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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 뉴스 기사 프레임이 초등학생의

환경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 분석하여, 학생들이 환

경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세먼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미세먼지 교육은 다양

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된

부분은 많지 않으므로 교육 자료의 선정과 환경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이 논문은 작성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강

남구에 위치한 D초등학교 6학년 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네 실험

집단을 나누어 환경태도 검사지로 사전 검사를 한 후, 각각 다른

미세먼지 뉴스 기사 프레임을 제공하고 같은 날 사후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단 간 사후 측정치도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미세먼

지에 관한 뉴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각 프레임으로

나누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건강피해, 경제적 결과, 대응, 정보제공

프레임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접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기사를

선정 및 재구성하였다. 건강피해 프레임은 특정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것이다. 경제적 결과 프레임은 미세

먼지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 피해 등 경제적 결과를 중심으로 다

루고 있는 보도를 포함한 프레임이다. 대응 프레임은 국내에서 정

부가 대응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프레임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제공 프레임은 미세먼지에 대한 단순정

보(미세먼지 농도, 예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연구 결과, 사전-사후 t검증을 통해 건강피해, 경제적 결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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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정보제공 프레임을 제공받은 4집단 모두 환경태도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뉴스 기사

를 읽기 전에 비해 읽고 난 후에 환경태도에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특히 신뢰구간 95%에서는 모든 집단이 유의미했지만 신뢰

구간 99%에서는 건강피해와 경제적 결과 프레임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더하여, 사후 평균치를 일원분산

분석(ANOVA)해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

한 건강피해 프레임과 대응 프레임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즉 환경태도 변화에 대응 프레임 보다는 건강피해 프레임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 뉴스 기사에는 여러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건강피해, 경제적 결과, 대응, 정보제공 프레임이 초

등학교 학생들의 환경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건강피해 프레

임은 대응 프레임에 비해 환경태도 변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미세먼지 관련 환경교육에서 미세먼지 뉴스 기사

를 프레임 별로 나누어서 적절하게 교육 자료로 선정하여 진행한

다면, 환경태도 측면에서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주요어 : 미세먼지, 교육, 환경태도, 뉴스 프레임

학 번 : 2018-2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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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과학 기술의 발전

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경제도 발전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7-80년대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물질적으로 풍요

해지며 편리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엄청난 환경파괴가

일어났으며, 각종 수질 오염, 대기 오염, 해양 오염 등으로 우리나라는

몸살을 앓았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산업화 이후 많이 해결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아주 큰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잿빛 먼지 돔에 갇힌 도심,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숨쉬기가 두려웠

던 지난달 초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서울에는 7일 연속 비상저감 조

치가 시행되는 불명예 기록까지 세워졌습니다.” 이는 미세먼지에 관한

뉴스 기사 중 일부이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연일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보도되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미세먼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는 현재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환경문제이다. 실례로

2019년 미세먼지에 대한 여론조사(한국갤럽, 2019) 결과에 따르면 대한

민국 국민의 10명중 약 8명(81%)은 미세먼지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미세먼지라는 환경문제가 최근에 들어와 우리 생활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이다. 실제로 미세

먼지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 온 국민이 생

활 전반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많은 염려는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로 이어졌다. 실례로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

고, 미세먼지 신호등이 학교 운동장에 설치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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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마련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초등학생들의 건강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

교 현장에서는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활동이 제약되어 체육 활동을 하

지 못한다는 점, 미술 시간에 야외 풍경을 보고 그리는 활동에서도 제약

이 있다는 점 등 많은 교육 활동에 미세먼지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

라서 미세먼지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환경문제이자 해결

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문제들은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을 했을까? 과거에 인간들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과 경

제 발전을 이루려 하였고 이것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환경을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도구이자 혜택이 아

닌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공존해야 하는 대상으

로 인식하려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환경교육의 중요성

도 함께 대두되었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최근 환경교육에서는 미세먼지를 소재로 하여 다

루는 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성희(2018)는 거꾸로 수업

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행한 연구를 진행하

였고 최소영(2018)은 사례기반학습을 활용하여 신문기사를 활용한 미세

먼지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세먼지가 사회의 큰 환경적 이

슈와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미세먼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

는 것이다.

또한 환경교육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연구(김세화, 2008)

하는 등 교육 자료를 다양하게 하는 교육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 중

에서도 환경교육에서 뉴스 기사는 교육 자료로 쓰인 선례가 많다. 예를

들면 신문기사를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방강임, 2016), 신문 기사를 활

용한 환경프로젝트 학습(곽홍탁, 2005) 등 그 외에도 다수 연구들이 있다

(마현정, 2010 ; 김세화, 2008 ; 김은정, 2010 ; 최경희, 2000). 이는 신문

이 환경교육에서 교육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신

문활용교육은 학생의 사고력을 높이며, 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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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유용한 도구임이 분명하다(오강호,

2004). 이에 더하여 NIE(신문 활용 교육)를 활용한 환경교육이 초등학생

의 환경 친화적 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마

현정, 2010). 이러한 연구들은 신문을, 즉 뉴스 기사를 활용한 환경교육

에 대한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추구하고 있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란 다

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여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신문 기사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탐구

해 나가는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는 뉴스 기사가 훌륭한

교육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다루는 환경교육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우선

환경교육의 목표부터 생각해봐야한다. 환경교육의 궁극적 목적 중 하나

는 개인이 친환경적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능과 태도를 함양함

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바람직한 의사결정으로 친환경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환경 교육은 특히 어린 나이부터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서우석(1999)은 초등학생 시기에 환

경에 대한 일반적 지식 등의 기본 개념이 형성될 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나 가치관, 신념이나 감수성이 환경 친화적 행동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등학생 시기의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한 최영분(2002)도 초등학교 환경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 개인이 지니는 환경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되고 성장하면서 점차 구체화되며 한 번 형성된 태도나 가치관은 쉽

게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에 강조되어야 하는 환경교

육의 목표 중 하나는 태도, 가치, 환경감수성과 같은 정의적 영역이다.

그 중에서도 태도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김경순(2001)은

환경에 대한 태도,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환경 친화적 행동의 주요 관련

변인으로 생각했으며, 금지헌(2011)은 환경태도가 환경행동의도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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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뉴스 프레임이 금연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도훈

외, 2015) 등 다수의 연구들이 뉴스 프레임의 효과론적 접근에 의해 이

루어졌다. 비슷한 맥락으로 미세먼지에 관한 메시지 구성 전략을 탐색하

여 미세먼지 대응 행동을 촉진시키는 연구(김영욱 외, 2018)가 있었다.

이 연구는 뉴스 형태로 만들어진 메시지로 미세먼지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세먼지 뉴스 기사가 교

육 자료로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그 효과는 환경교육에서, 특히 초등학교 환경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할 영역인 환경태도에 대해 그 영향을 실험해보고자 한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다룬 뉴스기사의 형식과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다

양한 형식과 내용 중에서도 뉴스에는 프레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프

레임별 뉴스 기사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다양하게 존재한다(김원용 & 이

동훈, 2005; 이민규 & 이예리, 2012; Iyengar, 1991; Semetko &

Valkenburg, 2000).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뉴스 기사에도 다양한 프레임

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뉴스 기사의 프레임을 분

석한 연구(김영욱 외, 2015)에 기초하여 뉴스를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연

구에 이용하고자 한다.

기존 환경교육 분야의 연구에서 환경태도를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연구

들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최민희(2018)는 환경동화의 결말 분위기가 초

등학생의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안지은(2012)은 글쓰기

를 활용한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초등학생의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즉 이 두 연구는 환경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나

환경동화의 결말 분위기가 환경태도를 함양하는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뉴스프레임도 환경태도를 함양하는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저에 두고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미세먼지 교육연구와 프레임 연

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 환경교육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미세먼

지 교육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프레임의 효과성에 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뉴스 프레임에 대한 환경교육적 함의를 연구하거나 미세먼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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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방안이 아닌 교육 자료로서 쓰일 수 있는 뉴스에 대한 연구는 없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환경문제인

미세먼지를 내용으로 하는 뉴스 프레임이 초등학생의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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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미세먼지 뉴스 기사 프레임이 초등학생의 환경태도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

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세먼지 뉴스 기사 프레임별로 초등학생의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떤 미세먼지 뉴스 기사 프레임이 초등학생의 환경태도

변화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가?

제 3 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라는 환경문제에서 시작하

여 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교육하고 더 나아가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

해 생각해보고자 시작되었다.

따라서 미세먼지 뉴스 기사 프레임에 따른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 변화

를 연구하고자 한다. 건강피해, 경제적 결과, 대응, 정보제공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초등학생에게 제공하고 제공 받기 전과 그 후로 나누어 환경

태도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한다. 프레임이 다른 미세먼지 뉴스 기사를

각각 읽고 난 후 환경 태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프레임별 환

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프레임별 효과 차이와 각 프레임의 효

과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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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용어 정의

1.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먼지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부른다. 미세먼지(PM)는 지

름  이하로 초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초미세먼지(PM)는 지름 

이하로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것을 의미한다(환경부, 2019). 초미세먼지

의 지름은 미세먼지 보다 작으며,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 정도에 불

과하지만, 미세먼지보다 유해성은 크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겠다.

따라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따로 나누지 않고 미세먼지가 초미세먼

지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2. 미세먼지 뉴스 기사 프레임

미세먼지 뉴스 기사 프레임은 내용프레임과 형식프레임으로 나누어 분

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인지적 발달 수준에 맞게 내

용프레임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뉴스 기사 프레임을 나누고자 한다. 또한,

기준에 따라 나뉜 뉴스 프레임 중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이론적 근

거에 따라 건강피해, 경제적 결과, 대응, 정보제공 프레임을 연구 소재로

사용하고자 한다.

