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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1929년 발생한 주학생독립운동 련 연구는 2018년 이후로 연구주제를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에 띄는 것은 주학생독립운동의 국외 확산 과정에 련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사료의 부족, 

새로운 방법론의 부재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학생독립운동 국외  과정을 문헌정보학에 

기반을 둔 정보 달 과정으로 분석하 다. 이를 해 첫째, 새로운 국 신문 사료를 발굴하고, 둘째, 2-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 신문 16종에서 125건의 국 신문 사료를 

발굴해냈고, 이  104건이 신규 발굴된 사료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주장된 최  보도보다 더 앞선 기사가 

발굴되었다. 셋째, 국의 북경․사천․상해․천진․호남 지방에서 서울의 1․2차 확산 시 와 주의 사건을 

심으로 보도했다. 이 연구는 주학생독립운동 연구의 확장  다변화를 꾀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주학생독립운동, 국 신문 사료, 2-모드 네트워크

ABSTRACT : The Studies related to the Gwangju Student Movement which occurred in 1929 

have been diversified on research topics since 2018.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rocess of spreading the Gwangju Student Movement abroad. However, those studies 

show limitations in terms of difficulty in discovering new historical materials and the absence 

of research methods. Therefore, the researchers have analyzed the process of spreading Gwangju 

Student Movement abroad as the process of spreading information based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researchers have newly discovered Chinese newspaper records at that 

times and conducted 2-mode network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125 Chinese 

newspaper records were discovered from 16 kinds of newspapers and 104 articles of them were 

newly discovered; second, the researcher found that there were earlier articles than the first 

claimed by previous researchers in their studies; third, Newspapers in Beijing, Sacheon, 

Shanghai, Tianjin, and Honam regions in China mainly reported the first and second joint 

demonstrations in Seoul and Gwangju.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expand and diversify 

the research on the Gwangju Student Movement through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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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1929년 11월 3일 주를 기 으로 발생하여 2019년 90주년을 맞은 학생독립운동은 2018년 

제89주년부터 정부 기념식으로 격상된 바 있다. 이는 학생독립운동이 3․1운동, 6․10운동과 함께 

일제시기 가장 큰 향력을 미친 독립운동(김성민, 2006)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련 연구는 2015년을 후로 하여 답보상태에 있다가, 2018년 이후로 연구

주제를 다변화하며 돌 구를 마련하고 있다. 부분 으로는 1940년  2차 으로 발생한 타 지역의 

학생운동연구(이상국, 강 민, 2018)나 당  학생운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간행물에 한 연구(이정석, 

2018; 홍성표, 2018) 등에서 일부 등장함으로써 연구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1929년 11월부터 1930년 

3월까지 주를 심으로 발된 역사  의미에서의 주학생운동독립운동에 한 연구는 국 

확산 과정을 다룬 학 논문(김철 , 2015), 구   체포된 학생들을 한 변호인단의 변론(한규무, 

정찬욱, 2022), 여성을 주체로 삼는 역사 내러티  서술방식을 용한 여학생의 투쟁 경험의 역사화 

시도(윤효정, 2020), 기록 리의 측면에서 주학생독립운동의 참여자나 독서회 활동을 아카이빙

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는 작업(김문희, 장우권, 2021; 장우권, 2021)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에서도 에 띄는 것은 주학생독립운동이 국외로 확산되는 과정, 는 국외에서 진행

된 독립운동에 끼친 향을 조망하는 연구들이다. 일본 지역(허성태, 임 언, 2020), 미국의 지지 운동

(김재기, 2021)을 포착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나, 특히 국 각지의 학생운동  독립운동 세력에 끼친 

향을 조망하는 연구가 비교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김재기, 2015; 이지은, 2021; 장세윤, 2020).

국은 한민국임시정부가 발원한 나라이자 주요 독립운동단체들이 활동하며 재외조선인 독립

투쟁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독립운동사에서 요한 연구 상이 되어왔다. 특히 이를 보도하는 신문 

사료는 당시 사건의 와 사람들의 인식을 알려주는 요한 사료로서 매우 요하게 받아들여져 

최근(2018년)까지도 련 기  차원에서 총서 형태로 사료집이 발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

학생독립운동의 국 신문 사료 탐색은 국 내 한인 독립운동의 배경과 향력을 설명하기 해서도 

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신문 사료는 주로 3․1운동을 심으로 수집되었으며, 주학생

독립운동에 한 기사는 2~3건 등 일부만 수록되어 있거나(국가보훈처, 2018; 국사편찬 원회, 2010) 

일부 신문을 요약 발췌 수록하는 등(장우권 외, 2014) 간단한 수 의 분석에만 머물러 있다.

이러한 사료의 문제 때문에 주학생독립운동의 국 련 연구는 2010년 이후부터서야 조 씩 

등장하고 있으며(김재기, 2015; 손과지, 2010; 이지은, 2021; 장세윤, 2020), 이 연구들에서도 6개의 

신문(상해 <시보(時報)>, 상해 <민국일보(民國日報)>, 국 앙당 < 앙일보(中央日報)>, 상해 

<신보(申報)>, 천진 < 공보(大公報)>, 국 공산당 <홍기(紅旗)>)만을 주된 기술 상으로 삼고 

있다(김재기, 2015; 손과지, 2010; 이지은, 2021; 장세윤, 2020). 그러나 지방당지부의 기  신문사

들에서도 지속 인 보도가 이루어진 국 국민당의 사례를 통해 다른 신문들에서도 보도가 이루



 광주학생독립운동 연구 지평의 확장을 위한 중국 신문 사료 연구

- 243 -

어졌음을 알 수 있어(김재기, 2015; 손과지, 2010), 주학생독립운동에 련된 국 신문 사료가 

더 존재할 수 있음을 유추 가능하다.

독립운동사 연구의 사료편찬 경향은 기 의 세분화  문화․국외사료의 수집을 통한 연구 지평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유필규, 2019), 최근의 주학생독립운동 련 연구도 국 동북지역․상해

지역 등으로 연구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이지은, 2021; 장세윤, 2020). 따라서 주학생독립운동 연구의 

활성화와 해석의 다변화를 해서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 특히 국외 사료의 발굴과 연구가 필수 이다.

