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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Ulrich Beck)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Risk 

Society), 1986>에서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 사회는 잠재적인 재난의 

위기가 도처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초래한 불확실성과 위험이 전지구적 환

경의 수준에서 작동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찰스 페로우

(Charles Perrow)도 <노멀 엑시던츠(Normal Accidents), 1984>에서 현 와 

같은 고도의 위험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만

든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가 총체적 위험에 직면한 현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며 어

느 누구도 이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재난

의 특성은 현 사회의 위험성에 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며, 재난의 위험에 

해 언론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일깨워준다 하겠다(진양혜, 2003). 

세계기상기구(WMO)는 자연재해로 인해 세계적으로 연간 80만 명 정도가 사

망하고, 6천290억 달러(한화로 약 73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재해예측 및 방재에 한 보다 체계적인 

법적, 사회적 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최근의 첨단과학 기술을 이용한 조기경

보, 긴급 피, 응급 구난과 복구를 위한 과학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해를 극소

화하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장원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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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재로 인한 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위험이 산재되어 있는 사회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직면해서야만 안전에 한 필요성을 체감하기 때문

에 안전에 한 사회적 인식확산과 사전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제공한다.

현 사회의 인간은 직접 경험하거나 매스컴에 의한 간접경험을 통해 정보를 

얻으며 세상과 접촉한다. 또한 주위 환경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언론의 기능

은 더욱 강화되고 그 중요성은 더하게 된다. 따라서 수용자들이 제반 사회현상

에 한 인식과 태도를 진실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언론의 역

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이용선, 2001). 

더욱이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미

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 특히 텔레

비전 뉴스보도의 경우, 방송이 갖고 있는 신속성, 광범위성은 사전예방보도 뿐

만 아니라 이후의 상황전달과 적절한 처요령을 제시함으로써 사후 피해를 예

방하는 방재기능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게 한다. 재해방송에 있어서 보도는 사

실성, 접근성, 흥미성 등과 같은 기존의 저널리즘적 보도기준과는 달리 전문성, 

정확성, 그리고 계몽성과 예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장원일, 

2005). 재난 발생 시 재해방송에 중점을 두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다.

제11호 태풍 ‘나리’는 소형태풍이라는 기상청 예보로 인해 태풍의 위험에 

한 경계의식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등 사전예방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1) 그러나 당초 보도와는 달리 강한 파괴력을 지닌 비와 바람으로 13명

이 사망하고, 총 1,300억여 원에 이르는 막 한 피해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역방송의 역할은 더욱 크다. 이러한 

위험에 비하여 지난 2006년 KBS는 동중국해상의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재

난방송 시설을 개통하여 신속한 기상속보 방송을 하게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

1) 태풍 나리는 지난 13일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660Km 부근 해상에서 발

생했다. 기상청은 태풍 나리가 규모에서는 소형이나 강도에서는 ‘강’, ‘매우 강’이라고 

발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태풍의 예상위치는 제 로 예측치 못했다. ~ 결국 예

상시간보다 빨리 도달하면서 태풍에 한 비가 그만큼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재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처도 소홀했다. ~ 제주지역에

는 최근 들어 집중호우가 많은 만큼 태풍내습과 함께 비 피해도 예상해 배수시설 점검

과 태풍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도 소홀, 도민들이 비하는데 그만큼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2007년 9월 18일 제민일보 기사 발췌).



으며,2) KCTV제주방송 또한 첨단 광케이블을 이용해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산

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보도하 다.3) 그러나 태풍이 몰아치던 당

일 제주지역 방송들은 긴급보도 체제로 편성, 보도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중앙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다. 더구나 뒤늦게 시작된 재난방송도 부분의 가

구가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케이블TV 전송시설이 파

손되어 재난방송마저 실종되는 사태를 빚었다.4) 이처럼 ‘제주’라는 지역적 위치

에서 파생된 재난방송의 중요성과 방송사의 재난방송 시스템 확충에도 불구하

고 자기모순에 빠져 그 기능을 제 로 발휘하지 못했고, 초기 응단계의 미비

는 피해규모를 확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다.

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한 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재해나 규모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도 불구하고 이에 한 예방의식 및 안전의식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예

측이 가능한 재난에 해 사전예방을 강구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모든 정보전달 채널을 동원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를 신속히 전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더구나 재난사고와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

기 위한 언론의 재난보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의 역할은 강조되었지만 그동안 우리 언론의 보도는 그 중요성만큼 

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지 못해왔으며(한국방송개발원, 1996), 문제해결이나 

안제시보다는 과실자들에 한 책임추궁이나 당국과 공직자에 한 무책임성

을 비난하는 보도태도에 집중해 온 것도 사실이다(김동규, 2003). 눈앞에 닥치

2) “KBS는 한국해양연구원과 체결한 국가재난방송설비 설치협약에 따라 이어도해양과학

기지에 파노라마 카메라와 SNG 전송장비 등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현지 화면을 전송하

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기상속보 방송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 예

방을 위해 사전에 비할 수 있게 되었다”(2006년 7월 31일 KBS제주 방송내용 발췌). 

3) “정부가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전국 70여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기간산업인 

통신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면서 KCTV제주방송을 비롯한 전국 

케이블TV 방송사들도 국가기간산업으로 기능을 다하게 되었다. KCTV제주방송의 경우 

전도에 포설된 첨단 광케이블을 이용해 와이브로사업과 재난방송, 학교정보화 사업 등 

정부의 정보화 시범사업들을 수행하게 된다”(2006년 3월 9일 KCTV제주방송 방송내

용 발췌).

4) “제주도내 가구 가운데 케이블TV를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80%가 넘는 20만 가구로 집계되었다”(2007년 9월 17일 KBS제주 방송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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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난에 한 사후적 응만 할 뿐, 예방을 위한 환경감시기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의들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방송을 통해 보도된 태풍 

‘나리’의 보도태도가 어떠하 는지 그 보도실상을 살펴보고, 재난발생시 언론의 

기능과 역할, 특히 재난주간방송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 방송의 역할수행에 

해 고찰하여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재난방송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논의

  

실제 삶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재난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

어 왔다. 프리츠(Fritz)는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여 그 지역사회 전

체 혹은 일부분이 심각하게 인명 피해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 사회의 정

상적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사건이라 정의하고(김원용, 1991), 인명,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시민생활에 막 한 지장을 초래하는 현상이나 사건

(김 수, 1993; 이원덕, 1995), 혹은 추상성이 낮은 위기의 형태로 특정 사건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생된 사회적 효과나 위험, 위기의 결과로 나타난 피해 상황

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김동규, 2002). 