3. 환경태도

환경태도에는 관점에 따라 크게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태도와 특정 환

경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 뉴스

기사를 읽고 그에 따른 환경태도의 변화를 보는 것이다. 이에 맞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태도에 대한 정의 중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태도

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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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미세먼지

1. 미세먼지 개념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PM

10㎛이하의 먼지를 뜻하며 미세먼지 중에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PM

2.5㎛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한다(Lee, Jung, Cho, Kim,

Hwang, & Kang, 2011).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구분되는데 자연적 원인 보다는 인위적 원인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위적 발생은 대부분 연료 연소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일

러나 자동차, 발전 시설 등의 배출 물질이 주요 발생원이고 이외에 공사

장, 도로 등에서 비산되는 먼지도 많은 양을 차지한다(환경부, 2019).

2. 미세먼지 교육 현황

미세먼지가 현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는 다양한 형태로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환경부 사이트에

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교육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고 누구나 접근하여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환경교육

관련 동영상 자료 중 미세먼지와 관련된 자료는 총 45건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7가지 수칙’,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작은 실천!(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 ‘미세먼지로

부터 행복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등이 있었다. 그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교육영상의 내용은 다음 <그림 1>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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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환경부 사이트 내 미세먼지 교육 관련 동영상 캡쳐 자료.

이렇게 미세먼지 교육은 그 대상을 다양화해서 대부분의 자료가 동영상

의 형태로 탑재되어 있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은 교육부의 지침 하에 지방 교육청에서 미

세먼지교육선도학교(아주초, 2018)를 선정하여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A학교의

한 운영계획을 예시로 들어보면 학생 주도적 미세먼지 대응교육을 위한

동아리 활동, 생태체험학습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었다. 이 때 생태체험학습은 학생 뿐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도 이루

어지고 있었으며 동아리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

행하며 미세먼지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미세먼지 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구도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

었다. 먼저 이성희(2018)는 거꾸로 수업을 적용한 저학년 미세먼지 수업

을 실행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거꾸로 수업은 교사는 안내자

1)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https://www.keep.go.kr/) : 미세먼지 바로 알기(어린

이편)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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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면서 학생의 주도적인 참여가 주가 되는 수업을 의미한다. 미

세먼지에 대한 사전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수업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미세먼지의 의미와 피해, 예보 확인, 대처방법, 안전한 생활 계획 및 실

천 등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이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 동

기를 유발하고 긍정적 학습태도를 유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미세먼지 교육도 있었다. 최소영

(2018)은 사례기반학습을 활용한 초등 환경안전교육 방안에 대해 연구하

였는데 환경재난 사례가 중심이었다.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에 관한 교육

을 진행하였는데 미세먼지의 농도 상승원인과 피해 분석, 대응하여 건강

을 지킬 수 있는 생활 태도를 기르는 것을 중심으로 학습목표가 구성되

었다. 이 수업에서 쓰이는 사례를 미세먼지 신문 기사를 수업 자료로 활

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신문기사를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김예

람, 최선미 & 신동훈, 2017), 아두이노를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김형

욱, 2018) 등이 있었다. 위의 연구들은 미세먼지를 주제로 하여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제로 수업을 한 후 환경 소양이나 과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 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주제로 환경교육

을 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교육 컨텐츠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느 수업이든 교육 컨텐츠가 필요하고 그 수업에 대한 환경 교

육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자료를 이번 연구에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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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뉴스 프레임

1. 뉴스 프레임의 개념

프레임은 “맥락의 테두리”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최초로 베이츤

(Bateson, 1972)이 의사소통과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구분하며 그 개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후 고프만(Goffman, 1974)은 프레임을 포괄적인

해석의 틀 정도로 정의를 내리며 베이츤의 의도를 좇아 프레임이라는 개

념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프레이밍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분야에서 진행되

면서 엔트먼(Entman, 1993)은 프레이밍 이론에 대한 일반적 진술과 개

념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프레임은 문제를 정의하고, 원

인을 진단하고, 도덕적 판단을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동훈(2012)은 프레임이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고

판단할 때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며, 우리는 프레임에 따라 받아들인

정보를 조합하여 현실을 머릿속에 재구성한다고 하였다. 즉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프레임은 텍스트를 읽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어떤 가

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뉴스 프레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왔다. 기

틀린(Gitlin, 1980)은 뉴스 프레임을 “인식, 해석, 제시의 지속적인 패턴이

며 이 패턴에 따라 상징의 조작자가 언어적 영상적 담론을 일상적으로

조직하는 선택, 강조, 배제의 패턴이다”라고 정의했다. 즉, 뉴스 프레임이

란 구성주의 관점에서 뉴스 수용자가 특정 사건에 대한 상을 형성하도록

뉴스 생산자가 뉴스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김영욱, 이현승,

장유진 & 이혜진, 2015). 뉴스 프레임은 특히 선택과 현저성(salience)이

라는 두 가지 특성을 포함하는데, 틀을 짓는 행위는 인지된 현실의 특정

측면에 대한 선택, 문제 정의, 원인 진단, 도덕적 평가 및 처방을 통해

선택된 측면을 커뮤니케이션 텍스트 속에서 보다 현저하게 만드는 과정

이라 할 수 있다(Entman, 1993). 또한 뉴스 프레임은 이슈와 관련된 사

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적인 아이디어나 스토리라인을 의미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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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의미들의 집합체인 해석적 패키지의 핵심적인 요소이다(김한주,

2005).

이런 다양한 정의들 때문에 뉴스 프레임을 맥락으로 볼 것이냐 내용으

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단순히 프레

임 정의에 관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프레이밍 효과의 메커니즘

을 이론화하는 데 결정적인 함의를 지닌다(이준웅, 2000). 본 연구는 내

용에 관련된 프레이밍 메커니즘에 따라 진행하므로 메시지의 내용적인

의미가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2. 뉴스 프레임 관련 선행연구

엔트먼(Entman, 1993)은 뉴스 프레임의 속성에 초점을 둔 연구의 선

구 주자이다. 그는 언론의 프레임이란 인지된 현실의 몇 가지 측면만을

선정하고 의미전달의 텍스트 상에서 그러한 측면들을 중요한 것으로 만

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미디어에 의해 강조되는 프레임들은 특정

문제에 대해 정의를 내리며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의 원인과 결

과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하며,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Entman, 1993). 특정의 이슈와 관련된 프레임은 그 이슈에서 파생된 여

러 다양한 속성들을 포함하며, 이러한 속성들의 특성과 특질이 프레임

전반을 형성하는 것이다(김한주, 2005). 또한 이준웅(2000)은 지금까지

여러 학문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프레임 연구들을 문제의식, 연구문제, 연

구방법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적 접근, 텍스트 분석적 접근, 사

회운동론적 접근, 예상이론적 접근, 메시지 효과론적 접근 등의 다섯 부

류로 나누는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슈펠레(Scheufele, 1999)는 특히 메시

지 효과론적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정보원과 미디

어 조직, 저널리스트, 수용자 등 세 행위자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나타나

는 프레임 효과과정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이처럼 이준웅(2000)

과 슈펠레(Scheufele, 1999)의 메시지 효과론적 접근방법에서는 크게 미

디어에 의한 프레임과 그에 따라 형성되는 수용자의 프레임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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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 간의 역동성에 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한주,

2005 재인용).

그 예시로, 전략 프레임 기사와 이슈 프레임기사가 청소년의 정치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이미나, 2013)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 냉

소주의와 정치참여의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프레임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여기에서의 뉴스는 정치 분야의 뉴스를 의미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프레임 효과에 관한 연구가 존재했다(이준웅, 2001 ; 이완수,

2007 ; 강보영, 2018 ; 이은우, 2018). 위 연구들은 뉴스 프레임에 대한

의견 형성, 예방 태도, 인지적 정서적 태도 등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아이옌거(Iyengar, 1991)는 프레임 효과론적 관점에서 뉴스 프레임이

수용자의 상황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통

해 프레임을 주제적 프레임(thematic frame)과 일화적 프레임(episodic

frame)으로 구분하였다. 주제적 프레임은 구조적 관점에서 점근하는 뉴

스 제시 방식으로서 일반적인 결과, 조건, 통계적 증거, 전문가 증언 등

을 통해 사안의 원인이나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화적 프레임은 사건의 전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사안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보다는 시각적 호소, 현장성 강조를 포함한

방식이다. 아이옌거(Iyenger, 1991)는 뉴스 전개 방식이 주제적 프레임이

냐, 일화적 프레임이냐에 따라 사건에 대한 책임 귀인과 해결 방식이 달

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빈곤 문제를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에

서 주제화하냐 개인의 일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뉴스를 본 이용자

들은 빈곤의 원인이 맥락과 초점에 따라 사회 시스템이나 개인적 책임으

로 돌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적 연구들은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 방식들이 많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좀 더 교육적인 측면에서 효과론적

접근을 보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프레임의 효과론적 접

근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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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미세먼지 뉴스 프레임

1. 미세먼지 뉴스 프레임 선행연구

앞선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뉴스프레임에는 다양한 프레임이 존재하

고 그 분류 체계 또한 다양하다. 이준웅과 김성희(2018)는 구조적 주제

모형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재해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한 연구를 하였다.