한 박맹수, 김 곤, 조성환(2019)은 라도의 근 사 연구 황을 분석하며 학생독립운동 연구

의 과제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 부족, 비  없는 사료의 자의  사용, 연구의 좌우편향성, 연구방법의 

다양성 부족, 연구 성과의 화 등을 지 하며 인식의 개선과 확장을 한 다각  근이 요하

다고 강조하 다. 그러나 재의 국 련 연구들은 국의 사건 보도내용을 인용하여 련 보도 

상황을 묘사하거나(손과지, 2010) 련한 새로운 지리  장소나 역사  사실을 발굴하는 경험  

연구(김재기, 2015), 주학생독립운동의 의의를 확장하기 한 국 각지의 활동 양상에 한 기술

(記述)  근(이지은, 2021; 장세윤, 2020)이 주를 이루고 있어, 방법론 인 측면에서 새로운 

근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주학생독립운동의 국외 를 객 으로 찰하기 해서는 사건과 사료를 정보 개체로 

포착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국 신문 사료를 새로운 사실 계나 활동

양상을 발굴해내는 증거로 사용할 뿐 국 신문 사료가 갖는 개체의 특성은 반 되지 않았다(김재기, 

2015; 이지은, 2021; 장세윤, 2020). 국 신문 사료의 개체 특성을 반 하여 기사 보도 상황에 의의

를 두는 연구일지라도 보도상황에 한 객  찰이기보다 연구자의 문성에 기탁하는 주  

서술을 채택하고 있다(손과지, 2010). 주  서술을 객 으로 찰하기 해서는 사건의 를 

정보의 달 과정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 신문 사료를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국에서 포착하여 매체로 고정한 정보원으로 악하면, 주학생독립운동이라는 무형의 사건(정보) 

 어떤 사건(정보)이 기사(정보원)로 채택되었는지를 통해 사건의 국  양상을 악하고, 

이러한 찰 결과를 바탕으로 주학생독립운동의 국외 력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와 목 을 갖는다. 이 연구의 의의는 재외한국인들의 독립운동에 

주학생독립운동이 미친 향을 연구하기 해 가장 요한 재외 독립운동지  하나 던 국의 

신문 사료를 새로이 발굴하고 연구의 상으로 삼아 주학생독립운동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함이다. 이를 하여 이 연구는 주학생독립운동이라는 사건을 두고 내용 분석을 주축으로 하는 

사학  이 아니라, 사건을 무형의 ‘정보’로, 기사를 유형의 ‘정보원’으로 두고 정보와 정보원의 

계를 찰하는 문헌정보학  을 채택한다. 문헌정보학  을 채택한 이유는 사건의 내용

이 아닌 형식을 찰함으로써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정보가 다른 지역의 정보원으로 환원되는 상을 

찰하기 함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학생독립운동에 련된 무형의 사건 정보가 유형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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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으로 달되는 경로를 시각화하기 하여 종 의 사학   기반의 기술 ․경험  근이 

아닌 문헌정보학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Ⅱ. 2-모드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은 실 세계를 노드(node)와 링크(link)의 계로 표 하여 찰하는 연구방법론

이다. 사회과학에서는 사람이나 사건, 기 , 상 등 사회  개체를 노드로, 이 개체간의 연결 계를 

링크로 표 하여 구조  계를 설명한다(이수상, 2012). 

사회과학 연구에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개체의 속성을 분석 상으로 

삼는 통 인 근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특정한 상을 설명하기 해서이다. 사회과학에

서 통 으로 사용된 근법은 사회  개체에 귀속된 특성을 상으로 하는 속성형 데이터를 

분석 상으로 삼는 개별 ․변수 심  방법론이었다. 이 분석 방법은, 사회  개체의 행 가 

다른 개체의 행 와는 별개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의해 독립 으로 수행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개체간의 상호작용은 심의 상이 아니었으며, 사회  개체에 귀속된 특성이나 본질, 

특징 등을 변수로 규명하고 값을 측정하여 변수간 계를 통계 으로 분석해 개체의 행 를 설명

해왔다. 그러나 네트워크 분석은 계형 데이터를 분석 상으로 삼는 구조 ․ 계  근법을 

취한다. 이 분석 방법은, 사회  개체는 다른 개체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  개체들에 

의해 행 에 요한 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  개체 간의 계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찰하고 이 구조  계가 왜 발생하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분석은 상을 동  로세스로 찰하기 때문에 개체의 속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들을 설명 가능하다(곽기 , 2017; 이수상, 2012; Scott, 2012).

이 연구에서는 그 에서도 2-모드 네트워크를 분석 방법으로 채택한다. 2-모드 네트워크는 하나의 

유형의 노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유형의 노드 간 계를 표 하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이다. 컨  

개체 노드가 있고, 사건 노드가 있어서 두 노드 사이의 연결 계가 존재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2-모드 

네트워크에서는 각 유형 내 노드 간의 연결 계, 즉 개체-개체 간의 계나 사건-사건 간의 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모드 네트워크를 근하는 방법은 2-모드 네트워크를 개체-개체, 

사건-사건의 개별 노드 단  네트워크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단일모드 근법과 2개 유형의 모드를 

동시에 분석하는 이분모드 근법이 있다. 이 , 이분모드 근법은 분석기법이 한정되어 있어 체

으로 단일모드 근법이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개체가 같은 이벤트에 참여할 때 연결 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상에서 이벤트의 규모나 성질 등이 반 되지 않고 단지 연결 계의 강도

로만 치환되기 때문에 필연 으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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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를 동시에 분석하는 이분모드 근법이 오히려 효과 이다(곽기 , 2017; 이수상, 2012).

이러한 필요성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선행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역사  사건을 네트워크 분석을 

도입하여 다룬 연구에서는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난 잡록, 징비록을 활용해 텍스트 마이닝과 

개체계량학  연구방법인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키워드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 다(조 철, 송민, 2022). 한편 신문 기사를 분석 상으로 삼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논문들

에서는 주제 분석을 하여 신문 기사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키워드를 도출하여 토픽모델링을 

실시하거나(강범일, 송민, 조화순, 2013; 김성덕, 안유리, 박지홍, 2021) 시계열 분석(강범일, 송민, 

조화순, 2013; 김지 , 2018; 정상 , 윤보 , 오효정, 2019; 한승희, 2018; 2019), 언어 네트워크 

분석(강범일, 송민, 조화순, 2013; 김지 , 2018; 정상 , 윤보 , 오효정, 2019; 한승희, 2018; 2019)

의 분석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김성덕, 안유리, 박지홍(2021)은 키워드와 국회의원 2가지 

노드를 각각 1-모드 네트워크로 변환한 동시출  네트워크가 해석이 달라진다는 을 지 하며 

다른 해석을 해 키워드와 국회의원의 2-모드 네트워크를 분석하 다.