특히 현  산업사회에서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재난 발생 

시 재해에 한 비는 매우 한정적이며, 규모 재해 발생시의 처 능력 역시 

한계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결국 울리히 백(Ulrich Beck, 1986)이 주장하는 

환경위험에 한 인식확산의 논의는 일상생활에 근거한 사회적 공감  형성에

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난관리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의 단계인 예방단계와 준비단계, 

재해발생 후의 단계인 응단계와 복구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계들

은 독립과정이 아니라 상호연계 작용으로 기능한다(김포옥, 2006). 더욱이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하게 되며, 이 때 속보성, 

광역성을 갖고 있는 방송은 가장 강력한 향력을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

해방송은 재난규모나 피해상황 등을 전달하는 단순보도기능과 더불어 방재 및 



복구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시기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구수원, 1999; 장원일, 2005; 최효진, 2006). 자연재해나 형사고

가 발생했을 때, TV뉴스는 신속 정확한 보도로 사태를 알림으로써 추가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유사 재난에 비해 예방책에 한 사회적 각성과 여론화를 유

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승열, 2003). 이처럼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이

미 경험된 바 있다(장원일, 2005).

또한 재난보도는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는 보도양식,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보

도양식을 자제하고, 취재경쟁으로 인해 구조에 방해되지 않는 취재체계의 확립

과 보도의 객관성, 일관성, 정확성을 유지하고, 참혹한 현장의 모습보다는 재난

구조의 내용을 우선으로 보도하여 객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

여야 한다(이성림, 1996). 재난보도가 재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내용을 많

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정보전달자의 역할과 동시에 방재기능 등

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처리와 복구가 마무리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면 재

난에 한 환경감시기능은 이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역할임에 틀

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이러한 망각에 해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주고 

위험이 생성될 수 있는 제반 가능성에 한 환경감시기능을 늦추지 않아야 한

다(김정탁, 1995). 특정 사건에 한 경각심으로 인해 재난 사후에 일시적인 환

경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환경을 고려한 문제점을 파

악하고 진단하여 사전 예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난이 발생하 을 때 가장 큰 관심사는 재난을 있는 그 로 반 할 것

인가, 아니면 구성할 것인가에 한 문제이기도 하다. 현장중심의 보도는 현장

을 자세히 보도함으로써 사고 상황을 알려준다. 그러나 무분별한 취재로 나타나

는 마구잡이식 보도는 재해 현실의 왜곡된 반 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칫 속보

경쟁에 려 추측, 편파보도 등으로 인해 오보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김정탁, 1995). 이는 언론이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그 사건을 해석하여 

구성하는 일정한 틀로, 어떠한 프레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 하더

라도 다른 사회적 의미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텔레비전 

뉴스는 신뢰성이 높은 매체인 만큼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편향적이

지 않은 뉴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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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방송의 역할에 관한 논의  

블럼러(Blumler, 1992)는 서구사회 공 방송의 특성으로서 포괄성의 원리, 일

반화된 규정, 다양성, 다원성, 광범위성, 문화적 역할, 정치의 공간, 비상업성 등

을 들고 있다. 국의 방송연구소(Broadcasting Research Unit., 1986)도 공

방송의 원칙으로 소구의 보편성, 소수자 보호, 국가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이해

집단으로부터의 독립, 부담의 보편성, 질에 한 경쟁, 제작자의 자유 등을 제시

한 바 있다. 또한 맥퀘일(McQuail, 1995)은 공공 서비스, 독점, 정치성 또는 중

립성, 전국적 범위, 비상업주의를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 방송이 담당해야 할 공적 역할에 해 전파의 희소성 논

리에 근거하는 전통적인 역할로부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방송시장의 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로서의 역할,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론장을 제공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이병섭, 2006)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익이란 개념 자체가 워낙 모호한데다 사회의 권력구조나 정치제도 

및 이념, 그리고 시 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고유의 성격 때문에 공익

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한 체계적인 연구나 본격적인 논쟁은 한 사회가 처해 

있는 시 적 상황과 방송구조에 따라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심미선․김재 , 

2003).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 확보는 오랫동안 한국 방송의 주요한 과제로 지

적되어 왔지만 만족할 수준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여전히 비판의 상이 되고 

있다(박인규, 2004).

최근 시장경쟁이 심화되면서 공 방송의 공적 역할에 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 방송이 시장경쟁, 탈규제, 신자유주의 철학을 기조로 하는 최근의 방

송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김호석, 2000; 정상윤, 2003), 다채널 시 에 접

어들면서 방송정책의 근간이었던 공익논리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며 개념적

으로도 모호하다는 점(윤석민, 1999) 등 다매체 다채널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 

방송기술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향으로 공 방송의 기능과 역할

을 새롭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강남준, 1999; 방정배․김재철, 

2006; 이병섭; 200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공 방송

이 더 필요하며, 공 성과 공익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두되

고 있다. 다채널 시 의 도래와 방송의 급속한 상업화는 공 방송을 더욱 강화

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황근, 2002). 



여기서 의미하는 공익성(public interests)은 방송전파의 공적 소유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는 절 적 가치인 방송의 공공성(publicness)에서 비롯된 개념이

다. 방송이 특정인의 사적이익이 아니라 전파의 주인인 일반 중의 이익을 추구

해야 한다는 방송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념인 것이다. 따라서 공익성은 곧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윤리기준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인식된다(김재홍, 

2003; 김춘옥, 2001; 차승민, 2000). 

한편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는 데도 다양한 목소리가 공정하게 취급되는가

라는 다양성의 문제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견해에서와 같이(Ishikawa & 

Muramatsu, 1991) 특정 채널이 시청자 복지를 위해 얼마만큼의 다양성을 구현

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그 채널의 공익성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최 묵, 1997). 그러나 공익성은 지상파방송이 운 되는 기술적 원리를 존립근

거로 하고 있는데 비해 공 방송은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

치에 지나지 않는다(김재 ․박규장, 2005).

일반적으로 공 방송은 뉴스/보도, 교양, 정보 프로그램의 비중이 상 적으로 

높고, 상업방송은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상 적으로 높다. 그러나 최근 채널

이 늘어나 매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 방송과 상업방송 간의 장르별 구분

이 모호해졌으며, 사회가 처해있는 시 적 상황과 방송구조 그리고 각 방송사의 

경 이념과 역사적 전통에 따라 상이한 편성전략을 택하게 된다(심미선, 2003). 

