낮은 성능을 보이므로[28], 본 연구에서는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만을 분석하였다. 연결 중심성은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얼

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키워드에 

직접 연결된 이웃 노드 수의 개수(degree)를 자신을 제외한 노

드 개수(n - 1)로 나눈 값이다. 연결 중심성은 다른 키워드와 동

시출현하는 정도, 즉 활동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네트워크의 핵심에 위치하면서 논의의 중심이 되

는 주제이므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29]. 매개 중심성은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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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중심’으로 간주할 때 사용하는데,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

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위

치에 있는 사람 혹은 기관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데 큰 영향

력을 가질 수 있다[11].

4) 토픽 모델링 분석

토픽 모델링은 문서 내에서의 토픽의 등장확률을 추정하는 방

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널리 쓰이고 있는 잠재 디리클레 할

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문

서와 단어로 구성된 행렬을 기반으로 문서에 내재되어 있는 토픽

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30,31]에 근거하여 기본 샘플링 반복횟수를 1,000회로 

설정한 후, K-means clustering을 이용한 실루엣(silhouette) 계

수 값을 참고하였다. NetMiner 프로그램에서 토픽 수를 산출하

기 위하여 최근 개발한 실루엣 기법은 군집 내 데이터의 응집도, 
클러스터 간의 분리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내 군집 분류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하기 위해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 실루엣 계수를 산출해준다[32]. 참고로 

실루엣 계수는 각 데이터가 얼마나 조밀하게 모여 있는지를 나타

내는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군집들이 적절히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토픽의 수는 주제 범주화가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토픽 수를 선택하라는 권고[33]에 따라 현직 간호사와 간호학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팀원들 중, 현직 간호사 1인(MYP)과 간호

관리학 전공 교수 1인(SHJ)의 총 2인이 실루엣 계수 결과를 참고

하여 토픽 수를 다양하게 변경해가며 한 개의 토픽으로 묶인 언

론보도 기사들의 주제를 살펴보며 토픽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하

며 주제 범주화가 가장 잘 되었다고 판단한 토픽 수를 확인한 

후, 전체 연구팀의 회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법

으로 결정된 최종 토픽 모델에 대해서는 토픽별 상위 단어와 토

픽 확률이 높은 상위 언론보도 기사들의 원문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팀 전체가 모여 토픽 그룹의 제목을 명명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면제 승

인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IRB No. JBNU-2021-03-002).

연구 결과

1.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 기사의 특성

빅카인즈 검색창에서 ‘간호사’를 키워드로 넣어 16개 언론사에

서 1차로 검색된 언론보도 기사건수는 COVID-19 발생 이전이 

1,603건, COVID-19 발생 이후 기간이 6,197건으로 나타났으며, 
COVID-19 발생 이전에 비해 COVID-19 발생 이후의 언론보도 

건수가 3.86배 증가했다. COVID-19 발생 전·후의 시간흐름에 따

른 월별 언론보도 기사건수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의 기간 중 COVID-19 발생 이후인 2020년 3월의 언론보도 기

사건수가 1,7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빅카인즈 DB를 통해 전체 7,800건의 기사 원문을 확보

한 후 원문을 읽으며 배제기준에 따라 간호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기사 총 6,762건을 제거하였다. 구체적으로 COVID-19 발

생 이전 언론보도 기사들 중에 동일 매체에서 동일한 기자가 중

복보도한 기사 29건, 홍보성 기사 251건, 부고 기사 57건, ‘간호

사’가 단순히 언급만 된 기사 829건을 포함하여 1,166건을 제거

하여 최종적으로 간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기사인 

437건이 최종 COVID-19 발생 이전 분석대상 언론보도 기사로 

선정되었다. COVID-19 발생 이후 언론보도 기사들은 동일 매체

에서 동일한 기자가 중복보도한 기사 155건, 홍보성 기사 847건, 
부고 기사 27건, ‘간호사’가 단순히 언급만 된 기사 4,567건 등 

5,596건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간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기사인 601건이 최종 COVID-19 발생 이후 분석대상 언론

보도 기사로 선정되었다. 최종분석에 포함된 언론보도 기사건수

는 COVID-19 발생 이전의 437건에서 COVID-19 발생 이후 

601건으로 1.38배 증가하였다. 최종 선정된 기사들의 월별 언론

보도 기사건수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간 중 

COVID-19 발생 이후인 3월이 20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 기사의 주요 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 기사의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기 위하여 TF와 TF-IDF를 이용한 출현빈도를 분석하였

다. COVID-19 발생 이전의 언론보도 기사들에서 추출된 단어들

의 수는 6,340개였으며, COVID-19 발생 이후의 단어 수는 

8,441개였다. 이들 중, 출현빈도가 상위 20위인 단어들을 살펴보

면 COVID-19 발생 이전에는 ‘간호사’가 1,885건으로 가장 많았

으며, ‘병원’ 1,284건, ‘신생아’ 1,059건, ‘태움’ 568건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COVID-19 발생 이후는 ‘간호사’가 3,805건으로 가

장 많았으며, ‘코로나’ 2,637건, ‘병원’ 2,066건, ‘환자’ 2,013건, 
‘의료진’ 1,422건, ‘대구’ 753건, ‘근무’ 691건, ‘방호복’ 658건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COVID-19 발생 이전에 비해 COVID-19 

발생 이후에 ‘코로나’, ‘의료진’, ‘대구’, ‘방호복’, ‘감염’, ‘확진자’, 
‘마스크’ 등의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또한 TF-IDF로 본 중

요도가 높은 상위단어는 COVID-19 발생 이전에는 ‘조사’, ‘확
인’, ‘병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COVID-19 발생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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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근무’, ‘의료’, ‘감염증’ 순으로 나타났다. COVID-19 발

생 이전에 비해 COVID-19 발생 이후에 ‘의료진’, ‘감염증’, ‘감
염’, ‘치료’, ‘대구’ 등의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였다(Table 1).