이들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안한다. 첫째, 디지털 인문학의 에서 역사  연구를 

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 둘째, 2-모드 네트워크에 한 일원모드 근법의 

결과물은 노드별 1-모드 네트워크별로 서로 다른 해석이 도출되기 때문에 상의 찰을 해서는 

이분모드 근법이 필요하다는 이다. 따라서 본고는 사건과 기사라는 2개 유형의 노드를 정보와 

정보원으로 보고, 정보(사건)와 정보원(기사)의 연결 계를 국외 사건의  과정으로 제한다. 

따라서 정보원(기사)을 정보(사건)로 치환하거나, 정보(사건)를 정보원(기사)으로 치환하는 단일

모드 근법은  과정을 분석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본고는 정보의 손실을 없애고 국외  

과정을 객 으로 찰하기 하여 2-모드 네트워크에서도 이분모드 근법을 활용할 것이다.

Ⅲ. 국 신문 사료 분석

1. 연구 차

가.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먼  천안 독립기념 에 소장된 국 신문 마이크로필름에서 1929년 11월부터 

1930년 3월까지의 기사  제목 등에 조선, 학생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를 1차 으로 수집하 다. 

이후 주학생독립운동 분야 연구 참여 이력이 있는 국인 사서의 조력을 통해 국 지 DB 보완 

수집  자문․검토․정제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신문 16종에서 련 기사 125건을 발굴해냈다.

수집된 신문은 < 공보(大公報)>, <민국일보(民國日報)>, <시보(時報)>, < 앙일보(中央日報)>,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3권 제2호)

- 246 -

<신보(申報)>, <상담민보(湘潭民報)>, <신신보(新晨報)>, < 민보(全民報)>, <태오사보(泰晤

士報)>, <화북일보(華北日報)>, < 경신 보(重慶新蜀報)>, <국민공보(國民公報)>, <세계일보

(世界一報)>, <순천시보( 川時報)>, <월화보(越華報)>, <호남국민일보(湖南國民日報)>로, 

이  공보, 민국일보, 시보, 앙일보, 신보를 제외한 11종 신문이 기존 국 련 주학생독립운동 

연구에서 인용되지 않은 새로운 신문이다. 해당 신문의 발간지역, 창간연도, 정치  견해 등은 국인 

사서의 자문을 통해 보완하 다.

나. 네트워크 분석 사 비

이 연구는 2-모드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이분모드 근법을 활용하여 정보의 손실 없이 기사(article)

와 사건(event)의 계를 시각화하고, 주학생독립운동 개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어떤 사건이 

국에서 으로 보도되었는지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서는 기사에 수록된 사건을 노드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학생독립운동의 확산과정을 지역별․사건별로 정리한 김성민(2013)

의 연구결과와 공훈 자사료 의 독립운동연표(발행년불명)를 활용하여 발생일시․발생주체․발생

지역 등이 명확한 주학생독립운동 개과정의 사건을 335개의 노드로 분리하 다 (<표 1> 참조).

빈도분석 상 네트워크분석 상

기사 125건 기사 51건, 사건 40건

<표 1> 분석 상 노드

기사 125건, 사건 335건의 노드를 도출해내고, 해당 노드를 식별하기 해 다음과 같이 코드화 

작업을 진행하 다. 코드는 총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바(-)로 나뉜다. 첫 번째 항목은 노드의 

유형을 나타낸다. 기사의 경우 article의 앞 자인 a, 사건의 경우 event의 앞 자인 e로 식별하 다. 

두 번째 항목은 기사의 경우 신문, 사건의 경우 발생지역이며 코드는 다음 <표 2>와 같다.

기사 사건

신문명 코드 지리명 코드 지리명 코드

국민 k 신신 s6 강원 g1 남 j1

경기 g2 북 j2
공 d 월화 w

경남 g3 제주 j3

민국 m 민 j1 경북 g4 국 chi

주 g5 충남 c1상담 s1 경 j2
구 d1 충북 c2

세계 s2 앙 j3 d2 평남 p1

순천 s3 태오 t 부산 b 평북 p2

서울 s 함남 h1
시보 s4 호남 h1

울산 u 함북 h2
신보 s5 화북 h2 일본 jap 황해 h3

<표 2> 코드 2번째 항목 형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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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항목은 일자로,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등 숫자 6개로 구성되며 기사의 경우 

보도일자, 사건의 경우 발생일자를 설명한다. 따라서 기사 노드의 코드는 a-신문명 코드-날짜, 

사건 노드의 코드는 e-지리명 코드-날짜로 구성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복이 발생할 시( 시: 하나의 

지역에서 동일한 날짜에 구분되는 2개 사건이 동시 발생한 경우) 날짜 뒤에 알 벳 a, b, c 등을 

순차 으로 붙여 식별하 다.

이 게 노드별 코드를 설정한 다음, 연구자 검토 하에 1차 으로 연결 계를 형성하 다. 이 

과정에서 기사의 특성 상 특정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지지의사만 표명하거나 단순 동향보도, 해당 

기간 내에 조선․학생 등의 키워드를 담고 있는 사건이지만 335건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건을 

보도한 기사, 그리고 사건을 보도하 더라도 사건의 사실 계가 335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보도 기사를 제하 다. 그 결과 최종 으로 51건의 기사에서 40건의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연번 노드명 지역 일자 사건

1 e-g5-291103 주 1929-11-03
주학생운동 발발 ￫ 국확 . 1930.3월까지 참가교 194, 참가학생 5만 4천여 명, 

투옥 580여 명, 무기정학 2,330여 명

2 e-g5-291112 주 1929-11-12 주에서 규모 학생시  재발

3 e-j1-291119 남 목포 1929-11-19 다수, 기를 앞세우고 가두시 (22일도)