시 의 흐름에 따라 사회 환경에 맞는 방송유형이 융합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뉴스 역에 있어서도 공 방송과 상업방송의 구별이 없다는 보고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방송진흥원(1999)에 의하면 KBS1과 SBS의 뉴스가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KBS1이 SBS에 비해 양적인 중복뿐

만 아니라 채널간의 수평적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행적 공식적 

채널에 의존한 이벤트성 보도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KBS, MBC, SBS 방송 3

사의 프라임타임 뉴스는 전체 기사의 반 정도를 연성기사로 처리하는 연성화 

경향에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한진만․설진아, 2001). 특히 상업방송과 공 방

송 구별할 것 없이 선정성 빈도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공

방송이 차별화 전략보다는 동일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

다(주창윤, 2000). 또한 KBS의 공 성이 상업방송보다 더 낮게 나타나 프로그

램의 하향평준화에 한 비난은 공 방송임을 자부하는 KBS에 더 집중되고 있

다(박인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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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케이블과 위성을 경유한 방송이 등장하고 디지털기술이 방송에 도입

된다 하더라도 지상파방송이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활용하는 한 공익성을 외면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방송내용의 빠른 전파속도와 막 한 향력 등 방송의 기

능적 특성이 여전함을 감안할 때 공익성 추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하겠다(김재 ․박규장, 2005). 그러나 유료서비스인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TV의 

경우에도 공중의 자산인 전파와 전주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인 시청자들의 지위와 권리에 한 법률적 정의나 보장의 한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방송의 공익성은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한 개념으로 작용한다(최양수, 

200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도 규제의 강도 측면에서만 상업방송에 자율

성을 부여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공 방송이든 상업방송이든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심미선, 2003). 다매체 다채널 

시 가 될수록 시청자의 권익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성은 매체

가 갖고 있는 유형으로 인해 구분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중의 이익에 기

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재난보도에 관한 선행연구

1990년  들어서 잇따라 발생한 형 재난사고는 재난보도에 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활발하게 진행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 재난이 발생하는 곳에는 언

론매체가 항상 등장한다. 이처럼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런 재난이나 위기상황에

서는 재난정도에 한 상황파악과 안전 책, 사후예방 등에 한 정보습득이 절

실해지기 때문에 정보추구 행위가 급격히 활발해진다. 이는 재난상황에서 언론

이 중요한 정보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행해진 재난보도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

면, 1)재난뉴스의 보도태도 연구 2)재난방송체계 구축에 한 연구 3)재난뉴스

의 구성방식 연구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언론의 재난뉴스 보도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TV뉴스가 재난으로 인한 

예방이나 원인 및 책임규명, 사후 책 차원의 환경감시기능보다는 자원동원기능

에 초점을 두어 현장 상황의 중계보도와 단발성 소나기식 보도, 흥미 위주의 보

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강진숙(1996)은 재난뉴스가 현실의 반 이 아닌 구성된 현실로서 중계적 접

근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원인 및 책임규명, 사후 책 등에 한 접근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양혜(2003) 역시 재난뉴스가 재난현장의 상황자

체에 보도초점을 맞춰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바 있

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환경감시기능적 보도는 거의 없다

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효진(2006)은 재난에 관한 뉴스보도가 피해현장 위주의 

스케치 보도를 하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상황과 복구의 진행상황 등 유용한 정

보보다는 피해를 입은 지역과 피해자의 모습을 보도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 다.

한편 재난사고 직후의 소나기성 보도태도에 해서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었

다. 이창현(1995)은 한․일 두 나라의 TV뉴스 보도 분석을 통해 국내 텔레비전 

방송은 사건에 한 상황보도에 치중하여 자극적, 선정적인 보도가 이뤄졌을 뿐

만 아니라 재난 보도량의 급격한 증감을 보인 반면 일본방송은 상당기간 지속

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성림(1996)도 재난보도가 단순한 보도

기능에 머물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구조장비와 인력을 수시로 안내

하고 추가붕괴 위험에 따른 인근 주민 피령을 방송하는 등 자원동원기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나, 재난보도의 기본방향 부재와 축소/과장 

보도,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적 보도태도, 냄비 저널리즘 경향 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 다.  

둘째, 재난방송체계 구축에 한 연구들은 재난뉴스의 보도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재해방송 매뉴얼을 도입한 재해방송 실시체계와 재난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한다.

구수원(1999)은 국내․외 재해방송 체제의 비교를 통해 재해방송 매뉴얼의 부

재를 지적하고 올바른 재해방송의 역할수행을 위한 통합방재시스템 강화를 주

장하 고, 장원일(2005)은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재해관리 체계와 방송사의 

재해방송 실시체계, 실제 재해방송 사례를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

의 안을 제시하 다. 한중광(1999) 역시 방송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감

시기능을 철저히 할 것과 사고 발생시 일정부분에 있어 구조기관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탐지할 

수 있는 정보망의 확보와 취재팀의 투입, 보도국의 비상체제 돌입 등 3단계 과

정을 치 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 다.

셋째, 재난뉴스 구성방식에 한 연구들에서는 재난보도를 있는 그 로 반

하는 것 보다는 현장을 선정적이고 극적으로 구성하는 등 재난보도가 연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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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설명한다.

권혜선(2006)은 재난보도가 내러티브(서사체) 서술방식 위주로 보도되는 등 

연성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건조한 스트레이트 기사 혹은 해설기사

보다 자세한 묘사, 생생함을 살린 르포, 화제성 인터뷰 등 인간적인 관심사를 

자극하는 내용이 현저히 많아졌다는 것이다. 황용석(1994)도 재난으로 야기된 

사회적 위기의 구조적 원인보다는 흥미있는 소재를 보다 자극적이고 드라마틱

한 상황을 연출하여 한꺼번에 보도하는 소나기성 보도태도와 서사구조방식의 

구성을 지적하 다. 또한 이승열(2003)은 재난보도 상이 선정성을 기반으로 하

는 일종의 흥미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는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선 편향

된 시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재난보도 상은 절제된 리얼리티와 정확성, 객관성

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재난보도에 관한 연구로 김동규(2003)는 지나친 속보경쟁, 한건주의

식 특종의식, 무책임한 선정주의, 관급자료에 의존하는 후진적 취재관행 등의 

보도태도를 비판하 고, 박태우(2003)는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기자들의 재난보

도에 한 인식이 실제 지면에 어떻게 반 되는지에 한 연구를 통해 재난의 

특성과 보도기간, 게이트키핑 등에 따라 기자들의 재난보도 인식이 지면의 보도

유형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재난보도에 관한 연구는 형 재난

이 발생한 직후에 뉴스의 보도태도상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재난뉴스가 재구성

된 현실을 수용자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또한 사고나 재해 발생시 언론의 역할은 강조되었지만 그 중요성만큼 제 기능

과 역할을 담당하지 못해왔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앞선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태풍 ‘나리’와 관련한 제주지역 내 

4개 방송의 재난보도에 해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살펴볼 구체적인 연구문

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태풍 ‘나리’를 전후로 뉴스의 보도행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가?

재난보도는 사전 예방보도와 현장보도, 사후 책보도로 구분하여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재난의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

이다.【연구문제 1】에서는 태풍 ‘나리’가 처음 발생한 9월 13일(목)부터 15일

(토)까지를 ‘태풍이전’, 직접적인 피해를 준 당일인 16일(일)을 ‘태풍당일’, 제주

지역을 벗어난 후인 9월 17일(월)부터 연구 종료시점인 10월 13일(토)까지를 

‘태풍이후’로 구분하여 뉴스의 보도행태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 2】태풍 ‘나리’에 해 각 방송사들의 보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

는가?

동일한 사건과 정보를 보도한다 할지라도 각 언론사의 보도지침과 보도성향, 

뉴스의 구성방식에 따라 기사형식이나 내용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재

난주간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공 방송의 경우에는 재난보도에 있어 차별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유추된다.【연구문제 2】는 각 방송사의 보도유형 분석을 통해 

방송사별 보도특성과 보도내용의 다양성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따

라서 각 방송사들은 어떤 기사유형을 사용하고, 어떤 정보원을 택했으며, 주된 

핵심주제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각 방송사 보도내용의 차이점에 해 

살펴볼 것이다. 