3.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 기사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1)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 기사들의 네트워크 구조

본 연구는 COVID-19 발생 전·후 간호사를 키워드로 한 언론

보도 기사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기본속성을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어절 내의 근접거리와 동시출현 빈도 

2 이상으로만 구성된 네트워크를 생성하였으며, 그 결과 

COVID-19 발생 이전의 언론보도 기사들에 대해서는 2,778개의 

노드와 6,431개의 링크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생성되었다. 

COVID-19 발생 이전 네트워크의 밀도는 0.002, 평균 연결 정도

는 4.63, 평균 연결 거리는 4.25로 나타났다. COVID-19 발생 이

후의 언론보도 기사들에 대해서는 3,540개의 노드와 8,703개의 

링크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생성되었다. COVID-19 발생 이후 네

트워크의 밀도는 0.001, 평균 연결 정도는 4.92, 평균 연결 거리

는 4.01로 확인되었다.

2) 중심성 분석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 기사들에 대한 네트워크의 특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COVID-19 발생 이전에서는 ‘간

호사’, ‘병원’, ‘신생아’, ‘환자’, ‘의사’, ‘태움’ 등의 순으로 연결 중

심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COVID-19 발생 이후에서는 ‘간호

사’, ‘병원’, ‘코로나’, ‘환자’, ‘의료진’, ‘대구’ 순으로 연결 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COVID-19 발생 이전

에는 ‘간호사’, ‘병원’, ‘신생아’, ‘의사’, ‘환자’, ‘의료’ 순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COVID-19 발생 이후에는 ‘간호사’, 
‘병원’, ‘코로나’, ‘의료진’, ‘환자 ’, ‘대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COVID-19 발생 이전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의 상위 30

위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단어는 총 25개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단어들은 ‘간호사’, ‘병원’, ‘신생아’, 
‘환자’, ‘의사’, ‘태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COVID-19 발생 이전에

서 연결 중심성에만 포함된 단어는 ‘수사’, ‘요구’, ‘대책위’, ‘서지

윤’ 등이었으며, 매개 중심성에만 포함된 단어는 ‘수술’, ‘노조’, ‘보
건’ 등이었다. COVID-19 발생 이후의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

Table 1. Top 20 Keywords of Media Report Article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Rank

TF TF-IDF

Before the COVID-19 After the COVID-19 Before the COVID-19 After the COVID-19

Keyword TF Keyword TF Keyword TF-IDF Keyword TF-IDF

1 Nurse 1,885 Nurse 3,805 Inspection 189 Medical staff 363

2 Hospital 1,284 Corona 2,637 Check 167 Work 276

3 Newborn 1,059 Hospital 2,066 Hospital 166 Medical care 268

4 Taewoom 568 Patient 2,013 Police 164 Infectious disease 246

5 Doctor 550 Medical staff 1,422 Seoul 161 Infection 244

6 Patient 521 Daegu 753 Work 158 Treatment 235

7 Police 519 Work 691 Doctor 157 Daegu 231

8 Inspection 473 Protective clothing 658 Medical care 155 Time 219

9 Workplace 439 Infection 657 Accident 150 Doctor 215

10 Accident 412 Medical care 655 Patient 145 Coronic 208

11 Medical care 409 Doctor 522 Suspicion 142 Protective clothing 207

12 Task 346 Coronic 468 Task 140 Person 205

13 Abuse 341 Person 429 OB/GYN 135 Mask 182

14 Check 337 Treatment 413 Newborn 125 Support 177

15 Skull 336 Task 402 Problem 124 Accident 168

16 Fracture 333 Accident 397 College 123 Lack 168

17 Suspicion 327 Time 393 Result 122 Confidence 164

18 Work 320 Mask 378 Investigation 120 Task 163

19 OB/GYN 318 Support 352 Condition 117 Need 157

20 Seoul medical center 288 Lack 331 Nation 109 Confirmed case 155

TF = Term frequency; TF-IDF =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OB/GYN = Obstetrics and gynaecology.
Bold italics are words that do not appear in common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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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상위 30위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단어는 총 25개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단어들은 ‘간호사’, ‘병
원’, ‘코로나’, ‘환자’, ‘의료진’, ‘대구’로 나타났다. 또한 COVID-19 

발생 이후에서 연결 중심성에만 포함된 단어는 ‘확진자’, ‘격리’, 
‘정부’ 등이었으며, 매개 중심성에만 포함된 단어는 ‘서울’, ‘중국’, 
‘미국’ 등이었다(Table 2, Figure 1).