4 e-j1-291127 남 나주 1929-11-27
180여명, 농업보습학교 학생 47명과 나주보통학교 학생 130여명이 나주시내를 

행진하며 격문살포, 만세고창

5 e-j1-291130 남 나주 1929-11-30
다수, 15일부터 맹휴 조짐이 있다가 22일까지 휴교, 12월 2일 장날 기해 

시 운동 계획했으나 사 발각, 지역 사회주의자 배후지도가 있었다고 함

6 e-c1-291201 충남 공주 1929-12-01 공주고보에 동조맹휴

7 e-s-291202 서울 1929-12-02

수명, 동학교(2,400매), 경성여자상업학교(500매), 동덕여고보(300매), 

앙고보(700매), 보성고보(700매), 제1고보(700매), 제2고보(200매) 등에 

격문 배포, 지방 사상단체( 국 청년회와 청년동맹 등 90여개 지방조직)에도 

우송, 차재정 제외 주도인사들은 12월 4~5일 체포

8 e-s-291205 서울 1929-12-05
300여명, 동맹휴학을 비 이던 제2고보생 권태동이 장석천과 의하여 

시 운동 개

9 e-s-291207 서울 1929-12-07
수명, 선언서, 진정서 작성하여 학년별 선언서 낭독하고 시  돌입, 경찰이 

제지

10 e-s-291208 서울 1929-12-08 수명, 진정서 제출  시  시도, 사  발각

11 e-s-291209 서울 1929-12-09 1,100여명, 연합시 운동 개

12 e-s-291210 서울 1929-12-10 만세, 통곡 시

13 e-s-291211 서울 1929-12-11 맹휴 선언하자 임시휴교

14 e-p2-291212 평북 선천 1929-12-12 다수, 맹휴 단행 후 시가로 진출하여 시 운동 개

15 e-s-291216 서울 1929-12-16 12,000여명, 시 , 는 맹휴 개, 1,400명 학생 검거,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16 e-h1-291216b 함남 함흥 1929-12-16
다수, 항일격문에 자극되어 교내시  개, 교외진출 시도, 사회단체 

인사가 여

17 e-h1-291216c 함남 함흥 1929-12-16 다수, 시  움직임이 있자 학교에서 휴교, 미실행

18 e-b-291220 부산 1929-12-20 다수, 표자를 선출하여 진정서 제출하고 맹휴, 25일 방학

<표 3> 국 신문 보도 주학생독립운동 사건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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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은 2가지 방법을 사용하 다. 첫째, 정제 의 기사 125건의 특성을 악하기 한 

빈도분석이다. 둘째, 정제 후의 기사 51건과 사건 40건의 계를 악하기 한 2-모드 네트워크 

분석이다. 빈도분석은 기 연구된 기사와 새로 발굴된 사료의 비교, 기사의 내용 유형과 발간 연도별 

비교를 해 125건을 비교하 다. 2-모드 네트워크 분석은 정보 손실을 없애기 해 2개 유형의 

노드 계를 그 로 분석하는 이분모드 근법을 활용하여 기사-사건 네트워크를 분석하 다. 

분석 항목은 네트워크 단 에서는 도와 연결정도, 평균 연결정도, 규모를 분석하 다. 한 보도의 

핵심이 되는 주요 사건을 선별하기 하여 사건 노드별로 연결 심성을 분석하 다. 빈도분석은 

Excel 2019로, 2-모드 네트워크 분석은 Pajek 5.14로 수행되었다.

2. 빈도분석

기사 125건을 신규 발굴여부별, 기사 유형별, 발간월별로 구분한 빈도분석은 다음 <표 4>와 

연번 노드명 지역 일자 사건

19 e-jap-291224 일본 도쿄 1929-12-24 도쿄에서 시 운동 계획했으나 사  실패, 12월 27일에도 좌

20 e-g5-300108 주 1930-01-08 다수, 3차 시 계획 추진  발각, 17명 퇴학

21 e-p2-300108 평북 신의주 1930-01-08
수명, 개학식 당시 학생 수명이 주진상설명 후 맹휴 구, 경찰이 체포하여 

맹휴 불발

22 e-g2-300109 경기 개성 1930-01-09
다수, 송도고보 학생 궐기, 호수돈여고와 미리흠여학교 호응, 주도학생 체포

되어 해산, 익일 만세고창하여 체포됨

23 e-b-300109 부산 1930-01-09 2학년, 노 교육 철폐 검거학생 석방 요구 맹휴 개, 2명 퇴학, 80명 무기정학

24 e-s-300115 서울 1930-01-15
교생, 만세고창, 항, 15~6일 걸쳐 18개 학교에 7,000여 학생 시 운동 

참여, 500여명 검거, 200여명이 구류

25 e-s-300116a 서울 1930-01-16
교생, 만세고창, 항, 15~6일 걸쳐 18개 학교에 7,000여 학생 시 운동 

참여, 500여명 검거, 200여명이 구류

26 e-h1-300117c 함남 원산 1930-01-17 260명, 학교 측에서 교문 폐쇄, 교실에서 만세고창

27 e-h1-300117d 함남 원산 1930-01-17 30명, 검속 학생 석방요구, 경찰서 앞에서 시 , 원산고등여학교생도 참가

28 e-p2-300118 평북 정주 1930-01-18 300여 명, 한독립 만세' 고창하며 정주시내까지 시  행진, 경찰과 격투

29 e-d1-300119 구 1930-01-19 단독, 요구사항 제시하며 학생규합, 사  발각

30 e-c1-300119 충남 홍성 1930-01-19 1학년, 시내에 격문 살포, 장날 시  추진, 시  사  발각, 신간회원지도

31 e-p1-300121 평남 평양 1930-01-21 숭실 문 등 10개 학교 2천 4백여명이 시 운동

32 e-j2-300122a 북 정읍 1930-01-22 흑 에 '독립만세' 낙서, 검거됨

33 e-chi-300122 국 천진 1930-01-22 조선 독립당주비회 결성  격문 작성하여 한인들에게 배부

34 e-p1-300122a 평남 평양 1930-01-22 등 이상 10개 학교, 보통학교 4개 학교 시 운동, 각 학교에 격문 살포

35 e-h3-300122 황해 사리원 1930-01-22 일반인이 사리원농업학교생의 시  추동, 사  발각

36 e-p1-300123a 평남 평양 1930-01-23 숭실여학교, 숭 여학교, 숭덕학교와 5개 보통학교생 교정에서 만세고창

37 e-p1-300123b 평남 평양 1930-01-23 수백 명, 성고보, 숭실 학 기숙사생이 만세 고창

38 e-g1-300127 강원 철원 1930-01-27 다수, 철원청년동맹원이 철원보통학교, 읍내에 격문 살포

39 e-h3-300127 황해 사리원 1930-01-27
1․2학년, 사리원농업학교생 20명이 장날 이용 시 운동 추진, 격문 300매, 

사  발각

40 e-g3-300210a 경남 동래 1930-02-10 동래청년동맹․소년동맹 간부들과 기원  시  계획, 사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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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총 125건의 기사  21건이 기 연구된 기사 고, 104건이 신규 발굴된 기사 다. 기존 연구