인간코딩을 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 ‘가정재해’, ‘중국원인’, ‘개인위험’

등 네 개의 프레임을 추출하고 동시에 주제 간 상관관계를 통하여 ‘개인

위험’, ‘배기가스’, ‘생활먼지’, ‘겨울중국’, ‘에너지정책’ 등의 프레임을 발견

및 분석하였다(이준웅 & 김성희, 2018). 그 중에서 본 연구는 김영욱 외

(2015)이 미세먼지 위험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뉴스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구축된

틀을 활용하여 프레임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는 연역적 접근법과 데이터

수집을 통한 새로운 프레임을 확인하는 귀납적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표1>과 같이 내용 프레임과 형식 프레임으로 나누어 뉴

스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내용 프레임은 세멧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 이민규와 이예리(2012), 김원용과 이동훈(2005) 등에

서 사용된 프레임을 활용하였고 형식 프레임은 아이옌거(Iyenger, 1991)

의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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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뉴스 프레임 분석 범주

분류 세부내용

형

식

프

레

임

일화중심적

프레임

사건의 원인, 영향, 대처에 대한 규명 없이 사건

의 발생을 사실 중심으로 기술하는 피상적인 단

순보도 프레임

주제중심적

프레임

미세먼지의 쟁점사항에 대해 다루면서 원인, 영

향,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프레임

내

용

프

레

임

단순 정보

제공 프레임

미세먼지에 대한 단순 정보(미세먼지 농도, 예보

등) 제공

갈등 프레임

미세먼지와 관련된 행위 주체들 간의 대립이나

갈등을 강조한 프레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둘

러싼 정부 간 갈등이나 환경규제정책에 대한 정

부-시민단체 갈등 등을 포함하고 있는 보도

인간적 흥미

프레임

미세먼지에 대해 갖는 일반인들의 불안감이나 위

험인식에 대해 감성적으로 접근한 보도, 개인적

인 사례 보도

경제적 결과

프레임

미세먼지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 피해 또는 미

세먼지로 인한 신생 산업 발달 등 경제적 결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보도

건강 피해

프레임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피부질

환, 노인·임산부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 등의 건강

상 피해를 다루고 있는 보도

원

인

귀

인

프

레

임

인위적

발생원

인

연소·소각, 비산먼지, 자동차·발전 시설들의 배출

가스, 화석연료의 사용 등 미세먼지 발생의 인위

적 원인을 강조한 보도

중국

원인

중국발 황사, 사막화, 중국의 대기오염, 중국 정부

의 무관심·성장위주의 반환경 정책 등을 미세먼

지 발생의 원인으로 강조한 보도

개인적

원인

청소기 사용, 고기 굽기, 폐기물 소각, 과도한 자

동차 사용 등 개인들의 반환경적 생활태도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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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이현승, 장유진 & 이혜진, 2015)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특성과 연구 대상의 인지 발달 수준, 연구의 목

적에 맞게 내용 프레임을 기준으로 분류된 미세먼지 뉴스 프레임을 연구

를 위한 프레임으로 선정하고자한다. 내용 프레임 분석은 갬슨(Gamson,

1992)과 엔트먼(Entman, 1993)의 분석방법에 따라 뉴스 기사 내에서 어

떤 의미가 강조되고 선택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내재되어 있는 핵심 내용

을 사용하여 개별 프레임을 개념화 한 방법이다. 우선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기사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내용도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종류

의 뉴스 기사들을 형식 프레임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나눈다면 그 프레임

별 내용이 모호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기사들을 세

부적으로 내용 프레임을 통해 분류하고 데이터 수집을 통해 새롭게 발견

된 프레임이 포함이 된 내용 프레임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또한 초등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에 따라 한 프레임에 너무 많고 다양

한 정보가 담겨져 있으면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

다. 그러므로 세분화되어 나누어져 초등학생 수준에서 수용하기 적당한

프레임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강조한 보도

공포불안

프레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호흡기 질환, 피

부질환 등)이나 사회적 위험(기후변화 등)을 극도

로 강조하여 공포, 불안을 야기시키는 보도

대

응

프

레

임

법적·제

도적

대처

인공적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한 중앙정부 및 지

방정부의 규제정책, 미세먼지 관련 시스템 정비,

예측 시스템 보완 등

국제공

조

주변국과의 공조, 외교적 대응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원 축소

개인적

대처

친환경적 생활태도, 개인위생 관리, 실내공기 환

기, 마스크 착용, 공기청정기 사용, 미세먼지 배출

을 위한 음식 섭취 등

기타 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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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 뉴스 기사 프레임 선정 기준

앞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축된 미세먼지 뉴스 기사 프레임에서 내

용 프레임에는 그 하위 요소로 다양한 프레임들이 존재하였다. 그 중에

서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는 몇몇 프레임을 선정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에 이루어진 미세먼지 교육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세먼지에 대해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김예람, 2017 ; 최소영, 2018)

에서의 수업 형식을 살펴보면 수업 형식 구성은 현상, 원인, 영향, 대응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수업은 각각 신문기사를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김예람, 2017)과 사례기반학습을 활용한 초등 환경안전교

육(최소영, 2018)이다. 먼저 김예람(2017)은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신문

기사를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다음 <표2>

와 같다.

<표2> 미세먼지 신문기사를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다음으로 최소영(2018)은 사례기반 학습을 활용한 초등 환경안전교육

을 미세먼지를 주제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 학습은 환경 재난이라는

사례를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에 초점을

두어 수업을 한 예시는 다음<표3>과 같다.

회기 주제 단계 활동 제목

1

미세먼

지

원인 중국과 한국의 공장들이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2 현상
미세먼지 실시간 분석 가능한 측정소는 전국 6

곳뿐

3 영향 미세먼지 많으면 고혈압 발병도 늘어

4 대응 미세먼지 대책, 앞뒤가 안 맞는다



- 18 -

<표3>초등 환경안전교육 사례

위의 수업 형식은 미세먼지를 소재로 한 교육의 형식 중 하나이다. 이

때, 수업의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을 요소로 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에 쓰일 미세먼

지 뉴스 기사 프레임을 선정하였다. 우선 미세먼지 현상을 탐구하는 것

에는 미세먼지 예보와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단순 정보 프레임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원인에는 원인 귀인 프레임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고자 했으나 원인에는 중국과 국내 등 여러 원인들이 있고 뉴스 기사

가 편파적으로 치우쳐서 보도되는 점과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까지

는 없다는 점에서 원인 귀인 프레임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

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영향에는 건강 피해 프레임 또는 경제적 결과 프

레임을 분류하였는데 건강 피해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피해 그리고

경제적 결과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영향 등을 의미하

여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레임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응에는 정부의 대응책 개인의 대응 등을 포함하는 대응 프레임으로 분

환경안전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환경재난

대응방식

·환경재난 현상

·환경재난 원인

·환경재난 영향

·환경재난 대응

사례기반학습

·환경재

난 적응

·환경재

난 완화

1단계 : 사례보기

↓

2단계 : 사례분석하기(개별탐구)

↓

3단계 : 해결 방안 탐색하기(팀별

탐구)

↓

4단계 : 해결 방안 결정하기

↓

5단계 : 해결 방안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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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할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뉴스 기사들을 모아서 내용 프레임을 단순정보 프레임,

갈등 프레임, 인간흥미 프레임, 경제 프레임, 건강 피해 프레임, 원인 귀

인 프레임, 공포 프레임, 대응 프레임, 기타 프레임으로 구분하여 중복

코딩하여 빈도를 살펴본 결과, 대응 프레임이 946건(31.6%)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단순 정보 프레임(853건, 28.5%), 원인 귀인 프

레임(530건, 17.7%), 건강 피해 프레임(427건, 14.3%), 경제적 결과 프레

임(106건, 3.5%) 순으로 나타났다(김영욱, 이현승, 장유진 & 이혜진,

2015). 이는 대응, 단순 정보, 건강 피해, 경제적 결과 프레임이 뉴스 기

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의 기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많이 노출되고 친근한 내용의 기사라는 점

에서 연구할만한 자료로서 선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졌다.

또한 이런 프레임에 관한 선행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프레임들의 의미에 대해

시사해준다. 먼저, 백혜진 외(2015)은 뉴스프레임 유형과 정부 신뢰도가

금연정책 지지도와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쓰인 프레임은 경제결과 프레임, 인간 흥미

프레임, 건강 결과 프레임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결과 프레임을 읽은

흡연자들이 담배가격 인상 정책을 가장 낮게 지지한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는 경제적결과 프레임은 흡연이라는 이슈의 초점을 건강 혹은

금연에서 가격으로 옮기게 하여 가격 인상에 대한 정책 지지도가 국민

건강에 대한 지지도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강진영

(2018)은 환경프레임과 경제프레임이 고등학생의 환경인식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각된 확실성 측면과 지각된 위험, 지

각된 중요성 변인에서 경제프레임이 환경프레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런 측면에서 환경인식에 경제프

레임이 환경프레임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세먼

지 뉴스 프레임 중 경제적결과 프레임이 초등학생의 환경태도에 어떤 영

향을 미치게 되는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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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원인 귀인 프레임은 본 연구의 연구 소재로 선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 첫째, 아직까지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

다. 계절 별로 겨울철에는 중국 발 스모그가 유입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가 발생하기도 하고, 봄에는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 논문도 존재한다

(김동영, 2013 ; 박래설 & 한경만, 2014). 그러나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

국에만 있지는 않다. 이는 환경부(2019)의 미세먼지 관련 자료에서도 알

수 있는데, 미세먼지의 원인에는 국내 배출도 있어 실제로 이 자료에서

국내배출을 저감하려는 노력에 관해 서술하고도 있다. 둘째, 뉴스 기사에

서 원인 귀인 프레임은 편향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

고자 하는 자료는 뉴스 기사이다. 그러나 원인 귀인 프레임의 뉴스 기사

는 중국 원인이나 개인적 원인, 그리고 국내 원인으로 뚜렷하게 나뉘어

서 보도되고 있다. 이는 자칫 한 가지의 원인만을 제공할 수 있는 위험

이 있고 이는 아이들에게 오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인귀인 프레임은 프레임 자료로 선정하지 않으려 한다.



- 21 -

3. 미세먼지 뉴스 프레임 메시지 구성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피해, 경제적결과, 대응, 정

보제공 프레임을 연구 프레임 소재로 선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손실, 이득 프레임처럼 내용은 같으나 구성하고 있

는 언어나 구조만을 바꾸는 것과는 달리, 미디어 프레이밍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는 각각 다른 이슈와 고려사항을 강조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

는 점이다(Entman et al., 2009; Jung & Lee, 2012; Nelson, Oxley, & 

Clawson, 1997). 이런 선행 연구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 사용되는 프레

임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피해 프레임 관련한 정의는 선행연구에서 많은 조작적 정

의가 내려졌다. 뉴스프레임 유형이 금연정책 지지도와 금연의도에 미치

는 영향(백혜진 외, 2015)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건강 피해 프레임을 ‘건

강결과 프레임’이라고 명명하였고 정책을 이행한 후의 국민 보건차원의

결과를 강조하는 프레임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또한 미세먼지 뉴스 프레

임과 관련한 연구에서 건강피해 프레임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호

흡기 질환, 피부질환, 노인·임산부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 등의 건강 상

피해를 다루고 있는 보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하였다(김영욱, 이현승,

장유진 & 이혜진, 2015). 같은 맥락에서 이준웅(2018)은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부터 폐암 등의 다양한 질환의 주제가 포함되는 것을 ‘위험성’이

라는 프레임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 프레임에 대

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사람들의 건강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정보가 담긴 것을 건강 프레임이라 정의하겠다.