4.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 기사의 토픽 모델링 

1) 토픽 수 설정

토픽 수 설정을 위해 K-means clustering을 이용한 실루엣 계

수 값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루엣 계수 산출 결과, 
COVID-19 발생 이전에는 실루엣 계수 값이 0.934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토픽 수는 4였으며, 전체 실루엣 계수의 상위 10개 중 

총 7개의 값이 최적의 토픽 수로 4를 제안하였다. 또한 COVID- 

19 발생 이후에도 실루엣 계수 값이 0.906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난 토픽의 수는 4였으며, 전체 실루엣 계수의 상위 10개 중 6개

가 최적 토픽의 수를 4로 제안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실루엣 

계수의 결과로 제시된 토픽의 수를 다양하게 변경해가면서 토픽 

수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COVID-19 발생 이전과 이후에 모

두 각각 4개의 토픽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이에 

Table 2. Top 30 Keywords with High Centralitie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Rank

Before the COVID-19 After the COVID-19

Keyword
Degree 

centrality
Keyword

Betwee-
nness 

centrality
Keyword

Degree 
centrality

Keyword
Betwee-

nness 
centrality

1 Nurse 0.110 Nurse 0.275 Nurse 0.139 Nurse 0.272

2 Hospital 0.067 Hospital 0.135 Hospital 0.096 Hospital 0.153

3 Newborn 0.039 Newborn 0.049 Corona 0.076 Corona 0.108

4 Patient 0.034 Doctor 0.039 Patient 0.072 Medical staff 0.091

5 Doctor 0.032 Patient 0.037 Medical staff 0.068 Patient 0.087

6 Taewoom 0.027 Medical care 0.031 Daegu 0.030 Daegu 0.025

7 Task 0.027 Task 0.029 Medical care 0.027 Medical care 0.022

8 Medical care 0.024 Taewoom 0.028 Work 0.027 Task 0.022

9 Police 0.023 Seoul medical center 0.024 Task 0.025 Protective clothing 0.021

10 Inspection 0.023 Employee 0.020 Infection 0.025 Work 0.020

11 Seoul medical center 0.021 Workplace 0.020 Doctor 0.025 Doctor 0.019

12 Check 0.021 Police 0.020 Protective clothing 0.021 Seoul 0.019

13 Measure 0.020 Inspection 0.019 Labor force 0.020 Support 0.016

14 Accident 0.019 Check 0.019 Coronic 0.020 Woman 0.016

15 Workplace 0.018 Deputy 0.019 Lack 0.020 Infection 0.016

16 Action 0.018 Work 0.018 Support 0.018 Cheering 0.015

17 Work 0.017 Health 0.018 Treatment 0.016 China 0.014

18 Investigation 0.016 Measure 0.018 Screening center 0.016 Nursing 0.013

19 Employee 0.016 Seoul 0.017 Nation 0.016 Screening center 0.013

20 Seoul 0.016 Accident 0.017 Health 0.016 Time 0.011

21 Deputy 0.016 Education 0.016 Cheering 0.015 Nation 0.011

22 Committee 0.016 Action 0.015 Quarantine 0.015 Health 0.011

23 Health 0.016 Operation 0.014 Government 0.015 U.S.A 0.011

24 Problem 0.015 Nursing 0.014 Time 0.015 Condition 0.010

25 Education 0.015 Committee 0.014 Need 0.014 Lack 0.010

26 Need 0.014 Union 0.013 Nursing 0.014 Labor force 0.010

27 Task force 0.014 Health care 0.013 Medical treatment 0.014 Person 0.010

28 Nursing 0.014 Professor 0.012 Occurrence 0.014 Treatment 0.009

29 Seo Ji Yun 0.014 Use 0.012 Woman 0.014 Accident 0.009

30 Management 0.014 Problem 0.012 Person 0.014 Need 0.009

Bold italics are words that do not appear in common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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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생 이전의 토픽의 수는 4개, LDA 파라미터 α = 0.2, 
β = 0.01의 조합으로 토픽 모델링을 하였으며, COVID-19 발생 

이후는 토픽의 수 4개, LDA 파라미터 α = 0.1, β = 0.01의 조합

으로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2) 토픽 모델링

COVID-19 발생 전·후 간호사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들에 

잠재된 토픽 수를 각각 4개로 설정하여 LDA를 활용한 토픽 모

델링을 실시하였다. COVID-19 발생 이전의 4개 토픽의 주요 키

워드와 확률을 확인하고 기사 제목과 내용을 확인하여 토픽명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Table 3). 토픽 1은 전체 토픽의 30.9%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요 키워드는 태움, 간호사, 직장, 
서울의료원, 조사, 대책위, 서지윤, 업무, 대책, 병원 등으로, 직장 

내 태움으로 인해 자살한 서울의료원 간호사와 관련된 것들이었

다. 이 토픽은 대책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유가족

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과 경영진의 징계 및 교체를 권

고했다는 기사들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 토픽을 ‘직장 내 

태움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간호사’로 명명하였다. 토픽 2는 전체 

A B

C D

Figure 1. Spring network map of centrality. 
Before the COVID-19: (A) degree centrality, (B) betweenness centrality. After the COVID-19: (C) degree centrality, (D) betweenness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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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의 2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요 키워드는 신생

아, 병원, 간호사, 경찰, 학대, 두개골, 골절, 신생아실, 부산, 청원 

등으로, 부산의 한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여 두

개골이 골절되어 경찰에 입건된 기사와 신생아의 아버지가 철저

한 수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린 기사들을 반영하

고 있었다. 이에 해당 토픽은 ‘신생아 학대 사건의 가해자로서의 

간호사’로 명명하였다. 토픽 3은 전체 토픽의 21.0%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었으며, 주요 키워드는 간호사, 직업, 학생, 의사, 희망, 
교사, 해고, 병원, 면허, 조사 등으로 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조사