된 이 있는 신문 5종의 26건 기사  21건은 기존 연구에 수록된 기사 지만, 공보의 기사 

5건은 새로이 발굴된 기사 다. 주학생독립운동의 발생과 서울 지역으로의 확산을 설명하는 

기사(1930년 1월 16일자 ｢醞釀成熟之韓人民族運動｣, 1930년 1월 17일자 ｢韓國獨立潮洶湧澎

湃｣)와 이에 고무되어 천진에서 조선독립당주비회가 결성되었음을 알리는 기사(1930년 1월 30일자 

｢朝鮮大獨立黨籌備 成立｣), 평진의 조선유학생들에게 학생독립운동에의 원조와 참여를 요하는 

기사(1930년 1월 30일자 ｢平津韓國學生 ｣), 평양  일본 등지에서의 한국 학생 독립운동 확산 

동향을 알리는 기사(1930년 2월 4일자 ｢韓學生繼續猛烈奮鬥｣)이다. 그 외 신규발굴된 신문으

로는 화북일보가 51건, 호남국민일보가 14건, 민보가 11건 등이었고 그 외의 신문에서 1건~5건

의 기사가 발굴되었다. 정치  입장과 계열로 보면 국민당 계열의 신문에서 69건, 립/ 도/친일 

계열의 신문에서 28건, 공산당 계열의 신문에서 2건이 도출되었다.

기사 유형별로 검토하면 사건을 보도하는 유형의 기사가 63건, 국 각 지역의 국민당 당무 원

회나 주국 내 조선인 단체 등에서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유형의 기사가 37건, 사건보도와 지지의사 

표명 등 2가지 성질을 동시에 띤 기사가 2건, 일자나 지역․경 가 명시된 사건이 아니라 동향보

도를 하는 기사가 5건, 주학생독립운동과 련이 없는 기타 사건이 18건이었다.

발간월별로는 1929년 11월부터 1930년 3월까지 5개월을 연구 범 로 삼았는데, 1929년 11월에

는 2건, 1929년 12월에는 24건, 1930년 1월에는 30건, 30년 2월에는 55건, 30년 3월에는 14건이 

보도되었다. 특히 세계일보, 순천시보, 화북일보에서 1929년 12월 6일에 보도한 3건의 기사(세계

일보 ｢日人大捕朝鮮學生 共一百二十七名｣, 순천시보 ｢朝鮮京城捕獲 過激學生 一百二十七

名｣, 화북일보 ｢朝鮮大獄 百餘青年學生被捕｣)를 주목할 만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국 내 주

학생독립운동에 련한 기사가 최 로 보도된 시 을 1929년 12월 11일의 시보 보도로 보고 있으

나(손과지, 2010, 118; 이지은, 2021, 104) 해당 3건의 기사들은 서울 시내에 격문이 살포되어 

련자들을 체포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주학생독립운동이 서울  국외로 확산되는 과정의 

연속성 고려한다면 해당 기사들을 최 의 보도로 해석할 수 있다.

최  보도로 알려진 1929년 12월 11일 시보 외에도 순천시보(｢朝鮮京城 學生被檢 近千

人 有嫌疑 三十餘名 內幕中似大有人在｣), 민보(｢高麗學警衝突以後 檢 學生達九百名｣), 

태오사보(｢朝鮮學生被捕 檢 學生達九百餘名 嫌疑有據 三十餘名｣), 화북일보(｢朝鮮學

生反日運動 京城警官隊衝突 被檢 九百餘名｣)에서도 경성의 신연합통신 10일 보도를 

인용하여 해당일 시보의 보도(｢韓生被捕九百餘人｣)와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1930년 2월에 55건의 기사가 보도되어 가장 활발한 보도 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화북일보의 

기사가 1930년 2월에 29건 보도되었다. 국민당 계열의 신문이기 때문에 1930년 2월에 국 내 각 

지역의 국민당 당무 원회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성원을 집 으로 보도하 다. 화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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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에서 보도된 지지의사 표명 유형의 기사 20건과 사건보도․지지의사 표명 유형의 기사 1건 등 

총 21건 기사  15건 기사가 1930년 2월에 보도되었다.

신규 

발굴 

여부

정치  

입장
신문명 지역

창간 

연도

신문별

수록 

기사 

총계

신규 발굴

여부별 구분
기사 유형별 구분 발간월별 구분

기 

연구된 

기사

신규 

발굴 

기사

사건 

보도

지지 

의사 

표명

동향 

보도

기타 

사건 

보도

29년 

11월

29년 

12월

30년 

1월

30년 

2월

30년 

3월

기 

연구 

신문

국민당 

계열

공보(大公報) 천진 1902 7 2 5 6 0 1 0 0 0 6 1 0

민국일보(民國日報) 상해 1916 9 9 0 0 7 2 0 0 0 0 9 0

시보(時報) 상해 1904 5 5 0 4 0 0 1 0 4 1 0 0

앙일보(中央日報) 상해 1928 1 1 0 1 0 0 0 0 0 0 1 0

기타 신보(申報) 상해 1872 4 4 0 4 0 0 0 0 2 0 2 0

신규 

발굴 

신문

국민당 

계열

상담민보(湘潭民報) 호남 1926 1 0 1 0 1 0 0 0 0 0 1 0

신신보(新晨報) 북경 1928 1 0 1 0 1 0 0 0 0 0 1 0

민보(全民報) 북경 1928 11 0 11
3 5

0 2 2 1 3 5 0
1*

태오사보(泰晤士報) 천진 1917 5 0 5 3 2 0 0 0 2 3 0 0

화북일보(華北日報) 북경 1929 51 0 51
17 20

1 12 0 4 6 29 12
1*

공산당 

계열
경신 보(重慶新蜀報) 사천 1921 2 0 2 2 0 0 0 0 0 0 2 0

기타

국민공보(國民公報) 사천 1911 4 0 4 4 0 0 0 0 0 2 2 0

세계일보(世界一報) 북경 1925 5 0 5 4 1 0 0 0 1 3 1 0

순천시보( 川時報) 북경 1901 3 0 3 3 0 0 0 0 3 0 0 0

월화보(越華報) 주 1927 2 0 2 0 0 0 2 0 0 0 0 2

호남국민일보(湖南國民日報) 호남 1928 14 0 14 12 0 1 1 0 7 6 1 0

계 125 21 104
63 37

5 18 2 24 30 55 14
2*

*한 기사 내에 사건보도와 지지의사 표명의 성질이 모두 포함된 기사

<표 4> 주학생독립운동 신문 보도 국 신문 빈도분석

3. 기사-사건 네트워크 분석

주학생독립운동의 국 신문 보도 분석은 2-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사

건과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사로 노드의 유형이 2가지이며, 한국을 심으로 사건이 일어났지만 

국 내에 치한 신문이 보도했다는 에서 보도 지역과 사건 발생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어떤 특성을 가진 신문사에 의해 기사로 보도되는지 상을 찰하

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2개 유형의 노드 간 연결 계가 찰의 상이 되어야 한다. 기사 노드나 

사건 노드의 1-모드 네트워크로 변환하게 되면 특정 유형의 노드의 라인의 존재가 두 노드가 

공유하는 다른 유형의 노드의 개수로만 변환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노드가 가지는 속성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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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 연결 계를 명확하게 악할 수 없다.1)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사-사건의 2-모드 네트워

크 분석을 사용하 다.

