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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미세먼지 재해 사례를 통해 재난 재해에 대한 언론의 보

도가 어떻게 공중의 재난재해 인식과 정서, 그리고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자 했다. 공중의 재난 재해에 대한 이해가 일종의 인

지적 틀에 짜여져 있고 그로 인해 정서적 반응과 대처 행동이 영향을 받

는다는 이론적 논의에 기초해서, 공중이 재난 재해에 대해 갖는 부정적 

정서의 형성에 따라 어떻게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행

동을 관리하고, 사회적 참여를 결정하는지 검토했다. 특히 이 검토를 위

해서, 언론의 미세먼지 보도에 나타난 뉴스 프레임의 형성과 그로 인한 

공중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지 프레임의 형성, 그리고 인지 프레임에 따

른 불안과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소개하

고, 경험적 분석을 더했다.  

이론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위험 인식 연구의 이론적인 모형을 수

용하면서도 정서의 형성에 대한 이론들과 언론의 프레이밍 이론을 접목

하여 미세먼지 재해 사례에 대한 공중의 반응이 어떻게 정보 수집이나 

재난 대응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탐구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재난 

재해를 비롯한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인지 과정을 통해 이루

어진다는 기존의 이론 모형이 제시하는 설명을 따른다. 동시에 정서의 

발생을 설명하는 인지 평가 이론과 귀인 이론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정서가 인지과정에 영향을 받아 재난 재해 대응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영향력 과정을 설정한다. 이런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프

레이밍 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이

해와 극복을 위해 공중이 주어진 언론 보도 형식을 수용하여 재난 재해

에 대한 제한된 이해를 형성한다고 보아, 뉴스 이용에 의해 형성된 ‘인

지 프레임’이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며, 이에 따라 재난 대응 행동이 나

타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경험적으로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해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뉴스 내용분석과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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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결합했다. 먼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인지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았다. 기존 연구 검토를 통

해 언론의 재난 재해에 대한 보는 특정 요인 만을 강조하는 프레임과 위

험성을 강조하는 프레임을 이용해서 재난 재해를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경향성이 한국 언론의 미세먼지 보도에서도 나

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중앙 일간지의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같은 유형의 프레임들을 도출

했다. 국내의 요인과 관련 대책을 이야기하는 ‘국내 규제 뉴스 프레

임’, 국외의 요인을 강조하는 ‘중국 유입 뉴스 프레임’, 그리고 미세

먼지의 개인 건강 상의 위협을 이야기하는 ‘건강 위험 뉴스 프레임’,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미세먼지 피해 예방법을 제시하는 ‘일상 관리 뉴

스 프레임’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이런 언론 보도의 해석적 틀이 공중

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인식

이 형성된다고 예상하고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 연구는 또한 선행 연구들과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인지 프레임

을 통해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과 대응 행동을 유형화했다. ‘인지 평가 

이론’과 ‘귀인 이론’을 근거로 프레임 내용분석에서 확인한 것과 유

사한 내용의 인지 프레임들이 불안 혹은 분노를 유발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험적 가설들을 제시했다. 첫째, 뉴스

를 이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제한된 인식 틀인 

‘인지 프레임’이 강화될 것이다. 둘째, 위험성을 중심으로 한 인지 프

레임이 강할수록 불안을, 특정 원인을 강조하는 인지 프레임이 강하게 

나타날 수록 분노의 정서를 강하게 느낄 것이다. 셋째, 불안은 정보 추

구나 건강 관리와 같이 미세먼지를 통제하고자 하는 행동을 야기하고, 

분노는 사회적 참여 활동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하게 할 것

이다. 넷째, 뉴스 이용과 인지 프레임, 정서적 반응 그리고 대응 행동들 

간의 연속적인 매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이 경험적으로 지지되는지 확인하기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이를 위해, 서울 거주 성인 남녀 382명을 대



 

 iii 

상으로 인터넷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뉴스 

이용은 두 가지 인지 프레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를 이

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국내의 발생원을 강조하는 인지 프레임이 강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를 이용할수록 국외의 발생원과 위험

성을 강조하는 인지 프레임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국

내 발생원을 강조하는 인지 프레임이 분노를 야기하며, 해외 발생원과 

위험성을 강조하는 인지 프레임이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

적 결과를 얻었다. 셋째, 불안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는 

행동이나, 미세먼지 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관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노는 사회적 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뉴스 이용, 인지 프레임, 정서적 반응, 그

리고 대응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속 매개 효과를 검정한 결과, 세 가지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뉴스 이용과 

국내 발생원을 강조한 인지 프레임, 그리고 분노가 매개되어 ‘사회적 

참여 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이

용이 해외 발생원과 위험성을 강조한 인지 프레임, 그리고 불안과 매개

되어 ‘정보 추구 행동’과 ‘관리 행동’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뉴스 이용으로 형성된 재난 재해 인식이 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바탕으로 재난 대응 행동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얻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있던 재난 재해에 대

한 뉴스 프레임 연구들과 건강 행동 연구들을 연결하여, 미세먼지 재해 

사례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뉴스 프레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를 통해 행동을 야기하며, 재난 대응 행동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밝힌 것이다. 뉴스 이용을 통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인

식적인 틀이 형성되며, 그 틀이 정서를 매개로 특정한 대응 행동을 야기

한다. 이로써, 현재 한국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인식과 정서, 그리고 대응 행동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런 분석 결과들에 대한 해석과 의의에 대해 논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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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점들과 추후에 필요한 연구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어 : 재난 재해, 위험 인식, 위험 소통, 인지 평가 이론, 귀인 이론, 

프레이밍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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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문제 제기 

 

재난 재해는 위험 소통(risk communication) 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는 대상 중 하나이다. 재난 재해가 사회과학 연구 분야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그것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있었다. 

과거 프리츠(Frtiz, 1961), 발톤(Barton, 1970), 그리고 다인즈(Dynes, 

1970) 등의 초기 연구의 정의에 따르면, 재난 재해는 사상자, 재산 피

해와 같이 가시적인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건들을 통칭했다(Perry, 

2007). 일반적으로 자연 혹은 사회적 재해 해당하는 풍수해, 지진, 전쟁

과 같은 사건들을 한정해서 ‘재난’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날 재난 

혹은 재해로서 다루어지는 사건들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가 많다. 예컨대, ‘라돈’이나 ‘미세먼지’와 같이 자연적 원인이 아

니며, 피해 양상이 가시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위험 가능성으

로 인해 재난으로 규정되는 예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그것이 사회 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그리고 그 체계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재난이 성립된다는 것을 보여준다(Kreps, 1998; 

Quarantelli, 1977). 다시 말해, 재난 재해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규정되

는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위험 사건이 사회 내에서 어떻게 인식되어, 담론화되는지에 

따라 재난으로 범주화되거나, 혹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재난 재

해는 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사람들의 인식과 소통의 산물인 것이다. 

예컨대, 근 수년에 대두하기 시작한 미세먼지 재해 역시 이러한 관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는 여

러 전문가들과 집단 마다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대체로 많은 시민

들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재난 수준의 관리와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

이 형성되어 있다(이수빈, 2017). 이런 여론에 힘입어 2017년 7월 서

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재해를 ‘자연 재난’으로 선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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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강지은, 2017). 미세먼지 문제를 의제화한 언론과 사회적 담론

의 작용,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 공중의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 인식(risk 

perception)을 통해 ‘미세먼지 재해’라는 현실이 구성된 것이다. 미세

먼지 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자, 의학자들의 경고와 이에 대한 언론

의 조명이 이루어지면서 공중의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 인식이 형성되었

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처와 관련 법

률 입법이 요구되었고, 2019년 현재 미세먼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법’에 의해 ‘사회 재난’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 조 1항).  

기존의 연구는 재난 재해가 이렇게 복잡한 소통과 해석으로 성립된

다는 특성을 간과한 채, 그에 대한 인식과 반응 행동에 대해 단순하게 

연구해왔다. 위험 인식은 위험 현상에 대한 ‘무섭다’ , ‘불안하다’ 

등의 심리적 반응에 불과하며, 대응 행동 또한 공황, 강박적 행동과 같

이 사회적으로 통제가 필요한 문제적 양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Tierney, 2007). 이러한 협소한 시각으로 인해 재난 재해에 대한 사회

과학적 연구는 정신병리학,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그런데, 하나의 위험 사건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

니라, 이성적이며 종합적인 판단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다(Gephart Jr, 

1993). 이러한 인식 형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정보를 습득하고 재조합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위험 인식과 행동의 정형화된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재난 

재해에 대한 공중의 인식과 반응, 그리고 대응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언론의 재난 재해에 대한 담론은 이러한 과정에 상대한 영향을 미친

다. 공중이 재난 재해 사건의 위험성이나 원인, 그리고 대처 방법 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언론의 보도를 활발히 활용하기 때문이다(Miles 

& Morse, 2007).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연구들은 재난 재해에 대한 언

론의 보도 형식을 분석하는 데에 주목했다. 언론이 어떻게 재난재해를 

편향적으로 보도하는지, 정형화해서 특별한 사건으로 틀지우는지 분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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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언론의 ‘프레이밍(framing)’은 재난 재해와 관련된 사회적 소통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된 주요 개념적 도구였다(Sellnow & 

Seegar, 2013).  

그런데 재난 재해와 관련한 프레임 연구들은 프레임 개념을 재난을 

기술하는 서술적 관점에서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버거(Berger, 

2009), 다인즈와 로드리게즈(Dynes & Rodriguez, 2007), 그리고 허스

턴과 그의 동료들(Houston, Pfefferbaum, & Rosenholtz, 2012)의 연구

와 같은 경우, 재난 재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이지만, 사례에 대한 부

분적인 사실만을 강조하거나, 왜곡하여 전달하는 것과 같은 언론의 보도 

형식을 기술적으로 밝히는 경향에 그친다.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의 뉴스 

프레임이 공중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재난 재해와 관련된 사

회적 현상으로 이어지는지 설명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예컨대, 다인즈와 

로드리게즈(Dynes & Rododriguez, 2007) 그리고 버거(Berger, 2009)

는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 사례에서 언론이 흑인 집단의 반사회

적 행동을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도했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허리케

인 카트리나에 대한 여러 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이 왜 그러한 

보도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재난 재해에 대한 적합한 해석으로 받아

들이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뉴스 

프레임을 수용하여 형성된 재난 재해 인식이 개인의 물리적, 정신적 대

처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뉴스 프레임 형식이 구체적으로 재난 재해에 대해 어떠한 

이해 방식을 내포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정서적 반응이나 행동이 어

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언론의 재난 재해 보도, 공중의 인식과 반응, 그

리고 대응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탐구하는 데에 있다. 이 연

구는 다음의 사항들을 주로 탐구한다. 첫째, 언론보도가 재난 재해를 보

도하는 방식에 따라 공중이 재난 재해를 인식하는 방식 또한 달라지는지 

탐구한다. 언론의 보도는 단순히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증폭하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상황적 인식을 제공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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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인지적인 틀을 제시한다는 프레임 이론의 일반적 예측을 확인하

려 한다. 뉴스 프레임이 공중은 재난 재해 사건에 대해서 일정한 방식으

로 이해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반응의 관계를 탐구한다. 특히 공중이 갖고 있는 인식을 기반으

로 어떻게 재난 사건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 도출되는지 검토할 것이다. 

단순히 사건이 얼마나 위험하거나 두려움을 야기하는가에 따른 것이 아

니라,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귀인(attribution) 판단을 포함한 일련의 인

지적 평가(cognitive appraisal) 과정을 통해 정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과 정서의 결합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행동이 나타나는 과정을 탐구한다. 공중의 재난 재

해에 대한 인식이 언론의 보도의 프레임에 따라 영향을 받아 형성이 되

듯이, 공중의 행동 또한 그들의 인식과 정서에 따라 예측가능하다는 점

을 밝히려 한다.  

이론적으로 이 논문은 기존의 심리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위험 인식과 대응 행동에 대한 이론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

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위험 인식과 대응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주로 한정적인 설명 요인에 집중했다. 첫째, 성별, 연령, 종교와 같은 개

인 혹은 집단의 고정적인 특성에 따라 개인의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결정하는 요소로 봤던 것이다. 볼린과 볼튼(Bolin & Bolton, 

1986), 애널슨(Enarson, 1998) 등의 연구가 이런 관점을 대표한다. 둘

째, 슬로빅(Slovic, 1987), 로웬슈타인과 그의 동료들(Lowenstein, 

Weber, Hsee, & Welch, 2001) 등은 두려움과 같은 즉시적인 감정이나 

정서 요인이 재난 재해 인식과 대응 행동을 결정한다고 논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런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인식과 대응 행동이 형성되는 데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이들은 인식과 

대응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예측 변인이 느낌(feelings)이나 

감정이라고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  

하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이나 개인의 감정, 정서 요인들은 그 

개인이 어떤 소통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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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재난 재해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 변인은 아닌 것이다. 재난 재

해 현상은 그것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구성이 공

중의 인식에 어떻게 작용하여 반응을 유도하는지, 그리고 끝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를 통해 기존 연구를 넘어선 새로운 설명 모

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향후 재난 재해에 대한 공중의 반응

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효과적인 사회적 대처를 설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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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재난 재해’란 무엇인가?  

: 재난 재해의 개념과 환경 재해의 특성 

 

재난 재해를 본격적으로 소통 연구 주제로서 다루기 위해서는, 그것

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어떤 위험 사건이 재난 재해인지, 

혹은 아닌지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통해 규정되어 왔다(Kreps, 2005; 

Perry, 2007). 첫째, 물리적 속성에 의해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얼마나 

인명 혹은 재산 피해 내지는 사회적 기반에 대한 파손을 초래했는지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 재난 혹은 재해가 성

립될 수 있다. 전문가의 진단, 여론, 혹은 해당 사건의 영향을 받는 집단

이나 개인들의 인식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기존의 재난 재해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을 따

르며 발전해 왔다. 전통적인 재난 재해 연구는 물리적인 피해 규모나 원

인에 따라 분류하고 개념화하는 작업을 했다. 하지만, 재난 재해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발달하면서 사회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와 

체계주의(systemism)의 관점이 대두되었다. 두 이론적인 관점은 기본

적으로 재난 재해가 물리적 현상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의 위험 사건이 사회 구성원들과 사회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혹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며 의미 

부여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재난 재해인지 혹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 재해는 그것이 사회 체계

의 관리와 집단 간의 소통과 해석을 통해 생성된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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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나 홍수, 폭발 사고처럼 당장의 피해를 나타내지 않지만 비가시적이

며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환경 재해가 그러하다. 특히, 이 논문에서 다루

게 될 미세먼지 재해 사례의 경우, 아직 가시적인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하지 않았지만 잠재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여론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토대로 ‘재난’으로 규정되었다(환경부, 2016). 2000년대 부부터 국내

의 미세먼지가 암, 뇌졸중과 같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재난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

석이 제기되어 왔다(김예신, 2003: 이종태, 2003). 이와 더불어, 미세먼

지의 위험성에 대한 공중의 경각심이 고조되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법

제화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9). 환

경 재해는 일반적인 자연 재해나 인공 재해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이로 인해 사회적 영향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앞으로 더욱 확산될 

환경 재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재난 재해 개념을 재고찰하는 것과 

동시에, 환경 재해의 특성을 밝히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1-1. 구성적(constructive) 관점과 체계적(systemic) 관점, 그리고 그 

한계 

이 절은 우선, 기존에 논의된 재난 재해에 대한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이 연구에서 채택할 이론적 관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재

난 재해를 정의하는 이론적 관점에는 크게 사회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구성적 관점과 재난 재해가 소통을 통해 형성되며, 사회를 조직

하는 자율적 체계라고 주장하는 체계적 관점이 있다. 두 관점 모두 재난 

재해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대성을 가질 수 있는 구성물로 본다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와 같은 점은 물리적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 

재해를 규정하는 전통적 관점을 비판하고 극복한 것이다. 

구성적 관점은 피해 규모와 같은 객관적이며 물리적인 특성이 아닌, 

그것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의 관점에서 재난 재해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사회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을 제한적

으로 해석하며, 사회 구조적 불평등 문제에 치중했다는 한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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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란텔리(Quarantelli, 2005), 페리(Perry, 2007), 티어니(Tierney, 

2007) 등 재난 재해 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검토 연구들은 이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들이 제시하는 구성적 관점의 연구들이란, 인종, 

계층, 성별에 따른 재난 재해의 상대적 경험과 그 피해 사례, 그리고 사

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것들이다. 이런 연구들은 실질적인 재난, 재해 

대처 및 복구에 기여했으나, 사회 구성주의 이론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시적, 공시적 탐구가 부족하다.  

체계주의적 관점은 사회 체계 내지 사회의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재난으로 본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재난 재해를 겪는 

일반 공중이 아닌 고도로 전문화된 집단의 몫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재난 재해는 크게 두 가지 원리로 나타난다. 첫째는, 통제와 관리 체계

의 결함으로 인해 재난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위험 사

건이나 요소와 관계없이, 과학기술적, 정치적, 혹은 사회적 체계의 통제 

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나 요소가 곧 재난 재해인 것이다(Kreps, 

1998). 둘째, 당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잠재적 위험이 있는 상황이나 요소가 재난이라고 규정할 수 있

다. 체계주의적 관점은 재난 재해가 개인이나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에 주목한다. 이런 관점에서 재난 재해와 사

회의 상호작용을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보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재난 

재해나 위험 요소 자체보다는 그것이 전문가 집단이나 언론 매체에서 어

떻게 논의되며 정의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엘리트 중심주

의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존의 이론적 관점들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재난 재해 요소의 개별적 특성을 간과하며, 하향식 시점

으로 재난 재해를 규정하려고 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재난 재

해를 혼란 상황으로만 보며, 대처와 통제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를 이행한 경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불

평등이나 사회적 이탈과 같은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한 현실적인 

목표에 치중하여, 이론적 고찰은 제한되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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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에 대한 규정과 그 특성, 그리고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

석하는 데에 있어 축소된 논의를 생산해 왔다.  

1) 구성적 관점(constructive perspective) 

재난 재해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

던 데에는 재난 재해를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이론적 시각 형성이 기여

했기 때문이다(Perry, 2007).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재난 재해를 물리적 

속성을 통해 규정해 왔다. 인명 상 혹은 재산 상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

하는 가에 따라 한 사건이 재난으로 규정되었다. 대형 파괴를 야기하는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인재 사건이 재난 재해인 것이다. 

이런 전통적인 관점은 사회과학이 아닌, 전쟁 연구나 도시 계획과 같은 

실용적인 학문 영역에서 재난 재해를 연구하면서 나타났다(Perry, 

2007). 전통적 관점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재난 재해가 사회

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 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피해 규모, 영향력이

나 원인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재난 재해를 규정했다.  

재난 재해가 사회적 맥락에서 정의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재난 재해가 본격적으로 사회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부각되면

서부터이다(Kreps, 1998; Perry, 2007; Quarantelli, 2005). 다인즈와 

콰란텔리(Dynes & Quarantelli, 1977)와 같은 연구자들은 자연 재해나 

전쟁과 같은 상황뿐만 아니라, 시위나 폭동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다양한 상황이 재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또한, 하나

의 재난 사건이 지역이나 집단 등 사회 구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재난의 상대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Perry, 2007). 예컨

대, 같은 지진이더라도 그것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

보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정도나 사회적 충격이 약하게 나타

날 수 있다. 이러한 관찰들은 재난 재해가 사회적 요인이나 지역적인 요

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통제력을 벗

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포괄적으로 재난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론

적 관점을 나타나게 했다.  

이와 더불어, 재난 재해 복구와 인도적인 차원의 개입의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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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했다. 이전에는 재난 재해를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고, 그 책임 또

한 개인의 몫이라고 여긴 반면, 구성적 관점에서는 전문적인 공공 대처

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 재해의 영

향을 받는 개인들이나 지역 사회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기 시작했다. 이런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주목한다

(Tierney, 2007). 계층, 인종, 성별에 따라 재난 재해의 상황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 재해가 미치는 피해나 복구

의 과정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예컨대, 

볼린과 볼튼(Bolin, & Bolton, 1986)은 재난 재해 이후 종교, 인종, 종

족에 따라 가정의 재난 극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백인 가

정보다 유색인 가정 혹은 소수 종교 가정이 재난 재해와 관련 정보나 대

처에 대해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며, 가정 내의 연대를 통해 재난 재해에 

대한 정신적 극복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는 재난 재해의 

경험이 개인이 처한 맥락에 따라 특수하게 구성되며, 심리적 혹은 정신

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재난 재해 경험의 중요성을 환기하게 되었다.  

구성적 관점의 연구들은 주로 계층, 인종, 성별과 같은 조건에 의해 

재난 재해의 경험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을 밝혀 왔다. 재난 재해가 객관적이며 일률적인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한 볼린

(Bolin, 2007)은 재난 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계층, 민족성에 따라 다르

게 구성된다고 논했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재난 재해의 대비, 대처, 재난 

후 물질적 정신적 극복 등 모든 면에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집단이나 공동체의 정체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는 재난 재해가 단순한 물

리적인 사건이 아니며, 사회적의 정신성(psyche)나 집단 정체성에 영향

을 준다는 것을 드러낸다. 

2000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수 천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미

국 대폭발 테러사건(911 테러)’과 2005년 미국 동남부를 강타하여 막

대한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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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들 또한 이런 불평등과 사회적 영향으로서의 재난의 문제에 대

해 다각도로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다우니와 엘저라이즈(Downey & 

Argyrides, 2004)는 911 테러 이후 겪은 정신적 외상이 중동 아시아인, 

무슬림 신자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차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재난

의 물리적인 피해가 끝난 시점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미첼(Mitchell, 2002)

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테러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에 

있다고 밝혔다. 테러의 책임이 일부 종교 혹은 사회 소수 집단에 있다는 

언론의 편향된 보도로 인해, 인종차별이 확산되었다고 논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사례에서도 두 가지 차원으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이 드러난다고 밝혀졌다. 첫째는, 정보 보유, 경제적 지원 등과 관

련된 실질적인 혹은 제도적 불평등이다. 둘째는, 사회적 담론의 차원에

서도 불평등이나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애널슨과 머로우

(Enarson & Morrow, 1998)와 같은 학자들은 계층, 성별, 인종에 따른 

재난 재해 피해 영향을 분석하면서 유색 인종의 여성이 다른 집단보다 

피해나 복구의 측면에서 모두 취약성을 강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왜냐

하면,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계층 격차가 재난 재해의 상황에서 

더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유색인종 여성’ 특히 ‘비백인종 여성 노

인’ 집단은 학력, 소득 등 여러 차원에서 사회적 격차를 드러내는 집단

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집단보다 재난 재해의 피해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Enarosn, 2012).  

또 다른 측면에서 드러나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는 언론 매체의 보

도나 사회적 담론에서 드러난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연구들은 이런 문제를 지적한다. 소머즈와 그의 동료들

(Sommers, Apfelbaum, Dukes, Toosi, & Wang, 2006)은 언론이 허리

케인 카트리나 재해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과 흑인 집단의 반사회적 행동

에 대해 편향적으로 보도하면서,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심화되었

다고 지적했다. 재난 재해가 일어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

단에 대한 차별적 담론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인상이 사람들의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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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인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사회적 불평등을 겪으며 소외된 

집단이 재난 재해의 사회적 담론의 차원에서 또다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 재해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

어나,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재난 재해를 재해석하는 데에 기여했다. 더 

나아가, 불평등 문제나 재난 재해에 파생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이바지했다(Hewitt, 1998). 그러나, 구성적 

관점의 연구들이 이런 연구 주제에 편중된 것은, 사회적 구성주의를 매

우 제한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 재해를 개인적인 경험

으로 축소시켰으며, 그것이 다른 사회적 지위를 가진 개인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만 논의했기 때문이다. 재난 재해가 어

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

게 담론화되며 규정되어 왔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재난 

재해가 어떤 사회적 반응이나 대응 양상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런 반응

과 대응 행동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예컨대,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소수자나 이민자, 약자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유럽의 역사에서 풍

해나 전염병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지속적으로 유대인 학살이 자

행되기도 했다(Falk, 2008). 1923년 일본 관동 지방에서 발생하여 수십

만의 피해자를 유발한 ‘관동대지진’은 관동 지방 내의 조선인 학살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Allen, 1996). 이러한 사례들은 본질적으로 공

중이 재난 재해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극복하는 기제에 대한 탐구가 필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구성적 관점의 연구들은 여러 사례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관찰보다는 제한된 사례를 관찰하는 데에 주력

했다. 개별적인 불평등의 사례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데에 그친 것이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재난 재해 상황

에서 일어나는 인식적인 작용이나 정서적 반응, 행동 의향과 같은 심리

적인 영향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예컨대,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사례

에서 언론매체가 흑인 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보도 프레임을 통해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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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뤘다고 밝히는 것을 넘어서, 왜 공중이 이런 차별적인 보도에 귀를 기

울이게 되는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단순히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이런 

보도를 많이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왜 이런 형식의 

정보에 주목하게 되는지 분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재난 재해를 이해하

고 해석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인식, 심리 기제에 대한 논의에 기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한계점들이 나타나는 데에는 구성적 관점의 연구들이 재난 재

해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인도적 개입 및 지원 등을 위

한 실용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재난 재해에 대한 효과적

인 대처를 위해서는 사회 취약계층이 어떤 피해와 영향을 받으며, 어떤 

종류의 지원과 공공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이 빠르게 강구되어야 

한다. 티어니(Tierney, 2007) 또한 구성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재난 재

해 연구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다. 재난 재해 연구가 독자적인 학제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회학 등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잠시 관심을 갖거

나, 화제성 연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론적인 심층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개별 재난 재해 사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

회적 합의와 충돌, 그리고 담론 재생산을 통해 재난 재해가 어떻게 구성

되는지에 대한 통시적인 고찰과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 연구가 구성주의적 관점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재난 재해가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구성적 관점의 기본적인 전제에 동의한다. 그러나, 보다 인식과 반응, 그

리고 대응 행동의 차원에서 재난 재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밝히고자 한

다. ‘계층, 인종, 성별’이라는 선제적 조건에 의한 공통의 경험이 아니

라, 개인이 재난 재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극복 전략을 구상하는 지에 대

해 탐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재난 재해 요소의 개별적 

특성과, 이것이 개인의 인식과 행동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고찰이 필요하다. 

2) 체계적 관점(systemic perspective) 

체계적 관점은 구성적 관점과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재난 재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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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체계

적 관점이 대두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

로운 유형의 재난 재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Perry, 2007). 자연발생적

인 자연 재해와는 반대로, 과학기술적 재앙은 과학기술, 법률, 지역 행정

과 같은 복잡한 관리 체계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에 결함

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 상의 피해를 동반한 재앙이 발생하

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전문 영역의 소통과 협력이 재난 재해 대처와 

복구에 있어서 중요해졌다. 이런 변화에 따라, 재난 재해를 체계적 기능 

장애(systemic dysfunction)의 산물로 간주하는 이론적인 관점이 대두

한 것이다.  

재난 재해가 단순히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시각에서 발전하여, 콰

란텔리와 다인즈(Quarantelli & Dynes, 1977), 그리고 밀레티(Mileti, 

1975)와 같은 연구자들은 재난 재해가 체계적 산물이라고 논했다. 밀레

티(Mileti, 1975)는 여러 체계적 수준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상황이 재난 

재해라고 규정했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개인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압력, 

사회조직 단위에서의 압력, 그리고 권력 구조 수준에서의 급격한 변화나 

대응이 요구되는 압력이 발생되었을 때 생겨난 총체적인 ‘시스템 스트

레스(system stress)’가 재난이라는 것이다. 어떤 자연적 혹은 과학기

술적 재해 자체가 재난 재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 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때 재난으로 규정될 수 있다.  

구성적 관점과 비교했을 때 체계적 관점이 가지는 또 다른 차이점은 

재난 재해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재난 재해를 어

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사회에 긍정적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위험 사회(risk society)’라는 개념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벡(Beck, 1992; 2004)과 기든스(Giddens, 1999)는 위험을 어

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한 사회의 근대성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고 논한

다. 오늘날 고도의 산업 기술 발달과 세계화로 인한 열린 사회에서는 그 

이전의 사회보다 위험 요소가 많이 있으며, 예기치 못한 잠재적 위험 요

소도 그 여파가 크게 미칠 수 있다(Beck, 2004). 오늘날 중국에서 일어



 

 15 

난 대기 오염의 문제가 한국에 영향을 미쳐서 미세먼지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이런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분석하고, 통제하며, 관리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적 제도들이 생겨나게 되며, 근대

성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기든스(Giddens, 1999)와 같은 학자들은 위험(risk)이라는 

것 자체가 자율성(autonomy)을 가지며 스스로 재생산하는 체계라고 주

장했다. 전문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각 영역에서 무엇이 

인간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생산된다. 또한 이

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면서 사회가 발전

해 나간다. 이런 과정에서 위험성이 끊임없이 증폭되며, 이에 따라 사회 

체계가 형성되고 작동하는 ‘위험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위험

성을 진단하고, 예측하며 대비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의학, 법률, 행정, 

경영 등 다양한 사회 체계가 동원된다. 이를 통해 전문성이 개발되고 분

화되어 나가는 것이 ‘위험 사회’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체계주의 관점의 의의는 구성적 관점과 비교했을 때, 재난 재해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따라 규정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에 있다. 구성

적 관점이 경험을 중시한 반면, 체계주의는 관리자의 재난 재해 진단과 

예측, 그리고 관리 등과 같은 담론적 요소를 재난 재해 성립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이런 배경에는 재난 재해에 대한 관리 체계가 사후 대

처에서 예방과 통제를 중심으로 재편성됐기 때문이다(Hodgkinson, & 

Stewart, 1991). 이전에는 재난 재해에 대한 대처를 계획할 때, 그것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고

도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고를 예측하고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하는 것으로 목표가 변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 재해에 대한 직접

적인 경험보다는 전문가와 관리자 집단의 진단, 예측, 그리고 관리가 재

난 재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다시 말해, 재난 재해가 객관적인 물리적 현상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어떻게 인식되고 담론화되는지에 따라 성립되는 개념(idea)이라

는 것이다. 루만(Luhman, 1990)과 그의 사회 체계론에 영향을 받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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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은 ‘재난’이나 ‘위험’이 담론 생산물(discursive product)이

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엇이 위험하며, 어떤 것이 재

난이라는 담론을 생산해내는 사회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논한다. 오늘

날, 법, 행정, 과학기술과 같이 사회를 구성하는 각 전문 영역에서 이런 

담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이런 담론

을 통해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고도화해가며, 위험이나 재난을 논하는 담

론 체계에서 전문가나 관리자 집단의 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노진

철, 2014a).  

그런데, 이런 체계주의의 입장은 상하 수직적인 관점을 내포하고 있

다. 재난 재해 요소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판단이 고도의 전문 영역

에 맡겨지게 되면서, 하위 체계가 상위 체계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노진철(2014a: 2014b)은 환경이나 재난 재해 요소에 대한 언

론 매체의 보도를 분석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난 재해에 대

한 대처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의 대상이며, 중앙집권적 관리와 대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위험 담론을 재생산할수록 이런 위계에서는 지

배 체계의 권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은 이런 위계에 기

능적으로 종속될 위험이 있다. 지배적 소통 체계가 무엇이 위험하다는 

담론을 양산할수록, 개인이나 집단은 이런 통제력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

이다.  

이런 체계주의의 위계적 관점에 따라 발생하는 또다른 위험은, 공중

과 전문 집단 간의 인식 격차가 발생하여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다. ‘위험에 대한 사회적 증폭 이론(social amplification of risk)’은 

이런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체계주의가 발달하면서, 재난 재해 

요소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진단과 대처는 전문가와 관리자 집단의 몫

이 되었다. 위험 관리가 고도로 전문화되면서, 이에 대한 일반 공중의 

개입은 축소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전문 영역과 일반 공중의 인식 간 차

이가 발생한다(Kasperson, et al., 1988).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또다

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거나, 현실적인 재난 재해를 해결하는 데에 차

질이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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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어떤 위험 요소가 전문 영역에서는 안전하다고 하는 반면, 

공중이 느끼는 위험성은 심각하거나, 반대로 공중이 느끼는 위험 정도는 

미미한 것에 비해서 전문 영역에서 위험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드러

난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위험 인식은 이런 현상의 예시

를 보여준다. 프루어와 마일스, 그리고 마쉬는(Frewer, Miles, & Marsh, 

2002)의 연구에 따르면, GMO에 대한 공중의 위험 인식은 언론 매체의 

보도의 프레임(frame)에 따라 증폭되거나 희석(attenuate)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은 안정적이며, 

변함이 없는 데에 비해 공중의 위험 인식은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

이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공중의 위험 인식은 언론의 보도나 

사회적 담론을 통해 쉽게 휩쓸릴 수 있으며,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

다.  

체계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하향식 관점에서 재난 재해를 규

정하며, 공중의 인식이나 반응에 대해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관

점에서는 공중의 인식이나 반응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험 사건이 재난으로서 성립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지만 오

늘날의 재난 재해 사례들은 이런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

반 시민이나 공중이 주도하여 잠재적인 위험 사건이나 요소가 재난 재해

로서 규정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 연구

에서 다루게 될 미세먼지 재해이다. 재난 재해가 규정되는 사회 체계에 

있어서 공중의 인식과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가 발생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전문적인 

지식이 대중화되고 시민 과학의 발달에 따라 전문가와 공중 간의 격차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Irwin, 2002). 공중은 단순히 전문가와 

관리자 집단의 진단과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비판

적으로 점검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지적, 정치적, 사회적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 한, 재난 재해의 형태와 범위가 체계주의 

관점이 한창 발전되어 가던 때와 변화했기 때문이다. 체계주의는 일회적

이며 파급력이 큰 과학기술적 재앙이나 사고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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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날은 재난 재해를 일시적 사고로 보는 경우는 드물다. 인공

적인 요건과 자연적인 요건이 매개되어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개입만으로는 이러한 영향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난 재해의 특질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1-2. 재난 재해의 유형과 환경 재해의 특성 

위에서 재난 재해 연구의 대표적인 이론적 관점인 구성적 관점과 체

계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계점들을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이론적 관점들이 오늘날 환경을 매개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 재해의 특성

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재난 재해가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나타

나는지, 그리고 그것의 특성이 개인들의 인식과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관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발생하는 미세먼지 재

해와 같은 환경 재해는 전통적인 자연 재해나 과학기술적 사고와 차이를 

나타낸다. 유해 물질이라는 인공적 요인과 기후, 대기 상태라는 자연적 

요인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재난 재해를 경험하는 기간, 형태와 

같은 측면에서도 기존의 그것과는 다른 특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본격

적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환경 재해의 개념과 그 특성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 재해에는 크게 자연 재해, 과학기

술적 사고에 따라 일어나는 재해, 환경 재해, 그리고 폭동, 테러 등의 사

회정치적 재해가 있다. 먼저, 미세먼지 사례에 대한 연구에 앞서 예비적

으로 이와 관련된 자연 재해와 과학기술적 재앙, 그리고 환경 재해의 특

성을 논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재난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전통적인 태풍, 홍수 등의 자연 재해와 과학기술적 결함, 혹은 

인공적 요인으로 나타나는 과학기술적 재앙(technological catastrophe)

을 구분했다(Kreps, 1998; Perry, 2007). 하지만, 환경 재해는 자연 재

해나 과학기술적 재앙의 하위 유형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의 독자적인 

특성과 영향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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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재해는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쓰나미, 

홍수, 태풍, 3대 오염 문제(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가 일반적

인 환경 재해이다(Smith, 2013). 하지만, 그 밖에도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생태계 파괴나 변화를 초래하여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환경 재해에 해당한다(Smith, 

2013). 하지만, 재난 재해 연구나 건강 소통 영역에서는 주로 유해물질 

유출이나 수질, 대기, 토양 오염 문제와 같은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된 

환경 재해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다. 오염 관련 환경 재해는 일차적으

로 과학기술적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적 재앙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 와는 또다른 독특한 특성을 드러낸

다. 따라서, 이런 특성들을 설명하고 이것에 따라 환경 재해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자연 재해, 과학기술적 재앙과 특성 

기존 연구들은 재난 재해를 크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

과 인공적인 과학기술적인 결함에 의한 것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재난의 

원인에 따라, 이에 대한 공중의 대응 방식이나 사회적 반향이 다르게 나

타난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초기 연구로 프리츠와 막스(Fritz & 

Mark, 1954)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의 패턴을 비교 연구

했다. 이들은 재난 재해의 임박성(immediacy), 원인과 같은 일반적인 

성질에 따라 공중의 대응 방식을 예측하고자 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재난 재해에 대한 주된 반응과 행동이 공황(panic)이나 혼란이라는 일

반적인 믿음과 달리, 체계적이며 조직된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재난 재해보다 비행기 추락 사고 

등과 같은 인공적인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재난 재해에서 이러한 행동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박한 위험 정도가 크고, 치명적이며 예기치 못한 것일수록 공황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비행기 추락 사고는 해

마다 일정한 기간에 나타나는 풍수해와 달리,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것이

며 임박한 위험 정도가 매우 치명적인 데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는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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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나타났다. 반면,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가 오히려 비조직적이며 

비체계적인 대응 행동이 많이 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리츠와 막스는 

이를 토대로 위험의 심각성이나 즉각성이 대응 행동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요인이 아니라 객관적인 재난 

재해의 원인 혹은 물리적 특성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이런 연구를 교두보로 자연 재해와 인공 재해의 사회적 영향을 비교

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난 재해의 원인에 따라, 그것에 대

한 피경험자의 인식이 다르게 구성되며, 이로 인해 대응 행동이나 사회

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밤, 플레밍, 그리고 데이빗슨

(Baum, Fleming, & Davidson, 1983)은 재난 재해와 인공 재해의 특성

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며, 이로 인해 공중의 인식이나 반응이 어떻게 다

르게 나타나는지 설명했다. 이들은 인공 재해를 기술적인 문제나 혹은 

관리 상의 결함에 의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 과학기술적 재앙

(technological catastrophe)’라고 명했다. 이들은 자연 재해와 과학기

술적 재앙의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가시성(visibility), 즉각성

(immediacy), 그리고 지속성과 범위를 기준으로 재난 재해의 특성이 전

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이런 속성들로 

인해, 공중의 인식과 반응이 다르게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자연 재해와 인공 재해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한 유목

들은 재난 재해를 인식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런 유

목들에 대한 판단을 통해 개인은 재난 재해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처 

방식을 강구하기 때문이다. 밤, 플레밍, 그리고 데이빗슨(Baum, 

Fleming, & Davidson, 1983)은 예측가능성, 가시성, 즉각성, 그리고 지

속성과 범위의 측면에서 모두 자연 재해보다 인공 재해가 명확하게 파악

되기 어려우며, 파급력이 확장된다는 것을 밝혔다. 먼저, 계절성을 띠거

나 주기성을 가지는 자연 재해와 달리, 과학기술적 재앙은 항상 예기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게다가, 많은 경우 과학기술적 재

앙은 2, 3차 피해로 이어진다. 예컨대, 폭발사고나 화재로 인해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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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나 대기질이 오염되어 2, 3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그런데, 이런 2, 3차 피해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당장 가시

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시성이나 즉각성의 측면

에서도 자연 재해보다 인공 재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특성을 가진다.  