2) 연구방법

(1) 분석 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지상파 방송 3사인 제주MBC, KBS제주, JIBS와 

케이블방송인 KCTV제주방송을 분석 상으로 하 다. 분석기간은 태풍 ‘나리’의 

이동상황을 처음으로 보도한 9월 13일부터 한 달간인 10월 13일까지이다.   

분석단위는 개별 뉴스기사 단위로 했으며, 분석자료는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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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를 검색하여 제목과 내용에 ‘태풍’ 단어가 포함된 뉴스 모두를 상으로 수

집하 고, 수집된 자료들 가운데 태풍 ‘나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사

들에 해서만 분석했다.5)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기사는 【표 1】에서와 

같이 제주MBC 208건(28.7%), KBS제주 251건(34.8%), JIBS 144건(19.8%), 

KCTV 123건(16.9%)으로 총 726건이다. 

구분 제주MBC KBS제주 JIBS KCTV 합계

기사건수 208(28.7%) 251(34.6%) 144(19.8%) 123(16.9%) 726(100%)

(2) 분석유목

주요 분석유목은 TV뉴스의 재난보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사유형, 정보원 

유형, 핵심주제 유형으로 분류하 다.

기사유형과 정보원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유목은 최낙진(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유목들을 재난보도에 맞게 재구성하 고, 핵심주제는 선행연구(강진숙, 

1996; 이성림, 1996; 진양혜, 2003; 황용석, 1995)에서 사용한 유목들을 재구

성하여 분류하 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 적용된 분석단위별 유형은 다음과 같다.

5) 방송사마다 DB 검색 방법이 달라 분석자료를 수집한 경로가 조금씩 다르다. 제주MBC

의 경우에는 관계자 확인 후 아침뉴스와 뉴스데스크에 올라와 있는 기사들을 상으로 

수집하 다. KBS제주의 경우에는 뉴스검색에서 3개의 TV 프로그램과 6개의 라디오 

프로그램의 보도내용이 전부 검색되어 실제 TV프로그램의 VOD서비스를 활용, 일일이 

검색하여 기사를 수집하 고, JIBS는 해당 일자별 뉴스내용을 일일이 검색하여 수집하

으며, KCTV의 경우에는 뉴스검색을 통해 수집하 다. 

6) 분석 프로그램은 제주MBC의 경우, 4개의 TV 프로그램(MBC 뉴스투데이, MBC 뉴스, 

MBC 저녁뉴스, 뉴스데스크), KBS제주의 경우, 3개의 TV 프로그램(뉴스광장, 뉴스네트

워크, KBS뉴스 9), JIBS의 경우, 4개의 TV 프로그램(JIBS 종합뉴스, JIBS 낮뉴스, 

JIBS 저녁뉴스, JIBS 아침뉴스), KCTV제주방송의 경우, 3개의 TV 프로그램(KCTV 뉴

스, KCTV 뉴스센터, KCTV 종합뉴스)을 가지고 분석했다.



구분 기사유형 내용

1) 스트레이트 사실보도 중심의 기사,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이나 보도

2) 스트레이트성리포트 리포터가 등장하는 스트레이트성 보도

3) 기획성 리포트 리포터가 사실에 근거하여 취재하는 심층, 기획성 기사 

4) 르포성 리포트 현장 중심의 사실적 기사

5) 해설성 리포트 사실에 근거하여 쉽게 풀어쓴 기사, 사건의 원인과 결과, 전망

6) 인터뷰성 리포트 인터뷰어와의 내용이 뉴스의 중심이 되는 기사

7) 스케치성 리포트 화면/장면 위주로 하여 보여주는 형식의 기사

8) 기타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구분 정보원 내용

1) 중앙정부/타 지자체 통령, 건교부 등 행정부처, 중앙관리 책본부, 서울시  등

2) 지방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재난 책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등

3) 기상청 기상청

4)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해양경찰서, 농업기술원, 공사 등

5) 일반기업 제주은행, 농협, 한라산, 기업, 각 신문/방송사 등

6) 국회/정당 국회의원, 정치인 등

7) 지방의회 도의회, 기초의회 등

8) 시민단체/자생조직 제주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종교단체 등

9) 일반시민/지역주민 군인, 종교인, 시민, 학생 등

10) 전문가 학자 및 교수 등

11) 기자취재 정보원 없이 기자의 단독취재

12) 자료인용 문헌, 보고서 등 자료인용

13) 기타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1단계 2단계 내용

사전 책 사전예방 농작물 보호요령, 선박 피항 등 피해 비 행동강령

현장보도

태풍상황 태풍의 위치추적, 이동상황

피해상황 생존 및 사망자 등 경과보고, 피해액 등 태풍여파 

복구활동
(물리적) 중앙정부, 지방정부, 제주지방경찰청, 개인 등 복구활동

지원활동
(재정적) 세금 면제, 수수료 면제, 성금모금, 재해의연금품 모금 등

복구이후 복구 이후 정상화 관련 기사

원인/

책임규명

피해원인 지역적 문제, 중산간 난개발, 인공구조물 등

책임규명 기상청 늑장 예보, 도지사 해외시찰, 공무원 처 비판, 재난시스템 등

사후 책

보상 책 특별재난관리지역 선포, 중소기업지원 책마련, 보상 책 및 보상내용 등

안전 책 안전불감증, 인식변화의 문제 등

정책마련 안전도시 재정비, 재해재난 비시스템, 전문가 입 필요 등

기타 기타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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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및 신뢰도 검증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집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각 연구문제에 한 결과를 얻기 위해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 간 교차분석(Ⅹ2)을 실시하 다. 

자료분석에는 학원생 1명과 학부생 2명으로 총 3명의 코더가 참여하 다. 

분석유목 간 코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사전교육과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 으며,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분석 및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방법을 사

용하 다. 코더 간 신뢰도는 0.96으로 나타났다. 

4. 분석결과

1) 【연구문제 1】에 한 분석결과

(1) 방송사별 태풍 전후 보도

재난발생 시, 방송은 그 매체가 갖는 광범위한 향력으로 인해 사전예방 보

도나 재난의 규모 및 피해상황에 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 동시

에 재난 이후의 처방안과 원인 및 책임규명, 사후 책 마련 등 방재기능도 수

행해야 한다. 다음의 【표 2】에서는 방송사별 태풍 ‘나리’ 전후의 보도건수에 

해 알아보았다.