에서 의사, 교사, 간호사가 높은 순위로 나타난 기사와 간호사가 

월 30만 원에 면허증을 빌려주어 면허 취소된 기사들을 반영하

고 있었다. 이들 기사는 간호사의 전문적인 의료인 면허에 대한 

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에 해당 토픽은 ‘의료인 면허를 

가진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로 명명하였다. 토픽 4는 전체 토픽

의 2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요 키워드는 환자, 병
원, 의사, 간호사, 낙태수술, 과실, 확인, 사고, 임산부, 수술 등으

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산부를 다른 환자와 착각해 환자

확인 없이 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사와 간호사가 업무상 과실치

사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 토픽은 ‘환

자확인 제대로 안해 의료과실한 간호사’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COVID-19 발생 이후의 4개 토픽의 주요 키워드와 

확률을 확인하고 기사 제목과 내용을 확인하여 토픽명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Table 3). 토픽 1은 전체 토픽의 24.6%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간호사, 병원, 의료

진, 중국, 우한, 감염, 미국, 환자, 의료 등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간호사 기사와, 쓰레기봉투를 쓰고 일하

다가 감염된 외국 간호사들의 기사들을 반영하였다. 이에 해당 

토픽을 ‘COVID-19 희생자로서의 간호사’로 명명하였다. 토픽 2

는 전체 토픽의 1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요 키워드

는 간호사, 병원, 환자, 사고, 사람, 의료원, 마음, 코로나, 응원, 
제공 등으로, 컵라면 먹는 간호사들을 위해 써 달라며 200만 원

을 기부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기

Table 3. Result of the Topic Modeling

Rank

Topic 1
n (%)

Topic 2
n (%)

Topic 3
n (%)

Topic 4
n (%)

Main keyword Probabliliy Main keyword Probabliliy Main keyword Probabliliy Main keyword Probabliliy

Before the COVID-19

    1 Taewoom 0.022 Newborn 0.068 Nurse 0.044 Patient 0.029

    2 Nurse 0.020 Hospital 0.035 Job 0.013 Hospital 0.029

    3 Workplace 0.017 Nurse 0.028 Student 0.011 Doctor 0.025

    4 Seoul medical center 0.011 Police 0.023 Doctor 0.011 Nurse 0.019

    5 Research 0.010 Abuse 0.022 Hope 0.010 Abortion 0.015

    6 Committe 0.010 Skull 0.022 Teacher 0.009 Mistake 0.014

    7 Seo Ji Yun 0.009 Fracture 0.021 Dismissal 0.008 Check 0.013

    8 Work 0.009 Newborn nursery 0.017 Hospital 0.006 Accident 0.011

    9 Measure 0.008 Busan 0.016 License 0.006 Pregnant woman 0.010

    10 Hospital 0.008 Petition 0.014 Research 0.006 Operation 0.010

Total 135 (30.9) 99 (22.7) 92 (21.0) 111 (25.4)

After the COVID-19

    1 Corona 0.042 Nurse 0.067 Corona 0.036 Nurse 0.028

    2 Nurse 0.028 Hospital 0.022 Nurse 0.032 Hospital 0.022

    3 Hospital 0.025 Patient 0.017 Patient 0.031 Task 0.012

    4 Medical staff 0.024 Accident 0.012 Medical staff 0.020 Woman 0.011

    5 China 0.012 Person 0.012 Hospital 0.017 Doctor 0.009

    6 Wuhan 0.012 Medical center 0.009 Daegu 0.016 Fetus 0.008

    7 Infection 0.011 Heart 0.009 Protective clothing 0.014 Inspection 0.008

    8 U.S.A 0.010 Corona 0.009 Work 0.011 Violence 0.008

    9 Patient 0.010 Cheering 0.007 Infection 0.009 Union 0.007

    10 Medical care 0.008 Offer 0.006 Coronic 0.009 Health 0.007

Total 148 (24.6) 95 (15.8) 256 (42.6) 10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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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조수미 성악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진을 응원

하며 각별한 감사의 표현으로 노래를 부른 기사들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 토픽은 ‘국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일하는 간호

사’로 명명하였다. 토픽 3은 전체 토픽의 42.6%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었으며,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간호사, 환자, 의료진, 병원, 
대구, 방호복, 근무, 감염, 확진자 등으로, 무더위에 방호복을 입

고 일하다 실신한 간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 여러분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숨은 일꾼이며 일등공신”이라고 칭찬한 기

사와 “반창고와 붕대를 이마와 코에 붙인 사진을 봤다. 안쓰럽고 

미안했다”는 기사, 그리고 간호 장교들이 코로나 환자 간호를 위

해 대구로 투입된 기사,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졸

업과 동시에 대구에 투입되었지만, 여전히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는 기사들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 토픽을 ‘COVID-19 전

사로서의 일등공신 간호사’로 명명하였다. 토픽 4는 전체 토픽의 

1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요 키워드는 간호사, 병원, 
업무, 여성, 의사, 태아, 조사, 폭행, 노조, 건강 등으로, 병원 응

급실에서 환자가 간호사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피운 사건, 과중

한 업무와 임산부에게 유해한 약품 분쇄작업을 하여 선천성 심

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간호사의 업무상 재해인정 사건, 
그리고 여성 간호사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의사가 실

형을 받은 기사들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 토픽을 ‘취약계

층 여성 근로자로서의 간호사’로 명명하였다. COVID-19 발생 

전·후 각각 4개의 토픽에서 주요 키워드 간 네트워크 그림은 

Figure 2와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COVID-19 발생 전·후 언론보도에 나타난 간호사

의 이미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최근 빅데이터 분석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연