사건의 피해 정도나 심각성과는 상관없이, 자연 재해의 피해는 일시

적인 반면, 과학기술적 재앙의 피해는 장기적이며 지속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Fleming & Baum 1982; Baum Gatchel, & Schaeffer, 

1983).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연 재해와 달리 과학기술적 재앙은 

몇 차례 다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의 

통제의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과학기술이 통제와 관리 범위를 

넘어서 해악을 초래했을 때, 충격이나 좌절감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후 자연스럽게 극복의 수순을 밟는 자연 재해와 달리 과학기술적 

재앙은 지역이나 국가의 통제 관리 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Quarantelli, 

1977). 따라서, 피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인공 재해가 미치는 영향이 

더 지속적이며, 자연 재해보다 훨씬 복잡한 수순을 밟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유목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자연 재해보다 인공 재해가 통제 및 

조절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제 및 조절 가능성은 재난 

재해를 경험하는 개인들의 인식과 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재난 

재해의 피해 규모나 객관적인 위험성과 관계없이, 그것을 예방하거나 통

제할 수 있다고 여길 때, 보다 이성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Fritz, & Marks, 1954). 비행기 추락 사고 중에 공중의 질서정연한 행

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고 발생시의 매뉴얼이 습득되어 있으며, 상황

을 가라앉히고 이끌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시로 있기 때문에, 통제 및 

조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체적

으로 인공 재해는 자연 재해보다 물리적인 특성 전반에서 불명확하며 종

잡을 수 없는 특질이 나타난다. 따라서, 통제 및 조절 가능성에 대한 기

대가 낮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는 것이다.  

환경 재해는 자연 재해와 인공 재해의 특성이 공존한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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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재난 재해의 성질과 사회심리적 영향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논의한 특성으로 인해, 인공 재해는 자연 재해보다 사회적 

충격이나 트라우마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비교적 시작과 종료 시점이 

명확한 자연 재해는 자연적인 복원력(resilience)이 발휘될 수 있지만, 

인공 재해는 그럴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자연 재해는 사회적 응집력

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한다(Moore, Daniel, Linnan, 

Campbell, Benedict, & Meier, 2004; Machbor, 2007; Quarantelli, 

2006). 하지만, 인공 재해는 인간의 관리 실패로 인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생성될 수 있다(Baum, Fleming, & 

Davidson, 1983). 환경 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1차적인 원인이 환경 오염과 같은 인공적인 원인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 절에서 환경 재해의 특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논의

해보고자 한다.  

2) 환경 재해의 특성 

오늘날의 재난 재해는 자연 재해 혹은 인공적인 과학기술적 요인에 

의한 재해로 양분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 재해는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원인이 교차하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구분 체계를 적용하

기 어렵다. 또한, 오늘날의 재난 재해는 하나의 관리 및 통제 체계의 역

기능 때문이 아니라, 여러 체계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2002년 홍콩과 중국 광저우를 강타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하, SARS)’은 오늘날 환경을 매개로 나타나는 재난 재해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SARS가 남중국의 근린 지역이 아닌 항공 물류를 통

해 캐나다에 번진 것이다. 이런 사례는 오늘날의 재난 재해, 특히 자연

적인 요인과 인공적인 요인이 교차하는 재난 재해가 하나의 통제 체계로 

관리되기 어려운 ‘초-체계적(trans-systemic)’ 특성을 가진다는 것

을 보여준다(Quarantelli, 2006). 

환경 재해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해당될 수 있다. 당장 피해를 입히

고 있는 재난 재해 사건 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각종 화학 

오염 물질 유출 또한 환경 재해에 해당된다. 그런데, 기존의 자연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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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기술적 재앙으로 구분될 수 있는 예들도 어떤 제반 조건과 결합

되는가에 따라서 환경 재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2011년 일본에서 발

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1차적으로 발생한 지진 해일이 원자력 발전

소를 덮쳐, 2차적으로 폭발이 발생하여 일어난 사건이다(Lochbaum, 

Lyman, & Stranahan, 2014). 이로 인해 일대에 방사능 오염이 발생했

기 때문에, 환경 재해에도 해당한다.  

위에서 밤, 플레밍, 그리고 데이빗슨(Baum, Fleming, & Davidson, 

1983)이 자연 재해와 인공 재해의 특성을 유목 별로 정리한 것과 마찬

가지로, 환경 재해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경 재해에 대

한 공중의 인식과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예상해볼 수 있다. 우선, 예

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환경 재해는 인공 재해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

이 드러난다. 일차적인 요인이 오염 물질 유출이나 과학기술적인 것이지

만, 제반 자연적 조건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위

의 생태계와 매개되었을 때,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재해는 예측하기가 어렵다(Smith, 2013). 토양이나 하천, 미생물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향의 범위가 한 국가 수준을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 재해는 영향이 비즉각적으로 드러난다. 환경 재해는 기후변화

로 인한 태풍, 쓰나미와 같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염 

물질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위해성 

자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발생한 후 시기가 한참 지나고 

나서야 환경 파괴나 오염으로 인한 재난 재해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수질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중금속 중독 공해병 중 하나인 ‘미

나마타 병(Minamata Disease)’은 1950년대 말 이미 일본에서 환자들

이 대거 등장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질병으

로 공인된 것은 1968년이었다(Tsuda, Yorifuji, Takao, Miyai, & 

Babazono, 2009). 왜냐하면, 병의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그 결과를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환경 재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회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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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작용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 재해는 원인 규명이나 

대처에 있어서 자연 재해나 과학기술적 재앙보다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가시성의 측면에서 환경 재해의 피해는 비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가 많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특성과도 관련이 깊다. 자연 재해

나 과학기술적 재앙과 같은 경우, 즉각적인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입

히는 반면에, 오염 문제로 인한 환경 재해의 위해성은 뚜렷하게 드러나

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각적인 인명 피해보다는 생태계 파괴와 같이 간

접적으로 나타나거나, 점차적으로 많은 이들의 건강을 해치면서 위해성

이 점진적으로 드러난다(Noji, 1996). 더욱이,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여

러 차례의 전문적인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 미나마타 병의 사례처럼, 

가시적인 영향이 드러났을 때에는 이미 재해가 상당히 진전된 후인 경우

가 많다.  

게다가 개별 사건의 피해 규모나 심각성과 관계 없이, 환경 재해는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장기적이며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가진

다. 밤, 플레밍, 그리고 데이빗슨이 제시한 것과 같이 자연 재해는 일시

적으로 일어나며,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과

학기술적 재앙 또한 그것이 오염 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 재해로 이어지

지 않는 선에서는 한정된 지역과 개인들에게 영향을 준다. 하지만, 환경 

재해는 토양, 하천과 같은 자연적인 조건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초국

가적이며 초체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하천 오염이 해양으로 이어질 경우, 

전지구적인 영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환경 재해는 그것을 경험하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원에서도 

자연 재해나 인공 재해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자연 재해나 인공 재해

는 비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극적 사건이지만, 환경 재해는 일상으로 가까

이 접할 수 있다. 대기, 수질, 토양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재해는 

식수나 식품, 호흡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성

(pervasiveness)과 연계되어 드러나는 또다른 특성은 인체에 직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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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환경 재해는 음식 섭취, 호흡과 같이 

일상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체에 대

한 침입성(invasiveness)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개인은 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재해나 인공 재해에 비해, 환경 재해에 대해

서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논의한 환경 재해의 특성들은 자연 재해와 인공 재해보다 

환경 재해에 대해 기대되는 통제 및 조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

다.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환경 재해를 식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비식별성으로 인해 환경 재해는 예측하고, 이에 알맞은 처방을 기획하기

가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환경 재해의 규모와 상관없이 영향의 지속성

과 범위가 비한정적이며 크다. 같은 정도의 자연 재해나 인공 재해보다 

파급력이 크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 한편, 환경 재해는 다른 

유형의 재난 재해보다 개인의 일상 생활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환경 오염이 식수나 음식물을 매개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일상의 흔한 요소들이 재해로 변모하기도 한

다. 이것은 환경 재해가 일상과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연관되어 있으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별하기 어려우면서 파급력은 크며,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큰 환경 

재해는 건강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Page, Petrie, & Wessely, 2005).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일정 기간 동

안 발생하는 자연 재해나 인공 재해는 시간이 지난 후, 이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해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환경 재해는 시작

과 종료 시점이 확실하지 않으며, 영향의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다. 따

라서, 이로 인한 정신적 외상이 장기화되거나 만성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럴 경우, 환경 재해와 관련된 다른 요소나 사건

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태를 보이거나, 신경질증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정신병학적(pscyhogenic)인 현상 혹은 히스테리아

(hysteria)가 야기될 수 있다(Wessel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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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재해는 사회적인 담론 차원에서도 자연 재해나 인공 재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비식별성, 기간과 범위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그리

고 강한 직접 영향성 때문에 여러 집단이 이에 관여하여 서로 다른 진단

과 논의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환경 재해는 피해 규

모가 명확하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자연 재해나 인

공 재해보다 고도의 전문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전문적인 집

단이 이에 개입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어떤 위험 사건이 환경 재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몫은 관리자

와 전문가 집단에게 있지만, 일반 공중 또한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로서 환경 재해를 판가름하는 데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전

문가나 관리자 집단과 공중 간의 의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은 환

경 재해의 사례에서 이와 같은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에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시작했다(김수미, 2018).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 진단하고 이

를 환경 참사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까지 여러 갈등이 표출되었다(김수

미, 2018). 또한, 피해 규모나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들

의 이견이 현재까지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갈등적이며 마찰적인 양상은 사회 현상으로서의 환경 재해의 

주요한 특성이다. 전문가, 관리자, 일반 공중이 각각 경험하는 환경 재해

의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과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Dobashi, 

et al, 2014). 위에서 정리한 환경 재해의 비식별성, 불확실성, 일상성과 

노출성은 환경 재해를 경험하고 파악하는 이의 입장에 따라서, 그것이 

전혀 다른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전문가와 관리자 입장에

서는 객관적인 피해 정도나 예측과 대책을 위한 기간과 비용이 중요하다. 

이런 조건에서 충족되지 않을 때, 하나의 환경 위험 요소는 재난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일반 공중의 입장은 일상성과 노출성을 

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전문가와 관리자 집단과 인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환경 재해는 누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

응하는가에 따라 재난으로서 성립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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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의 환경 재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재난 재해에 대한 인

식과 반응이 어떤 기제로 형성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이루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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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의와 소결 

 

이 장에서 서술한 환경 재해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재난 재해가 물

리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에 의해 규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재난 재해는 언론, 전문가 집단과 관리자 집단의 토의, 공중의 

사회적 담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표면화되는 것이다. 기존의 이론적 관점

들은 재난 재해의 이러한 소통 현상으로서의 특성을 간과했다. 먼저, 사

회적 구성주의는 재난 재해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

나는지에 대해서 주목했다. 재난 재해의 영향을 성별, 연령, 종교와 같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토대로 일반화한 것이다. 이런 구성주의 관점은 

재난 재해가 물리적이며 보편일률적인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의

해 구성된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반응과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였다.  

둘째, 체계주의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재난 재

해가 사회의 소통 체계에 의해 구성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재난 재해의 개념을 현대의 기술과 사회 시스템 발달에 

맞게 재정의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재난 재해의 개념을 기능주의적

으로 축소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회의 질서나 순기능을 저해

하는 모든 현상을 재난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회의 목적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다는 기능중심적인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런 

관점 하에 공중의 위험 인식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적인 고찰보다는 그

것을 통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의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티어니

(Tierney, 2007) 또한 이런 한계를 지적하며, 체계주의를 따르는 관리

자 중심의 실용적 연구들로 인해 재난 재해 연구에 이론적인 빈곤이 초

래되었다고 했다. 체계주의의 또다른 한계점은 재난 재해를 관리의 대상

으로 보며, 공중보다는 전문가나 관리자 집단의 의견이나 의사소통을 중

시했다는 데에 있다. 하향식 관점에서 공중의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이

나 반응 양상을 개도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런 태도와 시각으로 인해, 

공중의 위험 인식이나 반응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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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체계주의의 기본적인 관점을 이어 나가되, 하나의 위

험 사건이 재난 재해로 성립되는 데에 있어서, 공중의 인식과 반응 또한 

소통 체계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규명하고자 한

다. 재난 재해는 물리적이며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 가운데 발현되는(emerge) 현상이라는 것이다. 앞

에서 정리한 환경 재해의 특성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비가시성

(invisiblity), 비즉각성(delayedness), 비식별성(un-identifiableness), 

침해성(invasiveness), 그리고 침투성(pervasiveness)은 환경 재해가 

기존의 이분법적인 재난 재해 개념으로 단순하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자연 재해나 인공 재해와 달리, 환경 재해는 원인과 

결과, 진행 과정, 그리고 피해 양상이 모두 불명확하며, 영향력은 광범위

한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객관적인 물리적 피해 

정도보다는 하나의 위험 사건이 어떻게 담론화되는가, 혹은 어떤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거나 반응이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재난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환경 재해의 특성은 언론이 하나의 위험 사건이 재난 재해로서 

성립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구 온난화’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재해의 사례들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 

지구 온난화는 가시적인 인과관계와 피해 사실을 입중하기 어렵다. 하지

만, 전문가들의 견해, 언론의 보도로 인한 의제화, 그리고 여론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재난으로 성립됐다(Incropera, 2015). ‘미세

먼지’ 재해의 사례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표면화되었다. 미세먼지의 위

험성에 대한 의학자, 과학자들의 진단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예컨

대, 시메이어와 그의 동료들(Seemayer, Manojlovic, & Brockhaus, 

1976)은 일찍이 미세먼지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직접적

인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예신(2003) 또한 ‘미세먼

지’ 재해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의제화되기 이전부터, 위험성을 제기했

으며 재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문가 집단의 의

견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재난으로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근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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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서이다. 언론 매체의 보도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

루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언론 보도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이러한 언론 보도가 어떤 공중의 인식과 반응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탐구

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언론학 분야의 연구들은 

공중의 인식을 도구적으로 보고, 이를 개도하고 개인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예컨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마스크 착용율을 높이고자 한다(김영욱, 외, 2018). 이 장에서 비판한 

바와 같이, 이런 연구들은 공중의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이나 반응을 도

구적으로 해석하며, 공적 관리의 대상으로서 효율화하고자 한다. 공중은 

스스로 합리적인 재난 재해 인식을 형성할 능력이 없으며, 문제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중의 문제적인 재난 재해 인식이나 반응은 언론에서 비롯

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 언론이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위험 정보보

다는 이에 대한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Pennington, 2014). 심지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부분적

인 사실을 부각하여 전달하거나, 핵심적이지 않은 사항을 전달하여 그릇

된 재난 재해 인식과 반응을 야기하기도 한다(박준석, 한세현, 2018: 이

정훈, 외, 2016). 이에 따라, 위험성이 낮은 데에도 불구하고, 재난 재해

로서 사회적으로 각인되거나, 반대로 위험성이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언

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미세먼지 재해

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이 어떻게 미세먼지 재해를 

담론화하며, 이에 따라 어떤 인식과 대응이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것을 

통해 총체적인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미세먼지 재해를 이해할 수 있

다. 



 

 32 

2. 재난 인식과 반응  

: 미세 먼지 재해에 대한 인지 프레임(cognitive frame)

과 정서(emotions) 

앞서 재난 재해의 개념을 규명하고 환경 재해의 특성에 관해 논의했

다. 이 절에서는 미세 먼지 재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현상

을 설명할 수 있는 위험 인식과 반응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자 한다. 위험 인식과 반응은 위험 대응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 요인이다

(Brewer, Chapman, Gibbons, Gerrard, McCaul, & Weinstein, 2004). 

개인은 주위에 대한 관찰과 정보,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affect)이

나 정서(emotion)를 통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절에서 논의

한 환경 재해의 특성과 함께, 이에 대한 위험 인식과 반응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언론의 보도는 이런 위험 인식과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돕는 한편,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과 정서가 형성되는 데에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 예컨대, 일각에서는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한 오보

나 과장된 기사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과 염려가 증폭되는 현상이 문제

시되기도 했다(홍상지, 2017). 

기존의 연구에서 위험 인식과 반응을 설명하는 데에 크게 두 가지 

이론적 모형이 있다. 첫째는, 합리적인 인지적 사고 과정을 통해 위험 

인식과 반응이 도출된다는 ‘인지 모형(cognitive model)’이다. ‘인지 

모형’은 개인의 위험 인식, 반응의 기제를 인간이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전제 하에 설명한다. 이 모형은 감정이나 정서적 요소들을 부차적으로 

보며, 합리성 혹은 이성적 전제를 과도하게 이용한다는 점에서 비판되었

다. 이에 반해, ‘감정 모형(affective model)’은 인지적 과정이 아닌 

즉각적 감정이 위험 인식과 반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논한다. 하

지만, 이 모형 역시 점진적으로 발달하며, 위해성이 즉각적으로 드러나

지 않는 환경 재해의 경우 적용하기 부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모형

을 모두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 연구에서 다루게 될 중심 개념들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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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자 한다.  

‘인지 모형’과 ‘감정 모형’ 모두 위험 인식과 반응이 생성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호지킨슨과 스튜어트(Hodgkinson, 

& Stewart, 1991)와 겝허트 주니어(Gephart Jr, 1993)는 위험 인식과 

반응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상황의 위험 정도나 인과관계에 대한 인지 평가

(appraisal)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지적인 판단과 정서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 관점은 과도한 이성적 전제를 쓰지 않고, 인간의 

정서적, 감성적 측면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위험 인식과 반응

의 모형으로 쓰일 수 있다.  

재난 재해에 대한 인지적 판단이 객관적이며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

는 것은 아니다. 개인은 판단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형화된 틀

을 통해 인지 과정을 처리하게 된다(Cho & Gower, 2006; Berger, 

2009; Houston, Pfefferbaum, & Rosenholtz, 2012). 재난 재해 상황에

서 사건의 복잡한 맥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이해와 빠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주위의 사회적 담론에서 주어지는 해석적 형식을 활용하

기도 한다. 예컨대, 언론의 보도에서 나타나는 프레임을 통해 재난 재해

를 해석하고 대처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재난 재해에 대한 정

형화된 이해 형식을 이 연구에서는 ‘인지 프레임(cognitive frame)’

이라고 명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렇게 인지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프레임 형식

과 그것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개별 재난 재해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중의 왜곡된 재난 인식과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 주목한 것이다. 혹은, 언론의 

보도에서 나타나는 프레이밍 양상을 분석하여 기술하는 데에 치중했다.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 어떻게 공중의 재난 인식에 각인되며, 그것으로 

인해 어떤 반응이나 대응이 나타나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 것이다. 

이 절에서는 재난 인식이 형성되는 근본적인 원리를 먼저 밝히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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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로 어떤 경향성에 의해 형성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런 재난 인

식의 규칙성을 탐구하는 것을 통해 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인지 프레임’의 개념과 이에 따른 반응을 구체화할 수 있다.  

 

2-1. 기존 이론 모형: ‘인지 모형(cognitive model)’과 ‘감정 모형

(affective model)’ 

1) 인지 모형(cognitive model)의 요체와 한계 

기존의 위험 인식과 반응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이

루어졌다. ‘인지 모형’은 개인이 합리적 추론, 인지적 사고를 통해 위

험 인식과 반응을 도출한다고 설명한다. 인지 모형은 크게 두 가지 이론

이 뒷받침하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상하여 그것을 실

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게 된다는 ‘ 합리적 행위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과 ‘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다. 인지 모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

를 합리적으로 재조직하며, 주위를 관찰하고,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

는 방향으로 행동을 조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위험을 판단하는 기

준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득, 손해, 안전과 같은 실리라는 것이다.  

‘합리적 행동 이론’과 ‘계획된 행동 이론’은 이런 전제를 뒷받

침한다. 두 이론 모두 행동 의도가 형성된 다음, 구체적인 행동 실행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Azjen & Fishbein, 1980; Azjen, 1992). 두 이론

에 따르면, 개인은 제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행동 의도를 형성하거

나, 반대로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행동 조절을 형성한다. 행동을 하

거나 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올 이익이나 손해, 그리고 자신의 신

념을 조율하여 심사숙고(cognitive calculation)를 통해 구체적으로 행동

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기반한 ‘인지 모형’은 재난 재해와 

직면했을 때, 위험 상황이나 요소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

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

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하여 개인이 

위험 인식과 반응을 도출한다고 설명한다.  



 

 35 

인지 모형을 따르는 연구들은 개인이 즉각적인 감정이 아닌 미래에 

예측되는 실리를 토대로 위험을 판단하고 반응한다고 한다. 예컨대, 린

델과 황(Lindell, & Hwang, 2008)은 테러에 대해 인식하는 위험 정도

가 개인의 안전과 물리적 손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밝혔다. 개인의 위험 인식이 소득, 테러나 다른 위험 상황에 대해 

준비된 정도, 태풍, 범죄 등 과거에 있었던 위험 경험의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이 갖추고 있는 제반 여건과 극복 능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테러가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 테러 상황에 있어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물질적 자원을 확

보하고 있는 고소득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테러에 대해 인식하는 위

험 정도가 낮다. 또한, 과거 위험에 대해 성공적인 대처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이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테러에 대한 극복 자아효능감(coping 

self-efficacy)이 높기 때문에, 인식된 위험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  

이와 유사하게 이와 레마이어(Lee & Lemyre, 2009) 또한 대테러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적 요인, 사회 맥락적 요인들과 즉각적인 

감정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다. 그 결과, 감정 보다는 인지적 요인들과 

사회 맥락적 요인들이 위험 인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즉각적인 감정에 의해 상황에 대한 위해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군

사적 상황, 정치적 상황, 미래에 예측되는 개인의 개별적 피해 정도 등

을 종합적으로 숙고하여 위험을 인식한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으며, 개인에 미치는 피해가 약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상황이 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지 모형의 연구들은 개인이 상황적, 경험적 변인들을 고려하여 합리적

이며 계획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인지 모형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재난 재해를 겪는 개인들은 

그것으로부터 극복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보

다 우선적으로 재난 재해에 대한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구하

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에 좌지우지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합당한 

극복 전략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제반 조건이나 자아효능감, 그리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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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대해 이성적으로 평가하게 된다(Ejeta, Ardalan, & Paton, 2015). 

인지 모형은 특히, 미세먼지 재해와 같이 점진적으로 발달하며 사회 구

성원들의 관찰과 검토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난 재해 유형에 적합

하다. 일시적인 극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자연 재해나 인공적인 사고보다 

충격이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감정보다 개인이 합리적인 판

단 과정에 의해 위험 인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지 모형은 몇 가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인지 모형은 인간이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

을 전제로 해야 성립된다. 이런 인지 모형에 의하면, 개인의 이득에 부

합하지 않는 위험 반응이나 행동은 비합리적이며 인지 능력의 역기능에 

의한 것이라고 잘못 풀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지 모형의 관점에서

는 재난 재해 상황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위험 인식이나 반응이 비합리

적이거나 잘못된 것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다. 키팩스와 크로우포드

(Kippax & Crawford, 1993) 또한 위험 인식을 합리적 판단의 결과물

로 보는 이론들이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

다고 비판한다. 위험 인식과 반응에는 감정과 정서가 수반된다. 그런데, 

이것을 지엽적이거나 비합리적 판단의 결과물로만 해석할 경우, 위험 인

식과 반응의 복잡한 형성 과정을 축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인지 모형은 합리성 자체를 제한하여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

할 수 있다. 슬로빅과 그의동료들(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2)은 인지적 사고 과정이나 감정이 모두 인간의 안전

과 관련하여 위험을 대처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논한다. 더 나아가, 이성

적인 판단보다는 즉각적인 감정이 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할 수도 

있다고도 한다. 왜냐하면, 감정은 인지와는 단지 다른 방식의 사고 과정

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이들은 감정이 감각 기관 혹은 내화된 기억에 근거하여, 경험적 

사고를 통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2). 더욱이, 감정은 인지적 처리 과정과 동시적으로 일

어날 수 있다. 엡스타인(Epstein, 1994) 또한 인지적 과정과 감정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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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하며 ‘정신적 역동성(psycho-dynamism)’이 일어난다고 설명

하기도 했다. 그는 인지 과정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 이런 상호작

용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타당한 판단으로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런 연구들은 개인이 위험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인지적인 요

소와 감정 혹은 정서적 요소를 모두 동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2) 감정 모형(affective model)의 요체와 한계 

인지 모형을 비판하며 발전한 감정 모형(affective model)을 따르는 

연구들은 인지적 사고 보다는 즉각적인 감정에 의해 위험 인식과 반응이 

생성된다고 논한다. 이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과 정서의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우선, 감정은 즉각적으로 형성되며, 정서적 반응

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Loewenstein, Weber, Hsee, & Welch, 

2001). 반면, 정서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인지적 판단의 결과물로서, 

‘가족 상실로 인한 슬픔’ ,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두려움’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감정은 즉각적이며 무의식적으로 나타

난다.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자신과 직접

적으로 연관된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성되는 부정적 느낌이 바로 

감정이다.  

감정 모형의 연구들은 위험 인식과 반응이 형성되는 데에 있어서 인

지적 사고보다 감정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먼저, 선후 관계 있어서 감정이 인지적 

판단보다 먼저 생성된다는 것이다. 자이언스(Zajonc, 1980)는 감정이 

정보의 처리과정 없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며, 오히려 인지적 사고가 먼저 

형성된 감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발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예컨

대, 개인은 미세먼지가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채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이 먼저 생성

된 다음, 후속적으로 이런 두려움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미세 먼지에 

관한 인식과 판단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틀렛(Bartlett, 1932)

과 이터슨(Itterson, 1973) 또한 인지적 사고에 앞서 감정이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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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다고 했다. 감정이 형성됨에 따라 인지적 사고와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태도가 사후에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감정이 인지적 판단을 효율화, 활성화하여 보다 개인에게 유

리한 결론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프레이다와 

그의 동료들(Frijda, Kuipers, & Ter Schure, 1989)은 감정이 인지적 

판단에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 위기나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을 향상시킨다고 논했다. 커틀과 카인버그(Cottle, & Kineberg, 1974)

의 연구 또한 인지적 사고보다 감정을 근거로 한 판단이 미래에 대해 더 

적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불안과 같은 즉각적인 감정이 

오히려 인지적 판단을 효율화시키며 유익한 판단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

도록 돕는다고 논했다. 인지 모형에서는 합리적인 판단과 상반된다고 하

는 감정이 오히려 인지적 사고와 긴밀히 상호작용하며 보다 합리적인 판

단에 효율적으로 이르도록 한다고 했다.  

한편, 피터스(Peters), 슬로빅(Slovic)과 피누컨(Finucane) 같은 

학자들은 감정이 정보로 입력되어 위험 인식과 반응에 영향을 준다고 주

장한다. 피터스, 버라스턴, 그리고 머츠((Peters, Burraston, & Mertz, 

2004)는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감정이 인지 과정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고 했다. 1) 감정이 정보 자체가 되거나, 2) 새롭거나 중요한 정보에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3) 또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것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는 동인(motivator)이 되기도 하며, 4) 특정

한 선택을 나타나게 하는 내적 기류(internal currency)의 역할을 한다. 

개인이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만으로 위험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혹은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할 때, 감정을 활용하

는 것이다. 이때, 즉각적으로 일어난 감정이 정보를 대신하거나 오히려 

정보를 수용하는 데에 일종의 거름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논했다.  

셋째, 앞서 논의한 인지와 감정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일부 감정 모

형의 연구는 감정이 위험 인식과 반응을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지적 정보처리에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러너와 그의 동료들

(Lerner, Gonzalez, Small, & Fischhoff, 2003)은 감정이 테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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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했다. 그 결과, 두려움과 분노의 차이가 

테러에 대한 인식과 반응의 차이를 유발한다는 것을 밝혔다. 두려움이 

테러에 대해 신중한 조치와 미약한 대응을 하게 한다면, 분노는 보다 적

극적이며 공격적인 테러 인식과 이에 따른 강력한 반응이 일어나게 한다

고 밝혔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일어난 감정은 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향

후 재난이나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몰과 그의 동료들(Small, Lerner, & Fischhoff, 2006)은 이런 

정서적 프라이밍(emotional priming)이 인지적 사고에도 영향을 미쳐서, 

테러의 인과 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즉각적

으로 일어난 감정이 위험에 대한 인지적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슬로빅과 그의 동료들(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7)은 이렇게 위험 인식이나 반응이 인지보다 감정에 의존하는 경향

을 ‘감정 휴리스틱(affect heuristic)’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감정 휴리스틱’이란 개인이 정보를 통한 인지 편향(cognitive bias) 

없이 즉각적인 감정을 통해서 위험 인식과 반응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7). 위험 인식과 반응이 

이렇게 감정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인지적 과정을 통한 판단보다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은 감정이 인지적 판

단을 보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위험에 대한 판단

이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이성적

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2).  

그런데, 이런 감정 모형을 미세 먼지 재해에 대한 위험 인식과 반응

을 연구하는 데에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위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감정 모형’의 연구들은 테러와 같이 임박한 위험이나 태

풍, 홍수와 같이 익숙히 알려진 위험 상황에 대해 다루었다. 위험이 즉

각적으로 나타나며 가시적인 상황에서 감정에 의해 위험 인식과 반응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세 먼지 재해와 같이 점진적으로 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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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위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위험 상황에서는 감정의 영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에 장기간의 관찰과 전문적인 지식

이 요구되는 경우, 위험 인식에 인지적 과정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감정 모형’의 또다른 문제점은 감정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부족

하여, 감정이 인지와 가질 수 있는 긴밀한 연관성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헤스와 그의 동료들(Hess, Waters, & Bolstad, 2000), 그리고 자이언스

(Zajonc, 1980)는 감정 역시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하며, 인지적 과정

을 통해 촉발된다고 논했다. 헤스와 그의 동료들(Hess, Waters, & 

Bolstad, 2000)은 개인이 경험했던 것에 대한 기억의 점화(priming)로 

인해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감정이 생성된다고 논한다. 기존의 유사하거

나 연상되는 경험에 비추어 일어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반응이 감

정이라는 것이다(Hess, Waters, & Bolstad, 2000). 자이언스(Zajonc, 

1980)는 사물이나 사건의 유사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감정이 생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이 위험 상황이나 요소와 유사한 자신의 경험과 기

억을 토대로 하여, 그것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한 다음 감정을 일으

킨다고 논했다.  

이런 연구들은 감정이 인지적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

다. 그런데, 감정이 무의식적이거나, 인지적 사고 과정과 별개로 생성된

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매우 빠른 과정에 의해 유발되며, 인지

적 판단 과정과는 다른 데이터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지 

모형’에서 제시하는 위험 인식과 판단은 개인의 자기자신의 주위에 대

한 관찰,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제반 정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감정은 개인의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이 그것과 가지는 유사성

에 대한 판단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혹은 임박한 결

과가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에 대한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인지 모형’과 유사하다.  

한편, ‘인지 모형’과 ‘감정 모형’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점

이 있다. 두 모형 모두 위험 인식을 지나치게 합목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위험 인식은 위험을 효율적으로 감지하고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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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기 위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목적 달성을 향한 유

리한 판단과 행동이 도출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분석

의 차이가 있을 뿐, 두 모형 모두 실리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위험 인식

과 판단을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 재해를 겪는 개인의 목표는 단

순히 신체적인 안전과 건강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보다 심리적이며, 

내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했을 때, 미세 먼지 재해의 위험 인식

과 반응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내면적, 정서적 측면을 아

우르는 ‘인지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이 위험을 인

식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데에는 합리적, 인지적 판단과 평가

가 개입된다. 하지만, 이와 함께 불안과 공포, 슬픔 등 재난 재해에서 자

연스럽게 생성하는 인간의 감성에 대한 주목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은 

단순히 실리적인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 재난 재해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해 가는 과

정에서 생성되는 것일 수 있다. 재난 재해를 겪는 개인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Weick, 2010).  

3) 인지 정서 모형(cognition-emotion model) 

이 연구에서는 인지 모형과 감정 모형을 절충하고 보완하여 위험 인

식의 새로운 모형 적용하고자 한다. ‘인지 정서 모형’은 위험 인식이 

인지적 과정을 통해 도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위험 인식

은 단순히 개인이 느끼는 위험의 정도가 아니라, 위험 사건이나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감정 모형의 한계는 위험 인식의 의

미를 개인이 위험 사건이나 요소에 대해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위험 상황에 대한 무서운 느낌, 두려움 혹은 불쾌함 

등이 위험 인식과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Loewenstein, Weber, Hsee, 

& Welch, 2001). 그런데, 이런 느낌은 일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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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지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 도출

되는 것이다. 개인이 처한 위험 상황이 얼마나 위험 한지, 자신에게 어

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

지 등을 판단하는 것을 통해 느낌이 형성되는 것이다.  

‘인지 평가 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과 ‘귀인 이론

(attribution theory)’은 이런 전제를 뒷받침한다. 두 이론은 느낌이나 

정서, 감정과 같은 요소가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추론을 통해 생

성된다고 주장한다. 인지 평가 이론은 개인이 위협적인 상황과 직면했을 

때, 두 단계의 인지 평가 과정을 통해 위험을 인지하고 판단한다고 논한

다(Smith & Lazarus, 1990).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위협을 주는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두 번째 단계의 판단은 그 대상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것이다. 대상을 식별할 수 있고, 이에 대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고 판단할 때 분노나 화가 나는 감정이 생성되는 반면, 이와 반대로 판

단이 내려질 경우 공포, 두려움 같은 정서가 형성된다.  

귀인 이론 또한 마찬가지로 위험 상황의 원인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프리츠(Fritz, 1958)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상황이 초래된 원인의 소재에 대한 판단에 따라 분

노, 죄책감, 슬픔, 불안 등의 정서가 형성된다고 했다. 예컨대, 위험 상황

의 원인이 자기 자신 혹은 내부적인 것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죄책감

이나 실망감 혹은 분노를 느끼게 된다. 하지만, 외부적인 것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안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원인이 외부적인 것일 경우,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다시 부정적인 상황을 초

래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Weiner, 1985). 두 이론은 위험 인식

이 단순히 개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 상황의 원

인이나 미래의 결과, 이에 대한 극복 전략 등에 대한 판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취하고자 하는 ‘인지 정서 모형’은 기본적으로 위의 

두 이론의 입장을 견지하지만, 정서의 개념을 다르게 본다는 점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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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다.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 형성에 있어서, 정서는 단순히 인지 

과정을 통해 발생하고 표출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서는 지속적으로 

인지 과정에 영향을 주며, 하나의 위험 현상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고정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험 인식이 본질적으로 

왜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개인은 재난 재해에 대해서 단

순히 신체적인 안전을 꾀하고 물리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 외상을 극복하고, 미래의 위협에 대한 대비를 이루고자 한다. 따

라서, 재난 재해가 왜 일어났으며,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Dollinger, 1986). 이런 

정신적 외상의 극복 과정에서 형성된 정서는 잘 지속적으로 재난 인식에 

다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서는 같은 상황이나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사한 인

지 과정이 일어나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허리케인 카트리

나 재해 당시, 흑인 집단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과 

분노를 느끼는 이들은 이에 대한 소식을 계속적으로 찾고 확인하는 현상

이 나타났다(Berger, 2009).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높게 평

가하며,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이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을 계속 찾게 되

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재확인한다는 사례가 밝혀졌다

(Farrell & Goodnight, 1981). 이런 사례들은 재난 재해 사건을 이해하

는 과정에서 정서가 도출되며, 이런 과정이 재난 재해를 이해하고 극복

한 인지적, 정서적 틀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추구하기 보다는 이를 확신

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재난 재해를 이해하고(sense-making) 해석하는 과정

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겝허트 주니어(Gephart 

Jr, 1984)와 슈타인(Stein, 2004)은 인과관계나 영향, 이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재난 재해를 정신적으로 극

복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런데, 인간은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루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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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슈타인(Stein, 2004)은 특히 불안

이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 재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신적 고통이나 불명확성 피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으로 인해 대상의 위험성에 대해 잘못 

판단하거나 재난 재해의 인과 관계에 대해 왜곡된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가 나타난다고 논했다.  

다시 말해, 합리적인 인지적 판단 과정을 통해서 재난 인식이 도출

되지만, 그 목적이 개인의 안전과 실리적인 이득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지적 판단 과정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위험 상황과 그 안

에서의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일어나기도 한다.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개인에게 맞는 극복 기제를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지 정서 모형은 기존의 인지 모형, 그리고 감정 

모형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진다. 이런 관점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재

난 재해에 대한 여러 사회적 반향에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

다. ‘911 미국 대테러’ 사건 때, 테러 단체와 관련이 없는 미국 내 중

동권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 왜 일어나는지(Olson, 2000; Jameson, 

2002), 대장균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과민 반응이 왜 형성되는지

(Pennington, 2014)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현

상들 또한 있는 그대로의 재난 재해 현상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왜곡된 

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개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다. 다시 말해, 재난 재해 상황에 대한 간편한 이해를 형성할 수 있으며 

단순화된 해석과 대응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인지 프레임(cognitive frame), 그리고 정서 

위에서 인지적인 과정과 이를 통해 도출된 정서를 토대로 재난 인식

이 형성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절에서는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지 논하고자 한다. 인간은 익숙하지 않고, 복잡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지 처리(cognitive processing)하고자 한다

(Axelrod, 1973). 그런데, 이런 과정은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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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애슬로드(Axelrod, 1973), 그리고 뉴먼과 그의 동료들

(Neuman, Just, & Crigler, 1992)은 인간이 익숙하지 않은 문제적 상황

을 빠르게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 관념적 도식(schema)을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도식을 통해, 개인은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적 상황을 효

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이해 또한 이런 도식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재난 재해 역시 대부분 개인이 익숙하

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며, 효율적인 이해와 대처를 통해 물리적, 정신

적 극복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Bucher, 1957). 

이런 인지적 도식은 개인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언론은 재난 재해 상황에서 이런 인지적 도식

을 형성하는 프레임을 제시할 수 있다. 이준웅(2004)은 언론이 상황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 해석적 프레임(interpretive 

frame)’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재난 재해의 상황과 같이 긴

박하며 정신적 압박감이 큰 상황에서는 언론에서 제시되는 프레임을 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Tierney, Bevc, & Kuligowski, 2006). 

언론의 보도는 재난을 이해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표에 도움

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프레임을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경우, 사실과 왜곡된 이해와 해석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오히

려 지장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인 도식을 사용한 인지적 결과물 중 하나로 

‘인지 프레임’을 설정하고자 한다. 인지 프레임의 개념을 통해 재난 

재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어떻게 정형화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공중

은 이렇게 정형화된 인식에 따라 재난 재해에 대해 반응하며, 대응 행동

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

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 갤럽(2017) 등의 여론 조사

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미세먼지 재해가 암과 같은 특정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답했

다. 미세먼지의 영향과 대처 방식에 대한 일률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

는 것이다. 일반 공중의 이런 고정된 인식은 언론의 보도나 전문적인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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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난 재해

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재난 인

식이 어떻게 틀지어지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 인지적으로 유도된 정서(cognitively induced emotion) 

인지 프레임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정형화된 설명 형식을 통해 형

성된 인지적인 차원의 틀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

성이나 인과 관계에 대한 고정된 이해 방식이다. 언론 보도에서 나타나

는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고정적인 설명 틀을 ‘뉴스 프레임’이라고 한

다면, 이를 수용하여 인식적인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 ‘인지 프레임’이

다. 이 절에서는 앞의 장에서 도출한 인지 정서 모형과 인지 프레임이 

결합하여, 재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인지 평가 이론과 귀인 이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설명 틀을 

제시할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고정적인 해석틀인 ‘인지 프레

임’은 두 이론에서 제시하는 정서의 도출 단계와 맞아 떨어진다. 미세

먼지 재해가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인과관계를 통해 나타

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인지 평가와 귀인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귀인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와이너(Weiner, 1985)는 부정적인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의 원인과 그 소재, 그리고 미래의 결과가 어떨지 

판단하는 것을 통해 구체적인 정서가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부정적인 결

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안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의 값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정서

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것에 따라 좌절, 슬픔, 분노와 같은 정서적 반

응들이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외재적이며, 자신이 이것을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고 여길 때, 좌절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우

며,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게 될 때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 한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통제와 조절이 가능한 데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때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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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평가 이론’ 또한 ‘귀인 이론’과 유사하게 사건의 인과 관

계와 미래의 결과에 대한 판단과 평가에 의해 정서적 반응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Lazarus, 1991). 예컨대, 재난 재해의 원인이 특정 요소나 집

단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문책해야 한다고 여긴다면, 분노의 정서

가 형성된다. 반면에, 재난 재해의 원인이 불명확하며,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 ‘귀인 이론’

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의 통제 및 조절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위험 인식과 정서적 반응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여

기서 더 나아가, ‘인지 평가 이론’은 인지 평가(appraisal)와 함께 행

동 의향을 일으키는 자극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험 인식과 

반응, 그리고 대응으로 이어지는 재난 재해에 대한 공중의 심리적 기제

를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인지 평가 이론과 귀인 이론은 통제 가능성, 즉 개인 자신의 노력이

나 주위 환경이 얼마나 재난 재해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에 따라 정서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데에 동의한다. 다시 말해, 

대응 자아 효능감(coping self-efficacy)에 따라 같은 위험 요소에 대해

서도 다른 정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Benight, Swift, 

Sanger, Smith, & Zeppelin, 1999). 재난 재해에 대해서 그것의 원인을 

통제하거나 결과를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응 자아 효능감’이 낮

을 때, 불안이나 공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면에, 재난 재해에 대한 

통제 및 조절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긍정적이라면, 불안이나 공포가 약

화된다고 밝혀지기도 했다(Benight, Swift, Sanger, Smith, & Zeppelin, 

1999). 