둘째, 김영욱 외(2015)은 경제적 결과 프레임을 미세먼지로 인해 나타

나는 경제적 피해 또는 미세먼지로 인한 신생 산업 발달 등 경제적 결과

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보도라고 분류 및 정의하였다. 또한 백혜진

외(2015)은 경제적 결과 프레임을 ‘경제결과 프레임’이라고 명명하며 개

인, 집단, 기관, 지역, 국가 등에 미치는 경제적 결과의 관점에서 사건이



- 22 -

나 이슈를 제시하는 프레임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의 정

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결과 프레임은 미세먼지로 인해 나

타나는 경제적 피해 등 경제적 결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보도를 포

함한 프레임으로 정의하겠다. 특히 연구 대상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의 인지적 발달 수준에 따라 경제적 결과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내용을

담는 프레임을 구성하고자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중점적

으로 담은 내용을 바탕으로 프레임을 구성하고자 한다.

셋째, 대응 프레임은 다양한 명칭으로 선행연구에서 정의가 되어져왔

다. 우선 임영준(2010)은 한반도 대운하 관련 뉴스 기사에서 정책집행

프레임이라고 명명하며 행정부처와 대통령 즉, 정부에서 진행하는 조치

와 정책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법적·제도적 대처, 국제공조, 개인적 대응

이 그 하위 요소이다(김영욱, 이현승, 장유진 & 이혜진, 2015). 또한 이

준웅(2018)은 미세먼지 뉴스를 ‘위험성’, ‘원인’, ‘대책’으로 나누어 그 프

레임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대책’에 해당되는 프레임은 마스크를 착용

하거나 외출을 자제하는 개인적인 대처부터 비상 저감 조치와 같은 정책

적 대응, 에너지 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 보았다. 또한 연구 대상인 6학년 학생들은 사회교과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배운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사회과 교육

과정에 따라 대응 프레임은 본 연구에서는 이 요소 중 국내 정부에서 대

처하는 대응 정책에 초점을 두고 대응 프레임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이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과

인지적 발달 수준에 근거하여 개인의 대응 보다는 국내에 초점을 둔 정

책이 대응 프레임으로 인식하는 것이 이해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책에 초점을 둔 기사를 제공하

려고 한다.

넷째, 정보 제공 프레임은 미세먼지에 대한 단순 정보(미세먼지 농도,

예보 등)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김영욱, 이현승, 장유진 & 이혜진,

2015). 이처럼 정보 제공 프레임과 비슷한 맥락에서 프레임을 선정해서

재해보도에 관한 뉴스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조항민(2013)은 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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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재해정보, 피해상황, 복구활동, 원인 등으로 내용프레임에 따라 분

류하였는데 여기에서 재해 정보가 정보제공프레임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재해정보 프레임은 해당 재해에 대한 단순 정보를 담고 있

는 프레임으로 정의하고 있다(조항민, 2013). 이처럼 선행연구에 따라 단

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프레임을 본 연구에서는 정보제공 프레임이라

고 하겠다. 따라서 정보제공 프레임은 미세먼지농도 예보와 현재 미세먼

지 상황 설명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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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환경태도

1. 환경태도의 중요성

환경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이다. 이런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은 환경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

된다. 하지만, 환경 지식과 기능만 습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환경을 생

각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지식 태도의 습득이 함께 되었을

때 행동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학교 환경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와 태도의 함양이라고 할 수 있다(Iozzi, 1989). 또한 김

재경(2002)은 환경태도는 친환경적 행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연구

에서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환경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환경을 생각

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환경교육은 학습자에게 환

경에 대한 지식, 기능의 습득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주위의 환경에 대

한 인식과 쟁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에 필요한 책임 있는 환경적 태

도와 가치를 개발하는 것이어야 한다(김재경,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환경태도가 환경 교육에서 함양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초등

학생의 환경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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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태도의 개념

일반적으로 환경태도(Environmental Attitudes)는 자연환경에 대해 호

의적으로나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심리적 경향성이라고 정의되고 있으

며, 금지헌(2011)에 따르면 환경태도는 국내에서 환경친화적 태도, 친환

경태도, 환경에 대한 태도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또 한종현

(2002)은 태도는 특정한 사람과 사물 등에 대한 태도이고, 호의 또는 비

호의의 감정적인 측면을 말하며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학습되는 것이라

고 하였다. 임해진(2011)은 환경태도란 “개인이 감수성과 가치, 신념을

통합하여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행

위 경향성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는 환경태도를 보는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크게 그 관점을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환경태도를 정의적 반응, 인지적 반응, 행동적 반응으로 구성되

어서 나누어 보는 관점이다. 인지적 구성요소는 “개인이 태도 대상에 대

하여 갖고 있는 신념(beliefs), 견해(opinion), 가치(value), 사상(thought)”

로 구성되어 있다. 정의적 구성요소는 “어떤 물체나 사람에 대한 개인의

평가, 좋아하는 것, 또는 감정적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적 구성

요소는 “어떤 물체나 사람에 대한 개인의 명백한 행동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이춘식, 1999).

둘째, 태도의 대상에 따라 나누어 환경태도를 보는 관점이다. 환경태도

를 보는 관점은 태도의 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태도’와 ‘특

정 환경에 대한 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Hines et al, 1986/1987;

Lytle & Chamberlain, 1985). 첫 번째로,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태도'는

특정 주제에 한정되지 않고 NEP(new environmental paradigm)과 같은

환경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며 말로니와 와드(Maloney & Ward, 1973)의

환경태도 영역 중 정서(affect)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특정 환경에 대한

태도’는 에너지 소비, 물, 쓰레기 등 특정한 주제에 대해 인간이 취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환경태도를 보는 관점으로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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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의 관점을 기준으로 환경태도를 정의내리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태도’를 환경태도의 정

의하고자 한다. 미세먼지라는 특수한 주제가 있지만 특정 환경에 대한

태도보다는 미세먼지 문제 자체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환경태도도 일반적

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함양되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알맞은 방향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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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태도의 구성요소

환경태도의 구성요소는 학자마다 그 관점이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삼원론적 태도모형에 기반한 관점과 내용 영역에

따른 통합적 관점으로 구분된다(Milfont & Duckitt, 2010). 첫 번째 관점

은 전통적인 관점으로 환경태도를 인지, 정의, 행동의 삼원론적 태도모형

에 기반하여 보는 관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코트렐(Cottrell, 2003)은 환

경태도를 환경 쟁점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인지적 영역, 환경관심을

포함하는 정서적(affective) 영역, 구두몰입을 포함하는 능동적(conative)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Yin(1999)은 인지적, 정의적, 평가적(evaluative)영

역으로 구분하기도 하였고, 일부 연구들은 지식을 포함하는 인지적 영역,

행동의도 또는 행동과 동일시하는 태도의 하위 영역으로 행동적 영역을

보기도 하였다. 이 관점에서 본 연구는 환경태도의 인지, 정의 영역은 측

정이 가능하나 행동 영역은 측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인지와 정의 영역

측면에 초점을 둔 검사지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두 번째 관점은 환경태도를 내용 영역에 따라 구분하는 관점이다. 최

근에 환경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 되는 NEP 측정도구는

환경태도를 자연의 권리, 생태 위기, 인간 면제주의의 세 영역으로 구분

되어 보고 연구에 따라서는 두 영역에서 다섯 영역으로 제시하기도 한

다. 이에 더하여 Milfont와 Duckitt(2010)은 최근 환경태도와 관련된 연

구들을 분석 및 재개념화하여 보존과 활용의 두 영역 아래 10개 하위 영

역으로 그 구성차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태도의 개념과 구성요소의 구분에 대한 사전 연구

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태도’로 보는 관점을 환경태도의 관

점으로 따른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연구의 독립 변인 자체가 미세먼

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민희(2018)는 자신의 연구에서

환경태도를 인지, 정의, 행동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

면서 이에 따른 환경태도 측정을 김두환(2015)이 사용한 검사지를 활용

하였다. 이 검사지는 어린이 환경태도와 지식의 측정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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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AKS(Children’s Environmental Atiitude and Knowledge Scale)에

서 환경지식 척도를 제외시키고 우리나라 어린이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

된 김인호(2000)의 검사지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이 검사지는 환경

태도를 구두진술, 활동진술, 정서 영역으로 나누어서 환경일반, 환경오염,

에너지, 수자원, 재활용, 동물보호 등 6개의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다. 하

지만 이는 미세먼지라는 주제의 뉴스 기사를 읽고 환경태도를 측정해보

는 이번 연구와는 주제 측면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기에 본 연구에서 정

의하는 환경태도와 맞지 않아 측정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 금지헌

(2011)이 정의하고 만든 환경태도 검사지는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 뉴스

기사를 읽고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지 또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선택하

여 사용하기로 했다. 이 관점은 환경태도를 ‘환경보존태도’와 ‘환경활용태

도’ 두 내용영역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환경보존태도’

는 ‘자연과 다양한 생물종을 본래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인간의 이용과

변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일반적 믿음’을 뜻하며, ‘환경활용태도’는

‘자연과 자연현상, 생물종이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변형되는 것이

옳고, 적절하며, 필요하다는 일반적 믿음’을 의미한다(Milfont & Duckitt,

2010; 안지은, 2012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환경태도의 구성요소는 ‘환경보존태도’와

‘환경활용태도’이다. 이 두 구성요소에는 환경 태도의 인지, 정의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우석(1999)은 초등학생 시기에 환경에 대한

일반적 지식 등의 기본 개념이 형성될 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나 가치관, 신념이나 감수성이 환경 친화적 행동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환경 태도에서 인지와 정의 영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인지, 정의 영역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환경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환경