125건의 기사  사건보도 기사는 63건이었고, 사건보도와 지지의사 표명을 함께 한 기사는 

2건으로 총 65건이었다. 이들 기사에서 언 된 사건을 김성민(2013)과 공훈 자사료 의 독립운

동연표를 토 로 만든 335건의 사건 노드로 변환시켰다. 그 결과 65건  51건의 기사에서 335건

의 노드에 언 된 기사들과 일치하는 보도를 하 다. 14건의 기사에서는 내용상 주학생독립운

동에 련된 보도는 맞으나, 335건의 사건 노드와 일자나 사건, 주체가 일치하지 않아 특정 사건 

노드를 부여할 수 없어 제외하 다. 51건의 기사에서는 335개의 사건 노드  40개의 사건 노드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 상은 51건의 기사와 40건의 사건 노드이다. 

네트워크 단 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분석내용 값

규모
기사 51

사건 40

연결정도 123

평균 연결정도 2.703

도 0.060

<표 5> 주학생독립운동 신문 보도 국 신문 기사-사건 네트워크 단  분석

네트워크의 규모는 노드의 수로 설명되는데, 총 91개의 노드 고 유형별로 기사 51건, 사건 

40건의 노드로 나타났다. 연결정도는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연결 계, 즉 라인의 수로 나타나는데 

총 123개의 라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jek에서는 2-모드 네트워크의 평균 연결정도를 두 

노드 유형의 수를 합쳐 2로 나  값으로 라인의 수를 나눠 산출한다. 이 값은 2.703으로 나타나 

기사와 사건 간에 약 2.703개의 연결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사 당 평균 2.703개의 

사건, 는 사건 당 평균 2.703개의 기사가 보도되었음을 의미한다. 도는 노드 간에 존재 가능한 

연결 계 비 실제 존재하는 연결 계로 나타나는데, 2-모드 네트워크는 동일 노드 간의 연결 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로 다른 유형의 노드를 곱한 값으로 실제 라인의 개수를 나 다. 기사-사건 

네트워크에서 도는 0.060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기사에서 

모든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 보도를 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1) 곽기 (2017)은 2개의 다른 유형의 노드를 표 하는 데이터를 특정 유형의 노드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 정보의 

손실을 불러온다고 지 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든다. “ 를 들어, 어떤 두 액터(노드)가 공통으로 참여하는 

이벤트 수가 다른 두 액터(노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벤트 수와 동일할 수 있지만, 이들 두 의 액터(노드)가 

각각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벤트는 완 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2-모드 데이터로부터 변환된 1-모드 데이터로는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곽기 , 2017,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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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수록한 신문의 발간 지역과 사건이 발생한 지역별로 노드를 치시켜 사건과 기사의  

모를 악할 수 있다. 기사 51건과 사건 40건의 연결 계는 총 123건이 도출되었고, 이 연결 계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범주화하여 요약해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연결 계
사건(40)

계

지역

별 

계

부(12) 남부(13) 북부(13) 국외(2)

기사

(51)

지역 신문
서울

(10)

강원

(1)

경기

(1)

주

(3)

남

(3)

북

(1)

충남

(2)

구

(1)

부산

(2)

경남

(1)

평남

(4)

평북

(3)

함남

(4)

황해

(2)

일본

(1)

국

(1)

북경

(23)

세계일보(3) 2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4

47
순천시보(3) 2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4

민보(4) 2 0 0 2 0 0 0 0 0 0 2 0 0 0 1 0 7

화북일보(13) 11 1 1 4 2 1 0 0 1 1 5 1 0 2 1 1 32

사천

(2)

국민공보(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2
4

경신 보(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2

상해

(9)

시보(4) 3 0 0 2 0 0 0 0 0 0 0 0 0 0 2 0 7

26신보(4) 4 0 0 2 1 0 1 1 0 0 1 1 0 0 1 0 12

앙일보(1) 2 0 0 2 2 0 0 0 0 0 0 0 0 0 1 0 7

천진

(7)

공보(4) 7 0 0 0 3 0 1 0 1 0 0 1 4 0 0 1 18
22

태오사보(3) 1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4

호남

(10)
호남국민일보(10) 17 0 0 3 0 0 0 0 0 0 1 0 0 0 2 1 24 24

계 52 1 1 20 8 1 2 1 2 1 12 3 4 2 9 4
123

사건 지역별 계 54 35 21 13

* 호는 노드의 수

<표 6> 기사-사건 네트워크 연결 계 지역별 분류

사건으로 보면, 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기사의 연결 계가 54개,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기사의 연결 계가 35개,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기사의 연결 계가 21개, 국외 지역

에서 발생한 사건과 기사의 연결 계가 13개 순이었다. 구체 인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10개 사건이 52번, 주 지역에서 발생한 3개 사건이 20번 보도되었다. 기사로 보면, 북경 

지역에 치한 신문에서 주학생독립운동에 한 사건들을 47번 보도하 고, 상해 지역에 치

한 신문에서 26번, 호남 지역에 치한 신문에서 24번, 천진 지역에 치한 신문에서 22번 보도하

다. 그 에서도 북경 지역의 화북일보가 32번, 호남 지역의 호남국민일보가 24번, 천진 지역의 

공보가 18번, 상해 지역의 신보가 12번 보도하 다. 이를 종합하면, 북경 지역을 심으로 부 

지역, 특히 서울 지역의 사건이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요약된 연결 계 그래 를 51개의 

기사 노드, 40개의 사건 노드로 쪼개 네트워크 그래 로 시각화시킨 그림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노드의 크기는 각 노드의 라인 수에 따라 결정되었고, 노드의 색깔은 각 노드의 유형에 따라 노란색

은 기사 노드, 록색 노드는 사건 노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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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가까운 동북지역의 북경과 천진, 바다로 인 한 상해 지역과 높은 연결 계를 가지고 

있어 보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상 으로 거리가 먼 사천지방에서는 은 연결 계가 나

타나 사건의 보도가 지리  거리와 무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국과 거리 으로 

인 한 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황해도 등지에서 발생한 확산 사건도 보도에 포함되었다. 