두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이 인지 프레임을 통해서 재난 재해의 원인

과 통제 가능성 및 예측 가능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미

세먼지 재해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인식하는 인지 프레임은 미세먼지 재

해의 불안정성을 부각하는 것을 통해 통제 및 예측이 어렵다는 판단을 

유도한다. 재난 재해의 실질적인 위해성과 그것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생각하게 하는 반면, 원인을 특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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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으로써, 예측 및 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예컨대, 

미세먼지가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다량의 독성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접촉할 경우 바로 폐혈관이나 뇌에 흡착하여 뇌출혈이나 암 등

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명순영, 나건웅, 2017). 두 이론

에 따르면, 내용을 토대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인식을 형성했을 때, 

불안이 야기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통제 조절이 가능한 원인에 대

한 설명 없이, 위험 요소가 야기할 수 있는 해악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대응 자아 효능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한편, 한정된 특정 원인을 강조하여 이에 대한 비난을 유도하는 인

지 프레임은 분노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재난 재해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판단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 대상에 상관없이 ‘비난’이라는 인지 평가를 야기하기 때문에, 분노

를 유발하게 된다. 그런데, 비난 대상이나 책임 소재에 대한 판단에 따

라, 구체적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달리 말해, 귀인 판단에 따

라 정서적 반응의 강도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Kelley & 

Michela, 1980). 외부적이거나 이질적인 요인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내

부적인 것에 대한 비난보다 증오나 적개심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Bucher, 1957). 이런 경우, 재난 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그 

대상에 대한 비방, 공격, 불안과 같은 격앙된 감정적 반응 양상이 나타

나게 된다(Jameson, 2002; Olson, 2000; Pyszczynski, 2004).  

이와 같이, 재난 재해에 대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부정적인 정서인 

분노와 불안은 이런 인지 프레임으로 인해 유도되는 인지적 정서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논의를 더 확장하여 이렇게 인지적으로 유도된 

정서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위험 인식과 반응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위에서 인지 정서 모형을 설명한 것과 같이 정서는 인지

적 과정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다시 같은 상황이나 유사한 상황에 대한 

인지적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매튜스와 맥클라우드(Mathews & 

McLeod, 2002)는 불안이 형성됐을 때, 이것이 특정 정보에 집중하여 

인지 처리를 하게 하는 편향성(bias)을 형성한다고 했다. 이때, 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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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고 기분을 조절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정보를 찾게 된다. 이런 발견은, 위험

성을 통해 미세먼지 재해를 인식하고 불안을 형성한 사람이 고정된 이해 

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인은 재난을 이해하고 정

신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소 비합리적이더라도 도움이 되는 설명 

프레임을 받아들인다. 특정 개인들이나 집단에 재난 재해의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이, 체계적이며 이성적인 설명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

게 되는 것이다. 

위의 논의를 통해 인지적 과정과 정서가 모두 재난 재해 인식과 반

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 프레임과 그로 인해 유도된 

정서적 반응은 위험 인식, 반응, 그리고 대응으로 이어지는 체계의 중심

을 이루는 매개 변인이 될 수 있다. 인지적 판단과 정서가 미세먼지 재

해에 대한 대응 행동의 직접적인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번 생성된 정서는 정서는 계속적으로 인지적 과정에도 영향을 주어, 정

형화된 위험 인식과 반응이 생성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다룰 위험 인식과 반응에 따른 대응 행동을 살

펴보기 위해서는 ‘귀인 이론’과 ‘인지적 평가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두 이론 모두 정서가 생성되는 과정이나 정서가 행동을 

유발하는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 

다시 강조할 점은 언론을 통해 습득된 뉴스 프레임이 인지 프레임이 된

다는 것과, 이것이 재난 재해에 대한 위험 인식과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이런 인지 프레임은 단순히 미디어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

니다. 재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선택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적 프레임 중 

의미 있으며, 재난 이해와 극복에 효과적인 것을 수용한 결과물이다. 따

라서, 언론에서 비난이나 과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인지적 과정에서는 비난이나 위험성이 과장되거나 강

조되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2) 비난 프레임(blam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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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재해를 이해하는 고정적 방식 중 하나는 한정된 대상의 책임을 

부각하는 것이다. 갭허트 주니어(Gephart Jr, 1993)는 위험 상황이 발

생했을 때, 그것의 인과 관계에 대한 판단과 의미부여를 통해 상황을 이

해하고자 한다고 강조한다. 위험 인식과 반응은 이런 판단 과정을 통해 

도출된다. 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재난 재해의 상황에서 이런 이해하

기의 과정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재난 재해

의 원인이 특정 요소나 인물에게 있다고 이해하는 인지 프레임이 나타난

다. 이런 인지 프레임을 일부 연구에서는 ‘ 비난 프레임(blame 

frame)’이라고 이르며 분석했다. ‘비난 프레임’은 재난 재해의 원인

을 일부 개인이나 집단에 있다고 이해하며,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해석적 프레임이다(Furedi, 2006; Maestas, Atkeson, Croom, & 

Bryant, 2008). 그런데, 이런 책임을 무관한 개인들에게 돌리거나,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비난 프레임은 언론의 보도 형식에서 많이 드러난다. 아옌거

(Iyengar, 1990)는 빈곤 문제를 예로 들면서, 언론의 프레임 짓기로 인

해, 사회적 문제의 책임 소재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언론의 프레임이 빈곤한 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 사실 여부과 

상관없이 빈곤이 그 개인의 잘못 때문에 발생했다는 해석이 형성된다

(Iyengar, 1990). 이와 같이, 언론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유책 관계를 

틀짓는 것을 통해, 이에 대한 공중의 이해를 돕는다. 이런 언론의 책임 

프레임은 사회적 담론을 통해 공중으로 퍼져나가는 특성을 보인다

(Cacciatore, Scheufele & Iyengar, 2016; Matthes, 2009). 이러한 프

레임은 재난 재해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특정 개인들이나 집단들에 대한 적

대감이나 소외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슨(Olson, 2000), 그리고 핸슨과 핸슨(Hanson, & Hanson, 

2006)은 재난 재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비난 프레임’으로 인해 사회

적 차별이나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논한다. 예컨대, ‘9/11 테러 사건’

(미국대폭발테러사건)의 경우, 언론은 무슬림들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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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명하였다(Steuter & Wills, 2009). 사건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친 

여러 사회 체계적 문제나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나게 되는 정치

적,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분석이 비교적 미약했다는 것이다. 이와 유

사하게, 핸슨과 그의 동료들(Hanson & Hanson, 2006)도 허리케인 카

트리나 사건 당시, 언론이 흑인 집단의 약탈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고 논한다. 이에 따라, 재난 재해가 나타나게 된 관

리 체계와 사회적 지원의 문제점을 간과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난 프레임’에는 특정 소수자 집단, 특히 종교적, 인종

적 소외 집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프레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위법적이거나 부도덕한 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해석적 프레

임도 존재한다. 예컨대, 미세 먼지 재해가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장 

운영자, 노후 경유 차량 운전자 등에 의해서 야기되었다고 논하는 것이

다(원호섭, 2017; 이경호, 2017). 이런 해석적 프레임이 앞서 설명한 프

레임과 나타내는 차이는, 외부적 집단이 아닌 내부적 집단의 부도덕하거

나 문제가 있는 개인들에게 책임을 돌린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난이

라는 인지 평가는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원인 소재에 대한 귀인 판단은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실제로 많은 재난 재해들이 일부 인물들의 과오

나 도덕적 해이함에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해석 역시 

지나친 적개심을 야기하거나, 재난 재해의 체계적인 특성을 간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에서도 이런 프레임들이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다. 김영욱 등(2015)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언론 보도 프레

임을 살피면서, 미세먼지 재해가 중국으로부터의 오염 물질 유입에 의해 

발생한다는 주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언론이 ‘중국 때문’이라는 비난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정작 외교적 대

처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위생 관리 등 개인적인 대처 만을 제시하는 

오류를 보인다고 주장했다(김영욱 외, 2015). 이준웅과 김성희(2018) 

역시 미세먼지 관련 언론 보도에서 중국을 특정하여, 미세먼지 재해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프레임과 경유차나 석탄화력 발전소와 국내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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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는 프레임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국내의 요인을 강조하는 

기사들은 공장과 같은 산업 시설, 발전소, 경유차 운전자와 같은 사적 

주체들이 법이나 규정을 어겨서, 혹은 비도덕적이어서 미세먼지 재해가 

발생한다고 논한다(한삼희, 2017).  

‘비난 프레임’이 다소 비합리적일지라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재난 재해를 겪는 개인들의 인지적 과정에 수용되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재난 재해에 대해 체계적이며 복잡한 설명보다는 단

순한 해석이 재난 이해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재난 재해의 책임을 

특정한 요소나 집단, 특히 통제가 용이한 요소나 집단에 전가할수록 분

명한 이해와 대처가 가능하다(Olson, 2000). 둘째, 외부적인 특정 소수

자들에 대한 비난을 유도함으로써,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임슨(Jameson, 2002)은 9/11 테러에 대하여 소수 인종이나 종교적 

집단에 대한 비난 프레임이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나 증오심을 형성하게 

했다고 논한다. 이를 통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와 그의 행정부

에 대한 지지가 견고 해졌으며, 그의 의사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Jameson, 2002).  

마지막으로, 이런 ‘비난 프레임’의 수용이 재난 재해를 겪는 개인

들의 정신적인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개인은 재난 재해의 피해

를 입었을 때, 정신적 혼란과 트라우마를 겪으며, 이것이 일어나게 된 

인과 관계와 원인의 책임 소재를 알고자 한다. 이때, ‘비난 프레임’은 

이런 인지적 수고에 도움을 줌으로써, 재난 재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겨내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Bucher, 1957; Hanson & Hanson, 

2006; Jameson, 2002). ‘비난 프레임’을 받아들이면서 양산되는 분

노, 적개심, 혐오와 같은 정서적 반응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정서들이 재난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혼란이나 공포

들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은 재난 재해를 겪는 과정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비난 프레

임’을 받아들이고, 재확립하며 이와 연관된 부정적인 정서를 생성할 가

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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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 강조 프레임(risk emphasis frame) 

기존의 연구에서는 ‘비난 프레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했다. 

이것은 앞에서 논의했던 것과 같이, 재난 재해 연구자들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난 재해와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했기 때문이다. 핸슨과 그의 동료들(Hanson & Hanson, 2006), 제임슨

(Jameson, 2002)과 올슨(Olson, 2000)등은 미국 사회에서 재난 재해

가 발생했을 때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책임을 씌우는 ‘비난 프

레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

런데, 재난 재해 인식과 반응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

석적 프레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한다. 이를 통해, 재난 

재해 상황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정서적 양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 재해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해석적 프레임이 존재하는 한편,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해를 끼칠 것인지에 대한 해석적 프

레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 역시 재난 재해를 이해하고 대처방법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상

반된 인식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위해성과 위험 가능성(risk 

probability)에 대한 해석적 프레임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이다(Slimak 

& Dietz, 2006). 어떤 이는 유전자 조작 생물의 위험 정도가 낮으며, 직

접적인 해를 끼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것이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재난 재해 요소의 위험성과 그것이 개인에게 미칠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강조하는 해석적 프레임이 언론에 나

타나기도 한다. 킷칭거(Kitzinger, 1999)와 청(Chung, 2011) 등은 언

론이 위험 상황이나 요소의 위험성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여 보도한다

고 비판했다. 위험을 선정적으로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주목을 끌며 사

회적 히스테리를 야기한다는 것이다(Kitzinger, 1999). 이 논문에서는 

이런 해석적 프레임을 ‘위험 강조 프레임(risk emphasis frame)’이라

고 명명하고자 한다. ‘질병 위험 프레임’은 불안이나 히스테리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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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수용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Chung, 2011). 

이것 역시 재난에 대한 이해와 극복의 과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프레임의 수용은 재난 재해에 대한 합리적인 이

해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황이나 과잉 행동 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Sugimoto et al, 2013). 

 ‘위험 강조 프레임’은 재난 재해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강조

한다. 첫째, 그것의 위험성 자체를 과장하거나 강조하여 전달하는 것이

다. 예컨대, GMO에 대해서 그것이 비만이나 대사 증후군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폐증, 만성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심지어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야기한다고 논하는 것이다(Slimak & 

Dietz, 2006). 둘째, 잠재적 위험 요소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가

능성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강조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직은 잘 와 닿지 

않는 지구 온난화가 직접적으로 수년 내에 대량의 사상자를 야기할 것이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Easterling, 2000). 물론, 잠재적 위협의 모든 위

험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언론의 타당한 역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것

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개인에게 인식될 경우, 왜곡된 인식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험 강조 프레임’은 위험 요소와 그것의 위해성, 위험 가능성

(risk probability)을 파악하고자한다는 점에서 재난을 예측하고 통제하

는 인지 프레임이다. 이런 요소들에 대해 다소 과장되더라도, 재난 재해

를 총체적, 분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런 인지 프레임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개인은 위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며 불안과 공포 같은 재난 재해와 관련된 정서적 반응을 형성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위험 강조 프레임’을 통해 재난을 이해하고 대처하

는 것이 불리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과 불안과 같은 정

서는 위협 요소가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주의를 기울

이게 할 수 있다(Frijda, 1988).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 프레

임’보다 재난 이해와 극복에 효과적일 수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사에서도 이러한 프레임의 특징을 엿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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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하거나 과장하는 보도 형

식이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 방식은 미세먼지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질병이나 건강 상의 위협을 열거하는 것이다. 암, 뇌졸중, 치매, 정신병

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보도는 미세먼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치

명적인 질병들을 제시해 왔다. 심지어, 미세먼지가 직접적인 사망에 이

르게 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김상범, 2016; 김성한, 2017). 

문제는 이런 건강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

떤 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미세먼지가 언제 어디서나 있으며, 피하기가 어렵다

고 강조하는 것이다. 예컨대, ‘생선을 구울 때’나 ‘이불을 털 때’와 

같이 필수 불가결한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를 계속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박현영, 2017). 한편,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을 강조하거나 과장하기도 한다. 미세먼지의 크기나 신체에 대한 침투 

능력을 선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세먼지가 매우 미세하여 

인체에 바로 침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치명적 질병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김태열, 2017). 이런 언론의 보도는 미세먼지에 대

한 일정한 이해 방식을 형성하게 한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

며, 이를 예방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이

다.  

 

2-3. 논의와 소결 

이 장에서는 기존의 위험 인식과 반응에 대한 이론들의 문제점들과 

이 연구에서 살펴볼 중심 개념에 대해 논의했다. 인지 모형과 감정 모형

은 각각 인지적인 요인들과 감정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위험 인식과 반

응에 대해 설명했다. 두 모형들을 검토한 결과, 공통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 둘 모두 결과중심적인 관점에서만 이론 전개를 했다는 

것이다. 개인이 위험을 판단하고 반응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분석했을 뿐, 인식과 반응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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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과정과 기제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다. 인지 모형은 그런 결정 요인

이 개인의 극복 능력과 관계된 객관적인 지표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정 모형은 즉각적인 공포나 불안을 일으키는 재난 재해의 요소에 있다

고 한 것이다.  

하지만, 위험 인식과 반응은 일부 결정적인 요소들에 의해 형성되기 

보다는 개인의 이해와 해석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다. 재난 재해 사건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대응 기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 인식과 반응이 형성되지만, 이 과정에

서 정서나 감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포와 불안과 같은 정서는 이

러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극복의 과정 가운데 나타난다(Folkman & 

Lazarus, 1990). 상황이 얼마나 위험 한지, 혹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한 귀인 판단이 이러한 이해

와 해석, 그리고 정서적 반응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Lazarus, 

1991). 위험 사건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뿐 만 아니라, 인과적 판단이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과 반응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해

석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과 틀을 갖고 있

다. 인간의 근본적인 인지적 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아울러, 재난 재해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인 극복을 효율화하기 위해 이루어

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왜곡된 재난 재해 인식이 형성

될 수 있다. 예컨대, 소수의 원인 만을 부각시키며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 프레임’이 그러하다. ‘비난 프레임’은 재난 재해를 겪는 집단

에게 종종 일어나며, 사건과 관련 없는 소수자들이나 외부인들에 대한 

배타적 정서나 적대감,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한다(Bucher, 

1957; Jameson, 2002; Olson, 2000). 이런 현상은 개인이 비합리적이

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재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효율

적으로 파악하고 견뎌내기 위해 이러한 이해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난 프레임은 상황에 대한 일종의 인지적인 해석적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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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후속적인 정보 처리 및 신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적 반응과 태도에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과 반응의 과정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나 주위의 사회적 담론을 통해 주어지기도 한다. 언론의 보

도 편향이 재난 재해 인식과 반응에 미치는 영향으로 크게 두 가지 현상

이 논의되어 왔다. 첫째는 앞서 제시한 ‘비난 프레임’의 양상과 같이 

부분적인 원인 만을 강조하는 양상이다. 다른 하나는 위험 사건의 위험

성을 과장하거나 강조하는 보도 형식이다. 두 가지 보도 편향은 객관적

이며 있는 그대로의 재난 재해 양상이 아니라, 왜곡된 설명틀을 제시한

다. 이로 인해, 이를 수용하는 개인의 인식과 반응 또한 왜곡되거나 편

향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했으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공중의 인식에 어떻게 각

인되거나 수용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위에서 논의한 위험 인식과 반응의 기본적인 생성 기제는 이런 현상

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제시한다. 공중의 인식이 무조건적으로 언

론의 프레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재난 재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극복하는 데에 기여할 때, 선택적으로 받

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언론 보도는 같은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

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De Vreese, 2010). 이런 틀은 단순히 단어 선

택이나 표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인과관계에 

대한 다른 설명과 함께 다른 가치, 그리고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Price, 

Tewksbury, & Powers, 1997). 이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의 프레임은 

수용자의 인지 처리와 해석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과

정에서, 언론 보도의 여러 틀 가운데 가장 수용자에게 설득력있으며 호

소력이 있는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De Vreese, 2010; 

Durham, 1998).  

불안, 공포, 분노와 같은 정서적 반응들은 이런 이해와 해석의 결과

물로 나타난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런 정서와 관계된 반응들이 공황이나 

약탈, 폭동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이나 문제적인 사회 양상으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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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은 긍정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분노는 어떤 인지 프레임과 결합되는가에 따

라 단순히 공격적인 행동이 아닌, 대상에 대한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대

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Pyszczynski, 2004). 불안 또한 마찬가지

로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관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Frijda, Kuipers, & Ter Schure, 1989). 부정적인 정서는 단순히 정서 

해소를 위한 표출 행동이 아니라 행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과 

반응, 그리고 대응 행동의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서가 어떻게 행

동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이어져야 한다. 다음 장에서 바

로 이러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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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대응: ‘불안’, ‘분노’와 재난 대응 행동  

 

위의 절에서는 재난 재해에 따른 위험 인식과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지 프레임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정서적 반응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절에서는 재난 대응 행동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인지 프레임과 그에 따른 정서적 반응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재난 

대응 행동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세 먼지 재해에 대응하

여 나타날 수 있는 행동들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

서 궁극적으로 살펴볼 인지 프레임과 정서적 반응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

나는 재난 대응 행동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재난 재해 대응 행동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대표적으로 공황이나 강박적 행동 장애, 히스테리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소극적, 강박적 행동 유형’이 있다(Fritz & 

Marks, 1957; Gregory, 1990; Sneath, Lacey, & Kennett-Hensel, 

2009; Van der Kolk, 1989). 반면, 반사회적 행동이나, 재난 재해의 원

인이라고 판단하는 요인에 대해 공격하는 ‘공격적 행동 유형’이 있다

(Quarantelli & Dynes, 1977; Quarantelli, 1994). 또한, 재난 재해의 

피해를 입은 타인에게 도움을 베풀거나 공동체 복원을 위한 노력, 혹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능동적 친사회적 행동’ 이 있다

(Michel, 2007; Rodriguez, Trainor & Quarantelly, 2006;).  

기존의 재난 대응 행동들에 대한 연구는 이상 상황이나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에 초점을 두고 설명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공황, 반

사회적 행동, 혹은 재난 극복과 재건에 도움을 주는 특수한 행동을 설명

하는 데에 주목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데

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인에 주로 논한다. 바로, 재난 재해 자체의 특성, 

혹은 이타적 성향과 같은 개인의 특성이 그것이다. 이런 두 요인에 의해 

재난 대응 행동의 유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재난 

대응 행동의 생성 기제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개인의 인지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정서적 반응과 이로 인해 촉발되는 행동에 대한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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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것이다. 인지 프레임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분노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반응은 특정 유형의 재난 대응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하

며, 이를 촉발하게 하는 직접적인 동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

인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여러 부정적 정서들 중 분노와 불안은 모두 현재 혹은 미래의 위협

에 대해 느끼게 되는 정서라는 점에서 재난 재해와 높은 연관성을 가진

다. 하지만, 다른 인지 평가 과정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유

형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인이 된다. Lazarus(1991)는 대략적으로 분노

는 공격적 행동을, 불안과 공포는 회피와 도피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오늘날 재난 재해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기계적인 해

석은 재난 대응 행동의 양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우려가 있다. 미세 먼

지 재해에 따른 다양한 행동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론적 대

안들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3-1. 기존 이론 모형과 재난 대응 행동 

1) 재난 재해 특성에 따른 재난 대응 행동 분류와 그 한계 

기존의 재난 대응 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행동 유형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보다는 특정 행동에 대한 사례 연구들을 활발히 해왔다. 재난 재해

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개인의 여러 가지 행동을 전반적으로 살

펴보는 것이 아니라, 공황 장애,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문제적인 행동이

나 예외적 행동을 관찰하고 이것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설명한 것이다. 

초기 연구로 프리츠와 막스(Fritz & Marks, 1954)는 재난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대응 행동을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황(panic)은 전형

적인 재난 대응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비행기 추

락과 같이 매우 임박하며 예측되는 피해가 큰 상황에서도 능동적이며 합

리적인 대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Frtiz & Marks, 1954).  

재난 재해 연구자들은 재난 재해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은 기본

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행동들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 차원의 다양한 양상과 강도의 행동들이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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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했다. 로드리게즈와 트레이너, 그리고 콰란텔리(Rodriguez, 

Trainor, & Qurantelli, 2006), 그리고 볼하트(Vollhardt, 2009) 등은 

재난 재해 상황에서 복구와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능동적이며 친사

회적인 행동이 예외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재난 대응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사회적 일탈, 히스테리와 같은 다른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예

외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없는 때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황

적 조건, 혹은 재난 재해의 특성이 대응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

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을 따르는 연구자들은 대응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

이 재난 재해의 원인 혹은 물리적 속성이라고 논한다. 그런데, 이런 분

석에는 오류가 있다. 예컨대, 태풍이 비행기 추락 사고보다 공황 반응을 

더 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원인은 재난 재해의 속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개인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통적인 연구들은 태풍이 자연적인 원인에 발생하는 한편, 비행기 추락은 

통제와 조절이 가능한 인공적 원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원인의 물리적 속성 자체보

다는 그것과 연결된 재난 재해의 통제 가능성, 혹은 예측 가능성이 재난 

대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연구자들은 이런 인식

적 작용에 대한 고찰을 간과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제 2 장에서 논의했

던 것과 같이, 재난 재해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용적 목표를 우선

시했기 때문이다. 어떤 재난 재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 당사자들이 어떤 

행동을 일으킬 것인지 예측하고, 이에 대해 어떤 사회적 통제와 구호 사

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탈, 폭력 등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사재기’ 등의 강박

적 행동 장애, 공황 등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재

난 재해 행동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재난 재해의 특성에 따른 재난 

대응 행동의 분류에 따르면, 자연적인 요인의 재해 상황에서 이런 문제

적 행동 양상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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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과 같이 전혀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요인의 재난 재해는 미리 예견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

이다(Baum, Fleming & Davidson, 1983). 이로 인해 개인들은 이에 대

해 대비하고 미래의 위험을 예측해가며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자연 재해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한

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요인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강

박적 행동을 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 예컨대, 허리케

인 카트리나 당시,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약탈, 폭력, 사재기 등의 반

사회적 행동과 강박적 행동이 나타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Forgette, 

Dettrey, Van Boening, & Swanson, 2009).  

반면, 통제가 어려운 자연 재해와 그것이 가능한 과학기술적 재앙이 

혼재되는 환경 재해는 혼란과 히스테리와 관련된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밝혀진 바 있다(Gregory, 1990; Wessley, 2000). 슈와츠(Schwartz, 

1985)와 페이지(Page, 2006)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장기적이

며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환경 재해는 집단적인 혼란과 과민한 반응을 야

기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강박적인 위생 관리나 건강 관리가 나타나거나, 과잉 행동 장애가 발생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 재해와 같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며 이미 경

험이 있는 유형의 재난이 아닌, 미세먼지 재해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재

난 재해의 사례에서 이상 행동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Baum, 

Fleming & Davidso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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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재난 재해 유형에 따른 재난 대응 행동의 분류 

 자연 재해 과학기술적 재앙 환경 재해 

반사회적 

행동 

폭력, 약탈 

(Eisenman et al, 

2007; Forgette et al, 

2009)) 

___ ___ 

강박적 

행동 

공황, 사재기 

(Fritz & Marks, 

1957; Sneath et al, 

2009) 

___ 

신경증적 반응, 

위생관리, 건강 관리 

(Schwartz, 1985; 

Gregory, 1990; 

Faber & 

Christenson, 1996; 

Wessley, 2000; 

Page, 2006) 

친사회적 

행동 
___ 

인명 구호, 혼란 수습 

(Fritz & Marks, 

1954; Baum, Fleming 

& Davidson, 1983) 

___ 

 

지금까지 논의한 재난 재해 특성에 따른 재난 대응 행동을 위의 <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재난 재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재난 대응 행동을 유형을 연구하는 사례들은 재난 재해에 대한 관

리와 통제를 중시하는 관리주의적(managerialistic) 관점을 유지하고 있

다. 재난 재해에 따라서 야기되는 사회적 현상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

한 것이기 때문에 재난 재해 유형에 따른 행동 양상을 특정한 것이다. 

따라서, 재난 대응 행동을 대하는 시각 자체에서 한계점이 드러난다. 이

로 인해, 재난 대응 행동을 병리적으로 해석하거나, 규범적 시각에서 평

가하게 된 것이다. 사회 재건에 도움이 되거나 전문적인 관리 하에 이루

어지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는 문제적이거나 교정이 필요한 행동으로 

보는 협소한 시각이 드러난다. 

티어니와 그의 동료들(Tierney, Bevc, & Kuligowski, 2006), 그리

고 트레이너와 그의 동료들(Trainor, Barsky, & Torres, 2006)의 연구

는 재난 대응 행동을 이렇게 이분법적이 규범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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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축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난 재해와 같은 대형 비

상(mass emergency)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행동

을 평가할 수 없다고 논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반사회적이거나 강박

적이라고 여겨지는 행동들이 재난 재해 상황에서는 오히려 재난 재해 극

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능동적인 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티어니

와 그의 동료들 Tierney, Bevc, & Kuligowski, 2006)은 허리케인 카트

리나 당시 발생한 약탈과 같은 사회 문제적 현상의 대부분은 생존을 위

한 불가피한 행위였으며, 반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또 한편, 처음에는 문제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시간의 경과

에 따라 능동적이며 친사회적 참여 행동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로드리게즈, 트레이너, 그리고 콰란텔리(Rodriguez, Trainor, & 

Quarantelli, 2006)는 재난 재해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문제적 행동

을 일으키는 행동이 친사회적 행동에 가담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 밝히기

도 했다. 

한편, 재난 재해 유형에 따른 재난 대응 행동의 분류는 개인의 개별

성이나 자율성을 간과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같은 유형의 재난 

재해라도 개인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재난 대응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비록, 재난 재해 유형에 따라 재난 대응 행동을 구분하는 연구들이 이런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축소해서 분석하고 있는 경

향이 있다. 개인은 자신의 세계관이나 신념, 사건 사고를 이해하는 방식

에 따라서 재난 재해를 다르게 이해하고 대처 행동을 할 수 있다. 결국, 

재난 재해 특성 자체보다는 그것이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의 인지적 판단 

과정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재난 재해 특성 자

체도 영향을 주지만, 이런 요인에 따라 개인은 재난을 다르게 이해하며, 

이에 대한 대처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2) 개인의 특성에 따른 재난 대응 행동 분류의 한계 

위에서 검토한 연구들과는 반대로, 개인의 특성이 재난 대응 행동을 

결정한다는 관점 또한 제기되었다. 이런 관점의 연구들은 개인이나 개인

이 속한 집단의 신념이나 가치 체계, 혹은 개인의 인성 등의 변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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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난 대응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재난 재해 자체의 특성보다는 개

인의 자율성이나 인격 상의 속성들이 재난 대응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난 대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으로 크게 두 가지가 논의되었다. 첫째, 개인이 속한 

사회나 집단의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세계관이다. 윌댑스키와 데이크

(Wildavsky & Dake, 1990)는 세계관이 재난 재해에 대한 개인의 기본 

인식과 태도를 결정하면서 재난 대응 행동에도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논

했다. 

데이크(Dake, 1991)는 크게 세 가지 세계관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위험 인식과 위험에 대한 대응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

의 연구에 따르면, 보수적인 문화에 속해 있는 ‘권위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대체로 위험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평등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평등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환경 재해에 대해 인식하는 위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권위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이미 존재하는 지식이나 

관념, 신념체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

에 이들은 정립되어 있는 과학적, 기술적 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이 약하

다. 따라서, 이들은 자연에 대해 도구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

다. 반대로, ‘평등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자연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높기 때문에 환경 위험이나 재난 재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세계관의 차이는 위험 대응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데이크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수동적인 행동 경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기 자신보다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권

위가 있는 이들의 지시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재난 재해 상황

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전문가 집단이나 정치적 리더의 지

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평등주의적 세계관’이나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적극적으로 위험 대응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타인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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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재난 재해와 직면했을 때, 이들은 

자체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평등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구호 작업이나 재

건 사업 등 능동적이며 친사회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권위주의적 세계관’이나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과 달리, 

이타주의적 성향이 높기 때문이다(Dake, 1991).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노력만이 아니라 타인의 그것을 보호해주기 위한 노

력을 할 수 있다. 볼린과 볼턴(Bolin & Bolton, 1986)의 연구 또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들은 종교, 문화, 민족성과 같은 개인의 세계관이

나 가치관을 결정하는 신념적인 특성이 재난 대응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응집(social integration)과 희생정신을 

높게 가치판단하는 문화에 익숙할수록, 능동적이며 이타적 도움 행동을 

활발히 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세계관과 비슷한 맥락으로 다른 연구자들은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의 도덕이나 신념 체계가 재난 대응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논했다. 뱅스튼과 그의 동료들(Bankston et al, 2010), 그리고 타우쉬

(Tausch, 2011) 등은 재난 재해를 극복하고 대처 행동을 야기하는 데

에 종교와 신념 체계가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종교와 신념 체계는 

재난 재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적 프레임을 제

공하기도 하지만, 정신적 극복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행동 규범의 

역할을 함으로써, 특정 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미첼(Michel, 

2007)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드러난 재난 대응 행동에 이러한 종교

적 신념이 영향을 미쳤다고 논했다. 능동적이며 친사회적인 대응 행동이 

희생정신을 강조하는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이나 도덕적 신념 만으로는 재난 대응 행동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같은 세계관이나 도덕적 신념을 공유하더라

도, 어떤 이들은 친사회적 참여 행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반면, 다른 이

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허쉬버거(Hirschberger, 2013)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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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신념과는 별개로, 그것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결과에 따라 친사회

적 행동이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타적 행동이 원하

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판단할 때, 그것을 이행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행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타적 

신념 보다는, 행동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친사회적 행동의 직접적인 요인

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타적 도덕관이나 신념이 투철하지 않더라도, 

이런 행동이 자신에게 이익을 주거나,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한다고 

판단할 때 친사회적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Zahn-Waxler, Radke-

Yarrow, Wagner, & Chapman, 1992). 이런 연구들은 개인의 세계관이

나 도덕관이 재난 대응 행동에 일정한 영향을 주나, 직접적으로 행동을 

야기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에 특성을 통해 재난 대응 행동을 분류하는 관점은 행동을 직접

적으로 설명하는 변인들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관점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강박적 행동 등 이상 행동 또한 개인의 문제

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는 한계가 있다. 개인의 문제적인 도덕관, 혹은 

심리적, 정신적 이상으로 인해 이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컨

대, 스니스와 그의 동료들(Sneath, Lacey, & Kennett-Hensel, 2009) 

‘사재기’와 같은 강박적 행동이 개인적인 우울증, 편집증과 같은 정신

적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탈이나 반사회적 행동 또

한 개인의 우울증이나 반사회적 성향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결국, 재난 

재해 상황에서 일어나는 반사회적 혹은 다른 문제적 행동의 양상은 일부 

정신적, 도덕적 문제가 있는 예외적 개인들이 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반사회적, 강박적 행동을 행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는 

등, 다양하며 모순된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재난 재해와 관련된 사회

적 현상을 단순화하거나 지나치게 축소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분류적 관점의 논의에는 또다른 한계점들이 드러난다. 재난 재

해 특성에 따른 재난 대응 행동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일부 행동 유형들

을 설명하는 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재난 재해 복구와 재건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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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이타적, 친사회적 행동 혹은 반대로 방해가 되는 반사회적 행동, 

이상 행동에 대한 탐구에 치우친 것이다. 이런 한계는 앞에서 논의한 것

과 마찬가지로, 재난 재해 대응 행동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하

향식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상 행동, 반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등을 구분하면서 ‘좋은 행동’과 ‘좋지 않은 행

동’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규범적 평가가 드러난다. 이런 분석은 재난 

대응 행동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이환원할 위험성이 있다.  

무엇보다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관점 모두 재난 대응 행동을 직접

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재난 재해의 특성

이나 개인의 특성은 재난 대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결정하

지는 못한다. 행동의 직접적인 동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난 재해의 특

성이나 개인의 특성이 개인의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정 행동과 상관 관계를 갖는 것이다. 예컨대,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인공적 재해 요소에 대해서도, 그것이 매우 임박해 있다고 느껴질 

때, 불안을 느끼며 강박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이타적 신념이 

강하지 않더라도, 재난 재해의 피해자들한테 동정심을 느끼며, 사회적 

분노가 야기될 경우, 친사회적 참여 행동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미루어 봤을 때, 재난 대응 행동을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반응에 따라 다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기존의 행동에 대한 이분법적인 

가치판단은 재난 대응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재난 재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은지 혹은 잘못됐는지

는 단기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논한 티어니(Tierney, 2006)의 주장

은 이것을 뒷받침한다. 그는 때에 따라 반사회적이거나 강박적이라고 여

겨지는 행동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거나, 능동적이며 사회적인 행동

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논한다(Tierney, Bevc, & Kuligowski, 2006). 

따라서, 이런 점에 유의하여 인지 판단과 정서적 반응에 따라 재난 대응 

행동을 재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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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서적 반응에 따른 재난 대응 행동 분류 

1) 분노(anger) 

위의 재난 인식에 대한 개념화를 논의한 절에서, 여러 정서 중 재난 

재해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나타나는 반응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밝

혔다. 바로, 분노와 불안, 그리고 공포이다. 세 가지 정서적 반응은 현재

나 미래에 위협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될 때 나타난다. 이런 정서적 반

응은 재난 재해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다. 이런 인

지적인 판단은 여러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는 재난 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것과 재난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것이

다. 이런 요소들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반응이 나타난다.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은 대응 행동이 기획되는 데에 

영향을 주는 배경적인 요인이지만, 직접적으로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원

인은 정서이다(Weiner, 1980; Frijda, 1987). 따라서, 재난 재해에 대한 

대응 행동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서에 따른 행동을 먼저 분류하

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라자러스(Lazarus, 1991)는 인식과 정서가 만나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바로, 두 단계의 

인지 평가를 통해 정서적 반응과 함께 행동을 이행하려는 의향이 생성된

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향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다른 변인이 없는 경

우, 이렇게 생성된 의향에 따라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첫 번째 인지 평

가의 단계에서는 주어진 상황이 자신의 미래나 목표와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거나 저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

루어진다(Prinz, 2004). 불안, 공포, 분노 및 부정적 정서들은 주어진 상

황이 자신의 미래나 목표를 저해하거나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형성되

는 것이다. 두 번째 인지 평가의 단계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비난

하거나 신임할 대상이 있는지, 그리고 부정적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행

동으로 어떤 것을 취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게 된다(Lazarus, 1991). 