태도는 정의적 영역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와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환경태도의 구성요소를 ‘환경보존태도’와 ‘환경활용태도’로 보

고 검사지를 선택 및 구성하여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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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네 개의 실험집단을 구성하여

각 실험집단에 미세먼지에 대한 다른 뉴스 프레임의 기사를 읽게 한 후

에 환경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따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

연구 대상자 및 검사 도구 선정

↓

뉴스 프레임 별 기사 선정

↓

뉴스 프레임 제작

↓

사전 검사 실시(환경태도 측정)

↓

실험 집단의 뉴스 기사 읽기

↓

사후 검사 실시(사전 검사와 동일)

↓

통계 및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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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행연구와 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연구 대상과 검사 도구를 선정하였다. 검사 도구는 연구 목적과 측정하

고자 하는 환경태도에 적합하며 연구 대상자의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하

여 이해 가능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앞선 연구에서 검증이 되

었고 다른 연구들에서 많이 쓰였던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어서 뉴스 프레임에 따른 기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5, 6학년 아이들이 이해 가능한지 사전에 검토를 하

였다. 또한 내용의 타당성과 문장의 호응, 이해도에 대해 검증받았으며,

동료교사 5명에게도 자문을 구하였다. 그 후에 연구 대상자를 네 개의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환경태도를 측정하는 검사지를 통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에 4개의 실험집단 별로 각각의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

다. 이 과정 직후에 모든 집단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비

교 분석하여 학생들의 환경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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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D초등학교 6학년 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육 자료로서 기사를 많이

활용하는 학년은 고학년인 6학년 학생들이다. 또한 뉴스 기사를 이해하

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인지적 발달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년도 초등학

교 고학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

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프레임은 무선 할당 되었

으며, 소리 내어 읽거나 교사의 다른 개입이 들어가지 않는 연구였기에

6학년 7반과 6학년 9반은 각각 나누어서 프레임이 할당되었어도 본 연구

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판단 하에 뉴스 기사를 제공하였

다. 연구 대상의 구성은 <표4>와 같다. 실제 설문지를 배부한 학생은

300명이었으나, 결측치 제거 문항에서 결측치로 판단된 학생은 제외하여

각 실험집단을 70명으로 맞춘 후 연구를 실시하였다.

<표4> 연구대상의 구성

집단 학년 및 학급 남자 인원 여자 인원 총 인원

실험집단 R1 6-1, 6-5, 6-7(일부) 40 30 70

실험집단 R2 6-3, 6-8, 6-7(일부) 40 30 70

실험집단 R3 6-2, 6-4, 6-9(일부) 40 30 70

실험집단 R4 6-6, 6-10, 6-9(일부) 40 30 70

여기에서 실험집단 R1은 건강피해프레임을 R2는 경제적 결과 프레임

을 R3는 대응 프레임을 R4는 정보제공 프레임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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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 기간 및 방법

1. 실험기간

본 연구의 실험은 2019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졌다. 6학년

학생들에게 설문지는 무선할당 하였다. 설문지는 동일한 날에 사전 검사

지와 제시문, 사후 검사지를 제공한다. 먼저 사전검사를 실시 한 후 동일

한 날에 각 집단 별로 프레임이 다른 뉴스 기사를 제공하고 사후 검사를

실시한다. 각 반이 다른 날에 제공받았지만 서로 간의 교류가 최대한 없

게 하여 외부 요인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게 조작하였다.

2. 실험설계 및 방법

이 학생들에게 환경태도를 측정하는 검사지를 사용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그 후, 4개의 실험집단에 각각 다른 프레임의 미세먼지 뉴스

기사를 제공하여 읽게 하고 사후 검사를 실시한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뉴스 기사를 눈으로만 읽으며 교사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는

다. 따라서 모든 실험 집단에 대한 처치는 동일하고 외부적 요인이 영향

을 미치지 않게 실험을 구성하였다. 실험은 사전과 사후로 이루어지며

그 차이를 비교해보고 사후 검사에서 측정된 환경태도 변화 정도를 각

프레임별로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실험설계 내용은 다음 <표5>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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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실험설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R1   

실험집단 R2   

실험집단 R3   

실험집단 R4   

*실험집단1(R1) = 건강피해 프레임, 실험집단2(R2) = 경제적결과 프레임,    

실험집단3(R3) = 대응 프레임, 실험집단4(R4) = 정보제공 프레임

 : 사전검사

 : 사후검사

 : 건강 피해 프레임

 : 경제적 결과 프레임

 : 정보 제공 프레임

 : 대응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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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작 메시지

메시지 조작은 미세먼지에 관한 실제 온라인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하

였다. 실제 기사를 조작하여 뉴스 프레임의 타당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

였다. 미세먼지 뉴스 프레임은 내용 프레이밍(Matther, 2009; Rhee, 

2001; Semetko & Valkenburg, 2000; Valkenburg et al., 1999)을 바탕

으로 건강피해, 경제적 결과, 대응, 정보 제공 프레임 네 가지의 뉴스 프

레임이 사용되었다. 네 가지 프레임이 선정된 기준은 이론적 배경에서

밝혔으며,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피해 프레임>

미세먼지 입자에는 보통 금속, 질산염, 황산염, 타이어 고무, 매연 등

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미세먼지가 기관지를 거쳐 폐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중략) 또 혈관으로 흡수돼 뇌졸

중, 심장질환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

세먼지는 호흡기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간, 비장, 중추 신경계, 뇌, 심

지어 생식 기관까지 손상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6년간 

실시된 주요 연구에 따르면, 대기가 오염된 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정

상인보다 폐활량이 최대 10%까지 작으며 이 같은 폐 기능 이상은 영

구적으로 지속된다고 하였다.(생략)

출처 : bbc 코리아, 2018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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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결과 프레임>

<대응 프레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30일 발표한 제1차 

국민 정책 제안에는 오는 겨울 시행될 대책이 담겼다. 이번 제안은 산

업·발전·수송·생활·건강 보호·국제 협력·예보 강화 등 총 7개 부문 핵

심과제로 구성됐다. (중략) 산업 부문에서는 공장들의 대기오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만큼 지원을 하

겠다는 것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차량·건설기계 운행을 제한하

고, 생활 부문에서는 도로·건설공사장 먼지를 줄이고 농촌 불법 소각

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생략)

*용어 설명

-수송 : 물건이나 사람을 옮기는 것(ex. 버스, 기차, 자동차, 배 등등)

-발전 : 전기를 만드는 것(ex. 화력 발전, 수력 발전 등등)

출처 : 연합뉴스, 2019년 9월 30일

생산 활동이 미세먼지로 제약을 받으면서 발생한 손실이 지난해 4조

원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7일 '미세

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

제적 비용은 4조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중략) 미세먼지 주

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586억원으로 추산했다.(중략) 또한 미

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계가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월 평균 2만 

1260원으로 조사됐다.(생략) 

*용어 설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 활동을 돈으

로 나타낸 것

-제약 : 어떠한 말과 행동에 제한을 받는 것

출처 : 매일경제, 2019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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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프레임>

이 때, 실제로 아이들한테 제공될 때에는 다른 요인의 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출처나 기사가 쓰인 날짜 등은 생략하였다. 본 메시지는 박

사 3명, 박사과정생 3명, 석사과정생 6명과 초등교사 10명에게 안면타당

도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어려운 단어는 초등학생 6학년의 수준에 맞

게 설명이 첨가되었고 어려운 문장은 알기 쉽게 풀이되었다. 또한 원래

의 기사에서 각 프레임의 내용에 맞게 기사를 재구성하고 각 프레임별

기사의 길이를 최대한 맞추었다.

(생략) 서울에는 7일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기록이 세워졌습

니다. 계속되는 미세먼지 현상은 3월 전체 초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한 서울의 3월 월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는 ㎥당 44.6㎍(나쁨 수준),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

래 가장 높았습니다. (중략) 4월의 첫날, 봄 시샘 추위로 공기는 잠시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부터는 예년보다 훨씬 따뜻한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현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생략)

*용어 설명

- 비상저감 조치 : 미세먼지가 심할 때 정부에서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 적

게 이용하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 초미세먼지 농도 범위(㎍/㎥) : 0~15(좋음), 16~35(보통), 36~75(나쁨), 

76~(매우나쁨)

출처 : ytn 뉴스,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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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검사도구

미세먼지 뉴스 기사 프레임 별로 학생들은 읽고 그 뉴스 기사가 연구

대상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환

경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환경태도 측정도구는 안지은(2012)이 금지헌

(2011)의 연구에서 개발된 환경태도 검사지를 선정하여 수정한 환경태도

측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이미 신뢰도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안지은, 2012) 따로 신뢰도 검사는 하지 않았다. 이론적 배경에

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환경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연구

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연구자는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개발된 환

경태도 측정 도구는 특정 주제별로 영역을 나누어서 설문 문항이 구성되

어 있다. 그 주제는 에너지, 수자원, 재활용 등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

서 초점을 두고 있는 환경 문제는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에 관련한 뉴

스를 읽고 그에 따른 환경 태도 변화를 보는 연구인데, 다른 주제를 제

시하며 환경태도 측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특정 환경 문제나 영역에 따른 태도가 아닌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태

도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위에 설명한 이유로 선정된 환경태도 측정 도구는 ‘환경보존태도

(preservation)’와 ‘환경활용태도(utilization)’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영역별로 6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보존태도’

는 ‘자연과 다양한 생물종을 본래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인간의 이용과

변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일반적 믿음’을 뜻하며, ‘환경활용태도’는

‘자연과 자연현상, 생물종이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변형되는 것이

옳고, 적절하며, 필요하다는 일반적 믿음’을 의미한다(Milfont & Duckitt,

2010).

응답양식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제시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각각 1-2-3-4-5점에 해당한

다. 그러나 8, 9, 10, 11번 문항은 부정적인 형태의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

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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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5-4-3-2-1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마지막 13번 문항은 ‘초등학교

는 10학년까지 다닌다’ 라는 설문을 구성하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를 선택한 설문지는 의미 없는 답안으로 보고 제외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환경태도 검사지의 구성은 <표6>과 같으며, 검사지는 부록

에 제시하였다.