구분 태풍이전 태풍당일 태풍이후 전체

제주MBC 3(1.4)  4(1.9) 201(96.6) 208(100.0)

KBS제주 7(2.8)  8(3.2) 236(94.0) 251(100.0)

JIBS 7(4.9) 10(6.9) 127(88.2) 144(100.0)

KCTV 2(1.6)  121(98.4) 123(100.0)

전체 19(2.6) 22(3.0) 685(94.4) 726(100.0)

 Ⅹ2=17.134, df=6, p=.009



【표 2】에서는 태풍 ‘나리’가 제주를 급습한 16일을 기점으로 태풍이전, 태

풍당일, 태풍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태풍이전의 경우 19건(2.6%), 

태풍당일 22건(3.0%), 태풍이후 685건(94.4%)으로 나타나 그 수치에서도 확연

한 차이를 보 다. 

JIBS의 경우, 태풍이전과 태풍당일이 각각 7건(4.9%)과 10건(6.9%)으로 나타

나 타 방송사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KCTV의 경우에는 태풍이전에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은 반면 태풍이후에는 121건(98.4%)으로 비교적 높게 집

계되었다.7) 

이처럼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태풍이전, 태풍당일의 보도건수는 태풍 ‘나리’가 

상륙하기 이틀 전부터 제주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위험에 

한 무관심과 안전관리 소홀로 적절한 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 예방

보도와 방재보도가 미흡했음을 유추하게 한다. 

  

(2) 태풍 전후에 따른 기사유형

뉴스는 사건의 성격과 중요도, 보도시점, 뉴스의 구성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기사형식을 취한다. 이는 뉴스의 내용과 보도성격과도 접한 관계가 있다. 다

음의【표 3】에서는 태풍을 전후로 구분하여 어떠한 유형의 기사를 보도했는지

에 해서 알아보았다.

구분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성 

리포트

기획성 

리포트

르포성 

리포트

해설성 

리포트

스케치성

리포트
기타 전체

태풍이전 11(57.9) 6(31.6) 2(10.5) 19(100.0)

태풍당일 11(50.0) 3(13.6)  2(9.1) 5(22.7)  1(4.5) 22(100.0)

태풍이후 435(63.5) 52(7.6) 86(12.6) 41(6.0) 10(1.5) 3(0.4) 58(8.5) 685(100.0)

전체 457(62.9) 61(8.4) 88(12.1) 48(6.6) 11(1.5) 3(0.4) 58(8.0) 726(100.0)

 Ⅹ2=31.448, df=12, p=.002

7) 태풍당일인 16일, KCTV의 경우, 실제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기사도 검색

되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방법상의 문제로 분석뉴스 수집단계의 뉴스검색에서 한 건도 

검색되지 않은데다 해당일 VOD 서비스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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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스트레이트가 457건(62.9%)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기획성 리포트가 88건(12.1%), 스트레이트성 리포

트가 61건(8.4%), 기타 58건(8.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풍이전에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11건(57.9%)으

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스트레이트성 리포트 6건(31.6%), 르포성 리포트 2건

(10.5%) 순으로 나타나 단순 사실보도 위주의 스트레이트 기사가 부분이었음

을 알 수 있다. 

태풍당일 역시 스트레이트 기사가 11건(50.0%)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 고, 그밖에 르포성 리포트 5건(22.7%), 스트레이트성 리포트 3건(13.6%)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풍 피해 당시의 피해상황 집계보도와 피해현장 취재 

등 상황 중계적 보도가 이뤄졌음을 유추하게 한다. 

태풍이후에는 스트레이트가 435건(63.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기획성 

리포트 86건(12.6%), 스트레이트성 리포트 52건(7.6%), 르포성 리포트 41건

(6.0%) 순으로 나타나 태풍이후에도 스트레이트 위주의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후 책을 강구하는 등 심층적이고 

해설적인 뉴스보다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단순정보전달 위주의 보

도경향을 띄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재난에 한 무관심으로 예방보도가 미흡

했을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원인분석의 부재 등 환경감시기능에 소홀했음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태풍 전후에 따른 정보원 유형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정보원이 없는 기사는 없다. 정보원은 사건에 한 직․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정보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사

내용의 흐름과 주도권을 확보할 수도 있으며 기사 내용에 한 신뢰나 공신력 

확보에도 중요한 향을 미친다. 다음의 【표 4】에서는 태풍 전후에 따른 정보

원 유형을 알아보았다.

태풍이전의 경우, 일반시민/지역주민이 6건(31.6%), 기상청 4건(21.1%), 지방

정부와 유관기관이 각각 3건(15.8%)으로 나타났다. 태풍당일 역시 일반시민/지

역주민이 9건(40.9%)으로 가장 높았고, 기자취재 5건(22.7%), 지방정부 4건

(18.2%)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중앙정

부/타 

지차체

지방

정부
기상청

유관

기관

일반

기업

국회/

정당

지방

의회

시민단

체/자

생조직

일반시

민/지

역주민

전문

가

기자

취재
기타 전체

태풍

이전

3

(15.8)

4

(21.1)

3

(15.8)

6

(31.6)

3

(15.8)

19

(100.0)

태풍

당일

4

(18.2)

1

(4.5)

3

(13.6)

9

(40.9)

5

(22.7)

22

(100.0)

태풍

이후

57

(8.3)

225

(32.8)

8

(1.2)

72

(10.5)

72

(10.5)

10

(1.5)

5

(0.7)

38

(5.5)

103

(15.0)

1

(0.1)

36

(5.3)

58

(8.5)

685

(100.0)

전체
57

(7.9)

232

(32.0)

13

(1.8)

78

(10.7)

72

(9.9)

10

(1.4)

5

(0.7)

3

8(5.2)

118

(16.3)

1

(0.1)

44

(6.1)

58

(8.0)

726

(100.0)

Ⅹ2=85.277, df=22, p=.000

태풍이후에는 지방정부가 225건(3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는 일반시민/지역주민이 118건(16.3%), 유관기관과 일반기업이 각각 72건

(10.5%) 등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보도는 실제 피해를 입은 일반시민/지역주민을 상으로 한 피해보도

와 지방정부의 보상 책에 한 기사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의 경

우에는 전체 기사 가운데 1건(0.1%)으로 나타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

가의 활용보다는 재난상황을 직접 경험하거나 통제한 지방정부나 공무원, 일반

시민/지역주민 등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의회가 5건(0.7%)으

로 나타난 점은 지자체를 감시하고, 지역현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하는 

등 지역주민의 표기능을 제 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재난보도에 있어 지방정부와 일반시민/지역주민들이 주도적인 정

보원 역할을 수행한 반면 기상청과 전문가 집단은 소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

국 정보원은 재난상황에 한 심층적인 분석이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환경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태풍피해 현장의 상황전달과 

지자체의 보상 책 등 좀더 접근이 수월한 정보원을 선택하여 사실적이고 극적

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태풍 '나리' 관련 제주지역의 재난방송보도 연구

(3) 태풍 전후에 따른 핵심주제 유형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론이 구성한 뉴스를 통해서 사건을 인식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재난의 실상을 파악하게 된다. 또

한 언론보도는 어떤 주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다

른 사회적 의미를 파생시킬 수 있다. 다음의 【표 5】와 【표 6】에서는 태풍 

전후에 따른 1단계 핵심주제와 2단계 핵심주제 유형에 해서 알아보았다.