분노가 다른 부정적 정서와 가지는 차이는, 두 번째 인지 평가 단계

에서 비난하거나 문책할 대상을 지목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Lazarus, 



 

 70 

1991). 두 번째 인지 평가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특정 대상 때문

에 초래됐으며, 이 대상에 대해 공격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분노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분노’는 공격적인 행

동 의향을 내포한다. 그런데, 라자러스(Lazarus)의 주장은 분노가 일어

나는 인지 평가의 과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설명하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이것이 확장되어 타인이나, 사회 공동체가 겪는 일에 대해 느

끼게 되는 분노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런 

분노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동정심, 혹은 사회적 정의감 때문에 일어

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황이 개인의 애착 관계나 이익을 공유하는 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인지 평가 이론이 제안하는 행동 모형에는 인간 자신이 할 행동이 

얼마나 위험 부담이나 이익을 초래할 것인가에 따라, 그 행동을 실행하

거나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익과 손해에 대한 인

지 평가는 위험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주요한 요인이다

(Van der Pligt, 1996). 그런데, 이때 위험 부담과 이익은 단순히 개인

의 물리적인 실익이나 애착 관계에 관한 것 만은 아니다. 개인의 양심이

나 신념, 혹은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개인은 이러한 것

들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

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인지 평가 이론에 따라 개인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차

원에서만 행동을 수행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분노가 야기할 수 있는 다

양한 행동의 양상과 그 긍정적인 의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과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에게 위협을 하는 특정 대상

에 한해서 공격적 행동을 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지 평

가 이론에서 제시하는 분노에 대한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분노라는 정서를 지나치게 병리적인(pathological) 것이나 잘못된 것으

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라자러스(Lazarus, 1991)는 개인이 혼란스러운 

것보다 특정 대상에게 부정적인 상황의 탓을 돌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비난과 분노를 일종의 ‘극복 전략(coping strategy)’으로 활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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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한다. 이런 분석은 분노가 부당하며 비합리적인 사고 과정으로 통해 

도출된다는 해석을 내포한다. 하지만, 분노는 합당한 사고와 인지적 동

정심(cognitive empathy)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며, 반사회적 공격 성

향이 아닌, 적극적 사회 참여 행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Eisenberg & 

Miller, 1987).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기존의 재난 재해 연구 또한 분노의 병리적 

측면과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기존 연구들은 분노에 의해 주로 두 가지의 문제적인 행동 양상

이 나타난다고 논한다. 첫째는 폭력, 약탈과 같은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

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집단적인 분노나 개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의한 것이라고 풀이했다(Tierney, Bevc, & 

Kuligowski, 2006). 사회적 혼란 상황을 틈타 비도덕적인 개인이나 집

단이 이런 행동을 하거나, 재난 재해로 인해 발생한 분노를 표출하고 해

소하기 위해 일탈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난 프레임이나 잘못된 재난 인식으로 인해 사회의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적대감, 소외, 폭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Jameson, 2002; Olson, 2000). 위의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개인은 

복잡한 재난 재해의 발생 맥락을 이해하기 보다는 소수의 원인을 통해 

전체적인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책임을 전가하기 쉬운 

대상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인지적인 비난 프레임이 형성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인지적인 현상이 반드시 특정한 인격적인 대

상에 대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증오와 차별, 폭력과 같은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비난의 대상에 대한 정당

한 책임 요구나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대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에 대한 탐구가 부족했다.  

분노는 여러 요인들을 통해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례로, 

러너와 켈트너(Lerner & Keltner, 2001) 등은 분노가 다른 정서적 반

응들보다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고 논했다.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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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공포의 정서가 대처 행동을 소극적으로 만드

는 제어의 역할을 하는 반면, 분노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대처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는 분노가 단순히 특정 대상을 공격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을 견디며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

인 항의나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고 논했다. 반 듄과 질렌버그(Van 

Doorn & Zeelenberg, 2014) 또한 분노가 적극적인 도움 행동이나 친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타인에 대

한 공감을 통해 일어나는 분노나 공동체의 불이익에 대해서 야기되는 분

노의 경우 이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버츠와 스트레이어(Roberts & Strayer, 1996) 역시 비슷한 주장

을 했다. 이들은 이타적이며 친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데에 분노가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들은 합리적인 손익 계산이나 도

덕적 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서와 공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타적 

행위에 주목한다. 위협을 받는 이에 대한 공감(sympathy)을 통해 적극

적인 도움 행동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협을 받는 이의 입

장이 되어 보는 ‘확장된 자아(extended self)’가 이타적 분노를 야기

하며, 이에 따라 이타적,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

울러, 그린버그와 그의 동료들(Greenberg et al, 1997), 그리고 피쉬킨

스키(Pyszczynski, 2004)는 위협에 대한 분노가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경우, 단순히 보복성 공격 성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친사회

적 기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공포 관리 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은 인지 평가 이론

에서 설명이 부족한 분노와 그것이 야기하는 인지적 사고그리고 그 행동

의 양상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그린버그와 그의 동료들

(Greenberg, Pyszczynski, & Solomon, 1986)은 분노가 독자적으로 생

성되는 것이 아니라 위협에 대한 공포와 함께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아

울러, 분노는 이런 위협에 대한 공포를 조절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

인 욕구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을 강조한다(Pyszczynski, 2004). 다시 

말해, 분노와 불안, 공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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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와 공포가 동시적으로 어떻게 조절되고 관리되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의 유형이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다. 피쉬킨스키(Pyszczynski, 

2004)는 이런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분노가 특정 대상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격과 과잉된 감정 표출 행동이 아니라, 이타적인 도

움 행동, 사회적 참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이론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재난 재해 상황에서의 분노와 그로 

인한 행동 양상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분노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한 공격이 아닌 다른 행동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비난의 대상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공포

심을 극복하고 상황에 대한 직시와 함께 적극적인 대처 행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타당한 수단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

단될 때, 혹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아효능감이 있을 때, 분노는 특정 대상에 대한 공격 보다는 적극적이

며 능동적인 대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Benight, Swift, Sanger, 

Smith, & Zeppelin, 1999; Lerner, Gonzalez, Small, & Fischhoff, 

2003). 

둘째, 분노 자체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적으로 결정하지

는 않는다는 것이다. ‘인지 평가 이론’을 도식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분노를 느끼는 이들은 결론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보

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분노를 느끼더라도 주어진 

환경이나 자신이 확보하거나 보유한 정보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viable)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따라서, 인지 프레임에 따라 분노가 다른 행동 양상들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문제적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대상이 친사회적 참여 

행동으로 개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복성 공격이 아닌, 온건한 행

동을 행할 수 있다.  

2) 불안(anxiety) 

라자러스(Lazarus, 1991)는 공포와 불안이 같은 인지 평가의 패턴

에 의해 생성된다고 했다. 위협에 대한 평가와, 그것에 대한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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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서가 공포와 불안이 생성된다고 논했다. 다만, 

분노와 달리 다가올 미래의 위협에 대해 극복 전략이 마땅히 없다고 판

단될 때, 그 대상에 대해 공포와 불안이 생성되는 것이다. 공포와 불안

은 위협의 위중성과 임박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갈라지게 된다. 위협이 

위중하고 임박하다고 판단될 때, 공포가 생성되는 반면, 그렇지 않을 때

에는 불안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안은 미래에 예측되는 위협

이 개인에게 존재론적인 위협이 된다고 여겨질 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위협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신념에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생

성된다고 했다(Lazarus, 2006).  

공포와 불안이 야기하는 행동 의향은 기본적으로 위협으로부터 도망

가거나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이 두 정서적 반응

은 재난 재해 상황에 있어서 도피적 혹은 회피적 행동을 야기할 것이라

고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위협이 되는 대상을 피하거나 차단

하기 위한 은신, 도피, 또는 강박적 행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Compas & Epping, 1993). 예컨대, 러너와 그의 동료들(Lerner & 

Keltner, 2001; Lerner, Gonzalez, Small, & Fischhoff, 2003)은 공포가 

위험 대처 자체에 소극적인 경향을 형성한다는 것을 밝혔다. 분노가 공

격적인 비난이나 항의와 같은 행동을 나타나게 한 반면, 공포는 의사 표

출 면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생성한다고 논했다.  

이런 회피 의향 혹은 불안을 야기하는 대상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

는 행동 욕구는 크게 두 가지 행동을 야기한다. 첫째는 불안을 주는 대

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지 평가 이론에 의하면, 불안은 위협을 

주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형성

된다. 따라서, 불안을 느끼면 그것을 유발하는 대상을 좀 더 알고자 하

거나,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사전에 막고자 하는 행동들이 나

타난다. 예컨대, 암 위협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이에 대해 자세

히 알기 위해 관련 정보를 추구하고 보유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Lavery 

& Clarke, 1996). 한편으로는 예방 차원의 건강 추구 행동을 적극적으

로 행하기도 한다. 예컨대, 콘스다인과 그의 동료들(Consedine, Mag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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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voshekova, Ryzewicz, & Neugut, 2004)은 암과 관련 없는 일반 환

자들이 암에 대한 적당한 정도의 불안을 느꼈을 때, 암 검진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불안을 표출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노나 다른 정서

적 반응들과 마찬가지로 불안 역시 이를 표출하고자 하는 행동을 야기한

다. 욕설, 폭력, 흥분 상태, 절규와 같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분노 표출 

행동과 달리, 불안은 표출적인 표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

다(Friman, Hayes, & Wilson, 1998). 떨림, 공황, 숨는 행위 혹은 반복

적인 행동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불안으로 인해 야기된다고 하는 소극

적인 행동이나 강박적 행동은 다른 의미에서, 회피적인 행동이 아니라 

불안을 표출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행

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

인 대응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케이스와 그의 동료들(Case, 

Andrews, Johnson, & Allard, 2005)은 불안으로 인한 강박적 행동이 

적절히 이루어졌을 때,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이며 적극

적인 대응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불안은 전혀 다른 인지 판단 결과와 행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피쉬킨스키(Pyszczynski, 2004)는 불안이 위협을 초래하는 대상

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 자체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형성한

다고 했다. 이로 인해, 특정 대상에 대한 비난과 분노를 통해 공포와 불

안을 회피하려는 사회심리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

가, 그는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것을 통해 비난과 분노가 조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언론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보도들로 인해 무슬림 집단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더 강화되었

다는 것이다(Pyszczynski, 2004).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와 마찬가지로 불안이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코틀과 카인버그(Cottle & 

Kineberg, 1974)는 공포나 불안이 오히려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예측

하고 예비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런 정서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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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인지적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래에 대한 투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지나치게 희망적으로만 보거나, 과거나 현재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후적인 판단만 가능할 경우, 공포나 불안은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포와 불안을 통해 미래의 위협과 그와 관련

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프레야(Frijda, 1989)나 슬로빅, 피누컨 그리고 피터스(Slovic, 

Finucane, & Peters, 2002)는 위협에 대해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불

안이 이성적인 판단보다, 오히려 재난 대처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논한

다. 잠재적이거나 가능성 있는 위협 요소에 대해 더 기민하게 반응하고 

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느 행동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런 행

동을 단순히 회피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강박적 행동이라고 규정하는 것

은 불안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간과하게 할 수 있다. 불안으

로 인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재난 재해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포와 불안이 가지는 차이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두 정서는 모두 두려움에서 연유되며, 정도에 따라 나뉠 수 

있다. 임박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불안과 공포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위

협이 보다 직접적이며 가까이에 있다고 판단할수록, 불안보다는 공포가 

나타나게 된다(Lazarus, 1991). 불안은 현재보다 미래에 있거나 잠재적

인 위협에 대해 느끼게 되는 정서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안은 회피나 

도피의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이런 정서를 자극하는 위협을 통제하

고 예측하고자 하는 행동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스턴과 귄슬러(Eastin & 

Guinsler, 2006)는 건강에 대한 불안이 이런 적극적인 의미의 정보 추

구 행동을 야기한다고 논했다.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관련된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불안이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들을 재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능동적이며 효과적인 대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고 밝혔다(Eastin & Guinsler, 2006).  

불안의 또다른 가능성은 이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통제 행동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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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다른 적극적 대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극복 자아효능감(coping self-efficacy)은 자신의 대처 행동이, 

재난 재해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기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가리킨다(Benight & Bandura, 2004). 재난 재해 상황에서

의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불안으로 야기되는 정보 추구나 건강 관리와 같은 행동들이 이런 극복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토대로 친사회적 행동이

나 다른 능동적인 대처 행동이 이어져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발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또다른 사실은, 능동적, 사회적 행

동이 특별한 상황이나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지 평가와 정서적 반

응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재난 재해의 연구에

서 능동적, 사회적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가 논의

되었다. 예외적인 개인의 이타주의와 희생정신, 혹은 재난 재해의 특성

이나 상황적 조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재난 재해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역동적 행동 양상을 지나치게 평면화할 수 있다. 위에

서 살펴봤듯이, 재난 재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동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런 정서들이 구체적으로 어

떤 인지적인 패턴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거나, 반

대로 긍정적이며 능동적인 대처 행동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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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서적 반응에 따른 재난 대응 행동 분류 

 분노 불안 공포 

공격 

사회적 일탈, 반사회적 

행동 

(Quarantelli, 1972; 

Baum, Fleming & 

Davidson, 1983) 
___ ___ 

친사회적 참여 행동 

(Rodriguez et al, 

2006) 

통제 ___ 

정보 수집, 건강 관리 

(Van der Pligt, 1996; 

Brewer, et al, 2004; 

Sugimoto et al, 2013) 정보 수집, 건강 관리 

(Van der Pligt, 1996; 

Brewer et al, 2004) 예방 행동 

(Consedine et al, 

2004; Case et al, 

2005) 

회피 ___ ___ 

은신, 공황 

(Lerner et al, 2003; 

Sugimoto et al, 2013) 

 

분노와 불안이 야기하는 재난 대응 행동의 분류를 위의 표와 같이 

간략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할 점은 위의 제시된 행동들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개인은 재난 이해와 극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동시적으로 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분노를 느끼는 이가 언뜻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시위’와 ‘친사회

적 참여 행동’을 동시적으로 행할 수 있다. 한편, 불안을 느끼는 이가 

‘정보 수집’과 공황적 반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허

리케인 카트리나 재해 당시 흑인 집단은 약탈과 같은 공격적 행동을 하

기도 했지만. 복구작업에 참여하는 행동 양상을 드러냈다(Rodriguez, 

Trainor, & Quarantelli, 2006). 이런 양상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재난 

이해와 극복이라는 귀결점에 이르기 위해 여러 행동이 동시에, 혹은 순

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 행동을 통해 개인은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동을 확장하거나 전환하는 등의 시도를 할 수 있다. 



 

 79 

따라서, 한 개인이 다양한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3-3. 논의와 소결 

지금까지 이 절에서는 재난 대응 행동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

하고, 정서적 반응에 따른 재난 대응 행동을 재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분노와 불안이 야기하는 행동 성향에 따라 재난 대응 행동들을 ‘공격’, 

‘통제 및 관리’, 그리고 ‘회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는 이러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반적인 행동 양상에 대한 체계

적인 설명보다는 일부 문제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관찰했기 때문이다. 이

런 협소한 시각이 형성된 근본적인 원인은 첫 장에서도 논의했던 것과 

같이, 재난 재해 현상과 공중을 통제의 대상으로 봤다는 데에 있다. 그

렇기 때문에, 통제와 관리를 저해하거나, 반대로 이에 도움이 되는 일부 

행동의 사례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이다.  

전통적인 연구들은 재난 재해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 공황과 같은 사

회적 혼란이나 약탈, 폭동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고 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재난 재해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다. 많은 사례들이 같은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이며 조

직적인 대처 행동을 취하거나, 이타적이며 친사회적인 행동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콰란텔리(Quarantelli, 1972), 그리고 티어니와 

그의 동료들(Tierney, Bevs, & Kuligowski, 2006)의 연구는 이러한 사

실을 뒷받침한다. 이들은 재난 재해 상황을 문제적으로 보는 기존의 관

점에 의해, 공중의 이상 행동이 전형적인 재난 재해 대응 방식이라는 잘

못된 ‘재난 미신(disaster myth)’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규

범적이고 가치판단적인 연구로 인해, 재난 대응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의 생성 기제에 대한 논의가 축소되어 온 것이다.  

위의 장에서 논의한 인지 프레임과 정서적 반응에 따른 재난 대응 

행동 분류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 재난 대응 

행동은 개인이나 집단이 재난 재해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극복하

고자 하는 맥락에서 도출된다. 앞의 장에서 설명한 재난 재해를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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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인지 프레임과 이에 따른 정서적 반응이 연결되어 구체적인 

대응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재난 대응 행동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적 과정의 생성물이며, 동시에 정서적 반응의 표출이다. 행동의 구

체적인 양상이나 강도의 차이는 인지와 정서가 어떻게 결합하며, 각각의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논의는 기존의 재난 대응 행동의 이분법적인 분류에 대해 비판

을 제기하며 대안적인 재난 대응 행동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기존의 

규범적이며 이분법적인 시각에서는 재난 대응 행동은 좋은 행동과 좋지 

못한 행동으로 나뉘었다. 효과적인 재난 대처에 기여했을 때는 좋은 행

동으로 분류되는 한편,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좋지 않다고 분류된 것이다. 

하지만, 재난 대응 행동이 인지 과정과 정서적 반응을 통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분류될 수 없다. 여러 가지 유형의 행동 중 

재난 이해와 극복에 효과적으로 여겨지는 것을 개인이나 집단이 행하는 

것이다. 정서는 이런 행동에 대한 동인이 되거나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서가 어떤 행동 성향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위의 절에서 검토한 인지 평가 이론과 귀인 이론은 정서와 이에 따

른 재난 대응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기본적인 이론 틀을 제공한다. 분

노는 위협의 대상을 지목할 수 있고, 이 요인을 제거하면 미래의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통해 형성된다(Lazarus, 1990). 따라

서 분노가 야기하는 기본적인 행동 성향은 공격이다. 한편, 불안은 이와

는 반대되는 인지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공격보다는 위협을 주

는 대상을 피하고자 하는 행동 성향을 유발한다. 하지만, 반드시 이와 

같은 공식대로 분노가 공격을 유발하고, 불안이 회피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인식에 따라, 혹은 성향에 따라, 그리고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행동 의향은 조절되거나 변주될 수 있다.  

그린버그와 그의 동료들(Greenberg, Solomon, & Pyszczyski, 

1997)은 분노가 단순히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공

동체나 사회에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행동을 가능하게 한

다고 주장했다. 분노가 두려움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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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위험 상황에서 두려움이나 다른 어려움 때문에 행하기 힘든 조직

적인 항의나 이타적인 대응 행동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분노가 친사회

적인 행동의 동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분노가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타적 성향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의

해 좌우되거나, 개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

는가에 따라 분노가 때마다 다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분노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인지 과정과 분노의 결합에 주목해야 한다.  

분노와 마찬가지로, 불안 또한 위협 대상을 피하고자 하는 행동 성

향을 유발한다고 해서, 회피만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재난 재해 상황에서의 강박적 행동이나 이상 행동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을 불안에서 찾았다(Van der Kolk, 1989; Taylor, 2005). 이런 연구들

은 정서로 야기된 행동의 주요 목적이 그 정서를 표출하고 해소하는 데

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정서는 상황을 통제하고 

극복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행동을 야기하기도 한다. 공포 관리 이론은 

이를 뒷받침한다. 불안이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행동을 적극적

으로 행하거나 반대의 표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

문이다(Burke, Martens, & Faucher, 2010; Pyszczynski, 2004).  

이런 내용을 종합했을 때, 분노나 불안은 재난 재해에 대해 혼란스

럽고 부정적인 행동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대

응 행동의 동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재난 재해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예컨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은 미세먼지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과 같은 능동적인 관리 행동을 

행하기도 한다(환승환, 2017). 한편, 미세먼지 재해에 분노를 느끼는 이

들은, 인터넷 공간과 같은 곳에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사회적 

참여 활동과 같은 조직적인 항의나 대처 행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따라

서, 앞으로의 재난 재해 대응 행동에 대한 탐구는 이러한 행동들이 어떻

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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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세먼지 재해 특성과 관련 뉴스 내용 분석 

 

연구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에 앞서서, 이 연구의 몇 가지 기본 전

제들을 타당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연구를 실행했다. 먼저, 미세먼지 재

해란 무엇인지, 그리고 앞의 장에서 논한 환경 재해의 특징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서도 드러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미세먼지 재

해에 대한 의학계, 과학계의 연구나 이를 둘러싼 제도와 입법화 과정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재해가 다른 환경 재해와 마찬가지로 실

제적인 위험성과 관계없이, 사회적 담론과 인식을 통해 재난 재해로 성

립되었다는 이 연구의 기본 전제를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 재해 

보도에 필요한 윤리나 준칙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이런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개론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살펴볼 연구 질문들

을 도출하고 주요 개념을 구성하기 위한 뉴스 내용 분석을 수행했다.  

미세먼지 재해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탐색적으로 알아봤다. 먼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형식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봤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가 미세먼지 재해 인식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중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지 프레임’의 형성에 대한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언론 보도의 설명 형식이 공중의 미세먼지 재해 인

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기본 전제를 타당화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재해의 특성  

지금까지 재난 재해의 유형과 환경 재해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에 대

해 논의했다. 이 절에서 는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미세먼지 재해의 특성

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최근에 들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국내외의 활발한 학술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로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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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의 위험성과 그것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법에 관한 것으로 치중되

어 있다. 미세먼지 재해가 근 수년 사이에 급작스럽게 발달했으며, 가시

적인 피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활

발히 나타나고 있다(Chung, Bondaz, & Allard, 2014). 반면, 미세먼지

가 어떤 사회적 담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재난으로 인식되었으며, 공인되

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탐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미세먼지 재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것에 관한 논의들이 생산되는 배경과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해, 하나의 위험 사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재난 재해로 성립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재난 재해 

담론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자연 재해나 과학기술적 

재앙과 달리 피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세먼지 재해와 같은 환

경 재해는 사회적 담론화와 인식적인 합의를 통해 성립되는 특성을 가진

다(김성희, 이준웅, 2019). 실질적인 피해와는 별개로, 전문가 집단이나 

일반 공중 사이에 서 어떻게 인식되고 소통되는가에 따라 재난 재해로서 

규정될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재난으로

서 성립되었다. 미세먼지가 재난 재해에 준하는 인명, 사회경제적 피해

를 입히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는 여론이 형성되어 재난 재해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언론은 미세먼지가 재난 재해로서 성립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재조직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구성된 미세먼지 재해를 통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공중의 인식이 형성되고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었

다(김영욱, 외, 2015; 김지혜, 조재희, 2019). 따라서, 언론 보도가 구체

적으로 미세먼지 재해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도 형태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미세먼

지 재해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혹은 앞으로 벌어질 위

험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언론 매체가 재난 재해를 보도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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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많은 연구들이 언론이 재난 재해나 위험 사

건에 대해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왜곡한다고 했다 (Bennett, Calman, 

Curtis, & Fischbacher-Smith, 2010; Hall, 2018; Sellnow, 2013). 키

칭거(Kitzinger, 1999), 페닝턴(Pennington, 2014)과 같은 이들은 언론 

매체의 상업주의로 인해, 주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보도를 한다고 했

다. 한편, 홀(Hall, 2018)과 같은 이들은 상업주의 때문이 아니라 언론

인들의 지식 부족이나 몰이해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연구들은 언론 보도의 체계와 윤리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논하고 있지 않다.  

미세먼지 재해에 관한 보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환경 보도의 체

계와 윤리 미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환경 보도는 객관적이며 과

학적인 사실 추구와 함께 환경 보호의 가치와 허환경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복합적인 목표를 가진다(Bødker & Neverla, 2012). 환경은 단

순히 자연 과학적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복지를 위해 보호하고 그것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확인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세먼

지와 같은 환경 재해 사례의 경우 표면적이거나 단순 사실에 집중하여 

보다 거시적인 진실을 간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보

도는 사실을 추구하면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함께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이종혁, 2019).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

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재해 보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

점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1-1. 미세먼지의 정의와 위험성 

사전적으로 미세먼지는 직경 10µm (1×10−6
 m) 이하 크기의 분진, 

초미세먼지는 직경 2.5µm이하의 분진을 가리킨다(Kang & Kim, 2017). 

미세먼지는 금속, 화분, 흙먼지 등 다양한 물질의 마모 과정에서 발생한

다. 미세먼지는 완전 별도의 물질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물질의 아주 

작은 입자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연소, 산업 시설의 생산 및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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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등 인공적인 발생 과정에서도 생성되지만, 자연적인 마모 과정에서

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눈에 보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지만, 대기 

중에 항상 어느 정도 잔존하게 된다. 또한, 미세먼지는 크기 때문에 신

체에 대한 높은 침투 능력을 가진다. 일반적인 입자의 먼지는 기관지의 

섬모나 점막을 통해 여과되지만, 미세먼지는 이를 통과하여 체내에 그대

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Cesaroni et al, 2014; Raaschou-Nielsen, 

2013).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자체의 크기나 체내 침투 능력에 

있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모든 물체가 자연 마모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류는 훨씬 이전부터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미세먼지가 공교로히 문제가 되

는 이유는 그것이 자연 물질로부터, 자연 발생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것

이 아니라, 산업화로 인해 유해물질로부터 대량 생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무엇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가 미세먼지 

재해 문제의 본질이다. 미세먼지의 크기나 침투 능력에 상관없이 일정 

기준(70µm/m3)을 넘는 농도의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건강

한 이들도 기관지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호흡 장애 때문

에 이차적으로 폐, 뇌, 심장 등 여러 다른 장기에도 손상이 생길 수 있

다(Kim, Kabir, E., & Kabir, S., 2015). 또한, 미세먼지가 어떤 물질부

터 유래되었는가에 따라 해악성이 달라질 수 있다. 산업 시설에서 많이 

쓰이는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의 미세먼지는 체내에 축적되면서 지속

적으로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계나 의학계, 그리고 대기 오염에 관한 국제 기구들은 일찍이 

이런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주목해왔다. 벌배로와 플로어(Barbero 

& Flores, 1967)는 일찍이 삼마 가공 공장의 노동자들의 조기 사망원인

을 탐구하면서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입자의 먼지들이 정

밀 공정 과정을 통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급작스러운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시메이어와 그의 동료들(Seemayer, Manojlovic, 

& Brockhaus, 1976)은 미세먼지가 암세포를 활성화하거나 유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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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세밋(Samet, 2000) 또한 역학조사를 통해 

미세먼지와 조기 사망과의 관련성을 최초로 밝히기도 했다. WHO 역시 

미세먼지를 주요 대기오염 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찰과 조사를 이

어가고 있다. 2013년에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UN 

가입 각국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

다(김수연, 2014). 

이렇게 미세먼지의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이전부터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재해로서 공인되기까지는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됐다. 앞에서 환경 재해의 특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객관적인 위험성과는 별개로 하나의 위험 사건은 사회적 

담론과 공유된 인식을 통해 재난 재해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대중

적으로 인식되어 ‘재난’으로 각인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전문가 집단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다뤄

져 왔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조치들도 이루어져 왔다. 미세먼지는 최근 

느닷없이 나타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미세먼지가 암, 사망 

등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김예신, 2002; 이종태, 2003), 중국이나 몽골 등 국외 유입 미세

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홍대형, 동종인, 윤명조, 최재성, 

이종범, 조석연, 1996)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현재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미세먼지가 위험하

다고 인식되고 재난으로서 성립된 과정에 대해 간과한 체, 주로 실용적

인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근래의 수년 간 가장 사회적 

관심을 받는 문제들 중 하나가 되었다(김지혜, 조재희, 2019; 김영욱 외, 

2018). 많은 사회과학 연구들이 이런 시의성에 주목하여 현상 분석에 

치중하거나, 공중 교육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김지혜

와 조재희(2019), 김영욱과 그의 동료들(2018), 그리고 윤승욱과 장준

갑의 연구(2018)들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공중 개개인의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공중 보건 메시지 전략에 대해 탐구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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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미세먼지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며, 개인 차원

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을 통해 재난 재해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전

제하고 있다. 미세먼지 재해 정책에 관한 연구들 역시 미세먼지 재해가 

공중 보건 상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전제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비에 

주력한다(한혁, 김영욱, 금현섭, 2017). 현재로서는, 미세먼지 재해의 객

관적인 위험성을 떠나서, 어떻게 사회적 현상으로서 재난 재해로 인식되

고 공인되었는 지에 대한 심도있는 탐구가 부족하다. 아울러, 단순히 개

인의 건강에 초래하는 위험성을 떠나서 미세먼지의 진정한 위해성이 무

엇이며, 그것이 인류와 지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미흡한 실정이다.  

 

1-2. 미세먼지 재해의 성립 배경 

미세먼지 재해가 재난 재해가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앞의 

장에서 논한 환경 재해의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미세

먼지 재해는 그것이 재난 재해라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인식이 형성되면

서, 재난 재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형성된 배경에는 실질적

으로 미세먼지 재해가 예전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사실이 없지 않다. 실

제로 한국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990년 이후 2010년까지 소폭 감

소하다가 2011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State of 

Global Air). 이렇게 한국에서만 유독 미세먼지 폭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발전, 산업시설들이 

자국 내 대기질 관리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중부 내륙 지

역으로 이전하면서, 한국으로의 대기오염 물질 유입이 증가했다고 하기

도 한다(고은경, 2018). 하지만, 중국이나 국외의 영향 보다는 기상 상

태와 국내의 오염원이 미세먼지 재해의 주범이라는 주장 또한 이루어지

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미세먼지 

재해가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담론화될 수 있었다. 예컨대, 1995년 미

세먼지 농도 측정 기준이 처음 만들어졌으며, 국내 17대 도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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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측정이 본격화되었다(연합뉴스, 1995). 아울러, WHO의 

권고 사항에 따라 1996에는 아황산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 처음으로 시행되기도 했다(연합뉴스, 1996).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 등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공중이 이용 가능한 형

태로 보편화된 것은 근래에 이르러서이다. 2014년에 이르러서야 미세먼

지 재해에 대한 실시간 예·경보제가 실행되었다(서울정책아카이브, 

2014). 이렇게 미세먼지 재해가 지각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

다는 현실과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데이터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아졌다는 사실이 미세먼지 재해가 성립된 것을 뒷받침한다. 미세

먼지에 대한 언론의 주목 또한 증가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신문 기사 건

수가 <그림. 1>과 같이 2013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이를 증명

한다. 이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 시기이자, WHO가 미세먼

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시기, 그리고 미세먼지 예·경보제가 

시범 운행된 시기이기도 하다.  

<그림. 1> 주요 일간지의 ‘미세먼지’ 관련 기사 건수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데이터베이스, <빅카인즈>  

언론 보도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하며 심각한 지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사회에 유통하는 역할을 했다(김영욱 외, 2018; 김지혜, 조재

희, 2019). 이를 통해, 미세먼지 재해가 재난 재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언론 보도에

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담론이 증폭되고 있다. 이전부터, 미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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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만 단독적인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근래에 이르러서다. 언론 매체는 미세먼지 

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연간 

1만여 명의 조기 사망자들이 발생한다는 등 치명적인 위험성을 밝혀왔

다(하종대, 민경용, 2001). 그런데, 이러한 보도들은 미세먼지 만을 다루

기 보다는 전체적인 대기오염 문제에 논한다는 점에서 근래의 보도들과 

차이를 가진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미세먼지 재해에 관한 공중의 조직적인 움직임

은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인 식과 사회적 관심이 격앙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미대촉(미세먼지 대책 촉구 위원회)과 같

이 미세먼지에 관한 자발적인 시민 조직이 형성되기도 하며, 미세먼지 

재해 해결 촉구를 위한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다(김진원, 2017).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 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공식

적으로 항의를 해달라는 청원 등 미세먼지 재해 관련한 국민 청원이 

6,000 여건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2019. 11. 07 기 준). 이런 움직임

은 미세먼지 재해가 중국에서 기인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공중이 타당하

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여론에 의해 2017년 처음으로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 재

난’으로 지정하고 비상저감조치와 같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문성호, 2017). 2019년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불안 증가가 개정의 배경으로 명시되어 있다(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2019). 미세먼지 재해가 재난 재해로서 공인된 과정은 하

나의 위험 사건이 재난 재해가 되는 데에 있어서, 사회적 담론과 인식이 

실제의 물리적 위험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슷

한 정도로 일상에 퍼져 있으며 위험성 또한 치명적이라고 논의되는 ‘라

돈’과 같은 위험 물질에 대해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미세먼

지가 객관적인 위험성과는 별개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의해 재난 재해

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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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해 외에도 언론 매체가 전문적인 정보를 재구성하여 전

달함으로써, 공중의 위험 인식이 증폭되고 사회적 소요가 발생한 경우들

이 많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위험성과 관계없이 재난에 준하는 위험으

로 받아들여지거나, 재난 재해로 공인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예

컨대, 박준석과 한세현(2018)은 언론 보도가 광우병의 부분적이거나 심

각하지 않은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여 

전달함으로써, 공중의 위험 인식을 증폭시켰다고 했다. 예컨대, 광우병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문제시된 퇴행성 뇌 질병 ‘sCJD’가 소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들이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일부 연구를 과대 해석하여 인용하면서 연관

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인식되었다고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도 원인 유해 물질인 CMIT가 일

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안정적인 살균제라는 사실을 간과한 체, 

CMIT가 포함된 시중의 생활 용품들을 단순 열거하여 사회적 소요를 야

기하기도 했다(이정훈, 외, 2016). 미세먼지 재해를 비롯한 이러한 위험 

현상들은 앞으로의 위험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 가에 따라, 재

난 재해로 성립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별

로 위험 하지 않은 것이 재난 재해가 되거나, 반대로 실질적으로 위험한 

것이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해 재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 보도가 위험을 구성하는 서술 방식과 사회적 관심

을 유도하여 증폭시키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언론 보도에서 제시하는 위험 서사와 해석이 어떻게 공중에

게 수용되어 사회적 반응으로 나타나는지 탐구해야 한다.  

 

1-3. 미세먼지 재해의 구성과 재난 재해 보도의 문제점 

이 절에서는 위의 논의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에서 미세먼

지 재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이런 구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위에서 논한 것과 같이, 언론의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보도들은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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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여, 그것이 재난 재해로 공인되게 하는 데에 영향

을 미쳤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가 미세먼지 재해를 어떻게 다

루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재난 재해 보도가 그것의 부분적인 사실을 과장하거나 강조하여 전하거

나, 왜곡하여 잘못된 이해를 형성하게 한다는 것을 밝혀왔다(Houston, 

Pfefferbaum, & Rosenholtz, 2012; Matthews, 2019). 미세먼지 재해

에 대해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형성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재해 

보도에서 나타나는 내용적 특성과 이런 보도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서

도 고찰해봐야 한다.  

위험 현상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단순히 위험 정도뿐 만 아니라 그

것이 왜 위험하며, 어떻게 발생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총

체적인 이야기를 전달한다(Mairal, 2011). 그런데, 미세먼지 재해에 대

한 보도는 이러한 과정에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표면적인 사실만을 부

각하거나, 진실을 왜곡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단순

히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 자체

를 잘못 구성하고 있다. 예컨대, ‘모공보다 작은’, ‘머리카락의 20분

의 1’와 같이 미세먼지의 미세한 크기에 대해 강조하는 보도 내용을 

엿볼 수 있다(정봉오, 2019). 아울러, ‘혈관에 침투’한다거나, ‘폐포

에 흡착’한다는 미세먼지의 신체 침투 능력과 영향력을 강조하기도 한

다(김기범, 2018). 앞의 절에서 밝힌 것과 같이 미세먼지의 크기나 신체 

침투 능력은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와는 관련이 적다. 미세먼지의 위험 

요소는 발생원과 발생량에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위험한 경우는 신

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높고, 유해물질에서 유래되었을 때이다. 

다시 말해, 현재 미세먼지 재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작고, 인체

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위해한 물질로부터 너

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미세먼지의 치명적이며 불가항력

적인 위험성을 드러내어,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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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고 있다. 언론 매체의 상업주의로 인해 위험 사건이나 요소의 

위험성이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한진만, 2002). 이렇게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위험 서사(risk narrative)’는 당장의 주목을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접하는 수용자의 인식에 각인되는 효과

를 가진다(김영욱 외, 2016). 따라서, 뉴스 생산자들은 이런 위험 서사

를 활용하여 재난 재해 보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객관적이며 핵심적인 정보보다는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

다’와 같이 단순하고 자극적인 이야기가 일반 공중에게 더 호소력이 있

기 때문이다. 위험 사건이나 요소에 대한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검증보다

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며 두려운 것인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더 주목

을 끌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Dunlop, Wakefield, 

& Kashima, 2008).  

미세먼지 재해 보도에서 나타나는 또다른 문제적인 내용적 특성은 

특정 원인을 부각하여 현상을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김영욱과 그의 동료

들(2015) 그리고 이준웅과 김성희(2018)는 미세먼지 재해에 관한 보도

의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내용적인 특질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미세먼지 재해에 관한 보도에서 인과관계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

서 특정 원인 만을 지목하여 강조하는 프레임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재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거나(김영욱, 외, 2015), 국내 혹은 국외의 원인을 특정하는 

내용이 대립적으로 발달했다고 한다(이준웅, 김성희, 2018).  

환경 재해의 특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논한 것과 같이, 미세먼지 재

해는 인공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이 교차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원

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안병옥(2017)은 미세먼지 재해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조건 중 하나가 기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보도들이 

배출량과 유입량 만을 토대로 중국이 국내 미세먼지 재해의 주된 원인 

제공자인 것 같이 논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해서 

국내 요인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

이다. 원인을 국외 요인 혹은 국내 요인을 특정하여 논하는 미세먼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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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도는 현상의 본질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가 수반하는 가장 큰 문제적 

사안은 환경 오염이며, 이는 어느 한 쪽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전지

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원인을 특정하고자 하는 미세먼지 재해 보도 

프레임은 자칫 이런 문제를 간과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보도 행태가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하

나는 언론인들이 과학적인 현상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지식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자연관이나 과학관 자체가 미성숙하다는 점이 없지 않다. 이

광영(1998)과 한진만(2002)은 또한 과학적 지식 부족과 자연과학 현상

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과학 보도가 지나치게 단순화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진다고 했다. 이정훈(2018)은 국내의 미세먼지 재해의 주된 원인

이 중국이라고 논하는 언론 보도들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나타났다고 한

다. 인접성 하나만으로 중국이 유독 국내 미세먼지 재해의 주된 원인 제

공자인 것처럼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2019)에 따르

면, 국외 영향만을 놓고 봤을 때 중국뿐만 아 니라 몽골과 북한에서 유

입되는 미세먼지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언론인들의 환경과 자연과학 현상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원

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전문 자료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 보도에서 일부 연구들이 확대 해석되거

나 과대 인용되는 문제 또한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 물질이 조기 사망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Watts, 2017)가 나타나자, 국내의 언론에서는 이를 앞다투어 인용

하여 보도했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의미하는 바에 대해 고찰

하지 않고, 미세먼지가 조기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고영득, 

2017; 권순걸, 2017). 하지만, 본래 연구는 미세먼지를 특정하여 조기 

사망을 야기한다고 논하고 있지 않다.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의 위험성

을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밝히기 위해, 미세

먼지를 포함한 여러 대기 오염 물질과 조기 사망과의 관련성을 논한다. 

미세먼지 만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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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발췌하여 보도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보도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 

또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문제적인 보도 양상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

나이다. 백선기와 이옥기(2011), 이민규(2011), 그리고 한진만(2002)

은 재난 재해에 대해 접근하고 이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보도 준칙이

나 윤리 강령이 체계화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

이나 혼란을 가중하고 재난 재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형성하게 할 수 

있는 왜곡된 보도가 나타난다고 한다. 미세먼지 재해 말고도 최근에 일

어난 위험 사건과 그와 연관되어 나타난 사회적 동요 또한 이러한 문제

점을 시사한다. 예컨대, 2017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가습기 살균제와 무관한 다른 생필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파동을 초래하기도 했다. 문제가 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치약, 물티

슈, 세정제와 같은 다른 생활용품에서도 발견된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대규모 불매운동이 나타난 것이다(김수미, 2018). 정작 문제의 본질은 

화학 살균제와 이에 대한 규제 정책과 교육의 미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CMIT나 MIT라는 물질 자체에만 피상적으로 접근해 이러한 문제가 야

기됐다.  

이런 보도 내용들은 사실을 논하고 있지만, 환경 재해 문제의 진실

을 호도할 수 있는 부분적인 사실 혹은 표면적인 사실에 불과하다는 데

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은 과학 보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

계에서 비롯된다. 재난 재해를 비롯한 과학적 현상에 대한 보도는 객관

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수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흥미를 유발해야 

하는 상충된 목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Secko, Amend, & Friday, 

2013; Streckfuss, 1990).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맞춰진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가령, 

재난 재해에 대해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보도 준칙을 

세우고 수행하더라도, 그것을 따른 보도는 공중의 과학적 지식이나 이해 

정도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외면되어 재난 재해 현상에 대한 몰

이해나 오해를 해소하지 못한 체, 사회적 동요와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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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 있다(Streckfuss, 1990). 이로 인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서도 현

상을 단순화하거나 흥미 유발 위주의 보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제한점들과 시간과 비용 상의 제약으로 인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보도는 몇 개의 내용적인 틀에 의존하여 담론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미세먼지의 위험성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형화된 

설명 형식, 즉 이야기 구조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어도 이런 도식에 여과되어 전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 재해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보도가 반복되거나, 특정 발생원으로부터 야기된다는 보도들이 반복되는 

현상은 이런 가정에 신빙성을 더한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뉴스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적인 확인이 필

요하다. 