<표6> 환경태도 검사지의 구성

영역 문항

환경보존태도 1,2,3,4,5,6

환경활용태도 7,8,9,10,11,12

결측치 제거용 문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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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자료처리

모든 대상 학생들에게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다. 그 다음 랜덤으

로 프레임별로 나누어진 기사를 제공한 후,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들은 각 집단 별로 spss 프로그램을 통해 통

계적인 유의미성을 파악해본다.

먼저, t검증을 실시하여 환경태도의 유의미한 변화에 대해 분석해본다.

사전-사후 검사지를 대응표본 t검증을 이용하여 프레임을 제공받고 읽기

전과 후의 환경태도의 정도를 측정하여 각각 비교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태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프레임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다음으로,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하여 환경태도의 사후 평균 측

정치만을 가지고 프레임 별로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본다. 이

때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집단-간, 집단-내의 유의미한 차이와 각 프레임

끼리의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존태도와 환경활용태도를 나누어 프레임 별로 그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하여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

때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집단 별 차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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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논의

제 1 절 환경 태도의 변화

1. 사전검사

뉴스 기사 프레임을 제공하기 전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에서 환경태

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표7>의 검사 결과와 같이, 유의확률이 모두

p>.05 로서 세 집단 간 환경태도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네 집단은 환경태도 수준에 있어 동질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었다.

<표7> 네 집단의 환경태도 사전 검사 결과

집단 평균 검정통계량 유의확률

실험집단 R1 3.7214

F=1.595 p=0.191
실험집단 R2 3.6155

실험집단 R3 3.6440

실험집단 R4 3.7631

*실험집단1(R1) = 건강피해 프레임, 실험집단2(R2) = 경제적결과 프레임,    

실험집단3(R3) = 대응 프레임, 실험집단4(R4) = 정보제공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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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사후 검사 비교

네 집단의 환경태도 변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일 오전에 사전

검사가 끝난 후 오후에 미세먼지 뉴스 기사를 각 프레임별로 집단에 나

누어 제공하고 환경태도 수준을 측정하였다. 검사도구 차이에 따른 점수

차이를 막기 위하여 사후검사는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를 사용하였

다. 그리고 집단 별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별로 사전-사후

에 환경태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표8>과 같이 검사 결과 네 집단 모두 환경태도 평균 측정치가 높아

졌다. 평균 측정치를 통하여 각 집단 별로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t검정

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1(R1), 실험집단2(R2), 실험집단3(R3), 실험집단

4(R4) 이 네 집단 모두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실험집단1 t  =-8.280, p=.000, 실험집단2 t  =-6.946,

p=.000, 실험집단3 t  =-2.055, p=.044, 실험집단4 t  =-3.021,

p=.004).

특히, 실험집단1(R1)과 실험집단2(R2)는 유의수준 0.001에서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뉴스 기사 중 실험

대상이었던 4개의 프레임은 모두 초등학생의 환경태도의 변화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프레임별로 유의확률에 차이가 있다. 대응과 정보제공

프레임은 0.001의 유의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건강피해와 경제적

결과 프레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를 보고 초등학생에게 경제적

결과와 건강피해 프레임이 그들의 환경태도 변화에 영향을 더 미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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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네 집단의 환경태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

집단 검사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p)

실험집단1

(R1)

사전검사 3.7214 0.4
-8.280 .000

사후검사 3.9369 0.42

실험집단2

(R2)

사전검사 3.5682 0.4
-6.946 .000

사후검사 3.7500 0.37

실험집단3

(R3)

사전검사 3.6440 0.59
-2.055 .044

사후검사 3.6750 0.57

실험집단4

(R4)

사전검사 3.7631 0.4
-3.021 .004

사후검사 3.9286 0.55

*실험집단1(R1) = 건강피해 프레임, 실험집단2(R2) = 경제적결과 프레임,    

실험집단3(R3) = 대응 프레임, 실험집단4(R4) = 정보제공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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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 집단 간 사후 검사 비교

실험집단1, 실험집단2, 실험집단3, 실험집단4 간 사후 환경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ANOVA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9>, <표10>과 같다.

먼저 프레임에 따른 환경태도의 결과를 표집할 때, 70명으로 맞추어서

표집하였고 그에 따른 평균은 실험집단 R1, 즉 건강피해 프레임을 제공

받았던 집단의 평균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실험집단 R2인 경제

적결과 프레임을 제공받은 집단, 실험집단 R4인 정보제공 프레임을 제공

받은 집단, 실험집단 R3인 대응 프레임을 제공받은 집단 순이었다. 즉

건강피해 프레임을 제공받은 집단이 환경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고 해석할 수 있다.

<표9> 프레임에 따른 환경태도점수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2.508 3 .836 4.264 .006

집단-내 54.110 276 .196

합계 56.618 279

다음으로 <표10>은 프레임에 따른 환경태도 점수에 대한 일원분산분

석-사후평균 결과이다. 분석 결과, 네 집단의 평균 간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F(3, 276) = 4.264, p<.05]. 유의확률

이 0.006으로 0.05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에 미세먼지 뉴스 기사

프레임별 환경태도 변화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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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프레임에 따른 환경태도점수 다중비교

구체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분석(Turkey test)을

실시한 결과, 다중비교는 <표10>과 같았다. 이때 그룹 1과 그룹 3간의

차이가 유의확률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건강

피해 프레임의 미세먼지 뉴스 기사를 제공받았을 때, 대응 프레임의 미

세먼지 뉴스 기사를 제공받았을 때보다 환경태도의 변화에 더 효과적이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그 외의 다른 프레임 간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대응 프레임과 건강피해 프레임이 담고 있는 중점적인 내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응 프레임은 정부의 대응책이

담겨있어 해결책을 의미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건강피해 프레임은 자신이

입을 수 있는 직접적인 피해로 이해되어 학생들에게 좀 더 큰 영향을 미

쳤을 것이다.

(I)

그룹

(J)

그룹
평균차이(I-J) 표준화 오류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 2 .12500 .07484 .427 -.0855 .3355

3 .26190* .07484 .007 .0514 .4724

4 .17381 .07484 .148 -.0367 .3843

2 1 -.12500 .07484 .427 -.3355 .0855

3 .13690 .07484 .343 -.0736 .3474

4 .04881 .07484 .935 -.1617 .2593

3 1 -.26190* .07484 .007 -.4724 -.0514

2 -.13690 .07484 .343 -.3474 .0736

-.08810 .07484 .709 -.2986 .12244

4 1 -.17381 .07484 .148 -.3843 .0367

2 -.04881 .07484 .935 -.2593 .1617

3 .08810 .07484 .709 -.1224 .2986

*실험집단1(R1) = 건강피해 프레임, 실험집단2(R2) = 경제적결과 프레임,    

실험집단3(R3) = 대응 프레임, 실험집단4(R4) = 정보제공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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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사후평균(Scheffe 검사 결과)

그룹 N 1 2

대응프레임 70 3.6750

정보제공프레임 70 3.7631 3.7631

경제적결과프레임 70 3.8119 3.8119

건강피해프레임 70 3.9369

유의확률 .343 .148

또한 사후검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룹1과 그룹3이 다르게 나왔

지만 그룹2와 그룹4는 비슷하게 나왔다. 하지만 이들을 그룹핑 해보았을

때, 그룹 1(건강피해 프레임 제공받은 집단)과 그룹2(경제적 결과 프레임

제공 받은 집단)은 유의확률이 .427인 것으로 보아 서로 비슷한 집단이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룹 3(대응 프레임 제공 받은 집단)과 그룹 4(정

보제공 프레임 제공 받은 집단)은 유의확률이 .709인 것으로 보아 서로

비슷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건강피해 프레임과 경제적 결과 프

레임이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집

단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대응과 정보제공 프레임은 미세

먼지에 대한 현상과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영향과는 다른 범주로 해석되

기 때문에 두 집단과는 다르게 그룹핑 될 수 있다. 즉,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제공 받은 집단이 현상이나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 보다는 환경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수치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초등학생은 조금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비해 이미 미세먼지에 대해 대응하고 또 그 현상을 설명하

는 것에는 반응이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6 -

4. 네 집단 간 환경태도 별 사후 검사 비교

네 집단 간의 사후검증 뿐 아니라 그 집단 내에서 환경보존태도와 환

경활용태도 별로 나누어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환경보존태도의

결과는 <표12>와 같다.

<표12> 프레임에 따른 환경보존태도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707 3 .236 .480 .696

집단-내 135.587 276 .491

합계 136.294 279

프레임에 따른 환경보존태도에 대한 통계 결과는 p=.696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미세먼지 뉴스 프레임에 따라 환경보존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세먼지 뉴스 프레

임의 종류에 따라서 환경보존태도에는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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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프레임 별 환경활용태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13>과 <표

14>와 같다.