이  특징 인 것은 국내의 학생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련 사건( 국 천진 사건

(e-chi-300122), 일본 도쿄 사건(e-jap-291224))이 보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체 인 분석

과 네트워크 그래 의 가독성을 높이기 해 Kamada-Kawa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식별한 그래

는 <그림 2>와 같다.

특징 인 것은 국 천진에서 발생한 사건(e-chi-300122)으로, 천진에서 조선 독립당주비회(朝鮮

大獨立黨籌備 ) 결성  격문을 작성한 사건을 공보(a-d-300130a), 화북일보(a-h2-300203), 

경신 보(a-j2-300213), 호남국민일보(a-h1-300130) 4개 신문사에서 보도했는데 공보를 제

외하고는 천진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보도가 이루어졌으며, 일본 도쿄에서 12월에 시 운동을 시도했

으나 24일 후로 발각되고 27일의 추가 시도가 실패한 사건(e-jap-291224)도 시보(a-s4-291229a, 

a-s4-300122), 신보(a-s5-291229), 국민공보(a-k-300119), 호남국민일보(a-h1-291229, a-h1-300101), 

민보(a-j1-300212), 앙일보(a-j3-300206), 화북일보(a-h2-300210)에서 보도되었다는 이다. 

이  상해 지역의 신문이 3개( 앙일보, 시보, 신보), 북경 지역의 신문이 2개(화북일보, 민보), 

그 외는 호남과 사천 지방의 신문에서 보도되었다.

주요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고립 네트워크 하나가 검출되었는데, 화북일보의 1930년 2월 

17일 보도인 ｢帝國主義鐵蹄下之 朝鮮學生 學生亦紛紛被捕 入檢察局｣이다. 이 기사에서는 

다른 신문에서는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을 으로 보도하 는데, 황해도 사리원농업학교의 시  

시도  발각 사건이나(e-h3-300122, e-h3-300127) 강원도 철원 지역의 단 살포(e-g1-300127), 

라북도 정읍 지역의 소학교에서 학생 단속  체포(e-j2-300122a)등 국 각지의 주요 사건들을 

보도하 다는 에서 독자 이고 특이한 보도 행태를 가지고 있었다.

사건 단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노드 단 의 연결 심성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상 노드는 사건 노드이다. 사건 노드의 연결 심성 분석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신문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하 는지를 알 수 있는 단 로서, 국에서 심 으로 보도된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에서 요하다. 기사 노드의 연결 심성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는데, 기사 노드의 

연결 심성 분석은 해당 기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보도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

와 사건의 계를 살펴보는 의미가 아니고 기사의 개별  특성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 노드의 연결 심성 분석은 다음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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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코드 지역
연결 심성

연번 코드 지역
연결 심성

일반 표 화 일반 표 화

1 e-s-291209 서울 11 0.216 21 e-h1-300117c 함남 원산 1 0.02

2 e-s-291216 서울 11 0.216 22 e-h1-300117d 함남 원산 1 0.02

3 e-g5-291103 주 11 0.216 23 e-p2-291212 평북 선천 1 0.02

4 e-s-291202 서울 9 0.176 24 e-c1-291201 충남 공주 1 0.02

5 e-jap-291224 일본 도쿄 9 0.176 25 e-b-291220 부산 1 0.02

6 e-s-300115 서울 8 0.157 26 e-j1-291130 남 나주 1 0.02

7 e-g5-291112 주 8 0.157 27 e-p2-300118 평북 정주 1 0.02 

8 e-p1-300121 평남 평양 6 0.118 28 e-d1-300119 구 1 0.02

9 e-j1-291127 남 나주 4 0.078 29 e-g5-300108 주 1 0.02

10 e-chi-300122 국 천진 4 0.078 30 e-c1-300119 충남 홍성 1 0.02

11 e-p1-300123a 평남 평양 4 0.078 31 e-p1-300122a 평남 평양 1 0.02

12 e-s-291205 서울 3 0.059 32 e-p2-300108 평북 신의주 1 0.02

13 e-s-291207 서울 3 0.059 33 e-b-300109 부산 1 0.02

14 e-j1-291119 남 목포 3 0.059 34 e-g3-300210a 경남 동래 1 0.02

15 e-s-291211 서울 2 0.039 35 e-g2-300109 경기 개성 1 0.02

16 e-s-291210 서울 2 0.039 36 e-p1-300123b 평남 평양 1 0.02

17 e-s-300116a 서울 2 0.039 37 e-h3-300122 황해 사리원 1 0.02

18 e-s-291208 서울 1 0.02 38 e-h3-300127 황해 사리원 1 0.02

19 e-h1-291216b 함남 함흥 1 0.02 39 e-g1-300127 강원 철원 1 0.02

20 e-h1-291216c 함남 함흥 1 0.02 40 e-j2-300122a 북 정읍 1 0.02 

<표 7> 주학생독립운동 련 국 신문 기사-사건 네트워크 사건별 연결 심성

보도된 사건 40개  10개 사건이 서울에서, 4개 사건이 평남 평양에서, 3개 사건이 주에서, 

2개 사건이 부산․ 남 나주․함남 원산․함남 함흥․황해 사리원에서 발생하 다.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이 보도되고, 국과 비교  가까운 도시인 평양의 사건과 운동의 발원지인 

주의 사건이 으로 보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 노드 40개  연결 심성이 

2 이상인 것, 즉 2개 이상의 기사에서 보도된 사건은 17개 다. 연결 심성을 표 화하기 하여 

해당 연결 심성 값을 연결가능한 라인의 개수, 즉 기사 노드의 수로 나 었다. 이  주요 사건을 

선별하기 해 표 화 연결 심성을 0.1을 기 으로 삼아 상  노드 8개를 도출해냈다. 상  

노드 8개의 사건을 별도로 검토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연결 심성이 가장 높은, 즉 많이 보도된 사건은 12월  벌어진 서울 지역의 규모 1차 시  

2건과 주학생독립운동을 발시킨 11월 3일의 사건이다. 사건 노드 e-s-291209는 12월 2일 

조선청년총동맹의 격문 배포와 12월 5일부터 개별 학교 단 로 진행되던 운동이 12월 9일 최 로 

규모 연합시 운동으로 확산되었다는 에서 요하다. e-s-291216은 12월 5일부터 12월 16일

까지 서울 지역에서 진행된 시 와 맹휴 등을 일 되게 보도함으로써 1차 시 의 개 내력을 

소개하는 보도이다. e-g5-291103은 열차 안에서의 충돌이 규모 학생 충돌로 확산되어 학생독립

운동이 사건으로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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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코드 지역 보도신문  지역 연번 코드 지역 보도신문  지역