 

1-4. 환경 재해 보도의 윤리 

이 절에서는 위의 논의에 이어서 미세먼지 재해와 같은 환경 재해 

혹은 환경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어떤 보도 윤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

하고자 한다. 앞서 이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을 논하는 과정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위험 인식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요소가 얼마나 위험한 지

에 대한 것이 아니다. 위험이 어떤 인과 과정을 통해 발생하며, 구체적

으로 어떻게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형태의 이해 형식을 말한다(김영욱, 함승경, 2016). 미세먼지 재

해에 대한 보도는 이런 전반적인 위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을 잘못 구성해 왔다. 미세먼지가 진정으로 위험

한 이유에 대해서 논하지 않은 체, 선정주의(sensationalism)의 입장에

서 미세먼지가 야기할 수 있는 질병이나 신체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발

생원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 왔다. 이런 과정에서 미세먼지 재해가 진정 

무슨 요인 때문에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간과되고 있다. 미세먼지 재해 나아가 환경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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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표면적인 사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것보

다 보다 전지구적 시점의 진실 추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언론 보도 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언론 매체

의 상업주의와 그에 파생하여 나타나는 선정주의 때문만은 아니다. 기존

의 과학 보도의 준칙과 역할이 환경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윤리적 가치와 상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환경 재해에 대한 몰이해와 

철학의 부재로 인해 이런 보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종혁(2019)은 

환경 보도가 일반적인 과학 보도의 가치와 준칙을 넘어서 환경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한다. 신속성, 정확성, 객관성, 중립

성에 입각한 원칙주의를 넘어서 도덕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환경 보도가 환경의 의미와 가치를 전

파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한다.  

미세먼지 재해 또한 환경 문제라고 볼 때, 이와 같은 논의를 적용할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를 단순히 위험성과 발생원을 밝힐 과학적 탐구

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된 도덕적 가치를 상기시키고 

함양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언론은 미세먼지 재해를 단순한 자연 과

학적 현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표면적인 사실을 밝히는 데에 주목해 왔

다. 이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야기할 수 있는 질병이나 신체 침투 능

력 등을 강조해 온 것이다. 아울러, 국내 혹은 국외 원인 중 어느 것이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냐에 대한 보도를 이어왔다. 물론, 미세먼지 재

해 역시 객관적 사실을 밝혀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보도들이 잘

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주되게 이루어지는 사이 미세먼

지 재해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총체적 원인은 환경 오염이라는 점이 상

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아울러, 환경 재해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며, 전지구적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간과되고 있다(Griffin & Dunwoody, 2008).  

앞 장에서 환경 재해의 특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밝힌 것과 같이, 환

경 재해는 비가시성, 비즉각성, 비식별성으로 인해 인과관계나 영향력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 원인이나 피해 양상과 관계없이 환경 재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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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란 인간의 산업화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

다는 것이다(Stamm, Clark, & Eblacas, 2000). 환경 재해 보도에 있어

서 위험에 대한 객관적 사실 추구가 이런 근본적인 진실을 가려서는 안

된다(Sachsman, 1999). 현재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보도는 두 가지 측

면에서 이러한 환경 재해의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미세먼지 자체가 모두 문제라고 여기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재해는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의 문제에 수반된 하

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아울러, 발생원을 특정하는 보도 또한 이러한 근

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미세먼지 재해를 포함한 환경 

재해 보도는 다음의 역할들을 조율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과학 보

도로서 현상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수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해야 

한다(Secko, Amend, & Friday, 2013).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설명을 제공하되, 공중

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과 관

련된 현상이나 사안을 해석할 수 있는 공중의 전반적인 지식이나 이해도

를 함양해야 한다.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을 넘

어서, 공중이 환경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셋째, 환경 보호의 가치를 전파하고, 환경 정의 관점에서 환경 문

제를 논해야 한다(Adamson, Evans, & Stein, 2002). 마지막으로, 환경 

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참여

를 독려해야 한다(이종혁, 2019).  

미세먼지 재해 보도가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적으로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들이 발

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세먼지 재해를 공중

의 수준에서 알기 쉽게 전달하거나, 표면적인 사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왜곡된 해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찰해

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해석적 형식이자 전형화

된 이야기 전달 형식인 뉴스 프레임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뉴스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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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현상의 진실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위

에서 논의한 것처럼 현재 미세먼지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재해 뉴스의 내용이 파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특정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분석해

봐야 한다. 아울러, 이런 내용들이 사회적 갈등이나 소요를 유발할 가능

성은 없는지 고찰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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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프레임 분석 

이 절에서는 언론 보도의 프레임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

가 미세먼지 재해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

러, 이를 통해 앞서 이론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경험적으로 검정하고, 연

구를 위한 변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재난 재해

에 대한 언론 보도의 프레임이 주로 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을 밝혔다. 하나는 재난 재해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재난 재해가 초래한 피해 정도나 잠재적 위험을 

과장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다른 하나는 ‘비난 프레임’과 

같이 사건의 발생 과정과 원인을 중심으로 해석적 틀을 형성하는 방식이 

있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해석적 틀이 형성되는지 분

석하고자 한다.  

 

2-1. 연구 질문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이야기 구조로서의 뉴스 프레임은 공중의 인

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개인은 재난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주위 정보에서 제공되는 

설명 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 틀이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수용하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재난 재해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대처 방법을 계획하기 위해서다(Maestas, 

Atkeson, Croom, & Bryant, 2008). 재난 재해에 대한 뉴스 프레임은 

단순히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나 가치를 

해석하게 하는 이야기 구조의 형식을 띈다(이준웅, 2009; Hanusch, 

2010; Peters, 2011). 이런 이야기 구조를 통해 개인은 위험 상황에 대

한 극복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재난 재해를 이해하고 대

처하는 데에 언론 매체가 제공하는 뉴스 프레임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Bennett, Calman, Curtis, & Fischbacher-Smith, 2010; Goltz, 

1984; Miles & Morse, 2007). 



 

 100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김

영욱과 그의 동료들(2015)은 내용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재해 보도에서 

나타나는 뉴스 프레임 형식을 밝혔다. 이들의 연구는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해석적 틀의 구조를 밝히기 보다는 기존의 이론화된 프레임 형식이 

미세먼지 재해 보도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했다. ‘일화 프레임

(episodic frame)’, ‘인간 관심 프레임(human interest frame)’, 

‘갈등 프레임(conflict frame)’와 같은 뉴스 프레임 구조가 미세먼지 

재해 보도에서도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한편, 이준웅과 김성희(2018)는 

주제적 구조 모형(structural topic modeling)을 통해 미세먼지 재해 보

도에서 전형화(typify)된 이야기 형식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의 연

구에서 밝혀진 주제 모형은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으며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구조를 드러낸다.  

이 연구에서는 수동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재난 재해 보

도 프레임 연구에서 드러나는 담론 형식이 미세먼지 재해 보도에서도 나

타나는지 분석했다.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난 재해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 형식이나 이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크게 두 가

지 문제적인 프레임들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하나는 재난 재해의 위험

성을 과장하거나 강조하는 형식이다. 다른 하나는 복잡한 인과관계를 간

과한 체, 제한된 요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의 해

석적 틀은 수용자의 인지 과정에 받아들여져서, 인식적인 차원의 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Ewart & McLean, 2015; Vasterman, Yzermans, 

& Dirkzwager, 2005). 따라서, 뉴스 프레임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통

해, 인식적인 차원의 해석적 틀인 ‘인지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다.  

 

예비적 연구 질문: 미세먼지 관련 보도의 프레임은 어떤 내용적인 특성

을 나타내는가?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뉴스 프레임들이 미세먼지 

재해 보도에 대해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예비 연구의 탐색적 문제들을 설계했다. 첫 번째 문제를 통해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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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재해 보도에서 ‘위험 강조 프레임’과 같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드러나는지 분석했다. 이런 보도 프레임이 수용자의 인

지 프레임으로 수용되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비적 질문 1. 미세먼지 관련 보도의 프레임 중에 위험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타나는가? 

예비적 질문 2. 미세먼지 관련 보도의 프레임 중에 재해의 원인을 강조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가?  

 

위험성을 강조하는 언론 보도 프레임은 수용자의 인지 과정에 타당

한 인지 프레임으로 수용될 수 있다. 위험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더라도 주목을 이끄는 주의 편향(attention 

bias)을 유발하기 때문이다(Field, 2006). 인지 과정에는 사실인지 아닌

지의 여부를 떠나, 위협적인 정보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상황을 상황에 

대해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Van Bockstaele, 2014). 따라서, 

이 연구에 참여하는 응답자들 중 언론에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조하

거나 과장하는 프레임을 통해 미세먼지 재해를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미세먼지 언론 보도에서

도 재해의 위험성을 강조하거나 과장하는 보도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

려 한다. 

문제가 되는 상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문제에 책임을 져

야 할 주체가 달라진다. 언론 보도가 재난 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지

목하는 방식에 따라서 공중이 인식하는 문제적인 상황의 책임 소재가 달

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Major, 2009; Matthes, 2009). 따라서 미

세먼지의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에 대한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하는 일은 추후 공중의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인식과 책임 소재 귀

인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영욱과 그의 동료들(2015) 그리고 이정훈(2018)은 미세먼지 재

해의 보도에서 ‘중국’을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으로 특정하는 보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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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준웅과 김성희(2018) 또한 미세먼지 재해 

보도에서 중국 혹은 ‘석탄 화력 발전’ 그리고 ‘경유차’와 같이 제한

된 요인을 지목하는 뉴스 프레임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연

구 결과들은 국외의 요인과 국내의 요인을 나누어 각각 요인을 미세먼지 

재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특정하는 프레임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원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뉴스 프레임은 미세먼지 재해의 책임 귀

인을 다르게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인식과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Zhang, Jin, & Tang, 2015). . 따라서 이 연구는 언론이 미세먼

지 재해를 보도함에 있어서 원인에 대한 논의에 따라 내용적인 프레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하려 한다.  

 

2-2. 내용 분석 대상 

뉴스 프레임 분석을 위해 주요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

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의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미세먼지가 제목에 들어가는 기사 전량을 수집했다. 기간을 

2013년부터 설정한 이유는 그 이후부터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사회적 

조명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보도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웹스크랩

핑 프로그램인 구글 확장자 ‘ 웹 스크랩퍼 ’ 와 ‘ 옥토파스

(Octoparse)’를 활용하여, 각 신문사의 홈페이지에서 지면 기사들을 

분석 자료로 수집했다.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집한 까닭은 ‘네이

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는 기사가 누락된 경우가 있었으며, 홈페이지

마다 구조가 달라 기사 내용을 한꺼번에 스크랩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다. 따라서, 신문사 홈페이지의 각 보도 사례에서 본문을 추출했다. 

일기예보를 제외한 정치, 경제, 사회 면의 기사들을 선별하는 데이

터 청소 작업을 거쳤다. 정치, 경제, 사회 외의 면을 제외한 까닭은, 다

른 면에 실린 기사들은 미세먼지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분석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화나 스포츠 

면의 기사와 같은 경우, 미세먼지로 인해 스포츠 경기 취소 소식을 알리

는 단신들이 많았다. 이런 자료에는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해석이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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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에 대한 분석, 인과관계 혹은 대처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분석할 만한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했다. 각 신문사

별로(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제 순) 게

재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역시간순으로 정렬한 기사 총 3636개에서 표

본을 추려냈다. R의 ‘base’ 패키지의 ‘sample()’ 함수로 임의적으

로 숫자를 추출하여 ‘ 9 ’를 얻었다. 첫 기사부터 일련번호(ID)에 

‘9’를 더해 ‘1번’ 기사부터 ‘3590번’ 기사까지 총 400개의 기

사를 추출했다. 

 

2-3. 탐색적 질적 분석 

1) 분석 대상 선정 및 분석 방법 

본격적인 내용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분석 유목을 도출하기 위

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했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서술 

측면에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

용을 담는지 살펴보기 위한 작업이다. 질적 분석을 하기 위해 400개의 

기사 중 다시 50개의 표본을 다시 추출했다. ‘1번’ 기사부터 임의로 

추출한 숫자 ‘8’개씩 건너뛰어, ‘3509번’ 기사까지 표집했다. 질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일반화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수집을 할 때 표본의 대표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특

히 수집하는 자료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방지하기 위해 

‘자료 포화도(data saturation)’를 고려하여 분석 대상을 선정해야 한

다(Fusch & Ness, 2015). 다시 말해, 질적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새로

운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분석 결과가 뒤바뀌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자료를 추출해야 한다. 프리드런드와 힐딩(Fridlund & Hildingh, 2000)

은 질적 분석에서 적절한 자료 포화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례 

수와 관계없이, 최소 30개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총 50개의 기사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질적 분석에는 분석 대상 자료의 내용 형식을 밝히는 표면 분석

(manifest analysis)과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잠재 분석(l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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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이 있다(Berg, 2001). 이 연구에서는 표면 분석을 위해 기존

의 이론을 토대로 분석 유목을 설정하고, 보도 사례에서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앞서 이론적 배경을 논의한 제 2 장

에서 위험 사건이나 요소에 대한 담론 형식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하나는 그것의 위험성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발생 

과정 혹은 인과관계에 대한 것이다. 위험성은 다시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위험성과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으로서의 위험성으로 

나뉠 수 있다(Weinstein, 1984). 이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에 따라 내용 형식과 구체적인 내용을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 재해 보도에서 나타나는 내용 

구조가 갖는 함의를 고찰하는 잠재 분석을 실행했다. 분석을 통해 도출

한 내용 구조의 특질을 가지는 기사들을 선별하여, 보다 면밀히 분석하

는 해석적 작업을 수행했다. 특히, 기존의 위험 인식이나 위험 메시지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수집된 보도 사례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찰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재해

에 대한 언론 매체의 보도가 수용자의 인식에 미쳤을 영향과 그 함의에 

대해 고찰했다.  

2) 분석 결과 

앞의 장에서 검토한 기존의 재난 재해에 대한 언론 보도 연구들을 

토대로 질적 분석을 위한 유목을 설정했다. 위험성에는 조건에 관계없이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절대적인 위험성과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타

날 가능성을 일컫는 위험 가능성(risk probability)으로 구분될 수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과정 혹은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 구분은 원인, 그리고 

대책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가 야기할 수 있는 

질병이나 신체 이상에 대해 가리키는 ‘객관적 위험성’ 그리고 미세먼

지의 영향력이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일컫는 ‘위험 가능성’ , 

그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한 것에 따라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지 

망라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거쳤다. 분석 결과는 <부록. 2>의 표와 같

이 도출됐다. 



 

 105 

미세먼지 재해가 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회경

제적인 것보다 건강 위협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 재해가 야기할 수 있는 질병이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해로운 

물질을 거론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질병에 관한 단어들이 가장 많이 

등장했다(11건). 피부 가려움, 기침, 알레르기 등의 가벼운 피부과 계나 

안과, 호흡기계 질환에서부터 폐, 심혈관계, 뇌졸중, 암 등 중증 질환까

지 다양한 질환들이 거론됐다. 심지어, 미세먼지가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내용(기사 39, 기사40)도 나타났다. 미세먼지 재

해의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신체에 효과적으로 침입하

는지에 대한 내용이 드러났다. ‘기사5’에서는 미세먼지가 피부에 직접 

침투할 수 있다고 하며, ‘기사 24’와 ‘기사 44’는 미세먼지가 폐포

까지 직접 침투하거나 흡수되어 다양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네 가지 내용이 나타났다. 첫 번

째는 국내의 산업 시설이나 발전이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이라고 논하는 

것이다. 그 중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으

로 나타난다(11건). 그 외에도 ‘섬유공장’(기사12) ‘사업장’(기사

49)이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논의됐다. 두 번째는 경유차와 같이 국

내의 화물 운송 수단이나 개인 차량이다. 세 번째는 중국과 같이 해외 

유입원을 국내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9건의 기사

들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는 고등어구이와 직화구이 음식점과 같이 일상적인 원인을 미세

먼지 재해의 유발원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2016년 5월 가정에

서 음식조리를 할 시 미세먼지가 대량 유발된다는 보도자료와 일반 음식

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와 같이 일상적인 차

원의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논하는 기사들이 나타났다(김정수, 2016).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대처는 크게 네 가지가 드러난다. 첫째, 개인

적인 차원의 대책이다.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마스크 착용이다

(7건). 또한, 공기청정기, 공기정화 식물 등을 활용한 공기 정화 방법도 

많이 거론되었다(7건). 그 외에도 외출을 자제하거나 실외활동을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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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물청소와 같이 가정이나 개인 일상 공간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의 대처 방법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과 함께 등장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기사41’은 기관지염 등 미세먼지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논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

고, 몸을 청결히 하며, 도라지나 배 등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둘째, 정책적인 차원의 대처 방법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이나 폐지와 같은 방법들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논의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건). 한편,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국내 차량에 대한 규제 정책 또한 이에 해당한다(3건). 셋째, 신에너지

나 친환경차량 개발 등 기술 혁신을 통한 미세먼지 대처 방법이다. 여기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재생에너지 개발 등 대처 

방법이 거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이나 외교

적 대책이다. 예컨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기사9)을 

하는 것이나, 국제적인 공동조사(기사28)를 통해 미세먼지의 진원지와 

구성 성분, 유입 경로 등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

한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보도 사례에 대해 더 면밀히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내용 형식이 갖는 

함의를 보고자 했다. 먼저 드러나는 내용적인 특질은, 미세먼지가 초래

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상의 위협을 열거하면서 개인적인 대처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가령, ‘기사24’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해 기관지

나 폐의 염증에서부터 시작하여, 만성폐질환,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중

증 질환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뇌졸중, 심장마비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하고 녹차를 자주 

마실 것을 권한다. ‘기사41’ 또한 경미한 것에서부터 중증에 이르기

까지 미세먼지가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열거한다. 감기, 기관지

염에서부터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며, 미세먼지

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동시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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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외출을 삼가며 미세먼지에 좋은 식품을 섭

취하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적인 특질은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을 논하는 데에 있

어서,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지구환경 차원의 문제보다는 개인

적인 건강 위협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 형식은 

전자보다 공중이 위험성을 강하게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인은 객관

적인 사회경제적 손실이나 사회 전체에 가해지는 위험보다 개인에게 가

해지는 위험 정도에 근거하여 위험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Sjöberg, 

2003; Slovic, Fischhoff, & Lichtenstein, 2013). 이와 더불어, 이런 내

용 형식에는 미세먼지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수반된다. ‘기사

24’와 같이 미세먼지의 신체 침입 능력으로 인해 바로 ‘폐포에 흡

수’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미세먼지의 영향력을 통제하거나 

조절하기 어렵도록 느끼게 할 수 있으며, 극복 자아효능감(coping self-

efficacy)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Ajzen, 2002; Schwarzer, 2014). 

두 번째로 나타나는 내용적인 특질은 국내의 발전시설이나 산업시설, 

경유차와 같은 미세먼지 유발 원인에 대해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인 규제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이 국내의 시설

을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기사들 대부분(기사7, 기사8, 기

사10, 기사31, 기사33, 기사39)은 가동중단이나 노후 발전소에 대한 조

기 폐쇄 조치 등을 정책적인 대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유차를 미

세먼지 재해의 원인이라고 논하는 기사들에서도 비슷한 형식이 나타난다. 

‘기사14’와 같이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같은 

정책적인 규제 방안이 논의된다. 이러한 내용이 가지는 인식적인 효과로

서는 두 가지가 예상될 수 있다. 먼저, 원인과 대처 방안이 합치

(congruent)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경우, 미

세먼지 재해가 극복 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Chwalisz, 

Altmaier, & Russell, 1992). 하지만, 반대로 상투적이며, 새롭거나 혁

신적이지 않은 대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극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떨어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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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이라고 논하는 기사들에서는 이러한 내

용적인 특질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사17’이나 ‘기사18’처럼 중국

에서의 친환경 자동차나 재생에너지 개발 노력에 대해 소개하거나, ‘기

사9’와 같이 국내에서 가능한 법적인 대처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

송의 예시를 논한다. 한편, ‘기사36’은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하여, 

국제법적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른 연구에서도 미세먼지 재해 

관련 보도에서 중국을 특정 원인으로 지목하는 뉴스 프레임 형식이 있다

는 것을 밝혔다. 예컨대, 김영욱과 그의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는 중

국을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거론하면서, 개인적인 대처 방법을 제시하

는 내용 형식이 나타난다고 밝혀졌다. 이준웅과 김성희(2018)의 연구에

서도 다른 논의를 제외한 체,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재해가 심각

하다는 내용 형식을 가진 프레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발견 사실들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동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통합

적이며 체계적인 분석보다는 일부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한 논의나, 개

인적인 차원의 문제와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 앞에서 미세먼지 

재해의 실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미세먼지가 개

인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질병이나 신체 침입 능력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핵심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재해는 전지구

적인 환경 파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며, 본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

식 개선과 산업 구조와 법과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세먼지 

재해 보도에서 나타나는 프레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2-4. 내용 분석 

1) 내용 분석 유목 도출  

내용 분석을 확장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위의 탐색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석 유목을 구성하는 작업을 실행했다. 50개의 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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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통 명사들을 추출하여, 위의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미세먼지 재

해에 대한 주제(위험성, 원인, 대책)에 따라 분류했다. 그 다음, 각 주제

를 구성하는 소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R 프로그

램의 형태소 분석 패키지인 ‘KoNLP’를 사용했다. 50개의 기사에서 

추출한 전체 3806개의 단어 중 미세먼지가 야기할 수 있는 질병이나 신

체 영향력,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 그리고 대책에 관련된 단어 총 134개

를 추출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관한 단어들은 심각성이나 내용에 따

라 5 가지 소주제로 구분했다.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호흡기계의 경

미한 질환이나 증상(R1), 폐, 심장, 뇌, 암 관련 중증 질환(R2), 사망

(R3), 미세먼지에 있는 유해 물질(R5), 그리고 신체 침입 능력 및 영향

력(R5)에 관한 단어들로 구분된다.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총 4 가지 소주제가 나타났다. 발

전소나 공장, 산업 시설 등 국내의 시설을 가리키는 내용(C1), 경유차와 

같이 국내의 자동차가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내용(C2), 중국에서부터 오

는 스모그와 같이 해외의 유입 요인을 지목하는 내용(C3) 그리고 음식

점, 고등어, 요리 등 국내의 일상적인 요인을 지목하는 내용(C4)이다. 

대책에 대해서는 11가지의 소주제가 나타났다. 개인적인 대처 방법으로

서 마스크(M1), 외출 자제나 삼가(M2), 공기청정(M3), 청소나 환기 등 

개인 청결 유지(M4), 양치질과 같은 개인 위생 관리(M5), 식품이나 물 

음용 등 개인 섭취(M6)를 소주제로 분류했다. 정책이나 기술적인 차원

의 대처 방법으로 5 가지 소주제를 도출했다. 먼저, ‘C1’에 대한 대

책으로서, 국내 시설에 대한 규제나 저감 대책(M7), 그리고 ‘C2’에 

대한 것으로서 국내 자동차에 대한 규제 정책(M8)을 분류했다. 아울러, 

수소전기차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 기술 개발(M9), 신에너지 기술 개발

(M10), 그리고 국제 소송이나 협력과 같은 외교 정책 및 국제 협력

(M11)을 분류했다. 각 소주제에 대해 추출한 단어들을 <표. 4>와 같이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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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뉴스 내용 분석을 위한 분석 유목 

주제 코드 소주제 해당 단어 예시 

위험성 

R1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호흡기계 

경미성 질환과 그 증상 

가래, 가려움, 가려움증, 각막염, 감기, 결막염, 

급성기관지염, 기관지염, 기관지점막염, 기침, 

비염, 안과질환, 안구건조증, 안질환, 알러지, 

알레르기, 염증, 인후통, 축농증, 콧물, 호흡곤란, 

호흡기계, 호흡기질환 

R2 
중증질환(심장, 심혈관, 

뇌, 암 등) 

뇌졸중, 뇌중풍, 만성폐질환, 심근경색, 심장마비, 

심정지, 심혈관계, 암, 암덩어리, 천식, 폐렴, 

폐손상, 폐암, 폐질환 

R3 사망 사망, 사망률 

R4 미세먼지 포함 유해 물질 

독성가스, 독성물질, 바이러스, 발암물질, 세균, 

아황산 가스, 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중금속, 

질소산화물, 카드뮴, 화학물질, 황산화물 

R5 
미세먼지의 신체 침입 

능력과 영향력 
모세혈관 침입, 체내 침투, 폐포 흡착 

    

원인 

C1 국내 시설 요인 
공장, 발전소, 발전시설, 사업장, 석탄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화력발전, 화력발전소 

C2 국내 운송 수단 요인 경유, 경유차, 경유택시, 노후차, 배기가스, 매연 

C3 해외 유입 요인 중국, 중국발, 베이징 

C4 국내 일상 요인 
고기구이, 고기구이집, 고등어, 고등어구이, 요리, 

음식점, 직화구이 

    

대책 

M1 마스크 착용 마스크 

M2 외출 자제 외출 

M3 공기 정화 공기정화, 공기정화기, 공기정화장치, 공기청정기 

M4 개인 청결 유지 물걸레질, 물분사, 물청소, 환기 

M5 신체 위생 관리 생리식염수, 소금물, 양치질, 인공눈물 

M6 개인 섭취 녹차, 도라지, 물, 비타민, 수분, 수분섭취, 수세미 

M7 
국내 시설 규제, 저감 

정책 
가동중단, 긴급재난 

M8 국내 운송 수단 규제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치, 저감시설, 

저감장치, 경유값, 절감대책 

M9 친환경 자동차 기술 
대체연료, 수소전기차, 전기자동차, 전기차,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M10 신에너지 개발 
기후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에너지 

M11 국제 협력, 외교 정책 
공동연구, 기후변화협약, 녹색기후기금, 녹색성장, 

손해배상,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회의, 환경협약 

 

2) 내용 분석 결과 및 해석 

위에서 도출한 분석 유목을 바탕으로 코드북을 작성하여 400개의 

기사들에 대해 연구자가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각 소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1’ , 없을 경우 ‘0’의 값을 입력하는 출현표를 

도출했다. 코딩 결과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다른 한 명의 코더를 섭

외하여, 같은 자료에 대해 내용 분석을 실시한 후 신뢰도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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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개의 기사들 중 임의적으로 50개씩 기사를 추출하여 구성한 8개의 

자료 표본에 대해 차례대로 신뢰도를 구했다.① 최종 코딩 훈련 후, 4번

째 자료 표본의 항목 별 신뢰도가 모두 최소 한계값(0.667) 이상으로 

도출되어 분석을 중지했다. 최종 자료 표본의 항목별 신뢰도는 아래의 <

표. 5>와 같이 나타났다.② 항목 별 신뢰도의 평균은 0.838로 나타났다. 

코더 간 신뢰도는 크리펜도르프 알파를 기준으로 최소 한계값 0.667 이

상이면 두 결과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한다(Krippendorff, 2004). 

최종 4번째 자료 표본 코딩 결과의 항목 별 신뢰도를 바탕으로 연구자

의 코딩 결과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③ 연구자의 코딩 결과 중 반

복된 기사(1269번)를 한 개 제외하여 총 399개의 자료에 대한 코딩 결

과를 최종 분석 자료로 채택했다.  

먼저, 각 소주제의 등장 빈도를 산출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

다.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과 관련된 소주제들 중 유해물질에 대한 언

급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7건). 그 다음으로, 눈, 피

부, 호흡기계의 경미성 질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

났다(75건). 중증 질환(48건)이나 직접적인 사망(21건)을 언급하는 기

사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들 중에는 중국과 같이 해외 유입 원인을 언급하는 기사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0건). 그 다음으로 국내 운송 수단(70건), 

 
① 코더 트레이닝 과정은 다음과 같다. 1차적으로 코드북의 내용을 숙지하게 한 수, 코더가 단독적

으로 코딩하게 하여 틀리게 코딩한 부분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그 다음, 항목 별 신뢰

도가 모두 최소 한계값이 도달할 때까지 훈련 후 자료 표본을 코딩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1번째 자

료 표본 코딩 후, 코더가 잘못 코딩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놓친 단어들과 코딩 규칙을 다시 훈련했

다. 2번째, 3번째 자료 표본 코딩 후 같은 방법으로 코더 훈련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 훈련에서는 

코드북의 예시 단어 외의 단어들을 ‘1’로 코딩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재훈련했다.  
② 각 자료 표본의 항목 별 코더 간 신뢰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번쨰 자료 표본: R1(.720), 

R2(.612), R3(1.00), R4(.220), R5(1.00), C1(.678), C2(.705), C3(.818), C4(.660), M1(.732), 

M2(.697), M3(.792), M4(.660), M5(.780), M6(.737), M7(.538), M8(.550), M9(.879), M10(.298), 

M11(.879). 2번째 자료 표본: R1(.717), R2(.866), R3(.812), R4(.800), R5(.544), C1(.866), 

C2(.804), C3(.727), C4(1.00), M1(1.00), M2(.936), M3(.879), M4(1.00), M5(.792), M6(.899), 

M7(.737), M8(.702), M9(1.00), M10(.731), M11(.697). 3번째 자료 표본: R1(.821), R2(.737), 

R3(1.00), R4(.866), R5(.649), C1(.807), C2(.671), C3(.720), C4(1.00), M1(.705), M2(.853), 

M3(.930), M4(.792), M5(1.00), M6(.879), M7(.767), M8(.853), M9(.848), M10(1.00), M11(.792). 
③ 향후 후속 연구에 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택한 최종 자료 채택 방법이 표준

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뉴스 프레임 분석이 본 조사가 아닌 사전 조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약식으로 연구자 한 명의 코딩 결과만을 최종 자료로 분석에 활용했다. 본래는 두 명 이상

의 코더의 결과를 합치거나 표본 추출하여 최종 자료를 구성해야 하지만, 연구 과정 상 발생한 시

간과 비용 상의 제약으로 인해 그렇게 수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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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산업 및 발전시설(69건)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났다. 구이요

리, 음식점 등 국내의 일상적 요인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

다(23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마스크 

착용(65건)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뒤를 이어 국내 시

설에 대한 저감 대책(50건)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 다음, 공기 청

정기 등을 사용한 공기 정화(45건)가 많이 등장했다. 경유차 등 국내의 

운송 수단에 대한 규제 정책(38건)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뒤를 이어서 

도라지배즙, 미역, 비타민C, 홍삼 등 개인적인 음식물이나 영양제 등의 

섭취를 하라는 내용(36건)이 많이 나타났다. 실외활동 및 외출자제(28

건), 국제 협력 및 외교정책(26건), 친환경 자동차 기술(25건), 신에너

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21건), 신체 위생 관리(20건), 개인 청결 유지

(16건)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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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제 별 출현 빈도와 항목별 신뢰도(Krippendorff’s alpha)(N 

= 399) 

코드 소주제 출현 빈도 
항목별 

신뢰도(α) 

R1 경미성 질환과 그 증상 75 0.84 

R2 중증질환(심장, 심혈관, 뇌, 암 등) 48 0.74 

R3 사망 21 0.85 

R4 유해 물질 117 0.79 

R5 신체 침입 능력과 영향력 21 1.00 

    

C1 국내 시설 요인 69 0.79 

C2 국내 운송 수단 요인 70 0.77 

C3 해외 유입 요인 100 0.68 

C4 국내 일상 요인 23 1.00 

    

M1 마스크 착용 65 1.00 

M2 외출 자제 28 0.79 

M3 공기 정화 45 0.95 

M4 개인 청결 유지 16 0.79 

M5 신체 위생 관리 20 1.00 

M6 개인 섭취 36 0.78 

M7 국내 시설 규제, 저감 정책 50 0.77 

M8 국내 운송 수단 규제 38 0.84 

M9 친환경 자동차 기술 25 0.85 

M10 신에너지 개발 21 0.70 

M11 국제 협력, 외교 정책 26 0.85 

 

위의 결과를 살펴봤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위험성이 과장되어 보도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

한 위의 연구 질문과 달리, 경미한 질환이나 미세먼지에 포함된 유해물

질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내의 미

세먼지 유발 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 유입 원인에 대해 언급하는 

기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다른 인접 국가들을 제외한 체 

‘중국’을 미세먼지 유입원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세먼지 재해 보도에서 중국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 대처 방법이 강조됐다는 김영욱과 그

의 동료들(2015)의 연구와 다소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차이는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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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의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 외

의 대처 방법을 망라적(exhaustive)으로 코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론된다. 그런데, 개별 내용에 대한 단순 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미세

먼지 재해 보도에서 드러나는 내용 형식과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

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다 실증적인 분석 방법을 통

해, 미세먼지 관련 언론 보도에서 나타나는 해석적 구조인 ‘뉴스 프레

임’을 도출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2-5. 뉴스 프레임 분석 

1) 분석 방법 

뉴스 프레임을 도출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했다. 분석을 위해 R 프로그램의 ‘stats’ 패

키지를 활용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모든 관찰 결과들을 독립적인 군

집이라고 가정한 뒤, 유사성에 따라 그것들이 하나의 군집이 될 때까지 

하나씩 묶는 분석 방법이다(Bartholomew, Steele, & Moustaki, 2008). 

<표. 4>로 나타난 내용 또한 모두 독립적인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사성에 따라 결합될 경우,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구

성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중증 질환(R2)과 국내 운송 수단(C2), 

그리고 국내 운송 수단에 대한 규제(M8)가 하나의 군집으로 묶였을 때, 

‘국내 노후 경유차들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재해는 뇌졸중, 심혈관

계 질환, 암 등을 유발하며, 경유값 인상과 조기 폐차 혜택 제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하나의 이야기가 구성된다. 이러한 내용은 미세먼지 

재해에 하나의 해석적 형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프레임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계층적 군집 분석으로 각 주제들을 그룹화하여 프레임을 

도출했다.  

연구자의 코딩 결과에서 반복된 기사 1개를 제외하여 총 399개의 

기사들에 대해 코딩 결과 ‘1’의 값의 공출현(co-occurence) 정도에 

따라 주제들을 군집화했다. 각 보도 사례들에서 <표. 4>의 소주제에 해

당하는 내용이 동시에 출현하는 정도가 높을 때, 그 소주제들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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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이스 척도

(dice measurement)를 활용하면 위에서 도출한 출현표와 같이 ‘0’

과 ‘1’ 두 가지 값을 가지는 변수들에 대해 얼마나 같은 값을 가지는

가에 따라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다(이상률, 이준웅, 2014; 이준웅, 김

성희, 2018). 따라서, 위의 분석 유목의 유무에 따라 ‘0’ 또는 ‘1’

로 코딩한 출현표의 주제들을 다이스 척도를 토대로 거리 행렬로 변환하

는 작업을 실시했다. R의 ‘proxy’ 패키지는 관찰 사례 행렬의 열들의 

상관성을 구하여 거리로 나타낸다. 이때, 열들 간의 상관성을 0과 1의 

값으로 이루어진 행렬로 나타낸다. 이 연구의 경우, 20개의 주제들의 서

로 간의 상관성을 0과 1로 이루어지는 행렬(20 x 20)로 나타냈다. 

군집 모형을 도출하기 전에 먼저 적정한 군집의 개수를 판별하는 작

업을 실시했다. 계층적 군집 분석 모형의 적정한 군집의 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군집 내 분산을 기준으로 최적한 군집

의 수를 판별해주는 ‘평균 실루엣(average silhouette)’ 방식과 기무 

분포와 관찰 데이터의 모형을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군집의 개수를 추정

하는 ’ 격차 통계(gap statistic) ’  방식이 있다(Kaufman, & 

Rousseeuw, 2009). 실루엣은 관찰 데이터들과 모든 군집들 간의 거리

를 평균화한 것이다. 평균 실루엣의 값이 높을수록 모든 데이터들이 각

자 유사성이 가장 높은 군집에 잘 묶여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격차 통

계 값은 임의로 도출한 연속 균등 분포의 군집 내 분산의 합에서 관찰 

데이터의 군집 내 분산의 합을 뺀 값이다. 격차 통계 값이 클수록, 관찰 

데이터들이 유사도가 가장 높은 군집 내에 잘 분포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적정 군집의 수를 추정한 결과, 아래의 그림

들과 같이 나타났다.  

‘평균 실루엣’ 추정의 결과, ‘2개,’ ‘3개’, ‘4개’ 순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 통계’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5개’, ‘6개’, ‘2개’, ‘4개’ 순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에서는 ‘4개’를 가장 적합한 군집 수로 선택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왜냐하면, ‘2개’나 ‘3개’로 선택할 경우, 내용상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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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소주제들이 한데 묶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액면 타당도

가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5개’나 ‘6개’로 분석할 

경우, 소주제들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이야기 형식의 뉴스 프레임을 도출

하는 데에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 

<그림. 2> 적정 군집의 수 추정 결과(N = 399) 

 

 

2) 분석 결과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행한 결과, <그림. 3>과 같은 덴드로그램이 

도출되었다. ‘군집 1’에는 국내의 미세먼지 유발 원인들과 이에 상응

하는 정책적 대책 및 기술 혁신과 관련된 대책이 제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 산업 시설(C1)’, ‘국내 운송 수단(C2)’ ‘일상 요인

(C4)’ , ‘국내 산업 시설 저감 정책(M7)’, ‘국내 운송 수단 규제

(M8) ’ , ‘ 친환경 자동차 기술(M9) ’ , 그리고 ‘ 신재생 에너지

(M10)’가 같은 군집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2’에는 미

세먼지 재해의 위험성에 관한 소주제들이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미성 질환(R1)’ , ‘중증 질환(R2)’ , ‘사망(R3)’ , ‘유해물질

(R4)’, ‘미세먼지의 신체 침입 능력 및 영향력(R5)’이 같은 군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집3’에는 ‘해외 유입 원인(C3)’과 ‘국제 협

력 및 외교 정책(M11) ’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군집4’에는 ‘마스크 착용(M1)’, ‘외출 자제(M2)’, ‘공기 정화

(M3)’, ‘개인 청결 유지(M4)’ , ‘신체 위생 관리(M5)’, ‘개인 

섭취(M6)’와 같이 개인적인 대처 방법이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뉴스 주제들의 계층적 군집 덴드로그램(dend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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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뉴스 주제들의 계층적 군집 결과 

 해당 주제 프레임 

군집 1 C1, C2, C4, M7, M8, M9, M10 국내 규제 

군집 2 R1, R2, R3, R4, R5 건강 위험 

군집 3 C3, C11 중국 유입 

군집 4 M1, M2, M3, M4, M5, M6 일상 관리 

 

각 군집의 주제들을 결합했을 때,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뉴스 프레임’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군집1’은 미세먼지 재해를 유발하는 국내의 요인들을 밝히

며, 이에 대한 규제 정책이나 기술 혁신을 통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

다는 것을 제시한다. ‘군집1’에 해당되는 소주제들을 엮었을 때, 다음

과 같은 뉴스 이야기가 도출될 수 있다. 뉴스 프레임이 사건에 대한 하

나의 완결된 총체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이다(Durham, 1998: 

Weaver, Lively, & Bimber, 2009). “미세먼지 재해는 국내의 석탄화

력발전소, 경유 차량, 음식점이나 고등어구이 등을 위주로 유발된다. 따

라서,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경유값을 인상하는 등 규제 정

책과 함께 친환경차 기술 개발 등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군집2’는 미세먼지 재해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특히 개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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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상의 위험에 대해 제시한다. 따라서, ‘군집2’의 소주제들을 묶으면 

다음과 같은 뉴스 이야기가 구성된다. “미세먼지 재해는 피부, 이비인

후, 눈, 호흡기 등에 경미한 질환 및 치명적인 중증질환을 유발하며, 심

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에는 중금속 등 유

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에 침입하여 바로 폐포에 흡

착하여 신체에 대한 직접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군집3’은 해

외 유입원과 이에 대한 외교적 대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

야기로 풀이될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는 주로 중국에서 유입되어 발

생한다. 따라서, 한중 공동조사와 같은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 마지

막으로, ‘군집4’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구성될 수 있다. “미세먼지

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외출

을 자제하며, 공기청정기 사용 및 청결 유지, 알맞은 식품 섭취 등 꾸준

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각 군집을 드러내는 이야기 구성을 반영하여, 

‘군집1’은 ‘국내 규제 뉴스 프레임’, ‘군집2’는 ‘건강 위험 뉴

스 프레임’, ‘군집3’은 ‘중국 유입 뉴스 프레임’, 그리고 ‘군집

4’는 ‘일상 관리 뉴스 프레임’이라고 이름 붙였다.  