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COVID-19 발생 

전과 후로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국내 16개 중앙매체

에서 보도된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 및 이

들의 네트워크 연결구조와 특성이 확인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

서 1차 수집된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 기사건수는 COVID-19 발

생 이전의 1,603건에 비해 COVID-19 발생 이후가 6,197건으로 

3.8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별 후 최종 분석에 포함

된 언론보도 기사건수도 COVID-19 발생 이전의 437건에서 

COVID-19 발생 이후 601건으로 1.38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COVID-19 발생 전·후로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

(Naver)와 다음(Daum), 그리고 소셜미디어인 트위터(Twitter)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A nurse as a victim of COVID-19

A nurse working with the support of the people

A nurse as a top contributor and a warrior to protect from COVID-19

A nurse as a female worker of the vulnerable class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A nurse who committed suicide because she could not withstand the

Taewoom at work

A nurse as a perpetrator of a newborn abuse case

A nurse as a professional having a medical license

A nurse who performed medical negligence for poor patient identification

A B

Figure 2. Topic network of main keyword. (A) Before the COVID-19. (B) After th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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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호사 관련 게시물을 분석한 선행연구[21]에서 ‘간호사’ 키워

드로 웹 크롤링된 검색 결과가 COVID-19 발생 이전보다 

COVID-19 발생 이후에 15% 증가한 것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

다. 이들 결과를 통해 COVID-19 발생 이전에 비하여 언론보도 

기사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및 소셜미디어 등에서도 간호사

에 대한 기사나 게시물이 증가한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가 다른 영역이나 다른 키워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

상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간호

사의 직업, 역할, 전문적 수행 등에 대한 대중의 증가된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 기사들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기 위하여 TF와 TF-IDF를 분석하였는데, TF 

분석 결과 COVID-19 발생 이전과 이후 모두에서 ‘간호사’, ‘병
원’, ‘환자’ 등 간호사와 관련이 있는 일반적인 단어들이 높은 순

위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외에 COVID-19 발생 이전에는 ‘신생

아’, ‘태움’ 등의 단어가 상위에 위치한 반면, COVID-19 발생 이

후에는 ‘코로나’, ‘확진자’, ‘대구’, ‘방호복’, ‘감염’, ‘확진자’, ‘마스

크’ 등 COVID-19 발생 이전에는 상위 20위 안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코로나와 관련성이 높은 특정 단어들이 새롭게 상위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팬데믹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TF-IDF 분석 결과, 
COVID-19 발생 이전에는 ‘조사’, ‘확인’, ‘병원’ 등이 높은 순위

로 나타났으며, COVID-19 발생 이후는 ‘의료진’, ‘근무’, ‘의료’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COVID-19 발생 전·후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의 ‘간호사’ 관

련 게시물을 분석한 선행연구[21]에서, TF-IDF의 분석 결과 

COVID-19 발생 이전에는 ‘간호’, ‘제왕절개’, ‘물리치료’ 등의 순

이며, COVID-19 발생 이후에는 ‘간호’, ‘응급’, ‘관계’ 등의 순으

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기사나 게시물들이 

어떤 매체와 채널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지에 따라 기사나 언

론보도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

서 향후 언론보도 기사나 포털, 소셜미디어 중에서 대중들이 인

식하는 간호사의 이미지에 더 영향을 주는 매체는 무엇이며, 이
들의 영향력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고 탐색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제시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워드 네트워

크의 크기(network size)는 보통 노드와 링크 수로 판단하는데 

COVID-19 발생 후가 발생 전에 비해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졌

다. 또한 밀도는 COVID-19 발생 이후가 발생 이전에 비해 더 낮

아졌는데, 이는 네트워크 크기가 커지면 밀도는 낮아지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34,35]. 연결 정도는 한 키워드에 몇 개의 키워드가 

직접 연결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36], 평균 연결 정도는 

COVID-19 발생 이전에는 키워드 하나당 4.5개의 키워드가 연결

되어 있었으나 COVID-19 발생 이후에는 키워드 하나당 5개의 

키워드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높으면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고 연결 정도도 높아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COVID-19 발

생 이후에 간호사를 키워드로 한 기사들은 COVID-19 발생 이

전에 비해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유사한 키워드들이 반복적

으로 등장하여 평균 연결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결 거리는 두 키워드들 간 직간접 연결 경로 중에서 가장 

짧은 경로에서 거치는 링크의 수를 의미하며, 네트워크 내 모든 

키워드 간의 연결거리의 평균을 평균 연결 거리라고 한다[36]. 

본 연구에서는 COVID-19 발생 이전과 이후에 모두 평균적으로 

키워드들이 약 4단계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COVID-19 발생 이후가 발생 이전에 비해 평균 연결 거리가 짧

아졌다. 즉, 평균 연결 정도와 평균 연결 거리의 변화를 볼 때 

COVID-19 발생 이전에 비해 발생 이후에 간호사 대상의 뉴스 

기사들의 주제가 이전보다 다양한 측면을 다루지 않고 특정 몇 

개의 주제, 즉 COVID-19 관련 주제들에 집중되어 보도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에서 가장 기본

이 되는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연

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에 의한 키워드 순위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노드와 많이 연결된 노드가 네트워크 내에

서 노드와 노드 사이의 매개 역할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연결 중심성이 높을수록 매개 중심성도 높다는 해석