구분 사전 책 현장보도 원인/책임규명 사후 책 전체

태풍이전 6(31.6) 13(68.4) 19(100.0)

태풍당일 21(95.5) 1(4.5) 22(100.0)

태풍이후 3(0.4) 543(79.3) 23(3.4) 116(16.9) 685(100.0)

전체 9(1.2) 577(79.5) 24(3.3) 116(16.0) 726(100.0)

 Ⅹ2=153.584, df=6, p=.000

1단계 핵심주제 유형은 재난보도의 특성에 맞게 현장보도가 577건(79.5%)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사후 책이 116건(16.0%), 원인/책임규

명 24건(3.3%), 사전 책 9건(1.2%)으로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풍이전에는 주로 사전 책 6건(31.6%)과 현장보도 

13건(68.4%)에 한 내용을 보도하 으며, 태풍당일에는 현장보도 21건

(95.5%), 원인/책임규명 1건(3.4%)을 보도하 다. 한편 태풍이후에는 현장보도

가 543건(79.3%), 사후 책 116건(16.9%), 원인/책임규명이 23건(3.4%)으로 

나타나 태풍이전의 사전예방 보도나 태풍당일의 상황보도, 처방안 등의 보도

보다는 재난이후의 사후보도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에 한 원인과 상황, 향후 책 등 재난의 전체적인 과정

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도했다기보다는 재난상황의 단순정보전달과 이후의 

보상에 한 책마련 등 임기응변식 보도로 일관했음을 시사한다.

2단계 핵심주제 유형으로는 피해상황이 219건(30.2%), 지원활동 170건

(23.5%), 복구활동 130건(17.9%), 복구이후 49건(6.7%) 등의 현장보도와 보상

책 55건(7.6%), 정책마련 51건(7.0%) 등의 사후 책 위주로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사전

책
현장보도

원인/책임

규명
사후 책

전체
사전

예방

태풍

상황

피해

상황

복구

활동

지원

활동

복구

이후

피해

원인

책임

규명

보상

책

안전

책

정책

마련

태풍

이전

6

(31.6)

7

(36.8)

6

(31.6)

19

(100.0)

태풍

당일

1

(4.5)

20

(90.9)

1

(4.5)

22

(100.0)

태풍

이후

3

(0.4)

1

(0.1)

193

(28.2)

130

(19.0)

170

(24.8)

49

(7.2)

9

(1.3)

14

(2.0)

55

(8.0)

10

(1.5)

51

(7.4)

685

(100.0)

전체
9

(1.2)

9

(1.2)

219

(30.2)

130

(17.9)

170

(23.4)

49

(6.7)

9

(1.2)

15

(2.1)

55

(7.6)

10

(1.4)

51

(7.0)

726

(100.0)

 Ⅹ2=404.963, df=20, p=.000

태풍당일에는 피해상황이 20건(90.9%)으로 나타났고, 태풍이후에는 피해상황 

193건(28.2%), 복구활동 130건(19.0%), 지원활동 170건(24.8%)으로 집계되는 

등 현장보도 내용을 가장 많이 다뤘다. 

반면 태풍이후의 원인/책임규명에서는 책임규명이 14건(2.0%)으로 피해원인 

9건(1.3%)에 비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나 재난에 한 원인분석이나 문제해

결, 안제시보다는 지자체나 공무원 등에 한 책임추궁이나 과실을 비난하는 

보도태도를 보 음을 알 수 있다.

사후 책에서도 보상 책이 55건(8.0%)으로 정책마련 51건(7.4%), 안전 책 

10건(1.5%)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 향후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응책 마

련보다 직면한 보상 책에 높은 비중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재난예방 차원의 보도 부재와 원인규명 등 근본적인 문제점에 한 심

층보도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난규모나 피해상황 등의 중계적 

현장보도에 주력하는 등 환경감시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문제 2】에 한 분석결과

(1) 방송사별 기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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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정보를 보도함에 있어서도 각 방송사의 보도지침과 보

도성향, 뉴스의 구성방식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다음의 【표 7】

에서는 각 방송사가 어떠한 기사유형으로 재난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방송사
스트레

이트

스트레

이트성 

리포트

기획성 

리포트

르포성 

리포트

해설성 

리포트

스케치성

리포트
기타 전체

제주MBC 146(70.2) 15(7.2) 14(6.7) 10(4.8) 1(0.5) 2(1.0) 20(9.6) 208(100.0)

KBS제주 169(67.3) 17(6.8) 35(13.9) 9(3.6) 3(1.2) 1(0.4) 17(6.8) 251(100.0)

JIBS 64(44.4) 22(15.3) 20(13.9) 14(9.7) 4(2.8) 20(13.9) 144(100.0)

KCTV 78(63.4) 7(5.7) 19(15.4) 15(12.2) 3(2.4)  1(0.8) 123(100.0)

전체 457(62.9) 61(8.4) 88(12.1) 48(6.6) 11(1.5) 3(0.4) 58(8.0) 726(100.0)

 Ⅹ2=62.054, df=18, p=.000

【표 7】에서 보여지듯이 4개 방송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기사유형

은 스트레이트 기사이다. KBS제주가 169건(6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제주MBC가 146건(70.2%), KCTV 78건(63.4%), JIBS 64건

(4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개 방송사 모두 태풍 ‘나리’와 관련

된 상자료를 배경으로 단순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읽어 내려갔음을 의미한다.

이를 방송사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주MBC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가 

146건(7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JIBS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가 64

건(44.4%)으로 상 적으로 낮고 스트레이트성 리포트가 22건(15.3%)으로 상

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기획성 리포트는 KBS제주 35건(13.9%), JIBS 20건(13.9%), KCTV 19건

(15.4%)에 비해 제주MBC에서 14건(6.7%)으로 집계되어 상 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 르포성 리포트의 경우, KCTV가 15건(12.2%)으로 나타나 상 적으로 높

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해설과 스케치의 경우에는 4개 방송사 모두 그 빈도가 

낮아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한편 성금보도와 같이 단순한 사실의 

나열로 이루어진 기사는 기타로 분류하 는데, 기타는 JIBS에서 20건(13.9%)으



로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텔레비전의 재난보도에 있어 어떤 유형의 기사가 적절하다는 잣 를 가지고 

적합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로컬 개념의 제주MBC와 

KBS제주의 경우, 스트레이트와 스트레이트성 리포트 기사의 합이 각각 161건

(77.4%), 186건(74.1%)으로 나타난 점으로 볼 때, 주로 단순전달보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수동적 기사유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JIBS와 KCTV의 경우에는 기획성, 르포성, 해설성 리포트형 기사를 

상 적으로 많이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취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4개 방송사 모두 ‘제주’라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 경계

에 따른 기사의 보도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특히 

KCTV의 경우, 기획성 리포트가 19건(15.4%), 르포성 리포트 15건(12.2%), 해

설성 리포트 3건(2.4%)으로 나타나 4개 방송사 가운데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사실적으로 보도하고 진단하는 등 환경감시기능을 가장 잘 수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2) 방송사별 정보원 유형

사건의 내용과 보도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원은 다르기 마련이다. 향력 

있는 매체일수록 적절한 정보원의 사용으로 사건의 전말을 충분히 이해, 내용전

달의 명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의 【표 8】에서는 

방송사별 정보원 유형을 알아보았다.   