 

2-6. 결과 해석  

위의 분석 결과는 미세먼지 재해 보도의 프레임에 대한 다른 연구 

결과들과 유사성을 가진다. 김영욱과 그의 동료들(2015)은 미세먼지 재

해 보도에서 ‘중국’과 같은 특정 국외 요인을 강조하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적인 대처 방법으로 제시하는 프레임 형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

혔다. 이런 프레임 형식은 위의 분석에서 나타난 ‘중국 유입 뉴스 프레

임’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외교적인 대책 또한 동시에 제

시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준웅과 김성희(2018)의 주제 모형을 통한 분

석에서 도출된 ‘겨울 중국’ 프레임 또한 ‘중국 유입 뉴스 프레임’과 

유사한 내용 형식을 가진다. 겨울철 북서풍으로 인해 한반도에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늘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규

제 뉴스 프레임’은 김영욱과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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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발생 요인을 강조하는 프레임과 이준웅과 김성희(2018)의 

‘배기가스’, ‘에너지 정책’ 프레임과 유사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 위험 뉴스 프레임’은 김영욱과 동료들(2015)의 연

구에서 개인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프레임 형식, 그리고 이준웅과 김성희

(2018) ‘건강 위험’ 프레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야기하

는 개인 건강 차원의 위험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기반 분석을 실시한 이준웅과 김성희

(2018)의 연구와 비슷한 분석 결과가 도출됐다는 것은 이 연구의 내용 

분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의 세부적

인 내용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추정된다. 첫째, 

주제 모형 분석의 경우, 단어의 의미에 상관없이 등장 빈도에 따라 제외

하는 데이터 청소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수분 섭취’ , ‘영양제 복

용’과 같이 빈도는 낮지만 미세먼지 재해 대책에 관한 유의미한 단어들

이 제외되었다. 둘째, 주제 모형 분석은 보도 사례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체, 공출현도에 따라 단어들을 같은 주제(topic)로 묶기 때문에 실

제로 관련성이 낮은 단어들이 같은 주제에 배정될 수 있다. 예컨대, 

‘고등어는 미세먼지와 관계가 없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중국발 스

모그다’라는 보도 사례에 대해서 ‘고등어’와 ‘중국발 스모그’를 모

두 같은 주제모형에 할당할 수 있는 것이다.  

‘건강 위험 뉴스 프레임’ , ‘국내 규제 뉴스 프레임’  그리고 

‘중국 유입 뉴스 프레임’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조하거나 부분적인 

사실만을 전달하여,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불안이나 혼란을 가중할 우려

가 있다. ‘건강 위험 프레임’은 미세먼지 재해의 발생 과정에 대한 분

석이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체, 미세먼지가 가지고 있는 위

험성을 열거한다. 피부질환, 호흡기질환에서부터 치명적인 중증 질환, 암, 

조기 사망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 재해가 초래할 수 있는 건강 상의 위

협을 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런 위협이 잠재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한다. 

이러한 뉴스 프레임은 단순히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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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의 영향을 제어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런 뉴스 프레임을 접한 이들은 미세먼지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극복 가능성 또한 낮게 판단할 수 있다(Chang, 2011). 

한편, ‘국내 규제 뉴스 프레임’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국내 발

생 요인을 지적하며, 저감 조치, 경유값 인상 등 상투적인 해결 방법이

나, 신차 기술 개발 등 추상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표면적으

로 봤을 때, 원인에 합치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

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극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떨어질 가능

성이 있다. ‘중국 유입 프레임’은 내용면에서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혼

란을 가중할 수 있다. 중국과 같이 특정 해외 국가를 미세먼지 유입원으

로 지목하면서, 상투적인 외교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내 요인, 국외 요인에 대해 각각 논하는 두 가지 프레임이 동시에 존

재한다는 사실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논의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적인 분석보다는 반대되는 귀인을 논하는 프레

임이 동시적으로 나타날 때,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을 강

화할 가능성이 있다(Holton, Weberling, Calrke, & Smith, 2012). 

이와 같은 뉴스 프레임들 살펴봤을 때, 미세먼지 재해에 관한 자연

과학적 사실들을 심도있게 전하거나, 환경 위험에 대한 뉴스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가 실질적으로 

지구적인 차원의 환경 위험의 증상이자 원인 제공자라는 뉴스 이야기가 

부족한 것이다. 앞의 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미세먼지 재해는 개개인

의 건강 상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미세먼지를 둘러싼 현

재의 한∙중 갈등과 같이 지구촌 사회의 마찰을 야기하고, 환경과 생태계

를 훼손한다는 데에 더 큰 위험이 있다. 이러한 뉴스 프레임은 지구 공

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환경적 행동 실천을 촉구해야 하는 환경 보도의 

윤리와 상충한다(이종혁, 2018; Friedman, 2004). 미세먼지 재해 대처

에 대한 뉴스 프레임 또한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나타낸다. 위의 뉴스 프

레임들은 개인의 건강 관리나 위생 관리 방법을 효과적인 대처 방법으로

서 논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외교적 대처를 논의한다. 이것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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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먼지 재해 해결 방법을 양가적으로 이해하게 할 위험이 있다. 전적으

로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거나, 개인은 배제한 체 국가나 정부

가 모두 책임져야 할 문제로 여기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뉴스 프레임은 

개개인의 각성을 바탕으로 한 전지구적 연대를 통해 미세먼지 재해를 근

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환경 재해의 본질을 간과하게 할 수 있다.  

뉴스 수용자들은 이러한 뉴스 프레임들을 받아들여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이해를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위의 뉴스 프레

임들의 내용에 따라 같은 구조의 인식이 수용자들 사이에서 생성되어 있

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뉴스 프레임이 인식적인 차원의 프레임이 

된다. 이런 경과를 통해서 뉴스 프레임들이 수용자들의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반응과 대응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

해서는 공중의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살펴보고, 뉴스 프

레임들과 이들의 연결성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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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질문 및 연구 모형 

 

1. 이 연구의 핵심 명제 

앞의 제 2 장에서 논의했던 이 논문의 핵심적인 이론적 명제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뉴스 프레임의 작용: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 위험 상황을 이해하

고 이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대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어진 인

지적인 도식(cognitive schema)이나, 주위 정보의 해석적 프레임

(interpretive frame)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언론 보도의 

재난 재해에 대한 설명 프레임이 타당하고 적합한 ‘설명 틀’로 수용되

기도 한다.  

2) 인지 프레임의 형성: 앞의 재난 재해에 대한 인지적 처리 과정은 

그것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극복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이런 인지적 처리 과정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런 성향과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뉴스 프레임을 수용하여 ‘인지 프레임’이 형성된다.  

3) 정서적 반응의 형성: 이러한 인지 프레임을 통한 재난 재해에 대

한 해석으로 인해, 불안이나 공포, 분노와 같은 정서적 반응이 나타난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재난 재해 상황에 대한 인지 평가(cognitive 

appraisal)와 귀인 판단(attribution)에 의해 형성된다. 자신에게 가해지

는 위협의 성질이 어떠한 지, 그리고 원인과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

지에 따라 다른 정서가 형성된다. 

4) 인지 프레임과 정서에 따른 대응 행동: 이런 과정을 통해 구체적

인 대응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재난 대응 행동이 안

전과 실리적인 이득을 꾀하기 위해 일어나거나, 정서를 표출하고 해소하

기 위해 유발된다고 했다. 하지만, 재난 재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지 

프레임과 정서가 매개되어 여러 형태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123 

이러한 매개의 과정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재난 재해에 대한 공

중의 반응과 대응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위의 이론적 명제들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

해, 미세먼지 인식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사용해서 연구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인지 프레임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언론의 보도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재

해의 위험성과 인과 관계에 대해서 공중이 어떤 해석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지 예상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지 프

레임을 도출하고, 그것이 정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인지 프레임과 정

서의 결합이 대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이 연구를 성공적으

로 수행했을 때, 다음의 발견들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비난 프레

임’, ‘위험 강조 프레임’과 같이 미세먼지에 대한 해석적 틀인 인지 

프레임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재난 대응 행동이 언론으로부터 도출된 

인지 프레임과 정서의 결합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이런 결과를 통해 재난 재해에 대한 공중의 반응과 대응을 체

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2. 연구 질문의 도출 

이 연구의 연구 질문들은 위의 핵심 명제들을 경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제 3 장에서 미세먼지 재해 보도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뉴스 프레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뉴스 프레임 분석 결과, 미세

먼지 재해의 개인 건강 상의 위험성을 강조하거나 개인적인 대처 방법을 

중심적으로 논의하는 프레임들이 발견됐다. 아울러, 국내 혹은 국외의 

요인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상투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뉴스 프레임이 

나타났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을 통해 뉴스 프레임을 수용하여 형성된 

‘인지 프레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분석 작업을 했다. 미세먼지 재

해에 대한 인식적인 차원의 틀인 ‘인지 프레임’이 언론 보도의 영향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을 통

해 뉴스 프레임의 영향으로 형성된 인지 프레임이 정서에 어떤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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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지 살펴봤다. 세 번째 연구 질문을 통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정서

적 반응이 대응 행동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정해 보았다. 마지

막으로, 이 연구에서 등장하는 전체 변인들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뉴

스 이용, 인지 프레임, 그리고 정서적 반응의 대응 행동에 대한 연속 매

개 효과를 분석했다.  

 

2-1. 뉴스 이용도가 인지 프레임(cognitive frame)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미세먼지에 대한 언론 매체의 보도를 접하고 이용하는 정

도에 따라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

상한다. 재난 재해는 그것을 이해하고 극복 대책을 세우는 데에 별도의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때, 개인의 관찰에 의해 생성된 자

료 보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Miller & Goidel, 

2009). 한국의 미세먼지 재해의 사례에서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도서나 논문, 기상 관측 데이

터와 같은 1차적 자료 보다는 이를 재구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며 

접근성이 높은 언론 매체의 보도를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앞서 내용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 보도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일정한 해석적 틀, 즉 뉴스 프레임을 통해 

전달한다. 재난 재해를 단순 명쾌하게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Wisner, Gaillard, & 

Kelman, 2012). 뉴스를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뉴스 프레임들

에 노출되는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뉴스 프레

임은 언론 매체의 정파성에 상관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이준웅, 김성희, 

2018). 다시 말해, 언론 매체에 상관없이 미세먼지가 개인 건강과 관련

됐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국내 혹은 국외의 요인을 강조하는 해석적 틀

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뉴스 이용 정도가 높을 때 각 프레임들에게

도 동일하게 노출되는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인지 프레임’은 뉴스 프레임을 수용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 프레임에 노출되는 정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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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는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뉴스를 많이 볼수록, 여러 가지 

상충되는 뉴스에 동시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인지적인 편향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Dubois & Blank, 2018).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형성되므로, 인지 프레임은 약화될 수 있다. 더욱

이, 언론 매체에 상관없이 여러 프레임이 동시적으로 드러난다는 연구 

결과는 이런 가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뉴스 프레

임에 대한 노출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영향 또한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

도 가능하다(Lecheler, Bos, & Vilegenthart, 2015). 이런 가능성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 문제 1: 뉴스 이용 정도에 따라 인지 프레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가설 1. 미세먼지에 대한 뉴스 이용이 많을수록, 언론이 강조해서 보도

한 내용에 대한 인지적 해석의 강도, 즉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인지 프

레임이 강해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뉴스 이용 정도가 높으면 뉴스 프레임에 대한 노출 

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인지 프레임 또한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뉴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

서, 다양한 내용의 정보들을 고루 습득하고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

다(Sotirovic, 2000; Stroud, 2010). 다양한 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상

황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고르게 접하기 보다는 이를 선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개인이 정보들을 선별하거나, 여러 정보들을 접하더라

도 그것을 선택적으로 수용한다.  

개인은 자신의 신념이나 성향에 부합하며, 이에 더욱 확신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선호한다(Hart, Albarracin, Eagly, Brechan, Lindberg, 

& Merrill, 2009). 같은 정도로 정보들이 주어지더라도 자신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믿음에 부합하고 이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선택

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 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

문이다(Hart, Albarracin, Eagly, Brechan, Lindberg, & Merrill, 2009). 

미세먼지 재해와 같이 복잡하지만, 효율적인 이해와 극복 전략을 강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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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재난 재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성향이 더 강화될 수 있다. 

개인은 효과적으로 인지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에 부합

하지(congenial) 않는 정보들을 피하는 성향이 더 강해진다(Golman, 

Hagmann, & Lowwenstein, 2017).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정보들까지 

검토하면 이해와 대처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선택적인 정

보 노출로 인해, 뉴스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인지 프레임이 더 강해진다

고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뉴스 프레임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개인이 해당 프

레임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강화할 수 있다. 아옌거(Iyengar, 1987; 

1996)와 앤트먼(Entman, 2010)은 책임 귀인이나 사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 형식의 뉴스 프레임이 수용자의 해당 사항에 대한 해석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이해 방식, 그리고 신념에

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다시 말해, 뉴스 프레임에 노출될 수록, 해당 프

레임을 수용하고 긍정하는 정도가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프라이스와 

그의 동료들(Price, Tewksbury, & Powers, 1997), 그리고 황과 사우

스웰(Hwang, & Southwell, 2009)은 뉴스에 대한 노출이 해당 사항에 

대한 이야기 식의 뉴스 프레임의 수용 정도를 높이며, 이에 따라 뉴스 

프레임이 제시하는 내용이 개인의 이해 형식과 신념으로 더 강화된다는 

것을 밝혔다. 게다가, 이렇게 이해 형식과 신념이 강해지면서 비슷한 서

사 형식의 프레임이 지속적으로 수용자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She, Ahren, & Baker, 2014).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

했을 때, 뉴스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인지적인 프레임이 더 강화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한편, 인지 프레임을 강화하는 정보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뉴스 이

용 정도가 높을수록 이런 정보의 영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은 

여러 정보들 중 더 호소력이 있으며 눈에 띄는 정보들에 주의를 기울이

며, 이를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Petty, & Briñol, 2015). 

위의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추출한 미세먼지 재해 보도에 대한 대표

적인 해석적 틀(interpretive frame)들은 위험성을 강조하거나, 특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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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정서를 자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서를 유발하는 메시지는 개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메시지보다 더 타당하다고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Angie, Connelly, Waples, & Kilgyte, 2011). 게

다가, 이렇게 정서가 한번 형성되면, 그와 비슷한 맥락이거나 같은 효과

를 가지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된다(Lerner & Keltner, 2010). 

따라서, 뉴스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효과를 가지는 뉴스 프레임

의 영향이 강해지며, 이에 따라 인지 프레임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2-2. 인지 프레임(cognitive frame)이 정서적 반응(emotional 

reaction)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뉴스 프레임이 수용되어 형성된 인지 프레임이 정서적 반

응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뉴스 프레임은 뉴스를 보는 이의 인지

적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Kühne, & 

Schemer, 2015; Lecheler, Bos, & Vliegenthart, 2015). 대상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판단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반응을 이끌

어낼 수 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뉴스를 읽는 

개인은 내용에 따라 뉴스가 서술하는 대상의 가치나 그것이 자신과 맺는 

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분노, 공포 등과 같은 정서를 느끼게 된다. 앞

의 장에서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역시 미세먼지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한 판

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변형하여 수

용된 인지 프레임이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뉴스 프레임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가에 대한 내용과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

하는 것을 통해 수용자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Igartua, Moral-

Toranzo, & Fernández, 2012). 인지 평가나 귀인 판단 단계에 영향을 

주어서, 슬픔, 분노, 공포와 같은 정서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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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프레임이 어떤 정보를 주는가에 따라 구체적인 정서가 나타날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제 3 장에서 확인된 뉴스 프레임들은 미세먼

지 재해가 개인에게 미칠 위협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 그리고 특정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 서술한다. 이런 프레임들을 토대로 형성된 인지 프

레임들이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 원인에 대한 뉴스 프레임은 책임 귀인에 대한 판단을 유도하거나, 

질병 등을 강조하는 프레임은 위험성에 대한 개인의 인지평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문제 2: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인지 프레임의 종류에 따라 어떤 정

서적 반응이 나타나는가?  

가설 2-1.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는 인지 프레임이 있

고, 이를 강하게 형성한 개인일수록,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불안의 정

도가 높을 것이다.  

뉴스 프레임들 중 하나인 ‘건강 위험 뉴스 프레임’과 같은 내용의 

인지 프레임이 존재하고, 이것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불안을 느낄 가능성

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다. 위험성이 강조된 인지 프레임은 미세먼지가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높게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합당한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조차 없는 경우,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극

복 자아효능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판단하는 위험 

정도는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위험성보다는 자신의 대처 능력에 대한 판

단, 즉 본인의 노력에 따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Rimal, & Real, 2003; Schwarzer, & Renner, 2000). 이

에 따라, 이러한 ‘건강 위험 뉴스 프레임’의 영향을 받아 인지 프레임

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은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다른 한편, ‘건강 위험 뉴스 프레임’은 미세먼지 재해의 인과 관

계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개

인은 현재나 미래에 위협이 있으며, 그 위협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때 공포나 불안을 느끼게 된다(Lazarus, 1991, Nabi, & Prestin, 2016). 

왜냐하면, 공격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타개할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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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이에 영향을 받아 위험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재해를 인

식하고 있는 이들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부정적인 인지 평가를 내리고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가설 2-2.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이 특정 요인에 있다는 인지 프레임이 

있고, 이를 강하게 형성한 개인일수록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분노의 정

도가 높을 것이다.   

뉴스 프레임은 이렇게 책임 귀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이끌어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Hameleers, Bos, & Vreese, 2017; Kim, 

2015). 한 두 가지의 제한된 대상이 문제적인 상황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때, 개인은 분노를 느낄 수 있다. 반면에, 특정 대상이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종합적인 비판

을 하는 프레임은 이런 정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Kim & Telleen, 2017). 따라서,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이 국외나 국내

의 특정한 요인들에 있다는 인식 형식이 강할수록, 분노가 강해질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이 국외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인지 프레

임이 존재하고, 그것이 뚜렷하게 형성된 이들 또한 분노를 느낄 수 있다. 

법과 제도 혹은 산업 체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제

한된 특정 대상의 책임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개인은 현재의 상황이 

부정적이며, 그런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지목할 수 있을 때, 분노를 느

낀다(Oatley, Keltner, & Jenkins, 2006). 만약에, 그 원인이 외부적인 

것일 때, 분노와 함께 적대감이 나타나기도 한다(Weiner, 1972; Kelley 

& Michela, 1980). 이로 미루어 봤을 때, 뉴스 프레임들 중 ‘중국 유

입 뉴스 프레임’에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이 국외의 발생

원에 있다고 이해하는 이들은 분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중국 유입 뉴스 프레임’에서 제시하는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과 

대처 방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프레임은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이 

중국 등에서 유입된 공기라고 논하면서도 구체성이나 실효성이 다소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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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추상적인 외교적 대응을 거론한다. 문제적 상황에 대한 극복 전

략의 목표 합치성(goal congruence)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개인은 

분노를 느끼게 된다(Kuppens, & Van Mechelen, 2007; Smith, & 

Kirby, 2004;). 이에 따라, ‘중국 유입 뉴스 프레임’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재해를 인식하는 이들은 미세먼지 재해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처 방법이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분노

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국내 규제 프레임’을 수용하여 이를 토대로 인지 프레임을 형성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정서적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 재해를 유발한 대상을 국내의 

발생원으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귀인 이론에 따르면, 원인이 내부

적이며, 그것을 자신이 통제했을 때에 긍정적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분노가 발생하게 된다(Weiner, 1972; Kelley & Michela, 

1980). ‘국내 규제 인지 프레임’ 또한 내용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맥

락을 조명하지 않고, 국내의 특정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

에 분노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국내 규제 프레임’이 석

탄화력발전소나 노후 경유차와 같은 제한된 원인에 책임이 있다고 논하

기 때문이다.  

 

2-3. 정서적 반응이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연구 질문으로 정서적 반응이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자 한다. 위의 장에서 ‘인지 평가 이론’과 ‘귀인 이론’을 

통해서 불안과 분노와 같은 구체적 정서가 야기하는 행동 성향에 대해 

논의했다. 분노는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대상에 대해 공격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행동 의향을 야기하며, 불안은 반대로 그 대상으로부터 피하고

자 하는 의향을 형성하게 한다(Lazarus, 1991). 이런 이론적 틀을 통해

서 정서적 반응의 유형에 따른 개인의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대응 행동

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인지 평가 이론’이나 ‘귀인 이론’이 제시하는 정서와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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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토대로, 대상의 성질이나귀인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서를 유발하

고, 특정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예컨대, 문제적인 상황의 원인이 개

인에게 있는지, 혹은 사회에 있는지에 대한 담론을 통해 특정한 정서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개인의 관리 행동이나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Lawrence, 2004; Sun, Krakow, John, Liu, & Weaver, 2016). 

그런데, 위의 장에서도 논했던 것과 같이, 정서로 유발된 행동 의향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현상에 대한 개인의 이해나, 상

황의 맥락에 따라서 행동 성향이 표출되지 않거나, 다른 행동으로 나타

나기도 한다(Roseman & Smith, 2001; Yih, Uusberg, Taxer, & Gross, 

2019). 

아이자드와 그의 동료들은(Izard, Ackerman, Schoff, & Fine, 

2000) 정서적 반응은 행동을 야기하는 여러 동기들 중 하나라고 했다. 

정서적 반응이 행동 의향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의 

맥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행동 의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

다. 앞서, ‘인지 평가 이론’과 ‘귀인 이론’에 따라 정서적 반응에 

따른 재난 대응 행동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분노에 따른 공격 혹

은 적극적인 대응 행동, 불안에 따른 통제 및 관리 행동, 그리고 회피 

행동이 그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재해의 경우에 정서적 반응과 대응 

행동 유형이 어떻게 조응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3: 분노 또는 불안과 같은 정서적 반응에 따라 미세먼지 관련 

재난 대응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설 3-1. 불안을 강하게 느끼는 이일수록, ‘정보 추구 행동’을 하는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불안을 느낄 때, 정보 추구 행동이 활발히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두 가지 이론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우선, ‘인지 평가 이론’을 토대로 불안이 야기하는 행동 의향에 

따라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행동 의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Lazarus, 1991; Roseman, Wiest, & Swartz, 1994; Scherer, 1984). 

이에 따라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불안을 느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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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위협을 조절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정보 추구 행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내비(Nabi, 2003)는 정서의 유형에 따라 정보를 추구

하는 행동이나 습득하고자 하는 정보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불안을 느꼈을 때, 그것을 느끼게 하는 대상을 예방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정보를 추구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미세

먼지 농도를 확인하거나, 미세먼지 재해 대처 방법을 찾는 등 정보 추구 

행동을 활발히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불안 자체에 자극을 받아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이 불안을 느낄 때 인지적인 피로를 느끼더라도 지속적으로 비슷

한 정보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로저와 톰슨(Roser & 

Thompson, 1995)은 불안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습득하고 불안을 느끼

는 이들이 관련된 정보들을 더 찾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스턴과 귄슬

러(Eastin & Guinsler, 2006) 또한 질병에 대한 불안을 느낄 때, 이를 

달래기 보다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에 대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

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밝혔다.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를 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강할수록, 미세먼지 

재해에 관한 정보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불안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 추구 행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바움가트너와 하트먼(Baumgartner & 

Hartmann, 2011)은 건강에 대한 불안을 느끼거나, 불안 성향 자체가 

높은 이들이 건강 관련 정보들을 더 많이 탐색한다는 것을 밝혔다. 라거

와 에트킨(Lagoe & Atkin, 2015) 또한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밝혔다. 특

정한 질병이나 건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전반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을 

강하게 인식하며 이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미세먼지 재해 자체에 관한 

정보나,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법 등의 정보를 활발히 추구할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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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2. 불안을 강하게 느끼는 이일수록, ‘관리 행동’을 하는 정도

가 높아질 것이다.  

위의 가설과 유사한 맥락으로,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개인의 건강 

관리나 위생 관리와 같은 관리 행동을 활발히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불안은 위협이 되는 대상을 통제하고 제어하고자 하는 행동 의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컨서다인과 그의 동료들(Consedine, Magai, 

Krivoshekova, Ryzewicz, & Neugut, 2004)은 불안이 적절하게 자극되

었을 때,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행동이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의 연구에서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암 검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트와 앨런

(Witte & Allen, 2000)은 건강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을 때, 이를 방

지하고자 하는 예방 행동이 활발히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일반 상식 모형(common sense model)’이나 ‘건상 신념 모형

(health belief model)’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인식

하는 위험성이 강할 때,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행동을 계획하게 된다

(Carpenter, 2010; Hagger & Orbell, 2003; Leventhal & Ian, 2012) 

하지만, 이런 위험 인식 만으로 건강 관리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누구

나 암이 매우 위험한 질병이라는 걸 알지만, 이를 일찍부터 의식하고 암 

검진이나 예방 행동을 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객관적으로 위험 정도

가 높더라도,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낙관 편향이 발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Lee & Ham, 2010). 다시 말해, 위험이 자신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불안과 같은 정서적 반응이 

나타났을 때, 관리 행동이 동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높을수록, 이를 통제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관리 행동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가설 3-3. 분노를 강하게 느끼는 이일수록, ‘사회적 참여 행동’을 하

는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시위에 참여하거나 환경 단체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참여 

행동’은 개인의 이타적인 성향이나 신념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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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와이너(Weiner, 1980)와 아이젠버그(Eisenberg, 1986)는 동정심

과 같은 정서적 동인에 의해 이타적 행동이나 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인지 판단이나 개인의 특성에 의해 친

사회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형성될 수 있지만 정서적 반응에 의

해 비로소 동기화된다고 했다.  

분노는 사회적 일탈이나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

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동이나 이타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Van Doorn, Zeelenberg, & Breugelmans, 

2014). 분노는 단순히 공격적인 행동 성향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동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억제 요인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Pyszczynski, 2004).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분노가 표출 행동

에 그칠 수 있지만, 공동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도 있다(Thomas, 

McGarty, & Mavor, 2009).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정서

적 반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가 위험할 정도 심각해

졌다거나, 사회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미세먼지 재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형성되더라도,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분노’와 같은 정서적인 동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 

 

2-4. 뉴스 이용도와 인지 프레임, 그리고 정서적 반응이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네 번째 연구 질문으로, 뉴스 이용도와 인지 프레임, 그

리고 정서적 반응의 매개 효과가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

정하고자 한다. 위의 ‘가설 1-1’ 부터 ‘가설 3-3’까지의 가설들이 

성공적으로 검정되었을 때, 뉴스 이용도가 인지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며, 

인지 프레임이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고, 다시 정서적 반응이 대응 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변인들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위에서 검정한 

변인들의 일대일 관계들이 연결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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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가설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뉴스 이용도, 인지 프레임, 정서적 반

응, 그리고 대응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연결 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히기 위해, 연속 매개 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4: 뉴스 이용도, 인지 프레임과 분노 또는 불안과 같은 정서적 

반응의 연속 매개에 따라 미세먼지 관련 재난 대응 행동은 어떻게 나타

나는가? 

가설 4-1. 뉴스 이용도의 영향력은 인지 프레임과 불안 정서를 경유해

서 ‘정보 추구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즉 뉴스 이용을 많이 함으

로써, 특정 인지 프레임을 갖고 또한 그것을 통해 불안 정서를 갖게 된 

사람들이 ‘정보 추구 행동’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위의 가설들을 검정하여, 뉴스를 이용하는 정도가 높을 때, 뉴스 프

레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약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을 강조한 인식적인 차원의 프레임이 생성

되어 이것이 강해지게 된다면,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강해질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중적 매개 효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정

보 추구 행동’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칼로(Kahlor, 2010)는 ‘ 계획된 위험 정보 추구 모형(Planned 

Risk Information Seeking Model)’을 통해 위험 인식과 정서 혹은 감

정적 반응이 매개되어 정보 추구 행동을 추구하게 된다고 했다. 어떤 상

황이나 요소가 위험하다는 인지 판단 만으로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는 감정적 동인(affective response)이 위험 정보를 추구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직접 동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다시 

말해, 위험 인식과 감정이 결합되었을 때 해당 위험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 추구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발렌티노와 그의 동료들(Valentino, Hutchings, Banks, & 

Davis, 2008) 역시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이 

걱정과 매개되어 관련 정보 추구 행동을 자극한다는 것을 밝혔다. 정보

를 획득하는 것을 통해 상황에 대해 간파하고 통제감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뉴스 이용도,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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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인지 프레임, 그리고 불안이 매개되어 ‘정보 추구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가 위험하다

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

는 판단과 걱정, 불안 등의 정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대응 행동으로 이

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가설 4-2. 뉴스 이용도의 영향력은 인지 프레임과 불안 정서를 경유해

서 ‘관리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즉 뉴스 이용을 많이 함으로써, 

특정 인지 프레임을 갖고 또한 그것을 통해 불안 정서를 갖게 된 사람들

이 ‘관리 행동’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위의 ‘가설 4-1’과 마찬가지로, 뉴스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지 프레임이 강해지며, 이에 따라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높아지고, 

‘관리 행동’을 하는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 프레임이 나타난다면 이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잠재된 위험 요소에 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

단할 때, 이를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Turner, 

Rimal, Morrison, & Kim, 2006). 그런데, 이런 위험 인식이 행동을 곧

바로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반응을 토대로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

나게 된다. 채프맨과 쿱스(Chapman & Coups, 2006)는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하는 동기를 조사하면서, 위험 인식이 주된 동기가 아니라는 것

을 밝히기도 했다. 개인이 인식하는 독감 등의 질병의 위험 정도와 상관

없이, 얼마나 이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가에 따라 예방 접종을 

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험 인식이 형성되더라도 

구체적인 불안이나 두려움과 같은 정서적 동인이 나타나야, 행동이 실질

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뉴스 이용에 의해 형성된 

위험성에 대한 인지 프레임이 구체적으로 불안과 매개되었을 때, ‘관리 

행동’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가설 4-3. 뉴스 이용도의 영향력은 인지 프레임과 분노 정서를 경유해

서 ‘사회적 참여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즉 뉴스 이용을 많이 함

으로써, 특정 인지 프레임을 갖고 또한 그것을 통해 불안 정서를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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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람들이 ‘정보 추구 행동’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인지 프레임이 분노와 매개해서, ‘사회적 참여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미세먼지 재해의 특정 원인을 강조한 인지 프레임이 존재

하고, 뉴스를 많이 이용하여 이런 프레임을 갖게 된다면, 이에 따라 분

노를 느끼며, 이를 매개로 ‘사회적 참여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앞서 논했던 것과 같이, 친사회적 행동은 개인

의 친사회적 성향이나 이타적 성향이 아니라, 인식과 정서로 인해 동기

화될 수 있다. 특히, 부정적인 상황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 해결 가능성

의 소재에 대한 귀인 판단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참여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Schmidt & Weiner, 1988). 따라서, 미세

먼지 재해의 서로 다른 원인에 관한 인지 프레임이 분노와 매개되었을 

때, 각각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중 미세먼지 재해의 

책임이 내부적인 요인에 있다는 인지 프레임이 있다면, 이것이 분노를 

통해 ‘사회적 참여 행동’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인과적 귀인이 외부적인 대상에 발생했을 때 기존의 

‘비난 프레임’ 연구에서 밝혔던 것처럼, 분노나 증오를 드러내는 행동

이 나타날 수 있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한 비난이나 차별, 

괴롭힘과 같은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셔(Bucher, 1957), 볼린과 

볼튼(Bolin & Bolton, 1986), 앨런(Allen, 1996) 그리고 제임슨

(Jameson, 2002)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행동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고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다. 미세먼지 재해의 국

외 원인을 강조하는 인지 프레임 또한 분노를 유발하지만 이러한 회피적

인 대응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래버리와 클라크(Lavery & Clarke, 

1996) 또한 외부적인 대상에 대한 귀인 판단이 일어날 때, 소극적인 대

응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이 국내 

발생원에 있다는 인지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책임 귀인이 통제 

가능한 내부적 요인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참여 행동’에 대한 의

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인지 프레임이 분노와 매개되었을 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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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참여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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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주요 변인들의 개념 및 조작적 정의 

 

이 장에서는 앞서 기존 문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변인

들에 대한 개념화와 그 측정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게 될 주요 변인은 ‘뉴스 이용도’  ‘인지 프레임(cognitive 

frame),’ ‘정서적 반응(emotional reaction),’ 그리고 ‘대응 행동

(behavioral response)’이다. 앞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세 가지 뉴스 

프레임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뉴스 프레임의 내용을 토

대로 인지 프레임을 구성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기존 문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을 강조하는 프레임과 일부 요인을 강조하는 프레

임의 내용 형식이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정서적 반응’과 조작화하고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척도들

을 활용했다. 분노와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두 정서를 측정하는 데에 

활발히 이용되어 온 ‘ 에이즈 불안 설문 문항(AIDS Anxiety 

Questionnaire)’과 ‘유방암 공포 척도(breast cancer fear scale)’

를 활용했다. 이 설문 문항과 척도는 건강 위협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다루는 이 

연구의 주제에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대응 행동’을 구성하기 위해 

인지 프레임 변인을 도출하는 데에 사용한 위의 언론 보도의 분석 내용

을 활용했다. 미세먼지 재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행동 사례

들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했다.  

 

1. 미세먼지 재해 뉴스 이용 

미세먼지 재해 정보 이용에 관한 변인을 조작화하기 위해 사전적으

로 미세먼지 재해 관련 정보 수집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며, 어느 정도

로 행해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중이 어떤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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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

하는지에 대한 조사와 탐색적 분석이다. ‘2017 언론 수용자 의식 조

사’를 토대로, 가장 활발히 이용되는 여덟 가지 매체를 통해서 미세먼

지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설문했다. 신문과 인터넷 뉴스, 

포털 사이트, 텔레비전 프로그램,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모바일 

콘텐츠, 소셜 미디어, 그리고 도서 및 잡지를 통해서 미세먼지 재해 관

련 뉴스를 어느 정도 접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재해 

인식에 영향을 주는 뉴스의 유통 경로와 그 영향이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봤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 수집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공중이 이용하

는 미세먼지 재해 관련 정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

종범, 2018). 많은 이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라

디오, 혹은 1차적인 기상관측 데이터나 개인 장치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한편, 언론 매체나 전문 

정보를 통해 미세먼지 재해 관련 일반 소식이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김영욱, 외, 2017). 미세먼지에 대한 현황이나 건강 관리 및 생활 정보

에 대한 보도들이 이에 속한다. 다른 한편, 미세먼지에 대한 심층 정보

들에 대한 뉴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나 특집 프로그램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정보의 유

형에 따라 뉴스 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각 유형의 정보에 

대해 여덟 가지의 매체의 이용 정도를 ‘하루 1회 이상’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는 설문지를 만들었다. 설

문조사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패널을 활용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성

인 남녀 382명에 대해 실시했다.  

 

1-1. 미세먼지 뉴스 이용 경로 분석 

먼저, 뉴스 이용 경로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표. 7>와 같이 나타냈

다. 평균 비교의 관점에서, 인터넷 신문 기사와 ‘네이버(Nav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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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Daum)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게시판을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텔레비전,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모바일 

콘텐츠와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디오, 종이

신문, 그리고 도서 및 잡지의 이용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미세먼지 재해 관련 뉴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종이 신문과 같

은 기성 매체 보다는 매체보다는 인터넷 기반의 매체를 활발히 이용한다

는 결과이다.  

<표. 7> 미세먼지 재해 정보 이용에 대한 기술 통계(N = 382)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결측치 
내적 

일치도(문항수) 

1 1.55 1.69 0.09 0.50 0 6 3 0.79(3) 

2 4.42 1.40 0.07 4.67 0 6 0 0.86(3) 

3 4.67 1.25 0.06 5.00 0 6 0 0.83(3) 

4 3.77 1.76 0.09 4.00 0 6 1 0.92(3) 

5 1.92 1.88 0.10 1.33 0 6 6 0.95(3) 

6 3.74 1.88 0.10 4.00 0 6 1 0.88(3) 

7 2.58 1.94 0.10 3.00 0 6 1 0.93(3) 

8 1.36 1.54 0.08 1.00 0 6 7 0.94(3) 

주1) 1. 종이 신문, 2. 인터넷 뉴스, 3. 포털사이트, 4. 텔레비전, 5. 라디오, 6. 모바일 콘

텐츠(어플리케이션), 7. 소셜미디어, 8. 도서 및 잡지 

주2) 내적 일치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이다. 

 

그 다음으로, 배경 변인에 따라 미세먼지 뉴스 이용 경로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모든 상관분석

에서 결측치를 포함한 관찰 사례들을 제외하여, 분석을 실행했다. 연령

은 미세먼지 뉴스의 이용 경로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이 신문(r = .17, p < .001), 인터넷 뉴스(r = .16, p < .01), 

텔레비전(r = .16, p < .01), 라디오(r = .27, p < .001), 모바일(r = .10, 

p < .05)그리고 도서 및 잡지(r = .13, p < .05)에 대해서 유의한 상관계

수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연령이 높을수록 주요 뉴스 경로에 대한 이

용 정도가 높아진다는 결과이다. 이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미세먼지 재해

에 대한 건강 위협이 커지기 때문에, 정보 수집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학력은 소셜미디어(r = .14, p < .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드

러냈다. 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r = .12, p < .05)와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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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

보의 수집과 활용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Lachlan, Spence, 

& Eith, 2007; Richardson, Allen, Xiao, & Vallone, 2012)들과 일맥 상

통한다. 소셜미디어와 같이 새로운 정보 유통 경로의 이용 정도에 있어

서 학력과 소득이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에 따른 미

세먼지 재해 뉴스 경로의 이용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종이 신문이 

유일하게 유의한 차이(t = 3.86, p < .001)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미세먼지 재해 뉴스를 신문으로 접하는 정도가 높다는 

결과이다.  