<표13> 프레임에 따른 환경활용태도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69.287 3 23.096 89.090 .000

집단-내 71.550 276 .259

합계 140.836 279

프레임에 따른 환경활용태도에 대한 일원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p=.000으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다. 이는 미세먼지 뉴스

프레임이 환경활용태도에 프레임 별로 각각 그 영향을 다르게 미쳤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 간 사후 검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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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프레임에 따른 환경활용태도 다중비교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응 프레임은 건강피해, 경제적 결과, 정보제

공 프레임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대응 프레임에 비해 건강피해,

경제적 결과, 정보제공 프레임이 환경활용태도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으

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활용태도는 자연과 자연현상, 생물

종이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변형되는 것이 옳고, 적절하며, 필요

하다는 일반적 믿음을 의미한다. 이는 대응 프레임에 비해 다른 프레임

들은 인간들이 환경을 활용하는 데에 더욱 경각심을 주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건강피해나 경제적 결과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뚜렷

하기 때문이고 정보제공 또한 미세먼지의 농도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대응 프레임은

(I)

그룹

(J)

그룹
평균차이(I-J) 표준화 오류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 2 .16905 .08606 .279 -.0730 .4111

3 1.22619* .08606 .000 .9841 1.4683

4 .08810 .08606 .790 -.1540 .3302

2 1
-.16905 .08606 .279 -.4111 .0730

3
1.05714* .08606 .000 .8151 1.2992

4
-.08095 .08606 .829 -.3230 .1611

3 1
-1.22619* .08606 .000 -1.4683 -.9841

2
-1.05714* .08606 .000 -1.2992 -.8151

4
-1.13810* .08606 .000 -1.3802 -.8960

4 1
-.08810 .08606 .790 -.3302 .1540

2
.08095 .08606 .829 -.1611 .3230

3 1.13810* .08606 .000 .8960 1.3802

*집단1 : 건강피해프레임 환경활용태도, 집단2 : 경제적결과프레임 환경활용태도

집단3 : 대응프레임 환경활용태도, 집단4 : 정보제공프레임 환경활용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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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책을 설명하는 프레임으로 환경을 활용하는 태도 측면에서 별

로 변화가 없었을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대응 프레임이 미

세먼지를 해결하는 내용으로 받아 들여졌을 수 있고 이것이 환경을 인간

이 활용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사고가 이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대응 프레임은 환경활용태도 측면에서 변화를 주기에 다

른 프레임 보다 어려웠을 수 있다.

<표15> 사후평균(Scheffe test 결과)

그룹 N 1 2

대응프레임 70 2.667

경제적결과프레임 70 3.728

정보제공프레임 70 3.8048

건강피해프레임 70 3.8929

유의확률 1.000 .279

<표15>를 바탕으로 프레임별로 그룹핑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응 프레임과 별개로 경제적 결과, 정보제공, 건강피해 프

레임이 비슷한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결과, 정보제

공, 건강피해 프레임이 미세먼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설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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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미세먼지라는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미

세먼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뉴스기사 프레임이 초등학생

의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를 통해 어떠한 미세먼지 뉴스 기사가 학습 자료로 유용한지 알 수 있었

다.

연구의 독립변인을 미세먼지 뉴스 기사 프레임으로 선정하였는데 이

때의 뉴스 프레임은 선행연구를 통해 충분한 이론적 고찰을 거쳐 선정하

였다. 미세먼지 뉴스 기사 프레임에는 형식 프레임과 내용 프레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연구 대상인 초등학생의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 프레임으로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독립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종

속변인은 환경태도로 환경활용태도와 환경보존태도로 나누어 측정하였

다. 이 때 환경활용태도는 측정 수치가 낮을수록 환경보존태도는 높을수

록 친환경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교육에서 환경태도는

서우석(1999), 김경순(2001), 금지헌(2011)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행동의도

와 환경 친화적 행동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의미를

가지는 변인이었다.

이렇게 선정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사전-사후 t검증과 1원적 요인

설계 방법으로 구성된 실험에 사용되었다. 실험은 초등학교 6학년생 280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연구에서 선정 및 사용된 건강피해, 경제적 결과, 대응, 정

보제공 프레임은 모두 초등학생의 환경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건강피해 프레임 t  =-8.280, p=.000, 경제적 결과 프레임 t

  =-6.946, p=.000, 대응 프레임 t  =-2.055, p=.044, 정보 제공 프레

임 t  =-3.021, p=.004). 이 프레임들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했으며(p=0.006), 특히 건강피해 프

레임이 대응 프레임보다 초등학생의 환경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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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p=0.007).

이 결과를 바탕으로, 뉴스 프레임이 사람들의 주제의 의미에 대한 해

석이나 의견 등을 바꾸거나 인식을 변화한다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과

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지현과 김영석(2013)은 성폭

력 이슈에서 성폭력 증가에 대한 책임 귀인 프레임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했고, 이준웅(2001)은 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

레임의 구성방식이 개인의 해석과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

다. 또한 프라이스 외(Price et al, 1997)는 주 정부의 보조금 축소 기사

에 대한 다양한 뉴스 프레임을 대학생들이 읽게 하고 그에 따른 인지적

반응을 연구하였다. 세 실험 모두 프레임은 개인의 지각과 해석,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프레이밍에 따라서 행동 의도나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을 기존 선행연구(Van de Velde et al., 2010)에서

도 말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뉴스 기사 프레임에 따라서도 환경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실험의 결과에 주목하여 살펴보도

록 하겠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모든 프레임이 사전-사후 t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뉴스 기사를 읽기 전과 읽

은 후의 환경태도의 측정치가 건강피해, 경제적결과, 대응, 정보제공 프

레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물론 그 유의미도는

신뢰구간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하였는데 우선 95% 신뢰구간에서는 모

든 프레임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미세먼지에 관한 뉴스 기사

자체가 학생들의 환경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 관한 뉴스 기사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환경태도 측면에

서 유의미한 자극이 되었고 그로 인해 환경태도에서 변화를 보인 것이

다. 하지만 99%의 신뢰구간에서는 건강피해와 경제적 결과 프레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건강피해와 경제적결과 프레

임이 다른 프레임에 비하여 오차가 적은 수준으로 환경태도에 더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대응프

레임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포함하고 있는 뉴스 프레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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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학생들에게 이미 미세먼지에 대해 해결하려고 있는 노력으로

이해되었을 것이고 이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나 혹

은 미세먼지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정보제공 프레임은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나 예보 등을 포함한 것으

로 학생들이 이미 미세먼지를 경험해보았기에, 그 정보만으로도 미세먼

지가 주는 피해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환경태도에 변

화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건강피해나 경제적 결과 프레임은 학생

들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했을 것이다. 자신의 건강이

또 자신의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여 심

각한 환경문제라고 미세먼지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환경태도에서 변화를

보였다고 해석된다.

둘째, 각 프레임별 집단 간에서도 환경태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대응과 건강피해 프레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으나, 각 프레

임 별로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는 일원분산분석

(ANOVA)을 통해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이는 집단 간에 환경태도의 변화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다중 비교에서는 대응 프레임과 건강 피해

프레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응 프

레임은 자신이 주체가 아닌 정부가 주체가 되어 미세먼지에 대응한다는

정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건강 피해 프레임은 자신

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환경 태도

에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환경보존태도에서는 각 프레임별로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나 환경활용태도에서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응 프레임 보다는 건강피해, 경제적 결과, 정보

제공 프레임이 환경활용태도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

응 프레임이 정부의 대책을 담고 있었고 다른 프레임은 미세먼지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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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영향을 담고 있었기에 학생들이 사고하는 작용에서 미세먼지로 인

해 자신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생각했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태도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그 생각이 이어졌을 수 있고 이는

환경활용태도에 대한 변화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건강피해, 경제적 결과, 대응, 정보제공 프레임이 선택적으로 강조되어

뉴스 프레임 효과를 살펴본 이 연구는 각 프레임에 따라 환경태도에 미

치는 영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볼 수 있

는 환경교육적 시사점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세먼지 교육에서의 활용될 수 있는 교육 자료로서 신문기사가

지니는 의미를 확인하였다. 환경교육에서 뉴스기사는 효과적인 교육 자

료라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져 왔다(방강임, 2016 ; 곽홍탁,

2005 ; 마현정, 2010 ; 김세화, 2008 ; 김은정, 2010 ; 최경희, 2000). 또한

미세먼지 교육은 현재 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많은 연구와 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성희, 2018; 최소영, 2018). 이런 미세

먼지 교육에서 어떤 자료를 선정하여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 연구가 미세먼지를 교육하는 데에 있어

서 뉴스 기사를 읽고 난 후에 환경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였

다. 이 연구 결과, 선택된 4가지 프레임 모두 환경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이는 환경 교육적 측면에서 미세먼지 교육 자료로서 뉴스 기

사를 선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장선에서 건강피해, 경제적

결과, 대응, 정보제공 프레임은 환경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므로 환경태도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환경태도가 미치는 영향까

지 생각하여 환경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환경교육 중 미세먼지 교육에서의 다양성에 기여하였다. 현장에

서 실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교육 대부분은 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서 그치고 있다. 물론 미세먼지 선도학교(아주초,

2018)라는 훌륭한 교육 사례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세먼지 교육이

다양하게 교육 현장 전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마저도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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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현상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탐구해보는 활동에 그치고

있다. 이 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문 기사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고 선택된 네 개의 프레임이 환경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탕으로 수업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

다.

셋째, 환경교육에서 주목하고 있는 자연체계와 사회체계의 연결을 미

세먼지 뉴스 프레임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권영락 외(2016)은 환경

교육은 자연체계와 사회체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원하며, 사회생태시

스템으로의 환경을 그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라는 환경문제를 자연체계로 보고 그를 이해하는 개인을 사회체

계라고 할 때 그 연결 고리가 미세먼지 뉴스 프레임이 될 수 있다. 미세

먼지 뉴스 프레임은 미세먼지라는 환경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 사회적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선정된 4개의

프레임은 미세먼지의 현상과 그 결과를 자세하게 내용을 담고 있다. 따

라서 미세먼지 뉴스 프레임은 미세먼지라는 환경문제를 사회체계에서 이

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피해 프레임의 의미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

었다. 건강피해 프레임은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건강피해 프레임을 보고 환경태도가 가장

많이 변했다는 것은 자기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초등학생들이 민감

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김재휘(2002)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중심가치지향의 집단은 환경오염의 결과가 개인 자신에게 영

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환경행동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

락으로 건강피해 프레임을 통해 미세먼지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하여 환경태도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면 기든스(Giddens, 1990)는 위험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적응반응에는 실용적 수용, 일관된 낙천주의, 냉소적인 염세

주의, 급진적인 투쟁 등의 네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때, 실용적 수용은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갈 생각을 실용적으로 회피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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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나친 근대 합리화에 대한 기대를 표출하거나, 미래에 대해 냉소적

으로 반응하는 태도는 문제 해결을 가져올 수 없다(김영욱, 2006). 즉 미

세먼지 자체를 사회의 위험으로 보았을 때, 건강피해 프레임은 위에서

제시된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들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은 피아제(Piaget)에 따르면 11세 이후로 형식적 조작기에 속한