이 가능하다. COVID-19 발생 전·후의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

성 분석에서 모두 상위로 나타난 키워드는 ‘간호사’, ‘병원’, ‘환
자’, ‘업무’ 등으로 간호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단어들이었다. 한편, 
COVID-19 발생 이전에는 ‘신생아’, ‘의사’, ‘태움’ 등이 상위로 나

타나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워드였

다. 즉, COVID-19 발생 이전에는 언론을 통해 나타난 신생아 학

대나 간호사 간 태움 등과 관련한 기사가 주로 간호사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COVID-19 발생 이후

에는 ‘코로나’, ‘의료진’, ‘대구’ 등이 상위로 나타나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워드였다. 즉, COVID-19 

발생 이후에는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들의 폭증과, 간호사의 과

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언론보도들이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

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매개 중심성은 낮지만 연결 

중심성이 높은 노드들은 하위 집단에서 그 집단의 의미를 형성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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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OVID-19 발생 이전의 ‘조사’, ‘필요’, ‘업무’, ‘관리’ 등과 

COVID-19 발생 이후의 ‘코로나’, ‘정보’, ‘의학적 치료’, ‘발생’ 등

은 매개 중심성은 낮고, 연결 중심성에서만 상위에 나타난 키워

드로서, 이는 직접적으로 다른 노드들과 연결 관계가 높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COVID-19 발생 이전의 ‘수술’, ‘건강상태’, 
‘교수’, ‘사용’ 등과 COVID-19 발생 이후의 ‘서울’, ‘중국’, ‘미국’, 
‘사고’, ‘발생’ 등은 매개 중심성에서만 상위에 나타난 키워드로서 

이는 서로 다른 키워드들을 이어주는 문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OVID-19 발생 전·후 간호사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들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통해 주요 토픽을 분류하고 토

픽별 추이를 확인하였다. COVID-19 발생 이전 언론보도 기사를 

토픽 모델링한 결과 ‘직장 내 태움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간호

사’, ‘신생아 학대 사건의 가해자로서의 간호사’, ‘의료인 면허를 

가진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 ‘환자확인 제대로 안해 의료과실

한 간호사’라는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COVID-19 발생 이

후에는 ‘COVID-19 희생자로서의 간호사’, ‘국민들의 응원을 받

으며 일하는 간호사’, ‘COVID-19 전사로서의 일등공신 간호사’, 
‘취약계층 여성 근로자로서의 간호사’의 4개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들 토픽의 주제들은 COVID-19 발생 전과 후가 보도의 방향

에 차이가 있었는데, COVID-19 발생 이전에 도출된 토픽들은 

전반적으로 대중들이 기대하는 간호사의 역할과 의무를 간호사

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로 

이들을 통해 대중들은 간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COVID-19 발생 이후 언론을 통

해 나타난 간호사의 모습은 희생과 헌신, 전사, 영웅 등으로 비춰

지고 있어, 이들 언론보도 기사들은 대중들이 COVID-19 발생 

이전에 비해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와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토픽 모델링의 결과를 토픽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먼저, COVID-19 발생 이전 토픽 1 ‘직장 내 태움을 견

디지 못해 자살한 간호사’에 해당되는 기사는 총 135건으로 

COVID-19 발생 이전 6개월 동안 기사가 꾸준히 보도되었으며 

COVID-19 발생 이전의 전체 토픽 중 30.9%의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였다. 이 토픽은 직장 내 태움으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

을 맞이한 서울의료원 간호사와 관련된 기사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2017년∼2018년도의 주요 일간지의 간호사 관련 

기사들을 분석한 선행연구[38]에서 태움으로 불리는 간호사 사

망 사건이 부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에

서 이해될 수 있다. 간호조직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긴장감 있

는 환경과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다른 일반 직장과 달리 태움을 

주거나 태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태움은 간호사들로 하여금 정신적·신체적 고통, 소진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로 인해 간호의 질이 저하되고 이직의도가 증

가하며, 병원의 경제적 손실,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39]. 간호사의 태움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대중들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들 언론보도들에 의해 간호사 개인의 자살이나 간호사 집단의 

태움에 대한 관점을 넘어 간호사의 열악한 업무환경과 처우 문제 

등의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간호사의 자살 등

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는 기사[40]를 

통해 언론이 갖는 영향과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미

국간호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 [ANA])에서는 간호

사 자살 예방 프로그램인 Nurse Suicide Prevention/Resilience 

웹사이트 운영[41], 일상 속의 위기관리방법의 AIR (Awareness, 
Identify, Recognize),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인 Schwartz 

Rounds 등의 자살예방 활동, 자살예방 및 우울증 인식 프로그램

인 HEAR (Healer Education Assessment and Referral) 등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견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있다

[42,43]. 이처럼 우리나라의 관련 기관이나 대한간호협회도 간호

사 자살의 근본 원인 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자살위기상황의 

간호사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

기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업무환경개선과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구

체적인 제도마련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음으로 COVID-19 발생 이전 토픽 2 ‘신생아 학대 사건의 

가해자로서의 간호사’에 해당되는 기사는 총 99건으로 

COVID-19 발생 이전의 전체 토픽 중 22.7%를 차지하였으며, 부
산의 한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여 두개골이 골

절되어 경찰에 입건된 기사와 신생아의 아버지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린 기사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토픽이다. 아동복지법[44]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

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

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

한다. 신생아를 포함한 아동은 보호를 받아야 할 간호의 대상자

임과 동시에, 간호사는 이러한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자인 의료인

으로 취약계층인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

호사의 역할 및 대중의 기대에 반하는 신생아 학대 사건은 대중

에게뿐만 아니라 간호계에도 충격적인 사건임이 분명하다.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영

유아는 학대에 더 취약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크고 심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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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다차원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간호계에서도 영유아 및 아동을 돌보는 간호

사들을 대상으로 학대 아동 선별을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업무 

중 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COVID-19 발생 이전 토픽 3 ‘의료인 면허를 가진 전문직으로

서의 간호사’에 해당되는 기사는 총 92건으로 COVID-19 발생 

이전의 전체 토픽 중 21.0%를 차지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들에

게 시행한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전문직인 간호사를 직업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의 기사와 월 30만 원에 면허증을 대여해 준 간

호사가 면허취소가 적법하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토픽이다. 