1 e-s-291209 서울

북경

순천시보 1

5 e-jap-291224
일본 

도쿄

북경
민보 1

민보 1 화북일보 1
화북일보 1

사천 국민공보 1

상해
시보 2

상해

앙일보 1신보 1

시보 2
천진

공보 1

태오사보 1 신보 1
호남 호남국민일보 3

호남 호남국민일보 2

2 e-s-291216 서울

북경 화북일보 2

6 e-s-300115 서울

북경
세계일보 1

사천 국민공보 1
화북일보 4

상해
앙일보 1

상해
신보 1신보 1

천진 공보 2 시보 1
호남 호남국민일보 4

호남 호남국민일보 1

3 e-g5-291103 주

북경

순천시보 1

7 e-g5-291112 주

북경

순천시보 1
민보 1

민보 1화북일보 2

화북일보 2

상해

앙일보 1

시보 1

상해
앙일보 1

신보 1
시보 1

천진 태오사보 2
천진 태오사보 1

호남 호남국민일보 2

호남 호남국민일보 1

4 e-s-291202 서울

북경

세계일보 1

8 e-p1-300121
평남 

평양

북경

세계일보 1순천시보 1

민보 1 민보 1
화북일보 2

화북일보 2
상해 앙일보 1

사천 경신 보 1천진 공보 1

호남 호남국민일보 1호남 호남국민일보 2

<표 8> 주학생독립운동 신문 보도 국 신문 기사-사건 네트워크 주요 사건

 

그 다음으로 많이 보도된 사건은 1차 시 의 반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던 격문 살포 사건인 

노드 e-s-291202 고, 일본에서 12월 말에 벌어졌던 시  시도를 다루고 있는 노드 e-jap-291224

다. 일본의 사례를 보도한 것은 주요 사건 에서도 특이한 보도 경향인데, 이는 국 신문들이 

지 신문들을 인용하기 때문이다. 컨  12월 28일 도쿄의 로이터 통신에서 도쿄의 조선 학생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이 보도를 그 로 원용한 신문들이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11월 3일 이후 11월 12일 주 지역에서 재발한 규모 시 로 국 확산의 계기가 

되었던 2차 시 를 가리키는 사건 노드 e-g5-291112, 겨울방학 후 서울 지역에서 1930년 1월 

순 재발한 2차 시 를 가리키는 사건 노드 e-s-300115, 서울이나 주보다 국과 가까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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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기 쉬우면서, 규모 면에서 2,400여 명 등 규모로 벌어졌던 평양 지역의 시 를 가리키는 

사건 노드 e-p1-300121 등이 보도되었다.

Ⅳ. 결 론

이 연구의 목 은 새로운 국 신문 사료를 발굴하여 연구의 상으로 삼고, 정보 달 과정으

로서 국외  과정을 분석하기 한 것이다. 이를 하여 연구방법으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주학생독립운동을 보도한 기사와 사건의 계를 정보원과 정보의 계로 분석하 다. 

그 결과 국 신문 16종에서 련 기사 125건(이  기존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은 신규 발굴 

기사 104건)을 도출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125건의 기사  정확한 사건을 보도한 51건의 

기사를 상으로 기사-사건 2-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국 내 주학생운동 련 최  보도로 언 되었던 1929년 12월 11일의 

<시보> 보도보다 더 앞선 기사가 발굴되었다. 1929년 12월 6일에 <세계일보>, <순천시보>, <화북

일보>에서는 12월 2일 서울 시내에서 등학교 상으로 격문을 배포하다가 체포된 내용을 공통

으로 보도하 다. 선행연구에서는 라남도의 주학생운동을 명시한 12월 11일의 <시보> 보도

를 국 내 주학생운동 련 최 의 보도로 보고 있다(손과지, 2010; 이지은, 2021). 그러나 

12월 6일 3개 신문의 보도가 12월 2일에 서울 시내에 학생 상의 격문 살포자들을 체포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 해당 격문 살포가 주학생독립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임을 고려했을 때 내용  의미

에서 12월 6일의 기사를 최  보도로 볼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국의 북경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심으로 주․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을 심으로 보도하 다. 사건 단 로 보면 보도된 사건 40개  10개 사건이 서울에

서 발생하여, 운동의 발원지인 주 사건을 제외하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으로 

보도하고 있다. 연결 심성이 0.1 이상인 사건 노드 8개  4개가 서울 지역에서 12월․1월에 

발생한 1차․2차 시 이고, 2개가 11월 주에서 발생한 2회의 규모 학생시 인 을 고려하면 

주학생독립운동의 확산 과정에서 가장 요하게 여겨졌던 사건은 서울에서 발생한 규모의 

연합시 인 것으로 단된다.

이 연구는 사료의 측면에서 새로운 국 신문 사료를 연구 상으로 삼아, 종 의 연구에 해 

최 의 보도로 볼 수 있는 다른 사료를 발굴해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네트워크 방법론을 

목시켜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국 각지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시각화하고 주요한 사건을 

계량  근거 하에 도출해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이후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에 발굴해낸 125건의 국 신문 사료, 특히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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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규 발굴 사료에 하여 자료 특성에 근거한 기  토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주학생

독립운동의 연구범 를 확장하고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하여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함께 방법론 인 측면에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그 실효성을 입증하는데 집 하 기 

때문에, 발굴해낸 125건의 사료의 특성 분석은 빈도분석을 제외하고는 다루지 않았다. 2-모드 

네트워크에서 기사 노드의 내용  특성이 아니라 기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  특성(수록 신문  

발간 지역)을 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각 발간 신문의 특성과 지리  조건, 발굴해낸 신문 

보도자료의 유형 비교와 보도 황 분석, 125건의 자료에 한 유형화와 구체 인 내용분석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진다면 이후의 주학생독립운동의 지속  연구를 한 기 자료로서 유의미한 

분석이 될 것으로 기 한다. 

둘째, 향후 보도 내용이 동일한 기사들에 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지의 

신문 기사를 이들 국 신문에서 인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지 신문을 인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표 으로,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기사 들이 공통 으로 1929년 12월 

28일 도쿄 소재 로이터 통신발 소식을 인용하면서 여러 기사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출처와 함께 기사의 인용 계를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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