【표 8】에서와 같이 전체 정보원 유형 가운데 지방정부가 232건(32.0%)으

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4개 방송사 모두 지방정부를 가장 빈번

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MBC의 경우, 지방정부의 활용이 

80건(38.5%), 중앙정부/타 지자체가 19건(9.1%), 유관기관이 29건(13.9%)으로 

집계되어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나 제주MBC의 공공기관 

의존도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정보원 유형은 일반시민/지역주민이 118건(16.3%)

으로 집계되었는데, JIBS가 34건(23.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일반시민/지역주민을 빈번한 정보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태풍피해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서민들의 모습을 보도하는데 주력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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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앙
정부/
타 

지차
체

지방

정부

기상

청

유관

기관

일반

기업

국회/

정당

지방

의회

시민

단체/

자생

조직

일반

시민/

지역

주민

전문

가

기자

취재
기타 전체

제주

MBC

19

(9.1)

80

(38.5)

5

(2.4)

29

(13.9)

14

(6.7)

1

(0.5)

2

(1.0)

6

(2.9)

26

(12.5)

6

(2.9)

20

(9.6)

208

(100)

KBS

제주

19

(7.6)

75

(29.9)

3

(1.2)

16

(6.4)

31

(12.4)

4

(1.6)

18

(7.2)

38

(15.1)

30

(12.0)

17

(6.8)

251

(100)

JIBS
9

(6.3)

40

(27.8)

5

(3.5)

15

(10.4)

9

(6.3)

2

(1.4)

1

(0.7)

5

(3.5)

34

(23.6)

4

(2.8)

20

(13.9)

144

(100)

KCTV
10

(8.1)

37

(30.1)

18

(14.6)

18

(14.6)

3

(2.4)

2

(1.6)

9

(7.3)

20

(16.3)

1

(0.8)

4

(3.3)

1

(0.8)

123

(100)

전체
57

(7.9)

232

(32.0)

13

(1.8)

78

(10.7)

72

(9.9)

10

(1.4)

5

(0.7)

3

8(5.2)

118

(16.3)

1

(0.1)

44

(6.1)

58

(8.0)

726

(100)

 Ⅹ2=87.640, df=33, p=.000

한편 기상청의 경우, 4개 방송사 모두 거의 다루지 않았으며, KCTV는 단 한

건도 다루지 않은 반면 전문가의 경우에는 KCTV만 단 한건의 기사를 다루었

다. 이처럼 KCTV의 경우, 공공기관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원 유형에서 그 점

유비율이 타 방송사에 비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나 사회 각계각층의 정보원들

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BS제주의 경우, 정보원에 의

존하지 않고 기자가 독자적으로 취재하는 기자취재의 비율이 30건(1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에서 기자들의 독자적 전문성을 유추하게 하 다. 

(3) 방송사별 핵심주제 유형

언론은 수많은 사실 가운데 선택과 배제를 통해 현실을 구성한다. 그렇기 때

문에 어떤 프레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다음의 

【표 9】와 【표 10】에서는 각 방송사의 단계별 핵심주제를 분석, 어떤 내용

을 얼마나 보도했는지에 해 알아보았다.

핵심주제 유형은 재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로 프레임과 직결된다. 분

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각 방송사 모두 현장보도와 사후 책에 집중한 반면 사

전 책, 원인/책임규명, 사후 책에는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사전 책 현장보도 원인/책임규명 사후 책 전체

제주MBC 1(0.5) 162(77.9) 4(1.9) 41(19.7) 208(100.0)

KBS제주 3(1.2) 198(78.9) 13(5.2) 37(14.7) 251(100.0)

JIBS 3(2.1) 118(81.9) 6(4.2) 17(11.8) 144(100.0)

KCTV 2(1.6) 99(80.5) 1(0.8) 21(17.1) 123(100.0)

전체 9(1.2) 577(79.5) 24(3.3) 116(16.0) 726(100.0)

 Ⅹ2=12.368, df=9, p=.193

각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JIBS의 경우, 현장보도가 118건(81.9%)으로 타 방

송사보다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나 비교적 현장중심 보도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MBC의 경우, 사후 책이 41건(19.7%)으로 나타나 사후 보상방

법이나 책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KBS제주의 경우, 원인/책임규명이 13건

(5.2%)으로 상 적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한편 사전 책은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KBS제주와 JIBS가 각각 3건

(1.2%), 3건(2.1%)을 보도함으로써 제주MBC 1건(0.5%), KCTV 2건(1.6%)에 

비해 상 적 우위를 보 다.

구분

사전

책
현장보도

원인/책임

규명
사후 책

전체
사전

관리

태풍

상황

피해

상황

복구

활동

지원

활동

복구

이후

피해

원인

책임

규명

보상

책

안전

책

정책

마련

제주MBC
1

(0.5)

3

(1.4)

51

(24.5)

34

(16.3)

61

(29.3)

13

(6.3)

2

(1.0)

2

(1.0)

17

(8.2)

4

(1.9)

20

(9.6)

208

(100.0)

KBS제주
3

(1.2)

3

(1.2)

81

(32.3)

46

(18.3)

53

(21.1)

15

(6.0)

4

(1.6)

9

(3.6)

18

(7.2)

3

(1.2)

16

(6.4)

251

(100.0)

JIBS
3

(2.1)

3

(2.1)

46

(31.9)

30

(20.8)

34

(23.6)

5

(3.5)

2

(1.4)

4

(2.8)

7

(4.9)

2

(1.4)

8

(5.6)

144

(100.0)

KCTV
2

(1.6)

41

(33.3)

20

(16.3)

22

(17.9)

16

(13.0)

1

(0.8)

13

(10.6)

1

(0.8)

7

(5.7)

123

(100.0)

전체
9

(1.2)

9

(1.2)

219

(30.2)

130

(17.9)

170

(23.4)

49

(6.7)

9

(1.2)

15

(2.1)

55

(7.6)

10

(1.4)

51

(7.0)

726

(100.0)

 Ⅹ2=37.901, df=30,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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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핵심주제에서는 1단계 핵심주제 현장보도의 세부유형인 피해상황 219

건(30.2%), 지원활동 170건(23.4%), 복구활동 130건(17.9%)과 관련된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고, 특히 KCTV의 경우, 복구이후가 16건(13.0%)으로 태풍 피해 

이후 복구진행 상황에 해서도 비교적 높게 보도하 다.  