다(김연진 외, 2005). 이때의 학생들은 가설적 사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미세먼지가 일어났을 경우에 자신에게 생길 건강 피해가 또 어

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사고할 가능성이 크다. 즉, 미세먼지가 위

험하다는 것을 뉴스 프레임을 통해 인식했고 그 위험을 피하고 싶어서

환경태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순기능이

초등학생들에게 적용되어 환경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건강피해 프레임은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는 초등학

교 고학년에게 환경태도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교육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육에서 건강피해 프레임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그에

따른 교육의 효과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 교육을 할 때에 뉴스 기사가 사용되어 초등학생들의 환경 태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환경교육에

서 미세먼지 교육을 할 때 뉴스 기사를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피해 프레임의 교육적 의미를 잘 파악하여 교육

적인 측면에서 적절히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미세먼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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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결론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이루어져 왔다. 이

준웅(2000)은 각 프레임 연구들을 사회적 상호작용적 접근, 텍스트 분석

적 접근, 사회운동론적 접근, 예상이론적 접근, 메시지 효과론적 접근 등

의 다섯 부류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뉴스 프레임 효과론

적 접근을 중점으로 두고 진행하였다. 미세먼지라는 환경문제를 주제로

하여 선정된 뉴스 프레임이 환경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선정된

프레임 중에서 건강피해, 경제적 결과, 정보제공, 대응 프레임 순으로 환

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고, 집단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건강피해 프레임과 대응 프레임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

다.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시작한 본 연구

의 목적은 뉴스 기사를 교육 목적에 맞게 환경교육에서 교육 자료로 사

용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신문기사라는 교육 자료

가 환경교육에서 목적에 맞게 차별적으로 선택하여 활용되어 그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해보겠다. 이는 환경인식형성에도 학습자의 주관적인 특

성을 반영할 수 있고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도 의미를 부여

하는 것이 되어 더 풍부한 환경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환경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만 연구를 실행했

었지만, 미세먼지 관련 뉴스 기사 프레임이 다른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

게 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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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과 한계

앞에 제시하였던 논의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는

교육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교육이 실시될 때, 뉴스 기사

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미세먼지 교육에 관한 수업이 개발된 것

(이성희, 2018)을 보았을 때 미세먼지 현상을 동영상에 의존하여 학습하

고 있었다. 물론 최소영(2018)의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교육에서 뉴스 기

사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뉴스 기사 활용이 미세먼지

교육의 전반에서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미

세먼지 뉴스 기사 프레임이 초등학생의 환경태도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미세먼지 교육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뉴스 기사를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둘째, 건강피해 프레임의 활용을 미세먼지 교육에서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건강피해 프레임은 앞서 말했듯이,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

친다는 생각에 초등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

고 환경태도에 변화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 이는 ‘자기 환경’ 이라는

개념과도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자기 환경’은 개인이 정신적, 육

체적 향상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말한다. 이 때,

건강피해 프레임이 도구가 되어 미세먼지를 ‘자기 환경’으로 받아들이게

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환경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따라서

건강 피해 프레임을 미세먼지라는 환경 문제가 자기 환경화가 되는 도구

로 사용하여 미세먼지 교육을 하여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의 개발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세먼지가 일어나고 난 후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

이 아니라 미세먼지 자체를 예방하고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 이

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을 다루는 후속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의 방안에 대해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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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보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단순히 학교나 관

공서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중국과 외교적인 교류를 통해 막는 방법

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으로 깨끗한 하늘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

까 싶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동시에 한계와 유의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교육은 그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중고등학생, 성

인까지 확대되어 이루어져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 대상을 늘리고 그 교육

의 실효가 모든 국민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세

먼지 뉴스 기사가 어떤 환경적 태도나 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대상을 중고등학생 및 성인으로 확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다면 좀 더 다양한 미세먼지 교육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개발되는 데

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다.

둘째, 미세먼지 뉴스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 귀인 프레임이

연구 소재로 선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중국과

국내에 혼재되어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

려에 그 프레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 연구

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1개 학교에 한정된 결과라는 점이다. 집단 간 동질성이 있다는

통계적 결과 하에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표본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일반

화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탐색적 차원에서 받

아들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와 연구를 진행한 시기와의 차

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를 실시한

시기는 10월이고,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

는 아니다. 보통 겨울과 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 분명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를 미세먼지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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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농도가 높은 봄이나 겨울에 진행했다면 그 결과가 조금 달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탐색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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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환경태도 측정 검사지

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환경(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느끼고

행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 설문의 결과는 연구 자료에 필요한 것으로서 본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하신 내용은 결코 성적에 반영되

거나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가정이나 학교에서 경험하거나 느낀 것을 생각하면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해당하는 곳에 O표를 해 주세요. 감사

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교육 전공 오 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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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질문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숲이나 야외에 여행을 가는

것을 좋아한다.

2

나는 자연자원을 아껴 쓸 수 있

도록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환경동아리(단체)에 참여하

여 활발히 활동하고 싶다.

4
우리 인간은 환경을 함부로 대하

고 있다.

5
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6
나는 환경이 파괴된 것을 보면

슬프다.

7
지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면

지구가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8

나는 강을 깨끗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강의 생물을 보호하기 위

한 것보다 우리가 강에서 휴식하

고 여가(수상스포츠 등)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9
나는 현대의 과학기술이 환경문

제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 믿는다.

10

나는 야생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

보다 사람에 의해 꾸미고 가꾸어

진 정원이나 공원을 더 좋아한다.

11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연을 이용하고 변화시킬 권리

가 있다.

12

나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만

큼만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13 초등학교는 10학년까지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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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미세먼지 뉴스 기사 - 건강피해 프레임

미세먼지 입자에는 보통 금속, 질산염, 황산염, 타이어 고무, 매연 등

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미세먼지가 기관지를 거쳐 폐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중략) 또 혈관으로 흡수돼 뇌졸

중, 심장질환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

세먼지는 호흡기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간, 비장, 중추 신경계, 뇌, 심

지어 생식 기관까지 손상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6년간 

실시된 주요 연구에 따르면, 대기가 오염된 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정

상인보다 폐활량이 최대 10%까지 작으며 이 같은 폐 기능 이상은 영

구적으로 지속된다고 하였다.(생략)

출처 : bbc 코리아, 2018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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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미세먼지 뉴스 기사 – 경제적 결과 프레임

생산 활동이 미세먼지로 제약을 받으면서 발생한 손실이 지난해 4조

원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7일 '미세

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

제적 비용은 4조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중략) 미세먼지 주

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586억원으로 추산했다.(중략) 또한 미

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계가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월 평균 2만 

1260원으로 조사됐다.(생략) 

*용어 설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활동을 돈으

로 나타낸 것

-제약 : 어떠한 말과 행동에 제한을 받는 것

출처 : 매일경제, 2019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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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미세먼지 뉴스 기사 - 대응 프레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30일 발표한 제1차 

국민 정책 제안에는 오는 겨울 시행될 대책이 담겼다. 이번 제안은 산

업·발전·수송·생활·건강 보호·국제 협력·예보 강화 등 총 7개 부문 핵

심과제로 구성됐다. (중략) 산업 부문에서는 공장들의 대기오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만큼 지원을 하

겠다는 것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차량·건설기계 운행을 제한하

고, 생활 부문에서는 도로·건설공사장 먼지를 줄이고 농촌 불법 소각

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생략)

*용어 설명

-수송 : 물건이나 사람을 옮기는 것(ex. 버스, 기차, 자동차, 배 등등)

-발전 : 전기를 만드는 것(ex. 화력 발전, 수력 발전 등등)

출처 : 연합뉴스, 201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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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미세먼지 뉴스 기사 – 정보제공 프레임

(생략) 서울에는 7일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기록이 세워졌습

니다. 계속되는 미세먼지 현상은 3월 전체 초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한 서울의 3월 월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는 ㎥당 44.6㎍(나쁨 수준),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

래 가장 높았습니다. (중략) 4월의 첫날, 봄 시샘 추위로 공기는 잠시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부터는 예년보다 훨씬 따뜻한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현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생략)

*용어 설명

- 비상저감 조치 : 미세먼지가 심할 때 정부에서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 적

게 이용하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 초미세먼지 농도 범위(㎍/㎥) : 0~15(좋음), 16~35(보통), 36~75(나쁨), 

76~(매우나쁨)

출처 : ytn 뉴스,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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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fine dust news

fram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vironmental attitude

Jieun Oh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fine-dust

news fram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vironmental attitude.

This study will also provide a method of fine-dust education that

affect raising environmental attitude. Actually, there are some studies

about fine-dust education, but there is no study about effective way

to teach fine-dust yet.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I tried to

discuss and define the effective way to educate fine-dust.

For the study, 280 students who are the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Gangnam-gu, Seoul were divided into four

experimental groups. After the preliminary test with the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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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 to environmental attitude, four different groups were provided

four different fine-dust news frames(information, dealing, health

damage, economical result frames) and on the same day post test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sults. Also the results

of the post test had been analyzed through one-way ANOVA.

The fine-dust news frames were classified into four different

frames that has different contents which contains information,

governemnt dealing, health damage, economical results. Each frame

was defined operant through the former studies and reorganize the

messages by operant meaning. Health damage frame contains the

information that fine-dust’s influence of normal people’s health, not

the specific people. Economical result frame contains the economical

damage of fine-dust. Dealing frame contains the government’s politics

of fine-dust. Lastly, information frame contains the concentration of

fine-dust.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study between preliminary and post

test through T-inspec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 all four frames. Especially on the 95% of confidence

interval, all four frame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other hand on the 99% of confidence interval, only the health

damage and economical result fram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ddition to this, the result of one-way ANOVA,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Especially scheffe’s test showed that the health damage frame is

more efficient to raise the environmental attitude than the dealing

frame.

In conclusion, health damage, economical results, dealing,

information frames effect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vironmental attitudes. Therefore, the inclusion of proper news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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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fine-dust education as educational contents,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difference on environmental attitude.

keywords : fine dust, education, environmental attitude, news

frame

Student Number : 2018-2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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