<표. 8> 배경 변인과 미세먼지 뉴스 이용 경로의 상관관계(N = 372) 

 연령 학력 소득 

종이 신문 0.17*** 0.05 0.01 

인터넷 뉴스 0.16** 0.01 0.02 

포털 사이트 0.16** 0.03 0.03 

텔레비전 0.31*** -0.04 0.03 

라디오 0.27*** -0.01 0.02 

모바일 

콘텐츠(어플) 
0.10* 0.08 0.06 

소셜미디어 -0.03 0.14** 0.12* 

도서 및 잡지 0.13* -0.01 -0.09 

***p < .001, **p < .01, *p < .05 

 

<표. 9> 성별 간 미세먼지 뉴스 이용 경로 
 남성 여성 

N df T P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종이 신문 1.89 1.74 1.23 1.58 186 370.21 3.86 *** 

인터넷 

뉴스 
4.43 1.35 4.41 1.45 

189 
378.78 0.13  

포털 

사이트 
4.65 1.18 4.68 1.31 

189 
377.45 

-

0.21 
 

텔레비전 3.79 1.72 3.75 1.80 188 378.88 0.23  

라디오 2.06 1.82 1.78 1.92 184 373.96 1.44  

모바일 

콘텐츠(어

플) 

3.87 1.72 3.62 2.02 188 372.23 1.31  

소셜미디어 2.71 1.84 2.45 2.02 188 377.33 1.35  

도서 및 

잡지 
1.54 1.57 1.19 1.50 181 370.63 2.19  

***p < .001, **p < .01, *p < .05 

 

1-2. 미세먼지에 대한 뉴스 내용 정보추구 유형 분석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 따라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뉴스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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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배경 변인들과 응답자가 수집

하는 정보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및 농

도 예보 정보, 미세먼지 재해 현황 등에 대한 일반 뉴스, 그리고 미세먼

지 재해 관련 심층 보도(특집기사, 칼럼 등)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배경 변인들 중 연령이 유일하

게 정보 유형의 이용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드러냈다. 연령이 높을

수록, 미세먼지 농도(r = .21, p < .001), 미세먼지에 대한 현황 등에 관

한 일반 뉴스(r = .20, p < .01), 그리고 심층 뉴스(r = .25, p < .001)를 

모두 수집하는 정도가 높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마찬가지로, 

고연령층이 미세먼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민감성(susceptiblity)

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학력이나 

소득과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변수들이 건강 관련 정보의 수집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Ishikawa, Nishiuchi, Hayashi, & 

Viswanath, 2012; Richardson, et al, 2012)들과 차이를 드러낸다. 미세

먼지 재해가 학력, 소득보다는 연령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는 건강 위협

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풀이할 수 있다. 

남녀 간의 미세먼지 뉴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정보 유형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심층 뉴스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

보다 이용하는 정도가 높다는 결과(t = 2.23, p < .05)가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비교적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Stein, Walker, & Forde, 2000)들과 차이를 드러낸다. 일반

적인 믿음과는 달리, 여성보다 남성이 미세먼지 재해에 관한 심층 뉴스

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남성이 여성보다 종이 신문을 이용하는 정도가 높

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풀이된다. 신문에 미세먼지 재해 관련 특

집 기사나 칼럼 등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남성이 여성보

다 심층 뉴스를 접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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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배경 변인과 미세먼지 뉴스 이용 유형의 상관관계(N = 381) 

 미세먼지 농도 정보추구 
미세먼지 관련  

일반 뉴스 추구 

미세먼지 관련  

심층 뉴스 추구 

연령 0.21*** 0.20** 0.25** 

학력 0.02 0.06 0.06 

소득 0.01 0.05 0.05 

***p < .001, **p < .01, *p < .05 

 

<표. 11>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뉴스 유형 이용 정도의 차이 
 남성 여성 

N df T P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미세먼지 

농도 
3.27 1.11 3.04 1.19 189 379.20 1.91  

미세먼지 

관련 일반 

뉴스 

3.21 1.20 3.02 1.22 189 380.00 1.55  

미세먼지 

관련 심층 

뉴스 

3.00 1.25 2.70 1.32 189 378.44 2.23 * 

***p < .001, **p < .01, *p < .05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내용적 정보추구 유형에 따른 매체의 이용 정

도를 살펴봤다. 뉴스 이용 경로와 뉴스 유형이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는 라디오(r = .69, p 

< .001), 소셜미디어(r = .64, p < .001), 텔레비전(r = .62, p < .001) 

순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관련 일반 뉴스의 경

로로는 라디오(r = .72, p < .001), 소셜미디어(r = .71, p < .001), 그리

고 모바일 콘텐츠(r = .63, p < .001) 순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관련 심층 뉴스 이용에 있어서는 도서 및 

잡지(r = .71, p < .001), 라디오(r = .70, p < .001), 그리고 소셜미디어

(r = .65, p < .001) 순으로 가장 활발히 이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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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미세먼지 뉴스 이용 경로와 뉴스 내용적 정보추구 유형 간의 

상관관계(N = 371) 

 미세먼지 농도 

정보추구 

미세먼지 관련  

일반 뉴스 추구 

미세먼지 관련  

심층 뉴스 추구 

종이 신문 0.57*** 0.56*** 0.57*** 

인터넷 뉴스 0.56*** 0.59*** 0.60*** 

포털 사이트 0.53*** 0.54*** 0.54*** 

텔레비전 0.62*** 0.62*** 0.60*** 

라디오 0.69*** 0.72*** 0.70*** 

모바일 콘텐츠 0.58*** 0.63*** 0.62*** 

소셜미디어 0.64*** 0.71*** 0.65*** 

도서 및 잡지 0.57*** 0.62*** 0.71*** 

***p < .001, **p < .01, *p < .05 

 

마지막으로, 세 가지 미세먼지 뉴스 유형에 대한 매체 별 뉴스 이용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매체가 독립 변인, 미세먼지 

뉴스 유형이 종속 변인, 그리고 배경 변수를 통제 변수로 넣은 회귀식을 

검정했다. 그 결과, 배경 변수들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모든 이용 경로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B 

= .14, p = .000), 종이 신문(B = .14, p = .000), 포철사이트(B = .14, 

p = .000), 그리고 라디오(B = .13, p = .000), 순으로 회귀계수가 크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이용 경로들이 

활발히 이용된다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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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매체 별 이용 정도가 ‘미세먼지 농도 정보 추구’에 미치는 

영향(N = 372) 

 B β SE T P VIF 

절편 0.48 - 0.21 2.31 .021 - 

연령 -0.00 -0.01 0.00 -0.60 .547 1.20 

여성 0.01 0.00 0.05 0.02 .840 1.05 

학력 -0.02 -0.02 0.03 -0.71 .476 1.16 

소득 -0.02 -0.03 0.01 -1.22 .224 1.19 

       

종이 신문 0.14 0.20 0.02 6.94 .000 1.79 

인터넷 뉴스 0.09 0.11 0.03 3.30 .000 2.30 

포털사이트 0.14 0.15 0.03 4.72 .000 2.24 

텔레비전 0.14 0.21 0.02 7.44 .000 1.68 

라디오 0.13 0.21 0.02 6.35 .000 2.28 

모바일 콘텐츠 0.11 0.19 0.02 7.05 .000 1.50 

소셜 미디어 0.12 0.20 0.02 6.40 .000 2.00 

도서 및 잡지 0.08 0.10 0.03 2.74 .006 2.88 

R2 0.83 

F(df) 147.3***(12, 359) 

***p < .001, **p < .01, *p < .05 

    

그 다음으로, 미세먼지 재해 관련 일반 뉴스와 심층 뉴스 이용에 배경 

변수와 각 뉴스 이용 경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세먼지 재해에 

관한 일반 뉴스의 경우, 모든 이용 경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매체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뉴스를 이용하는 정도가 높

을수록, 미세먼지 현황이나 건강, 생활 정보와 같은 일반 뉴스를 접하는 

정도도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에 관한 심층 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났다. 모든 이용 경로들이 심층 뉴스 

이용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뉴스 이용 경로를 이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미세먼지에 관한 심

층 정보 또한 수집하는 정도가 높다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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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매체 별 이용 정도가 ‘미세먼지 관련 일반 뉴스’ 추구에 미

치는 영향(N = 372) 

 B β SE T P VIF 

절편 -0.00 - 0.15 -0.01 .989 - 

연령 -0.00 -0.02 0.00 -0.91 .361 1.20 

여성 0.06 0.02 0.04 1.71 .088 1.05 

학력 0.01 0.01 0.02 0.40 .691 1.61 

소득 0.01 0.01 0.01 0.55 .585 1.19 

       

종이 신문 0.12 0.17 0.01 8.56 .000 1.79 

인터넷 뉴스 0.12 0.14 0.02 6.03 .000 2.30 

포털사이트 0.11 0.12 0.01 5.35 .000 2.24 

텔레비전 0.13 0.20 0.01 10.23 .000 1.68 

라디오 0.12 0.20 0.01 8.65 .000 2.28 

모바일 콘텐츠 0.14 0.21 0.01 11.67 .000 1.50 

소셜 미디어 0.14 0.23 0.01 10.99 .000 2.00 

도서 및 잡지 0.12 0.15 0.02 6.02 .000 2.88 

R2 0.92 

F(df) 341.00***(12, 359) 

***p < .001, **p < .01, *p < .05 

 

<표. 15> 매체 별 이용 정도가 ‘미세먼지 관련 심층 뉴스’ 추구에 미

치는 영향(N = 371) 

 B β SE t P VIF 

절편 -0.53 - 0.20 -2.67 .008 - 

연령 0.00 0.03 0.00 1.64 .103 1.21 

여성 -0.02 -0.01 0.05 -0.48 .632 1.05 

학력 0.01 0.00 0.03 0.20 .839 1.16 

소득 0.00 0.01 0.01 0.33 .742 1.19 

       

종이 신문 0.14 0.19 0.02 7.39 .000 1.79 

인터넷 뉴스 0.18 0.20 0.03 7.07 .000 2.30 

포털사이트 0.11 0.11 0.03 3.98 .000 2.24 

텔레비전 0.11 0.15 0.02 6.13 .000 1.68 

라디오 0.11 0.17 0.02 5.90 .000 2.29 

모바일 콘텐츠 0.15 0.22 0.02 9.80 .000 1.50 

소셜 미디어 0.09 0.14 0.02 5.33 .000 2.00 

도서 및 잡지 0.16 0.20 0.03 6.15 .000 2.91 

R2 0.87 

F(df) 208.30***(12, 358) 

***p < .001, **p < .0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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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뉴스 이용도  

위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이 연구의 주요 변인들 중 하나인 ‘뉴스 

이용도’를 조작화했다. 미세먼지 재해 관련 언론 보도의 수집은 이 연

구의 주요 변인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언론 보도를 접하는 정도

에 따라 ‘뉴스 프레임’에 대한 노출 정도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미세

먼지 재해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나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다(Lecheler et al, 2015). <표. 16>과 같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뉴스 

수집 경로들의 이용 정도를 결측치를 제외한 평균화 작업을 거쳐 ‘뉴스 

이용도’를 조작화했다.  

<표. 16> 미세먼지 재해 정보 이용 

정보 유형 이용 경로 

1. 미세먼지 농도 예보 

2. 미세먼지 재해 관련 일반 

뉴스(현황, 건강 및 생활 정보) 

3. 미세먼지 재해 관련 심층 

뉴스(특집 기사, 칼럼 등) 

종이 신문 

인터넷 뉴스 

포털사이트 

텔레비전 

라디오 

모바일 콘텐츠(어플리케이션) 

소셜 미디어 

도서 및 잡지 

 

2. 인지 프레임(cognitive frame)  

이 연구에서 개념화하는 ‘인지 프레임’이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해석적 도식을 가리킨다. 미세먼지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이나 그것의 인

과관계에 대한 개인의 이해 형식이 그것이다. 리즈(Reese, 2010)는 

‘프레임’의 개념을 확장하여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 인간이 설명

하는 구조화된 방식이라고 했다. 프레임은 인간의 담론이 있는 정치, 사

회 운동, 언론 등 여러 사회 체계에 나타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기본적

으로 인지적, 담론적 현상이며 이것이 언론의 차원에서 드러난 것이 바

로 ‘뉴스 프레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프레임이 언론 담론 

차원에서 나타나면 뉴스 프레임, 사회적으로 공유된 인식에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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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지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예상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암을 유발한다’, ‘미세먼

지 재해는 중국으로부터 비롯되었다’와 같은 뉴스 프레임의 내용이 공

중이 미세먼지 재해를 이해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뉴스 프레임은 공중의 인지 과정에 영향을 주

어 ‘인지 프레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개인이나 집단은 위험 

사건의 복잡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보다는 이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해석

적 도식을 유사한 사건에 다시 대입하거나, 주위의 정보로부터 주워진 

설명적인 틀을 받아들여 사건을 이해하고자 한다(Altheide, 1997; 

Wisner, Gaillard, & Kelman, 2012). 이렇게 하는 것이 재난 재해 사건

의 복잡한 맥락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보다 신체적, 정신적 극복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스 프레임이 제시하는 미세먼지 재

해에 대한 제한적 설명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뉴스 프레임의 이야기 형식으로서의 호소력(narrative 

appeal)으로 인해 재난 재해에 대한 인지 처리 과정에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레이코프(Lakoff, 2008; 2010)와 리즈(Reese, 2001; 2007)는 뉴

스 프레임이 수용자의 주목을 끌거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 총체적인 개념을 형성하게 한다고 했다. 대상의 

인과관계나 의미, 그리고 가치에 대한 서사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

러한 뉴스 프레임은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프레임보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며, 수용자의 인식이나 행동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Holton, Weberling, Calrke, & Smith, 2012; Major, 2009; Shen, 

Ahern, & Baker, 2014). 이런 해석적 도식에 의지하여 자신이 처한 상

황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 

필모어(Filmore, 2006) 또한 이와 유사하게 의미론적으로 살펴봤을 때, 

프레임이란 특정한 개념들의 조합이라고 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

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이런 개념들의 조합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게 하

는 것이 상황에 대한 이해나 가치 판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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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프레임은 그것의 위험성

이나 인과관계에 대한 관념들의 조합이자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뉴스 프레임과 인지 프레임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연구들이 뉴스 프레임이 위험 사건의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공중이 위험성을 증폭하여 인식한다는 것을 밝혔

다(Dunwoody, 1992; Houston, Pfefferbaum, & Rosenhaltz, 2012; 

Kasperson et al, 1988; Pennington, 2014).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언

론 보도의 프레임이 이야기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위험성을 어떻게 증

폭시키는지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 단순히, 위험 요소가 질병을 유발한

다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증폭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재해가 어떤 서사 구조로 다루

어 지는지 살펴야 한다.  

 

2-1. 인지 프레임 검증 

이 연구에서는 앞서 뉴스 프레임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인지 프레

임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했다. 앞서 400개의 미세먼지 관련 기

사를 망라적으로 분석한 결과, <표. 17>와 같이 20가지의 미세먼지 재해

에 대한 주요 서술(statement)이 드러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5 가지 내용이 언급되었다. 심각성과 내용에 따라, 경

미성 질환, 중증 질환, 사망 위험, 유해 물질, 직접 영향력(신체 침입 능

력)에 관한 내용이 나타났다. 미세먼지 원인에 관해서는 주로 4 가지 내

용이 언급되었다. 석탄화력발전소, 공장 등의 국내 시설이 주요 원인이

라는 내용, 경유차와 같이 국내 운송 수단이 주요 원이라는 내용, 중국 

등 해외 유입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재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내용, 

마지막으로 고등어 구이와 같은 국내의 일상적인 원인이 미세먼지 재해

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내용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재해 대책

에 관해서는 주로 11가지의 내용이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와 

같은 개인적인 대처에 관한 내용, 국내 산업 시설 및 운송 수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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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등 정책적인 대책, 친환경 자동차 개발 등 기술 혁신에 관한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 정책에 관한 내용이 나타났다. 

<표. 17> 미세먼지 재해 관련 기사의 주요 서술 내용 

주제 코드 서술 

위험성 

R1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호흡기계 경미성 질환과 그 

증상을 유발한다 

R2 중증질환(심장, 심혈관, 뇌, 암 등)을 유발한다 

R3 사망을 유발한다 

R4 유해 물질을 포함한다 

R5 미세먼지는 신체 침입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다 

   

원인 

C1 국내 시설(석탄화력발전소, 공장 등)이 주요 원인이다 

C2 국내 운송 수단(노후 경유차) 요인이 주요 원인이다 

C3 해외(중국) 유입 요인이 주요 원인이다 

C4 국내 일상 요인(음식점, 고등어 등)이 주요 원인이다 

   

대책 

M1 마스크 착용이 효과적이다 

M2 외출 자제가 효과적이다 

M3 공기 정화가 효과적이다 

M4 개인 청결 유지가 효과적이다 

M5 신체 위생 관리가 효과적이다 

M6 개인 섭취(음식물, 영양제 등)가 효과적이다 

M7 국내 시설 규제, 저감 정책이 효과적이다 

M8 국내 운송 수단 규제가 효과적이다 

M9 친환경 자동차 기술이 효과적이다 

M10 신에너지 개발이 효과적이다 

M11 국제 협력, 외교 정책이 효과적이다 

 

앞의 장에서 각 서술 내용의 조합에 따라 네 가지 뉴스 프레임이 나

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국내 규제 뉴스 프레임’ , ‘건강 위험 뉴스 

프레임’ , ‘중국 유입 뉴스 프레임’ , 그리고 ‘일상 관리 뉴스 프레

임’이 그것이다. 각 뉴스 프레임은 미세먼지 재해에 관한 서로 다른 이

야기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가정하는 것과 같이 

뉴스 프레임의 내용에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재해를 이해하는 관념적인 

형식인 ‘인지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뉴스 프레임과 유사한 조합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서술 내용을 인지 프레임

을 조작화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했다. 각 서술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설문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인지 프레임을 도출하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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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했다. 먼저, 적정 요인 수를 추출하기 위해 R의 ‘nFactors’ 패키

지의 ‘parallel()’함수와 ‘nScree()’함수를 사용했다. 그결과, 평행 

분석(parallel analysis)과 고윳값(eigenvalue), 최적 좌표(optimal 

coordinates)를 기준으로 모두 적정 요인 수가 ‘4’인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요인의 수를 4개로 설정한 뒤, 비직각회전(promax) 방식으

로 설문 문항들(q.6 ~ q.27)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결과는 <표. 

18>과 같이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이나 탐색적 요인 분석(EFA)에 대해

서는 정해진 요인 적재량의 적정 한계값이 없다. 하지만, 관습적인 규칙

(rule of thumb)에 따르면 최소 0.40이상이어야 타당하다고 한다(Rahn, 

2013). 

문항들의 요인 적재량에 대해 0.40을 기준으로 각 요인에 해당하는 

질문지를 분류한 결과, ‘요인1’은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R2, R3, 

R4, R5)과 해외 유입원(C3)에 대한 서술이 있는 문항이 해당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R2(.861), R3(783), R4(.879), R5(.802) 그리고 

C3(.618)와 같이 요인적재량이 나타났다. ‘요인2’는 개인적인 건강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대책에 해당하는 M1(.519), 

M2(.592), M3(749), M4(.811), M5(802), M6(.811)으로 구성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요인3’에는 정책적인 대처 와 기술혁신을 통한 대처 

방법을 논하는 서술의 문항들이 유의한 요인적재량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M7(.673), M8(.701), M9(901), M10(.682)와 같이 드러났

다. 마지막으로, ‘요인4’는 국내 발생원에 관한 서술문항으로 구성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C1(.715), C2(.790), C4(.659)와 같은 요인 적재

량을 나타냈다.   

‘요인1’은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과 해외 유입원에 대한 내용으

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앞서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나타난 ‘건강 위

험 뉴스 프레임’ 그리고 ‘중국 유입 뉴스 프레임’과 내용적 측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요인2’는 개인적인 건강 관리 방법을 통해 

미세먼지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는 

‘일상 관리 뉴스 프레임’과 내용적으로 유사성을 나타낸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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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3’은 국내 규제 정책이나 기술 혁신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재해

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내 규제 뉴스 프레

임’과 내용 측면에서 유사하다. ‘요인4’ 또한 국내의 산업 및 발전 

시설과 일상적인 요인이 미세먼지 재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내용으로 구

성된다. 이 역시 ‘국내 규제 뉴스 프레임’과 대체로 내용 측면에서 유

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각 프레임의 내용에 따라서 ‘요인1’을 ‘해

외 위험 인지 프레임’, ‘요인2’를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 ‘요

인3’을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그리고 ‘요인4’를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이라고 이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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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인지 프레임 구성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 

  요인 적재량 
 코드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중증질환(심장, 심혈관, 뇌, 암 

등)을 유발한다 
R2 0.861    

사망을 유발한다 R3 0.783  -0.124 0.142 

유해 물질을 포함한다 R4 0.879    
미세먼지의 신체 침입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다 
R5 0.802   0.144 

해외(중국) 유입 요인이 주요 

원인이다 
C3 0.618  0.131 -0.143 

      

마스크 착용이 효과적이다 M1  0.519  -0.139 

외출 자제가 효과적이다 M2  0.592   

공기 정화가 효과적이다 M3  0.749   

개인 청결 유지가 효과적이다 M4  0.811   

신체 위생 관리가 효과적이다 M5  0.802   
개인 섭취(음식물, 영양제 등)가 

효과적이다 
M6  0.811   

      
국내 시설 규제, 저감 정책이 

효과적이다 
M7   0.673 0.217 

국내 운송 수단 규제가 

효과적이다 
M8   0.701 0.254 

친환경 자동차 기술이 

효과적이다 
M9 -0.108  0.901  

신에너지 개발이 효과적이다 M10   0.862  

      
국내 시설(석탄화력발전소, 공장 

등)이 주요 원인이다 
C1 0.171  0.117 0.715 

국내 운송 수단(노후 경유차) 

요인이 주요 원인이다 
C2   0.155 0.790 

국내 일상 요인(음식점, 고등어 

등)이 주요 원인이다 
C4  0.210  0.659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호흡기계 경미성 질환과 그 

증상을 유발한다 

R1 -0.743    

국제 협력, 외교 정책이 

효과적이다 
M11 0.274  0.366 -0.282 

%  .192 .160 .137 .093 

SS loadings  3.84 3.20 2.74 1.85 

 

2-2.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위의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은 미세먼지 

재해의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국내의 시설이나 운송수단에 대한 정책적 

규제 혹은 신기술 개발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논하는 내용이다. 

이는 개인적인 건강 관리나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과 대조



 

 155 

를 이룬다.  

위의 요인 분석 결과에 맞춰서,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을 측정

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했다. ‘M7 국내 시설 규제, 저감 정책이 효과적

이다’, ‘M8 국내 운송 수단 규제가 효과적이다’, ‘M9 친환경 자동

차 기술 개발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M10 신에너지 개발이 효과적이

다’로 총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했다. 각 질문지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

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결측치를 제외하여 평균화하는 작업을 

통해 변인을 구성했다.  

<표. 19>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구성 문항 

코드 질문지 

M7 국내 시설 규제, 저감 정책이 효과적이다 

M8 국내 운송 수단 규제가 효과적이다 

M9 친환경 자동차 기술이 효과적이다 

M10 신에너지 개발이 효과적이다 

 

2-3.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많은 연구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현상에 대한 설명 형식

이 이루어진다고 했다(Niederdeppe, Shapiro, Kim, Bartolo, & 

Porticella, 2014).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이 논하는 미세먼지 재해

의 원인은 국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외에 있다고 논하는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과 대비되는 인지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하더라도, 상황의 인과적 귀인이 어디에 있다고 

논하는지에 따라 상이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Knobloch-

Westerwick, & Taylor, 2008; Tewksbury, & Scheufele, 2009). 

이런 논의 형식은 단순히 원인 소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상황의 

심각성이나 극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래버리와 

클라크(Lavery & Clarke, 1996)는 인과적 귀인의 생성 여부와 그 소재

에 대한 판단에 따라 암환자들의 암에 대한 극복 전략이 다르게 나타난

다는 것을 밝혔다. 암에 걸린 원인에 대한 귀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을 때,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

이 나타난다고 했다. 애플랙과 그의 동료들(Affleck et al, 1987)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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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 환자들에 대해 연구를 실시한 결과, 질병의 원인이 다른 이들

에게 있다고 판단할 때, 무기력해지는 반면에, 자기 자신과 밀접한 요인

이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향이 생성된다

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이 원인 소재를 

상이하게 논하는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과 다른 정서적 효과 및 대

응 행동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요인 분석 결과에 따라서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했다. ‘C1국내 시설(석탄화력발전소, 공장 

등)이 주요 원인이다’, ‘C2. 국내 운송 수단(노후 경유차) 요인이 주

요 원인이다’, ‘C4 국내 일상 요인(음식점, 고등어 등)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다’로 총 3 문항으로 구성했다. 각 질문지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결측치를 제외하여 평균화하는 작

업을 통해 변인을 구성했다.  

<표. 20> ‘국내 정책 기술 프레임’ 구성 문항 

코드 질문지 

C1 국내 시설(석탄화력발전소, 공장 등)이 주요 원인이다 

C2 국내 운송 수단(노후 경유차) 요인이 주요 원인이다 

C4 국내 일상 요인(음식점, 고등어 등)이 주요 원인이다 

 

2-4.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위에서 인지 프레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서술들과 해외 유입 요인이 미세먼지 재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논하

는 서술이 조합된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이 도출되었다. ‘해외 위

험 프레임’은 원인의 소재를 외부로 지목한다는 점에서 ‘국내 원인 인

지 프레임’과 대비된다. 두 가지 요인 모두 미세먼지 재해를 발생시킨

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인지적인 경향 상 귀인 판단이 주로 

한 가지 대상에 대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Malhotra & Kuo, 2007). 특

히, 상반된 요인이 제시되었을 때, 수용자는 자신이 더 타당하다고 여기

는 프레임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한편, 원인과 대응되는 대책에 대한 서술을 배제한 체, 미세먼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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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위험성에 대한 서술들과 결합됐다는 점에서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

해 나타난 ‘중국 유입 뉴스 프레임’과는 다소 내용 상 차이를 보인다. 

‘해외 유입 요인이 주요 원인이다’에 합치되는 대책인 ‘M11 국제 

협력, 외교 정책이 효과적이다’이 ‘해외 위험 프레임’에 대한 요인 

적재량이 낮게 도출된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뉴스 프레임인 ‘중국 유입 인지 프레임’은 해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응

하는 외교적인 극복전략이 필요하다고 논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는 외교적 해법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뉴스 프레임과 상관없이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과 해외 원인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해결책보단 원인 지목

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요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인지 프레임인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했다. ‘R2 중증질환(심장, 심혈관, 뇌, 암 

등)을 유발한다’, ‘R3 사망을 유발한다’, ‘R4 유해 물질을 포함한

다’ , ‘R5 미세먼지의 신체 침입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다’ , 그리고 

‘C3 해외(중국) 유입 요인이 주요 원인이다’로 총 다섯 가지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각 질문지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구한 

다음, 결측치를 제외하여 평균화하는 작업을 통해 ‘해외 위험 프레임’

을 조작화했다.  

<표. 21>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구성 문항 

코드 질문지 

R2 중증질환(심장, 심혈관, 뇌, 암 등)을 유발한다 

R3 사망을 유발한다 

R4 유해 물질을 포함한다 

R5 미세먼지의 신체 침입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다 

C3 해외(중국) 유입 요인이 주요 원인이다 

 

2-5.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개인적인 건강 

관리나 위생 관리와 같은 방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개

인 대처 인지 프레임’이 나타났다. 위험성에 대한 서술을 배제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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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대처 방법들에 대한 서술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뉴스 프레

임인 ‘일상 관리 프레임’과 유사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

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개인 대처 인

지 프레임’을 통해 미세먼지 재해를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미세먼지 재

해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전제 하에 개인적인 

대처 방법이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건강이나 생활 

정보란의 미세먼지 재해에 관한 뉴스의 경우, 건강 식품 등의 홍보 차원

에서 위험성이나 원인에 대한 내용보다는 각종 개인적인 대처 방법을 제

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재해 관련 뉴스를 

접하는 이들은 개인적인 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인지 프레임이 형성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요인 분석의 결과에 따라, 개인적인 대처 방법에 해당하는 여섯 가

지 질문지를 결합하여,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을 측정하기 위한 문

항들을 구성했다. ‘M1 마스크 착용이 효과적이다.’, ‘M2 외출 자제

가 효과적이다’, ‘M3 공기 정화가 효과적이다’, ‘M4 개인 청결 유

지가 효과적이다’. ‘M5 신체 위생 관리가 효과적이다’, ‘M6 개인 

섭취(음식물, 영양제 등)가 효과적이다’로 이루어졌다. 각 질문지에 대

한 동의 정도를 설문하여, 평균화하는 작업을 통해 변인을 조작화했다.  

<표. 22> ‘개인 대처 프레임’ 구성 문항 

코드 질문지 

M1 마스크 착용이 효과적이다 

M2 외출 자제가 효과적이다 

M3 공기 정화가 효과적이다 

M4 개인 청결 유지가 효과적이다 

M5 신체 위생 관리가 효과적이다 

M6 개인 섭취(음식물, 영양제 등)가 효과적이다 

 

3. 정서적 반응(emotional reaction) 

‘ 정서적 반응 ’ 은 비슷한 개념인 ‘ 감정(affect) ’ , ‘ 느낌

(feeling)’ 등과 혼동될 수 있다. ‘감정’이나 ‘느낌’은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생성되어 있는 인상이 일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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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점화(priming)되어 나타난다(Loewenstein, Weber, Hsee, & Welch, 

2001; Zajonc, 1980).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인

지적인 도출 과정을 추적하기 어렵다. 따라서, 감정이나 느낌을 갖게 되

었을 때, 자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

다. 한편, 정서적 반응은 이보다 구체성을 가지며, 인지적 판단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다. 다시 말해, 개인이 어떤 사건이나 요소에 대해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추론하

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Lazarus, 1991). 따라서, ‘감정’이나 ‘느

낌’ 보다 ‘두려움’, ‘슬픔’, ‘죄책감’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며, 그것이 형성되기 위해 일어난 인지적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주로 ‘인지 평가 이론’과 ‘귀인 이론’을 통해 ‘정서

적 반응’을 개념화했다. 두 이론 모두 인지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 정서

가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사건이나 요소가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것의 인과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구체적인 정서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두 이론은 다소 도식적으로 정서적 반응의 생성 과

정을 모형화하지만, ‘슬픔’, ‘분노’ 등의 정서가 어떤 인지적인 과

정을 통해 생성되는지 기본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두 이론에서 논하는 

여러 정서들 중, ‘ 분노(anger) ’ , ‘ 불안(anxiety) ’ , ‘ 두려움

(fear)’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 쓰일 정서적 반응의 개념을 구체화했

다. 세 가지 정서는 재난 재해와 같이 극적인 위험 사건과 관계가 깊다. 

위협이 되는 대상에 대해 느끼게 되는 정서이기 때문이다(Lazarus, 

1991). 긍정적인 정서들은 재난 재해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배제했다. 슬픔(sadness) 또한 개인적인 애착과 관련성이 

깊으며, 주관적인 정서이기 때문에는 제외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설문했

을 때 객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정서적 반응은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라자러스(Lazarus, 1991)와 와이너(Weiner, 1985)는 정

서적 반응과 함께, 이에 맞게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행동 의향이 형성

된다고 주장했다. 정서 자체를 표출하고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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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판단 하에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합리적이며 계획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서적 반응이 결정적인 행동의 동인은 아니지만, 행동

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고 논했다. 프레야

(Frijda, 1987)는 정서적 반응이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상태(action readiness)’라고 했다. 인지적인 판단에 의해 

도출된 행동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서적 반응은 행동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기도 한다. 그것이 

어떤 인지적 판단으로 인해 도출된 것인가와 상관없이,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야기하게 한다. ‘분노’, ‘불안’, 

‘두려움’과 같은 정서들은 그것을 느끼는 것 자체로 개인에게 스트레

스로 작용한다(Kahn & Garrison, 2009). 따라서, 이런 정서를 느끼는 

이들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이를 드러내고 증폭시

키는 행동을 하거나, 오히려 이를 외면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예컨대, 곧 닥칠 죽음을 두려워하는 암환자가 두려움을 해소하

기 위해 오히려 주변 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Lee, Sohn, Lee, Park, & Park, 2005). 이런 현상은 분노, 불안,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이 동떨어져 보이지만, 긴밀히 연결되어 있

으며, 서로 치환되거나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내용은 정서적 반응이 행동의 촉매제이면서 동시에 관리의 대

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정서를 느낀다고 해서, 그로 인한 행

동 의향이 바로 그 행동으로 전이되지 않는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정서적 반응이 다른 행동 의향으로 변화되

기도 한다. 혹은, 개인이 여러 가지 맥락에 의해 행동 의향에 따른 행동

을 조절하거나 억제하기도 한다. 특히 재난 재해와 같은 상황의 경우, 

극복 전략이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지 평가 이론이나 귀인 이론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이러한 맥락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쉬어러(Scherer, 1999) 또한 이런 

문제를 지적한다. 인지 평가와 행동 의향은 상황적인 맥락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고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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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런 인지 평가 이론과 귀인 이론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

해 ‘공포 관리 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과 ‘정서 조절

(emotion regulation)’의 개념을 참고했다. ‘공포 관리 이론’은 인간

은 누구나 공포나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으며, 이런 정서를 느

끼게 되는 경우 그것을 피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

장한다(Greenberg, Pyszczynski, & Solomon, 1986). ‘정서 조절

(emotion regulation)’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피력한다. 누구나 부정적

인 정서를 느낄 때, 이를 느끼고 싶지 않아 하며, 상황에 대해 다시 생

각하거나(reappraisal), 정서를 표출하거나 분출했을 때 발생하는 득실

을 고려하게 된다(Gross, 2002). 따라서,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

게 하기 위해, 혹은 사회적 요망에 의해 정서와 관계없는 행동을 하거나 

이를 억제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분노와 

불안이 재난 재해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과 다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불안과 분노는 대립되는 정서이지만,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두 정서 모두 위협이 되는 대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Lazarus, 1991). 위협을 주는 대상을 특정할 때, 기본적으로 

분노가 생성되지만, 그것이 통제 불가능한 외부적인 대상일 경우, 무기

력감이나 불안, 공포와 같은 정서가 나타날 수 있다(Lavery, & Clarke, 

1996). 슈와츠와 와인버거(Schwartz, & Weinberger, 1980) 또한 두 

정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우울감을 주는 상황이나 공포를 야기하는 자극이 주어졌

을 때, 분노와 불안이 동시적으로 격앙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3-1. 불안(anxiety) 

불안은 위협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그 대상이 통제 불가능하

다고 판단될 때 생성된다(Lazarus, 1991; Weiner, 1985). 불안을 느꼈

을 때, 개인은 분노를 느꼈을 때처럼 공격과 같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



 

 162 

기 보다는 위협의 대상을 피하고자 한다. 불안(anxiety)과 공포(fear)은 

동일한 인지 과정을 통해 나타나지만,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위협이 매우 임박해 있다고 여겨질 때 불안을 넘어 공포가 생성된다. 하

지만, 단순히 시간적으로 위협이 근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자신

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할 때, 공포가 유발될 

수 있다. 공포는 불안의 하위 개념인 것이다. 이 연구는 분노와 상반되

는 정서적 반응으로서,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을 측정했다.  

불안도 분노와 마찬가지로 생리적인 반응이나 표출 행동, 혹은 불안 

상태에 대한 관찰을 통해 측정한다. 그런데, 욕설, 폭력과 같은 가시적인 

표출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분노와 달리, 불안은 격앙된 반응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불안은 회피나 소극적인, 혹은 조심스러운 태도와 같

이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Rassin et al, 2001). 이런 

행동 양상을 관찰하여 측정하거나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땀, 호흡, 떨

림과 같은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하는 데에는 기간과 비용이 한정되어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노를 측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 상태를 

설문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인을 조작화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개발된 척도와 설문 문항들을 참고했다.  

‘상태-특성 불안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는 불안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설문지이다. STAI는 불안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측정한다(Spielberger, 1999). 조사 대상자가 

현재 느끼는 불안 상태(state)와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불안 성향

(trait)을 측정하는 것이다. 불안 상태에 대한 검사지는 그것을 자극하는 

대상에 대해 느끼는 염려, 초조함 등을 묻는다. 불안 성향은 평소에 조

사 대상자가 이러한 감정을 쉽게 느끼는 지에 대해 설문한다. STAI는 

다른 척도나 설문지를 개발하는 데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넬과 휘니(Snell, & Finney, 1998)의 ‘에이즈 불안 설문지(Aids 

anxiety questionnaire)’과 챔피언과 그의 동료들(Champion et al, 

2004)의 ‘유방암 공포 척도(Champion breast cancer fear scale)’는 

STAI를 통해서 에이즈와 유방암에 대한 불안을 설문하기 위해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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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이다.  

질병과 같이 특정한 건강 위협에 대한 불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

한 불안 인가에 따라 나뉠 수 있다(Abramowitz, JDeacon, & 

Valentiner, 2007; Broadbent, Petrie, Main, & Weinman, 2006; 

Weinman, 1996). 자신이 특정 건강 위협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

에 대한 불안 의식과 실제로 영향을 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작용에 

대한 불안 의식으로 나뉠 수 있다. ‘에이즈 불안 설문지(Aids anxiety 

questionnaire)’  또한 이를 토대로 에이즈에 걸리거나, 걸릴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에이즈가 실제로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에 대한 불안을 묻는다(Snell, & Finney, 1998). 미세먼지 또한 특

정한 건강 위협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설문 문항을 분류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그것에 영향을 받

았을 때, 신체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용에 대한 불안으로 나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으로 개발된 STAI-KYZ를 토대로 ‘에이즈 

불안 설문지’, ‘유방암 공포 척도’, 그리고 브로드벤트와 그의 동료

들(Broadbent, Petrie, Main, & Weinman, 2006)의 ‘간략화된 질병 인

식 설문지(The Brief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의 설문문항

들을 미세먼지 재해의 사례에 맞게 수정, 번역했다. 세 가지 설문지 모

두 특정 건강 위협에 대한 불안을 조작화하는 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에이즈 불안 설문지’는 네 가지 차원에서 건강 위협에 대한 불안을 

설문한다. 건강 위협 자체에 대한 불안, 건강 위협에 노출되는 행위나 

상황에 대한 불안, 건강 위협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 그

리고 건강 위협이 자신에게 미칠 효과에 대한 불안이다. 이에 따라서, 

미세먼지 자체(농도)에 대한 불안,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한 불안을 나누어 설문했다. 아울러, ‘상태-불안 

검사’의 불안 상태 표현 중 문맥에 맞게 ‘몹시 불안하다’, ‘두려움

을 느낀다’ 그리고 ‘초조해진다’를 선택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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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불안 설문 문항 구성 

차원 ~ 할 때, 못할 때 반응 표현 

미세먼지 
많은 날 

몹시 불안하다, 

두려움을 느낀다, 

초조해진다 

일기예보 확인 

  

미세먼지 노출 행위 

외출 

마스크 착용 

많은 곳 

고등어 구이 등 

 

미세먼지 통제 행위 

농도 확인 

청소, 공기 정화 등 

양치질, 가글 등 

  

미세먼지 위협 효과 질병 

 

3-2. 분노(anger)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분노는 위협을 느끼며, 그 위협을 주는 

대상을 식별할 수 있고, 이를 공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판단을 

통해서 형성된다(Weiner, 1985; Lazarus, 1991). 이런 분노는 공격적

인 행동 의향을 형성한다. 한 개인에게 분노가 형성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대상을 관찰한다. 첫째, 분노

는 태도의 측면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상대에 대한 공격적이거나 적대

적인 태도가 나타날 때 분노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pielberger, Jacobs, Russell, & Crane, 1983). 둘째, 분노는 심리적

인 상태(state)로 나타난다. 격앙되거나 흥분된 느낌, 악에 받치는 듯한 

감정 등으로 분노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Fuqua et al, 1991). 

마지막으로, 욕설이나 폭력 등 분노로 인해 나타나게 하는 특징적인 행

동 양상을 통해 연구 대상에게서 분노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orbes et al, 2004).  