한편 책임규명의 경우, KBS제주가 9건(3.6%)으로 타 방송사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책은 KCTV가 보상 책 13건(10.6%)으로 나타나 재난 

이후의 보상책에 상 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다. 또한 제주MBC의 경우, 정책

마련이 20건(9.6%)으로 나타나 향후 안정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보도에 비중

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방송사별로 미미한 차이는 있으나 앞서 살펴본 1단계 핵심주제 유

형에서와 같이 2단계 핵심주제 유형에서도 환경감시기능보다는 자원동원기능을 

부각하여 재난을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 방송이든 상업방송이든 간에 동

일한 결과를 나타내 방송사별 보도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5. 결론

제주는 지리학적 위치상 태풍의 길목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과 관련해

서만큼은 한반도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태풍 ‘나리’는 제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

큼 강력한 위력을 과시하고 지나갔다. 이 사건은 미흡한 안전 책과 언론의 소

홀한 재난예방보도,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재난에 한 무관심과 안전 불감

증에 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긴급한 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재

난방송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기후의 이상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현 에서는 산재한 위험으로부터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방송을 통해 보도된 태풍 ‘나리’의 보도태도가 어떠하

는지, 재난발생시 언론의 기능과 역할, 특히 재난주간방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는 공 방송의 역할수행에 해 고찰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에 따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에 한 예방보도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재해방송 보도체계가 제

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보도와 신속한 재난상황 보도 등 언론의 역할

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그러나 제주지역에 태풍이 상륙하기 이

틀 전부터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차원의 보도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도 전역으로 정전이 발생하면서 TV, 인터넷 등을 통한 재난

방송이 마비되어 재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점

에서 재난보도시스템 마련이 절실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난주간방송사라고 선언했던 공 방송 KBS와 공 방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가기간사업을 시작한 KCTV의 경우, 막

한 사회적 비용을 투여하여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하 음에도 불구하고 재난발

생과 함께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던 사례를 교훈삼아 ‘제주’라는 지역적 위치에서 

제주지역에 맞는 재난방송시스템 재구축에 한 심층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단순정보전달 위주의 단발성 스트레이트기사가 소나기식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은 한정된 시간 안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매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재난보도가 재난상황에 한 단순전달보도

에 치중하는 스트레이트 위주의 보도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그러

나 사회적으로 큰 위험을 가져온 재난보도의 경우, 잠재된 위험과 재난을 최소

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순정보전달 위주

의 스트레이트 기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나기식 보도는 특정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보다 강조할 수는 있지만, 과다하게 제공되는 정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재난상황에 한 무관심을 초래하여 안전의식의 실종에 기여하게 되는 역효과

를 낳을 우려가 있다. 

셋째, 환경감시기능보다는 사후의 자원동원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 재난보도의 정보윈 유형을 보면, 지방정부와 일반시민/지역주민들이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한 반면 기상청과 전문가 집단은 소외되어 있으며, 핵심주제에서

도 피해상황, 복구활동, 지원활동 등의 상황을 보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

면 원인/책임규명 혹은 사후 책과 관련한 주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었다. 결

국 재난상황 보도를 통한 정보전달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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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하는 사후 자원동원기능에 치중하여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보도하

고 이를 진단하는 등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재난보도에 있어 제주지역 방송사들의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이다. 재난보도에 있어 각 방송사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기사유형에 있어서

는 로컬 개념의 제주MBC와 KBS제주의 경우, 단순전달보도 위주의 수동적 보

도태도를 보 던 반면 지역민방인 JIBS와 KCTV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KCTV가 4개 방송사 가운데 환경감

시기능을 가장 잘 수행했음을 보여준 결과는 공 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핵심주제 유형에서도 나타났듯이 4개 

방송사 모두 재난보도에 한 방송시스템 매뉴얼 없이 재난사후에 즉각적이고 

의례적인 응만 했을 뿐 공 방송이든 상업방송이든 간에 방송사 간 차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 방송이라도 

우선하여 재난방송시스템 매뉴얼과 취재체계의 확립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울리히 백이 경고하는 위험사회에는 예측이 가능한 사건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난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른다. 이

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위험들을 사

전에 예방하고 적절히 처하는 등 안전에 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은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보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환경감시기능을 

통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본 논문은 태풍 ‘나리’와 관련한 제주지역의 방

송보도를 분석함으로써 재해방송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고, 재난보도시스템 구

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재난방송의 중요성은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그 기능이 무용지물이 되

고 마는 기존의 케이블망에 의존하지 않는 공시청망이나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시설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다. 그러나 재난에 관한 논의가 지속

적이지 않고 재난발생 이후에만 일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연구들

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한편 이번 태풍의 경우에서처럼 정전 등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전지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라디오를 활용한 재난방송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재난방송에서 라디오에 한 중요성은 가히 

크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뉴스내용만 분석함으로써 

속보와 라디오를 통해 보도된 내용들은 분석하지 못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 하

지만 라디오 방송의 경우에도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재난방송시스템이 체계적

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 로 된 역할을 기 하기가 쉽지는 않

다. 더불어 본 연구는 텔레비전이 상과 음향을 겸비한 매체라는 점에도 불구

하고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 기 때문에 상에 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

았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논의가 활

발히 진행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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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r contemporary society where people are exposed to potential 

dangers in every aspect, no one can be free from such dangers. 

Disaster is hard to predict, so our preparation for disaster is 

inevitably highly limited. With an increase in human casualties due to 

disaster, media coverage of disaster plays a vital role in preventing 

and minimizing damage. So, whenever actual accidents or disasters 

occur, the role of the press tends to grab enormous attention. Despite 

such enormous significance, however, the Korean press has not 

performed well its role or function so far in terms of disaster 

broadcasting.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Jeju area's 

disaster broadcasting related to Typhoon Nari that caused heavy 

damage to Jeju, thereby leading Jeju to be declared as a special 

disaster area. Moreover, the study aims to contemplate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press-especially public broadcasting-during an 

outbreak of disaster. 

Study subjects include Jeju's four broadcasting companies: terrestrial 

broadcasting stations like Jeju MBC, KBS Jeju, and JIBS and one cable 

TV company, KCTV. The study team searched their homepage 

database, and then analyzed a total of 726 reports for on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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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eptember 13 (the date of Nari's outbreak) through October 13. 

Analysis types are classified into report type, source type, and key 

theme 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t 

enough media coverage of disaster prevention to minimize disaster. 

Furthermore, disaster broadcasting system was not well-equipped. 

Second, straight news stories dealing with basic information dominated 

media coverage. Third, focusing on information transmission through 

disaster broadcasting, the press emphasized resources mobilization in 

the wake of disaster, thus it failed to perform well its surveillance 

function. Finally, without a broadcasting system manual on disaster 

broadcasting, the abovementioned four companies only showed their 

immediate and ceremonial response in the wake of disaster,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and 

commercial broadcasting compani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team could confirm the necessity 

of a shift in perception of security, the importance of systemic 

disaster broadcasting, and the necessity of a comprehensive disaster 

broadcasting system covering the entire process from disaster 

prediction to post-disaster settlement. 

Key words : risk society, disaster broadcasting, Typhoon Nari, 

surveillance function, disaster broadcasting system, 

local broadca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