전문성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영역의 고도화된 지식과 기술로 일

반인들이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성과를 내는 능력으로

[45], 오늘날 간호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인 평판과 존경도가 괜찮

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는 위법이다[46]. 이처럼 토픽 3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를 통해 간호사 스스로 전문

직임을 인식하고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껴 좋은 인재들이 미래의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등의 개인적인 노력과 함

께, 대한간호협회나 대한간호정우회 등의 간호관련 단체는 간호

사 면허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간호사의 전문직 이미지를 강

화하기 위한 포럼 개최,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등의 홍보 등을 지

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하겠다.

COVID-19 발생 이전 토픽 4 ‘환자확인 제대로 안해 의료과실

한 간호사’에 해당되는 기사는 총 111건으로 COVID-19 발생 이

전의 전체 토픽 중 25.4%를 차지하였으며, 영양제를 맞기 위해 

병원을 내원한 베트남 임산부에 대해 간호사와 의사가 정확한 환

자확인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영양제 투여 대신 낙태 수술을 

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토픽이다. 환자확인은 간호실무에서 모

든 의료행위 전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첫 절차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현장에서 환자안전을 위해 가장 우

선적으로 수행되는 요소이다[47].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평균 수준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인신 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간

호과오인데, 이러한 간호과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

거나 인정되어 법적 판단을 받으면 이를 간호과실이라고 한다

[47]. 따라서 ‘환자확인 제대로 안 해 의료과실한 간호사’는 간호

의 가장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기에 이에 대한 대중

들의 시선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자에게 안전한 간

호를 제공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호사들은 기

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환자안전법에서 강조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득이하게 근접오류, 위해사건 등이 발생

했을 때는 지체없이 환자안전보고시스템을 통해 이를 보고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정

문화(just culture)의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보고된 실수에 

대한 질책보다는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시스템

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COVID-19 발생 이후의 언론보도 기사들의 토픽 모

델링 결과, ‘COVID-19 희생자로서의 간호사’, ‘국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일하는 간호사’, ‘COVID-19 전사로서의 일등공신 간호

사’, ‘취약계층 여성 근로자로서의 간호사’의 4개 주제가 도출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간호사 

관련 토픽을 분석한 선행연구[21]에서, COVID-19 상황에서 간

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COVID-19 팬데믹 선언과 맞물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관리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제시한 결과와 유사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21]의 다른 2개의 토픽인 ‘간호

사가 보는 간호사’나 ‘간호사의 취업과 진로’와는 차이를 보였는

데,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기자가 작성하는 언론

보도 기사들인 반면, 선행연구[21]의 연구 대상은 일반인이 게시

하는 포털 및 소셜 미디어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주요 4개 일간지 기사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20]에서는 ‘업무대비 열악한 대

우를 받음’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

를 돌봄’이 두 번째로 많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의 COVID-19 

발생 이후 토픽 1 ‘COVID-19 희생자로서의 간호사’ 및 토픽 3 

‘COVID-19 전사로서의 일등공신 간호사’ 내용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COVID-19 발생 이후에 도출된 토픽들

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COVID-19 발생 이후 토픽 1 ‘COVID-19 희생자로서의 

간호사’에 해당되는 기사는 총 148건으로 COVID-19 발생 이후

의 전체 토픽 중 24.6%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중국, 영국, 스페

인 등 세계 각국에서 COVID-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간호사와 

의료진들의 안타까운 기사, 그리고 방호복, 마스크, 장갑이 부족

하여 쓰레기봉투나 스키 고글을 착용하면서 제대로 된 방역장비

가 부족하여 COVID-19에 감염된 간호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

고 있는 토픽이다. 이는 COVID-19 환자간호 경험을 제시한 선행

연구[48]에서 간호사들은 보호장비 부족, 의료인력 부족으로 고

강도 업무와 장시간의 근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땀복

과 같은 방호복을 입은 채 업무를 수행하느라 신체적으로 심한 

체력 소진과 감염의 노출 위험의 불안감을 경험하였으며,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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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는 이유로 본인과 가족들이 사회로부

터의 고립감을 경험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

는 메르스 위기상황에서의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한 선행연구

[49]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를 통해 시대나 상황이 변하더라도 

국가적인 위기상황 앞에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간호

사들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간호사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이미지에도 불

구하고 간호사의 처우개선, 인력보충과 간호사의 필요와 고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다루는 기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이는 언론에게만 맡겨두는 것 보다는 간

호계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 생각된다.

COVID-19 발생 이후 토픽 2 ‘국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일하는 

간호사’에 해당되는 기사는 총 95건으로 COVID-19 발생 이후의 

전체 토픽 중 15.8%를 차지하였으며,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초등

학생들이 보낸 정성 어린 손 편지, 간호사 부족으로 이미 은퇴하

거나 사직한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돕는 모습, 간호사들이 선

별진료소나 병원에서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에어컨도 선풍

기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국민들이 

응원하며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주거나 기부하는 내용들을 반영

하고 있는 토픽이다. 이는 선행연구[49]에서는 ‘존경받는 간호사’

의 하부주제인 ‘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응원’과 유사하였다. 그간 

간호사라는 직업은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

존해 왔으나, COVID-19를 통해서 간호사의 희생, 봉사하는 참

된 모습이 기사화되면서 대중들에게 간호사의 긍정적인 모습이 

부각되었다. 국민들은 간호사의 헌신적인 모습이 감동되어서 자

발적으로 성금을 전달하거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연예인

들은 직접 성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간호사의 모습은 

간호사들이 간호사로서의 책임의식과 공공성,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를 제공하며, 더 좋은 인재들을 간호사로 유치할 기회를 증

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 발생 이후 토픽 3 ‘COVID-19 전사로서의 일등공

신 간호사’에 해당되는 기사는 총 256건으로 COVID-19 발생 이

후의 전체 토픽 중 42.6%를 차지하였으며, 무더위로 방호복을 

입고 일하다가 의료진 3명이 실신하는 내용, 간호사들이 불철주

야로 일하는 모습, 많은 확진자 대비 부족한 간호 인력으로 전쟁

터의 군인처럼 일하는 간호사의 모습, 그리고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간호사들을 격려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토픽이다. 메르스 위기상황에서의 간호사 이미지

를 분석한 연구[49]에서 ‘사명감 있는 간호사’, ‘헌신하는 간호사’

와 관련하여 ‘소명의식을 가진 간호사’라는 하부주제가 도출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전쟁이나 전염병 

유행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던 시기마다 간호사들은 소명의식

을 가지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사적인 여성

의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1930년과 1940년 

전쟁 시기에 대중들에게 보이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가장 존경 받

는 선망의 직업으로 인식되었고[50], 캐나다에서 SARS 위기 시 

미디어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는 영웅적이고 전문직인 이미지

로 나타났으며[51], 2009년 홍콩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시에

도 간호사들은 질병 노출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명감과 직무에 

대한 충실함을 보여주었다[52]. 또한 국내에서도 지난 국가 위기 

상황이었던 2015년 MERS 사태 때에 간호사들은 소명의식을 가

지고 헌신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49]. 이처럼 전염병 유

행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간호사들에 대한 희생적이고 

영웅적인 기사들은 대중들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느 한쪽

에 치우친 이미지보다는 간호사에 대해 대중이 객관적으로 이해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것 또한 중

요하다.

COVID-19 발생 이후 토픽 4. ‘취약계층 여성 근로자로서의 간

호사’에 해당되는 기사는 총 102건으로 COVID-19 발생 이후의 

전체 토픽 중 17.0%를 차지하였으며, 응급실에서 환자가 간호사

에게 욕설하며 난동 피운 사건, 과중한 업무와 유해한 약품 분쇄

작업을 하여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간호사의 

업무상 재해인정 사건, 그리고 여성 간호사의 탈의실에 몰래카메

라를 설치한 의사가 실형을 받은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토픽이

다. COVID-19 발생 이후 토픽 1, 2, 3에서는 취약한 대상자를 

돌보는 나이팅게일과 같은 희생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사의 이미지

가 부각되었다고 하면, 토픽 4에서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

로자로서 근무환경이 취약하고, 성차별과 성희롱, 폭력 및 폭언 

등에 여전히 많이 노출되어있는 간호사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실

제 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 의사, 병원 내 타 부서 직종 등과 접

촉이 많은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53]. 따라서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병원 자체에서도 간호사의 고충과 어려움을 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하겠다. 또 무엇보다도 환자나 

보호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언론을 충분히 활용하는 접근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COVID-19 발생 이후의 토픽은 

제 4토픽 ‘취약계층 여성 근로자로서의 간호사’ 한 개를 제외하고

는 나머지 세 개의 토픽이 모두 COVID-19와 관련된 내용이었으

며, 보도의 방향 또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간호사의 희생과 헌

신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간호사가 일하고 있는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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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나 과중한 업무, 처우 개선의 필요에 대한 언론의 목소리

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향후 언론들이 간호

사와 관련하여 이러한 측면에 관심을 갖고 보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언론들의 관심은 COVID-19를 통한 간

호사의 이미지 향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COVID-19 발생 전·후의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 기

사들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국내

외에서 처음으로 COVID-19 발생 전과 후의 간호사 이미지를 각

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간호전문직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됨으로써 향후 간호전문직 향상을 위한 관련 연구 및 전문직 

활동들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16개 중앙매체에서 보도된 기사들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해 

그 외 다른 매체 등에 보도된 기사들은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제

한점이 있으며, 양적 분석 중심의 텍스트 마이닝 방법의 특성상 

분석에 포함된 기사들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COVID-19 발생 이전에 비해 COVID-19 발생 

이후에 간호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관심이 증가하여 언론보도의 

초점과 내용이 다양해졌으며, 간호사와 관련된 주요한 언론보도

의 방향이 COVID-19 팬데믹 상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간

호사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간호사의 긍정

적인 전문직 역할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대한간호협

회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둘째, 간호사 개인과 소

속 기관들은 간호사 관련기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요청하

길 제언한다. 셋째, 언론 보도 이외에 영화, 드라마, 서적 등의 다

양한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간호사의 이미지와 지위 등을 분석하

는 연구의 실시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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