이런 분노를 측정하고 조작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분노로 인해 나타나는 태도나 특징적인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자극물(stimulus)을 주고, 이에 대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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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공격적인 태도나 행동을 관찰하거나, 평소의 행동을 기록하고 측

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휴쿠아와 그의 동료들(Fuqua et al, 1991)은 군

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분노를 측정하기 위

해 폭력 행사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 양상을 측정했다. 그런데, 분노는 

구체적인 행동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

으로 심리적 상태에 대해 설문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방법이 있다(유진아, 

현명호, & 이시정, 2013). 조사 대상에게 분노를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화가 난다’, ‘때리고 싶다’ 등의 표현으로 감정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얼굴 표정, 심박

수 등 생리적인 반응을 통해 분노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Sinha, 1996).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통해 분노를 측정했다. 분노를 나타

내는 행동이나 생리적 반응은 측정하는 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객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나 생

리적인 반응은 대상으로 인해 자극된 분노가 아니라 개인의 공격적이거

나 화를 내기 쉬운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분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제시하며,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이와 같은 

감정 상태를 느끼는지에 대해 설문했다. 에반스와 스테인랜드(Evans & 

Stangeland, 1971), 스필버거와 그의 동료들(Spielberger, Jacobs, 

Russell, & Crane, 1983), 그리고 휴쿠아와 그의 동료들(Fuqua et al, 

1991)은 분노를 가리키는 상태 표현에 대한 목록(inventory)을 개발하

는 연구를 했다. 이들의 목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은 ‘때리

고 싶은(feeling to hit) ’ , ‘ 짜증나는(irritated) ’ , ‘ 열받는

(furious)’, ‘화나는(angry)’ 등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재해나 이

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런 감정 반응(emotic response)이 나타

나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개발한 분노 척도를 활용했다. 김

교헌(2000), 전소현 등(2010) 그리고 유진아 등(2013)은 기존에 개발

된 분노 상태 목록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하여, 한국형 분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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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를 만들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표현들 중 5 가지 감정 상태 표현들

이 한국인의 분노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밝혔다. ‘화가 난다,’ ‘짜증

난다’, ‘신경질(성질) 난다’, ‘열 받는다’, 그리고 ‘속상하다’가 

그것이다. 이들 중 문맥에 맞추어 ‘화가 난다’, ‘성질 난다’ 그리고 

‘열 받는다’를 선택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분노를 측정했다.  

불안과 분노는 반대의 인지 과정을 형성되기 때문에 대비되는 정서

라고 할 수 있다(Kuppens, Van Mechelen, Smits, & De Boeck, 2003; 

Lerner & Keltner, 2001).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회피가 최선이라고 생각될 땐 공포나 불안을 느끼지만, 공격

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땐 분노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불안을 많이 느끼는 이들은 분노를 상대

적으로 덜 느끼는 반면, 분노를 주로 느끼는 이들은 불안을 덜 느낄 것

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개인의 인지 처리 

과정에 따라 분노나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노

를 측정하기 위해 위의 불안 설문지를 활용했다. 같은 문항에 대해 상태 

표현을 분노에 관한 것으로 하여 측정했다.  

분노와 불안은 대비되는 정서이지만, 상호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다.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극복 자아

효능감(coping self-efficacy)이 낮은 경우, 위협이 되는 대상을 특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격 의향이 생성되더라도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위협 대상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을 해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Benight, Swift, Sanger, Smith, & Zeppelin, 1999). 다른 

한편, 위협이 되는 대상이 동떨어져 있거나 외부적인 것일 경우, 통제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불안과 회피 의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공격 

의향이 생성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행했을 때의 원하는 결과가 기대되

지 않을 때에는 그럴 수 있다. 따라서, 두 정서적 반응을 측정할 때 이

를 염두에 두고, 동일한 현상에 대해 각각 분노와 불안을 느끼는지 모두 

설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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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분노 설문 문항 구성 

차원 ~ 할 때, 못할 때 반응 표현 

미세먼지 
많은 날 

몹시 화가 난다, 

성질이 난다, 열 

받는다 

일기예보 확인 

  

미세먼지 노출 행위 

외출 

마스크 착용 

많은 곳 

고등어 구이 등 

 

미세먼지 통제 행위 

농도 확인 

청소, 공기 정화 등 

양치질, 가글 등 

  

미세먼지 위협 효과 질병 

 

4. 대응 행동(behavioral response)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반응에 따른 재난 대응 

행동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인지 평가 이론’에 의하면 분노는 

공격을, 불안은 도피나 회피적 행동을 야기한다. 그러나, 인지 평가 이론

이 제시하는 정서적 반응이 야기하는 행동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면 다양한 행동 양상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하거나 축소화할 수 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혹은 구체적인 인지 평가의 과정에 따라서, 

행동은 다양하게 변모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 도피 및 회

피의 행동 성향이 생성되더라도 행동은 개인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으며 

타당한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행해지기 때문이다(Bagozzi, 1992). 

자기 조절에 의해 행동 의향을 억제하거나 다른 간접적 행동 혹은 표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 재해에 따른 재난 대응 행동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기 위

해, 실제의 사례들을 참고했다. 왜냐하면, 앞서 기존 문헌 검토 과정에서 

구성한 분류 방식에 해당하는 행동들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서는 나타

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위의 제 2 장에서 기존 연구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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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재난 대응 행동을 정서적 반응에 따라 분류했을 때, ‘공격 행동’, 

‘통제 및 관리 행동’ 그리고 ‘회피 행동’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런데, 현재까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하여 문제시된다고 

할 수 있는 공격적 행동, 집단 공황이나, 약탈, 폭력과 같은 사례들은 나

타나지 않았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눈에 띄는 사회적 

소요나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일반 공중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대체로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반응과 대응 행동을 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제 2 장에서 재난 대응 행동을 분류하여 개념화한 것과 같이,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반사회적 행동이나 문제적 행동을 한

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세먼지 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조직

적인 행동이나 사회적 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넓은 의미

로서의 공격적인, 적극적 대응 행동에 해당한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항의’, ‘사회 참여 활동’과 같은 공격적, 조직적 행동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사례들이 발견됐다. 예컨대, ‘미세먼지 

대책 촉구 위원회(미촉위)’를 중심으로 한 광화문 시위나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 미세먼지 재해 대책을 촉구하는 조직적인 항의 행위가 나타났

다(안대훈, 2017; 이상권, 2017). 한편, 환경 운동 단체나 NGO를 중심

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친사회적 참여 활동의 사례도 간헐적으로 나

타났다(이정하, 2017).  

통제 및 관리 행동에 해당하는 행동에는 크게 정보 수집과 관련된 

행동들과 미세먼지 재해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 관리 및 생

활 통제 행동이 나타났다. 인지 프레임을 도출하기 위해 수집된 기사들

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서, 주로 미세먼

지 재해 예보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행위가 나타났다. 신문 보도

나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일기 예보를 확인하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단순 정보 추구 외에도 미세먼지 

재해 관련 소식이나 분석 기사들을 확인하는 행위들이 정보를 추구하는 

행동에 해당할 수 있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시민 토론회의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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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일반 시민들은 미세먼지 재해와 관련 언론의 보도를 읽거나 시청

하는 행위를 통해 미세먼지 재해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

빈, 2017). 이런 결과는 일반 시민들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관심을 가

지고 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세먼지 재해를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행동과 관련해서도 다양

한 사례들이 나타났다. 김영욱과 그의 동료들(2015)은 미세먼지 관련 

언론의 보도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로 다른 공식적이며 거시적인 조

치 보다 개인 차원의 관리 행동들이 두드러지게 거론되었다는 것을 밝혔

다. 대표적으로 ‘마스크 착용’이나 ‘외출 자제’와 같이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 강조되었다. 이런 행동들은 ‘회피 행동’으로 분류

될 수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관리 행동으로 해

석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에 대해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

법 중 하나가 이에 대한 접촉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건강을 

관리하는 행동 외에도 청소나 걸레질, 공기 청정기 사용 등 위생을 관리

하거나 생활 방식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행위들이 나타났다.  

이런 행동들은 개인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며 느끼

는 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적인 

맥락도 이에 기여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이 미세먼지 재해를 어떻게 인식

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극복 전략)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대응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에 대

해 높게 인식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이들은 적극적인 대응 행동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정보 수집이나 건강 관리 및 생활 통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미세먼지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인

식하고 있으며, 원인을 제공하는 대상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이들은 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 행동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에서 

도출한 인지 프레임과 정서적 반응을 고려하여, 이에 맞게 나타날 수 있

는 대응 행동의 개념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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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보 추구 행동(information seeking behavior)  

위에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제 행동은 크게 두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첫째는 위험 상황이나 요소를 이해

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보 추구 행동’이다. 이때 정보는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수집되며, 여러 가지 차원의 정보들을 아우른다. 둘째는 건강 

관리와 같이 위험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한 행동이다. 위의 수집된 기

사에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대응 행동의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다양

한 정보 추구 행동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익숙하며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행동은 미세먼지 재해와 관련된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행위이

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은 기성 매체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원하는 때와 장소

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덕주, 2017).  

정보 추구 행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모형이 

제기되었다. 첫째는 위험 상황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

루어지는 것이다(Salkovskis, 1991).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의 맥락에 

따라 자신의 노력을 통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적극적인 

의미의 정보 추구 행동이 나타난다. 터너와 그의 동료들(Turner, Rimal, 

Morrison, & Kim, 2006)은 자아효능감이 높은 이들은 정보 추구 행동

을 적극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유(retention)하고 유지하며, 

향후 정보 추구 행동 또한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런 맥락

에서 정보 추구 행동이 이루어질 때, 극복 자아효능감(coping self-

efficacy)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재난 재해 시에 신체적, 정신적 극복

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Schwarzer & Renner, 2000). 

한편, 이와는 반대로 자아 효능감이 낮거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불안을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정

보 추구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래버리와 클라크(Lavery & Clarke, 

1996)는 불안을 느끼며,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정보 

추구 행동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때 일어나는 정보 추

구 행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안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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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다. 따라서, 이 경우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

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단순한 둘러보고(browsing) 확인하

는 행위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정보 탐색이 오히려 

불안을 더 자극하며, 공황을 야기하거나 강박적인 정보 추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Sugimoto et al, 2013). 정보 추구 행동으로 인해 오히

려 극복 자아효능감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Ruiter, 

Verplanken, Kok, & Werrij, 2003).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정보 추구 행동의 유형이나 정도, 빈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일차적으로 위험 인식

이나 불안에 의해 나타나게 되지만,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 맥락 등이 영

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 추구 행동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보의 유형에 따라 분류했을 때, 세 가지로 유형화

될 수 있다. 1) 가장 일반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미세먼지 농도 확

인’이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기상청 홈페이지, 텔레비전 뉴스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 예보를 확인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2) 미

세먼지 재해 관련 소식을 확인하는 행위가 있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미세먼지 재해의 발달 상황이나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한 분석 기사를 

읽는 행위들이 이에 해당한다. 3) 보다 심층적으로 미세먼지 재해 대처

를 위한 건강 관련 정보나 다른 전문 정보들을 확인하는 행위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들을 어떤 빈도로 수집하는 지에 따라 ‘정보 추구 

행동’ 변인을 조작화했다. 

<표. 25> ‘정보 추구 행동’ 설문 문항 구성 

분류 예시 

단순 정보 추구 농도, 기상 정보 

  

확장 정보 추구 
건강, 생활 정보 

사회 전반 소식 

  

심층 정보 추구 
의학적, 과학적 정보 

정책 및 공약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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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리 행동(managing behavior) 

‘관리 행동’은 재난 재해의 상황에서 가장 익숙하게 나타나는 행

동 유형 중 하나이다.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대처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들이 ‘관리 행동’에 해당될 수 있다. 정보 추구 행동 

역시 넓은 의미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관리 행동에 포함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건강 도모 행동이나 청소, 세탁 등의 위생 관리 

행동들이 이에 속한다. ‘관리 행동’은 ‘정보 추구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보 수집을 통해 현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뿐 아니라, 

구체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행동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

인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한 다음, 이에 맞게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의 관리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또한, ‘홍삼 섭

취’, ‘차 음용’, ‘미세먼지 청소 방법’과 같은 건강 관리 및 위생 

관리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을 통해서 관리 행동을 행할 수 

있다(정지혜, 2017).  

관리 행동 또한 정보 추구 행동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

타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적절한 맥락에서 일어나면 

자아 효능감을 높이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한

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서는 대응 자아 효능감을 더 떨어뜨리며, 강박

적이거나 편집증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슈왈처와 레너

(Schwarzer & Renner, 1996)는 자아 효능감과 건강 관리 행동이 서로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건강이 잘 관리되고 있을수록, 질

병이나 다른 건강 위협으로 부터의 극복 자아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

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반면에 극복 자아효능감이나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감이 떨어질 때, 강박적인 건강 관리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Becker, Stuifbergen, Oh, & Hall, 1993). 이런 경우에서는 열성적인 

건강 관리 행동이 자아효능감을 높이거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관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개인의 

특성에 대해 논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건강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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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리고 건강에 대해 갖고 있는 행동 자아효능감(action self-

efficacy)이나 극복 자아효능감 등이 영향을 미쳐서 관리 행동이 나타난

다는 것이다. 대체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이 많고, 건강 의식

(health consciousness) 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관리 행동이 나타

나게 된다(Newsom, McFarland, Kaplan, Huguet, & Zani, 2005). 평소

에 건강 문제에 신경을 쓰며, 건강 관리를 위한 행동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재난 재해와 같은 위험 사건이 닥쳤을 때에도,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이런 개인적인 특성들은 건강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건강 행동(preventive health 

behavior)과 관련이 있다. 자얀티와 번즈(Jayanti & Burns, 1998)는 건

강 의식 정도가 높을수록 당장 질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자신과 관

계없는 질병에 대한 것일지라도 예방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세먼지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관리 행동이 강박

적이거나 회피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 행동의 일환이 될 수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의 재난 재해 연구나 인지 평가 이론의 틀에서

는 이런 관리 행동을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시각에서 해석했다. 예컨대, 

웨슬리(Wessely, 2000)나 카우치와 크롤스미스(Couch & Kroll-Smith, 

1985)의 연구들은 재난 재해의 피해를 입은 이들을 중심으로, 강박적인 

건강 행동이나 과민 반응 양상을 살펴보며, 이것이 신경증적인 증상의 

일부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물론, 과도한 염려나 불안을 동반한 건강 관

리 행동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적당한 정도의 염

려나 건강 관리 행동은 재난 재해와 같은 위험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 하며, 적절한 예방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 재해와 관련된 관리 행동을 세분화하고 이것이 어떤 

인지적인 과정과 정서적 매개를 통해 나타나는 지 분석해야 한다. 앞서 

뉴스 프레임 분석을 한 결과를 토대로, 개인적인 관리 행동에 해당하는 

서술들을 추려 설문 문항으로 구성했다. ‘마스크 착용’ , ‘외출 자

제’, ‘공기 정화’, ‘청결 유지’, ‘위생 관리’, ‘음식물, 영양제 

등의 섭취’를 행하는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변인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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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표. 26> ‘관리 행동’ 설문 문항 구성 

분류 예시 

관리 행동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공기 정화 

청결 유지 

위생 관리 

개인 섭취 

 

4-3. 사회적 참여 행동(social participation) 

앞의 제 2 장에서 재난 재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참여 행

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첫째는 정부나 관리자 집단

에 대해 하는 재난 재해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항의성 활동이다. 서명 

운동이나 시위, 온라인 국민청원 등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문제 제기가 

이에 해당한다. 미세먼지 재해와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나타났

다. 예컨대, 2016년 5월 ‘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 일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2017년 6월 ‘환경재단’ 대표 7명

이 공동으로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재해 피해 소송을 제

기하기도 했다(김평화, 2017; 박현영, 2017). 이런 항의성 사회적 참여 

활동은 사회의 질서 유지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폭동이나 반란

과 같은 공격적인 항의와 구분된다.  

둘째는 재난 극복과 사회 재건을 위한 공동체 활동이나 시민 조직 

활동이다. 생명 구호, 재난 복구 사업 등도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나

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참여 활동이지만, 미세먼지 재해와 관련

해서는 발생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세먼지 재해가 대형 인명 피해

를 유발할 만큼 심각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

나 일부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거나, 미

세먼지 재해 대처를 위한 제도나 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들이 

나타나는 것이 발견됐다. 예컨대, 고양시 등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나

타나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운동이나, ‘민관 원탁회의’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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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전성무, 2017). 한편, 환경 단체나 NGO 등 과

거부터 환경 오염 문제 관련 활동을 해 온 사회적 결사체들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재해 해결을 위한 활동의 사례들도 나타났다. 예컨대, 도심의 

산림을 보호하고 확장하여 대기오염 및 생태계 보호를 하기 위한 ‘도시

숲 살리기 운동’이 이에 해당한다(김정수, 2016). 

이런 사회적 참여 활동들은 그 유형이 다르더라도 서로 밀접한 관련

이 있다. 항의성 활동이나 공동체, 시민 조직 활동 모두 지역 공동체나 

시민 단체와 같은 사회적 결사체(social organization)를 통해서 동원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친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단체나 지역 사회의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 사회적 참여 활동에 대한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Dovidio, Piliavin, Schroeder, & Penner, 

2006; O’Reilly & Chatman, 1986).  예컨대,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의 경우, 하나의 단체가 시청 앞 1인 시위 릴레이, 주민참여 캠페

인, 간담회 등의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

다(김평화, 2017). 이런 사례를 통해 한 가지 사회적 참여 활동에 참여

하는 사람이 다른 유형의 사회적 참여 행동에도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연대에 참가하게 되면서, 연대 의식

이나 또래 압력(peer pressure)에 의해 사회적 참여 활동을 더 활발히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Barry & Wentzel, 2006). 한편, 이런 행동에 참

여함과 동시에 친사회적인 행동 성향을 습득하게 되거나, 본래 가지고 

있는 친사회적, 이타적 성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O ’ Reilly & 

Chatman, 1986).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제적인 미세먼지 재해 관련 

사회적 참여 활동의 사례들을 참고했다.  

위의 뉴스 프레임 분석을 위해 활용한 기사들에서 사회적 참여 행동

의 사례들을 찾아 설문문항으로 구성했다. 총 8 가지의 사례들이 나타났

다. 제일 먼저, 항의성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의 진정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나타났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성된 이후,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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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20만명을 넘

기기도 했다(윤우열, 2018). 한편,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하는 집회

나 시위 참여의 사례, 그리고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사례가 나타났다(박

현영, 2017). 또한, ‘미세먼지 대책 촉구 위원회’와 같이 온라인 커뮤

니티 등 사회단체나 결사체에 참여하는 사례도 나타났다(서효림, 2017; 

원미연, 2017). 미세먼지 재해를 완화하기 위한 환경 단체나 시민 조직

에 대한 기부나 모금 사례 또한 이에 해당한다(서효림, 2017). 한편, 미

세먼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간담회 등 지역사회이나 NGO를 중심으

로 한 사회 참여 행동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 바로 알

기 운동’과 ‘원탁 회의’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전성무, 2017; 홍승표, 2017).  

<표. 27> ‘사회적 참여 행동’ 

분류 예시 

항의 활동 

국민청원 

집회 및 시위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 
  

사회적 조직 활동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터넷 카페, 단체 참여 

관련 단체 기부, 모금 참여 

간담회, 토론회 참여 

 



 

 177 

제 6 장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우선 위의 장과 같이 인지 

프레임 변인을 구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는 예비적 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인 방법을 위의 제 3 장에 기

술했다. 분석 결과, 네 가지 뉴스 프레임이 도출됐다. 국내 원인과 이에 

대한 규제, 기술 혁신을 통한 정책적인 대처를 제시하는 ‘국내 규제 뉴

스 프레임’, 중국 유입원과 이에 대한 외교적 대처를 제시하는 ‘중국 

유입 뉴스 프레임’ ,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건강 위험 

프레임’ 마지막으로 일상적 요인과 개인적인 관리 대처 방법을 제시하

는 ‘일상 관리 뉴스 프레임’이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전 연구를 통해 도출한 뉴스 프레임을 토대로 

인지 프레임과 정서적 반응, 그리고 대응 행동을 설문했다. 제 5 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각 프레임의 내용 형식을 

토대로 인지 프레임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분노, 불안 또

한 기존의 척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알맞게 다시 재구성하

여 설문지를 구성했다. 대응 행동을 구성하기 위해 인지 프레임과 마찬

가지로 신문 기사에 대한 내용 분석의 결과에서 측정할 사례들을 추출했

다. 기존의 연구들에 나타나는 친사회적 행동이나 정보 추구, 그리고 관

리 행동에 대한 척도나 설문 문항을 사용하지 않은 까닭은, 미세먼지 재

해와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

대, 대표적인 재난 재해 관련 친사회적 행동인 구호 작업이나 ‘성금 내

기’와 같은 경우, 국내 미세먼지 재해에서 관련된 해당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를 토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에 거주

하는 성인 남녀 382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

하고 있으며, 정서를 느끼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이 연구는 설문 조사를 위해 리서치 회사의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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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했다. 그 다음,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위의 제 4 장에서 도출한 

가설들을 검정했다. 뉴스 이용도가 인지 프레임에 미치는 영향, 인지 프

레임이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서적 반응이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차례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뉴스 이용도, 인지 프

레임, 정서적 반응의 매개효과가 대응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1. 본 조사 

1-1. 설문 조사(survey) 대상 

이 연구는 설문 조사 업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여러가지 속성들이 실질적으로 미세

먼지 재해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 행동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이를 고려했다.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험 인식이나 재

난 재해에 대한 대응 행동이 조사 대상자들의 배경적 속성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성보다는 여성이 건강 위협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여성이면서 고령층일

수록 남성보다 건강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

문이다(Enarson, 1998; Fothergill, 1996). 따라서, 여성이 재난 재해에 

대해서도 더 불안을 많이 느끼며,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인식하는 위

험 정도가 높을 수 있다.  

게다가, 여성은 다른 집단 보다 건강 위협을 통제하고자 하는 행동을 

더 활발히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남성보다 건강 검진과 같이 

건강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흡연이나 음주와 같이 장래에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는 행동에 대해 남성보다 더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Waldron, 1988). 남성보다 건강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쉽게 느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 결과

들을 살펴봤을 때, 이 연구의 인지 프레임이나 정서적 반응, 그리고 대

응 행동이 성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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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남성보다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높으며,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정보 추구 행동이나 관리 행동 또한 더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을 가

능성이 높다.  

연령 또한 성별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타니와 그의 동료들(Otani, Leonard, Ashford, 

Bushroe, & Reeder, 1992)은 고령층과 젊은 연령층을 비교했을 때, 고

령층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위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운전과 같은 위험 행동에 대해 인식하는 위협 정도가 크게 나타

난 것이다. 한편, 질병 증상과 같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강 위

협에 대해서는 젊은 층이 고령층보다 더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Leventhal & Prohaska, 1986). 고령층이 젊은 층보다 신체적인 

고통이나 질병 증상에 대한 수용(acceptance) 정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 사건의 위험성에 대해 높게 

판단하는 반면, 건강 도모 행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많은 언론 보도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청장년층보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신영, 

2017). 호흡기나 기관지를 통해서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미세먼지의 상대적인 위험성에 대해 강하게 받아

들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보 추구 행동이나 건강 관리 행동 또한 연

령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세먼지 재해 관련 정보 추구 행동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기상 정보 등, 고령층에게 익숙치 않은 

매체와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들에 대

한 접근성이 떨어져, 고령층이 정보 추구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Vastag, 2001). 이로 인해, 고령층의 미세먼지 재해

에 대한 관리 행동 또한 소극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 재

해와 대한 대처 행동 역시 이런 정보 추구를 통해 습득되기 때문이다.  

한편, 조사 대상의 거주지나 생활권에 따라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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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의 미세먼지 재해의 영향

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이다(박병률, 2017). 대체로 수도권, 인천, 충북 

등 중국과 인접한 서북권이 동남권보다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생활권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농어촌보다 도시가 평균 미

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김효인, 2018). 따라서, 조사 대

상자가 어떤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가에 따라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관심 정도나 인식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조사 방법과 같이 행정 지역 별로 할당 표집을 할 경우, 표본의 대표성

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같은 전남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어촌 거주자

인지 도시 거주자인지에 따라 미세먼지 재해로부터 받는 영향의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변인들을 모두 고려하면, 조사 대상자 모집 

과정이 지나치게 복합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을 ‘서울’ 

한 곳으로 제한했다.  

연령, 성별, 거주 지역 외에도 학력과 소득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인식과 대응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구스타프슨(Gustafsod, 

1998)은 성별에 따라 위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기반 시설 및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

서 성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대체로 학력과 

소득이 높다는 것이 이런 성차를 드러낸다. 이로 인해, 중장년층의 남성

이 건강 위협에 대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으며, 이로 인해 재

난 재해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낮다는 것이다. 린델과 황

(Lindell & Hwang, 2008) 또한 소득과 학력이 위험 인식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성별, 연령과 같은 다른 인구통계학

적 변인 보다 극복 자아효능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런 변인들을 따로 통제하지 않았다. 대체로 비슷

한 학력과 소득 수준의 조사대상자들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학력의 측면

에서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졸자가 총 21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득 수준의 측면에서는 연 가계소득 3천만원 ~ 5천만원 사이의 이들이 

214명으로 가장 많이 모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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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성별이나 연령대가 균형을 이루

도록 연구 참여자를 모집했다. 거주지역은 서울로 제한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재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 중 하나이며, 전체적으로 

도시 생활권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목표인 350명보다 더 많이 모집되

어 총 382명(남성 189, 여성 193)이 응답했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93명, 30대 90명, 40대 102명, 50대 97명이 응답했다.  

<표. 28> 조사 대상자 구성(N = 38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남자 44 44 52 49 

     

여성 49 46 50 48 

     

합계 93 90 102 97 

 

1-2. 설문 조사 방법 

이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공중의 인식과 

반응, 그리고 대응 행동을 분석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3월 2일부터 

5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 기간을 이와 같이 계획한 이

유는 미세먼지 재해가 주로 12월부터 5월까지, 약 5개월 간 가장 큰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서북풍과 대기정체로 인

한 국내의 오염물질 축적으로 인해 이 기간에 미세먼지 재해가 가장 심

각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이 이 기간 동안 받은 미세먼지 

재해의 영향을 고려하며 설문에 답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지면 조사 대

신 온라인 조사를 선택한 이유는, 응답률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온라인 조사가 상대적으로 참여와 제출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지면 

조사 보다 원활히 응답하고 응답지를 돌려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Evans & Mathur, 2005). 설문지를 홈페이지 형식으로 개설한 다

음, 패널들에게 이메일로 설문지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했

다.  

위의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게 응답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인

구통계학적인 배경 변인을 먼저 설문했다. 거주지역을 제일 먼저 질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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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서울 외의 지역을 선택한 경우 연구가 자동적으로 중단되도록 

설계했다. 거주지역을 수도권으로 택한 이들에 한하여, 본격적인 설문 

문항에 답할 수 있도록 했다. 설문지는 인지 프레임에 관한 설문 20 문

항, 뉴스 이용에 관한 설문 25 문항,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10문

항, 분노 설문 10문항, 그리고 대응 행동에 관한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 관련 문항까지 더한 

100문항을 답하는 데에 15분을 넘지 않도록 설계했다. 응답 시간이 길

어질 경우, 설문조사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응답을 불성실하게 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각 변인들에 대한 측정 문항은 위의 제 4 장에서 논한 것과 같이 

구성되었다. 인지 프레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언론 보도에서 나타나는 미

세먼지 재해에 대한 해석적 프레임을 토대로 구체적인 설문 문항 내용을 

작성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조사 대상자가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하여 

변인을 조작화했다. ‘매우 동의한다’ 부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까지 그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정서적 반응에 대한 설문 

문항과 측정 방식도 이와 유사하게 설계했다. 기존의 측정 도구들을 토

대로 문항 내용을 구성하여, 이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설문했다. 

‘매우 그렇다’ 부터 ‘전혀 아니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

다. 대응 행동은 그 행동에 대한 의향 정도나 빈도를 설문하는 것을 통

해 조작화했다. 각 행동 예시에 대해 ‘매우 자주한다’에서부터 ‘전혀 

하지 않는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1-3. 측정 변인 검토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각 변인들이 잘 도출되었는지, 

그리고 이 연구에서 쓰일 분석 방법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된 

변인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먼저, 변인들을 측정한 문항들에 

대한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고, 일치도가 떨어질 시 불필요한 문항을 제

거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문항의 쌍별 상관성

(pairwise correlation)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내적 타당도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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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변인에 대한 측정 문항들에 대해 비슷하게 답할수록, 값이 높아

진다. 크론바르 알파 계수의 값은 0에서부터 1까지 도출된다. 측정 문항

들의 내적 일치도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0.70이다(Knapp, 

1991). 0.60에서 0.70사이는 다소 떨어지나, 적합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다(Sekaran & Bougie, 2016). 0.80이상일 때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명한다.  

제 5 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지 프레임을 도출하기 위해 

‘q7’ 부터 ‘q27’까지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은, ‘q23’, ‘q24’, ‘q25’, ‘q26’이 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문항 들의 내적 일치도를 크론바흐 알파 계수로 구한 결

과, 0.90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에 해당하

는 문항들(q12, q13, q15)에 대해 내적 일치도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로 

0.81이 나타났다.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에 해당하는 5개의 문항

(‘q7’, ‘q8’, ‘q9’, ‘q10’, ‘q14’)과 ‘개인 대처 인지 프레

임’에 해당하는 6개의 문항(‘q17’, ‘q18’, ‘q19’, ‘q20’, 

‘q21’, ‘q22’)에 대해 내적 일치도 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각

각 ‘0.87’, ‘0.88’과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성 문항들이 모두 타

당하게 측정된 것으로 판별했다.  

불안, 분노를 구성하는 각 10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검정을 실시

한 결과, ‘불안’ 설문지는 0.93, 그리고 ‘분노’ 설문지는 0.94로 나

타났다. 그런데, 결측치를 제외하여 불안과 분노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

과 0.79의 값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설문지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슐스와 번드(Suls & Bunde, 2005)는 우울, 불안, 

분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척도들을 검토해가며 세 가지 정서의 구성 

개념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예컨대, ‘NEO 인성검사’와 같

은 경우, 우울, 불안, 분노-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는 0.85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Costa & McCrae, 1992). 이것은 ‘울화가 치민다’, 

‘초조하다’ 등과 같은 정서 특징(trait)이 우울증, 불안, 분노 모든 정

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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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를 바탕으로 두 정서적 반응이 

타당하게 측정된 것으로 수용했다. 다만, 두 변인의 경험적 구별성을 높

이기 위해 두 변수간 상관관계를 낮추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④ 전처리 

후, 두 변수 간 상관관계는 0.58로 나타났다. 불안 구성 6 문항과 분노 

구성 6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각각 0.93, 0.94와 같이 나타났다. 마

찬가지로, 뉴스 이용도와 대응 행동들을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한 내적 

일치도 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적정 한계값(0.70) 이상으로 도

출되어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뉴스 이용도와 대

응 행동 변인들의 구성 문항들에 대해 내적 일치도가 적정 한계값 이상

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문항을 판별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실

행하지 않았다. 

 

 

 

 

 

 

 

 

 

 

 

 

 

 
④ 불안과 분노를 측정하는 설문문항(q.29 ~ q.48)에 대해 요인의 수를 2로 설정한 다음, 비직각회

전(promax) 방식을 통해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안’ 설문문항들(요인1) 중 q.34(-.12), 

q.35(.30), q.36(.20), q37(.22)의 요인 적재량이 한계값 이하로 도출되어 제외하는 작업을 거쳤다. 

마찬가지로, ‘분노’를 측정하는 설문문항들(요인2)에 대해서도 요인 적재량이 한계값 이하로 나타난 

q.39(.13), q.40(--), q.41(.24), q.48(.11)에 대해 제외했다. 그 다음, 남은 문항들에 대해 요인 적재

량을 곱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평균화 작업을 통해 변인을 구성했다. ‘불안’은 q.29(1.00), q.30(.99), 

q.31(.99), q.32(.79), q.33(.54), q.38(.72)와 같이 구성했다. ‘분노’는 q.42(.48), q.43(.65), q.44(.97), 

q.45(.92), q.46(1.00), q.47(.92)와 같이 구성된다. 



 

 185 

<표. 29>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내적 일치도(Cronbach ’ s 

alpha) 

변인  구성 변인 평균 표준 편차 
내적 

일치도(문항수) 

인지 프레임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4.22 1.13 0.90(4)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3.73 1.22 0.81(3)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5.05 0.85 0.88(5)-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 
3.67 0.95 0.87(6) 

     

뉴스 이용도 
뉴스 이용 경로 

평균 
3.01 1.13 0.82(8) 

     

정서적 반응 
불안 3.49 0.92 0.93(6) 

분노 2.34 1.14 0.94(6) 

     

대응 행동 

정보 추구 행동 3.39 1.17 0.85(5) 

관리 행동 4.03 1.10 0.81(6) 

사회적 참여 행동 2.21 1.36 0.94(7) 

 

1-4. 설문 조사 분석 방법 

위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실

시했다. 분석은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했다. R은 다양한 패키지를 

통해 이 연구에서 다룰 통계 분석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분석 결과를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데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

선 기본적인 기술 분석을 실시했다. 각 변인들의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

하여, 예비적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그 다음, 

제 4 장에서 설계된 가설들을 검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연구 문제 1’의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해 뉴스 이용도가 인지 프레임

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인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각각의 인지 프레

임이 종속 변인인 3 개의 회귀식을 검정하여, 뉴스 이용도의 회귀계수를 

통해 가설의 타당성을 판별했다. ‘연구 문제 2’를 살펴보기 위해, 인

지 프레임들이 독립 변인이며, 불안과 분노가 각각 종속 변인인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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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식을 검정했다. 인지 프레임의 회귀계수와 유의확률을 토대로 가설

을 수용하거나 기각했다. ‘연구 문제 3’을 살펴보기 위해, 위의 방법

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반응이 독립 변인이며, 나머지 변인들이 통제 변

인인 세 가지 대응 행동 유형에 대한 회귀식을 검정했다. 회귀계수와 유

의 확률을 토대로 가설의 타당성을 판별했다.  

그 다음으로, 각각의 대응 행동 유형에 대한 뉴스 이용도, 인지 프

레임, 그리고 정서적 반응의 영향에 대해 검정했다. 이들 변인의 관계는 

두 가지로 가정될 수 있다. 첫째, 앞의 세 변인이 연속적으로 매개되어 

대응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스 이용을 함에 따라, 뉴스 프레임 

영향으로 인해, ‘인지 프레임’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서

적 반응을 통하여 행동을 하게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

지 프레임과 정서적 반응이 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경로 분석 및 구조 방정식은 여러 변인의 잠재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Iacobucci, Saldanha, & Deng, 2007). 따라서, 회귀 분석보다 

변인이 매개 효과를 검정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네 변인들 간의 

연속적인 매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뉴스 이용도가 독립 변인, 인지 

프레임이 1차 매개 변인, 정서적 반응이 2차 매개 변인, 그리고 세 가지 

대응 행동이 종속 변인인 세 개의 경로 모형에 대해 검정했다. 간접 효

과의 분석을 통해, 연속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판별했다.  

둘째, 뉴스 이용이나 인지 프레임이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할 가능성

이 있다. 인지 프레임과 정서적 반응이 매개되어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이 뉴스 이용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지 프레

임이 뉴스 프레임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뉴스 이용 정도에 따라 인지 

프레임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 뉴스 이용도의 조절 매개 효과에 대한 검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했다. 뉴스 이용도를 낮을 때와 높을 때로 나눈 다음, 인지 프레임

과 정서적 반응의 대응 행동에 대한 매개 효과의 크기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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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 결과 

 

1. 기술 분석 

1-1. 배경 변인 및 주요 변인 상관 관계 분석 

연구 문제로 제시된 가설들을 검정하기에 앞서서, 모든 변인들에 대

한 관찰 결과 값을 결측치를 제외하여 평균화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

를 위해, R의 ‘base’ 패키지를 활용했다.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 분

석과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각 주요 변인들의 결측치를 제외한 평

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그리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은 아래의 <표. 

30>과 같이 도출됐다. 결측치가 있는 사례들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배경 변인들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표. 31>와 같이 도출했다. 변

인들 간의 상관 관계 분석은 ‘ stats ’  패키지를 활용했다. 

‘pairwsie.complete.obs’  옵션을 적용하여 결측치를 모두 제외하여 

분석했다. 

<표. 30>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N = 382)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결측치 

1 4.21 1.13 0.06 4.25 0.00 6.00 1 

2 3.73 1.22 0.06 4.00 0.00 6.00 2 

3 5.05 0.85 0.04 5.20 1.20 6.00 0 

4 3.67 0.95 0.05 3.67 0.00 6.00 0 

5 3.01 1.13 0.06 3.04 0.46 5.58 0 

6 3.49 0.92 0.05 3.60 0.00 5.00 0 

7 2.34 1.14 0.06 2.47 0.00 4.94 0 

8 2.21 1.36 0.07 2.43 0.00 6.00 1 

9 3.39 1.17 0.06 3.60 0.00 6.00 1 

10 4.03 1.10 0.06 4.17 0.50 6.00 1 

주) 1.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2.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3.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4.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 5. ‘뉴스 이용도’, 6. ‘불안’, 7. ‘분노’, 
8. ‘사회적 참여 행동’, 9. ‘정보 추구 행동’, 10. ‘관리 행동’ 

 

먼저 여성은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r = .11, p < .05)’, ‘불안

(r = .16, p < .01)’, 그리고 ‘관리 행동(r = .22, p < .001)’과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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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r = .27, p < .001)’,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r = .36, p 

< .001)’,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r = .11, p < .05)’, ‘뉴스 이용

도(r = .23, p < .001)’, ‘불안(r = .10, p < .05)’ ‘분노(r = .19, p 

< .001)’, ‘정보 추구 행동(r = .10, p < .05)’, 그리고 ‘관리 행동

(r = .14, p < .01)’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드러냈다. 한편, 학

력과 소득은 주요 변인들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인식이나 정서, 그리

고 대응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여성이 미세먼지 

재해에 받을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

안과 대응 관리 행동에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재

해 해소를 위한 국내의 규제책이나 기술 혁신에 대해 지지하는 정도가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한 민감

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런 해석을 미루어 볼 수 있다(Stein, 

Walker, & Forde, 2000).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

이 국내에 있으며 국내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결과는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중국 등 국외 영향을 지목하는 

담론이 2010년 이후 비교적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과 관련성이 높다(강동균, 2019; 이정훈, 2018). 고연령일수록 한국의 

대기오염이 심각했던 때와 그와 관련된 정보에 더 노출되었기 때문에, 

미세먼지 재해가 국내의 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 대처 행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모두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대한 뉴스 이용이나 정보 추구 행동, 관리 행동의 

정도가 높다. 위에서 논했던 것과 같이, 고연령일수록 미세먼지와 관련

된 건강 위협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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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배경 변인들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N = 380) 

 1 2 3 4 5 6 7 8 9 10 

여성 0.11* 0.05 0.09 0.06 -0.11* 0.16** 0.05 -
0.07 0.03 0.22*** 

연령 0.27*** 0.36*** 0.06 0.11* 0.23*** 0.10* 0.19*** 0.06 0.10* 0.14** 

학력 -0.05 -0.11* 0.04 -
0.10 0.05 -0.02 0.01 -

0.01 0.03 0.03 

소득 -0.06 -0.11* 0.03 0.03 0.04 0.01 -0.03 0.05 0.03 0.01 

주) 1.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2.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3.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4.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 5. ‘뉴스 이용도’, 6. ‘불안’, 7. ‘분노’, 
8. ‘사회적 참여 행동’, 9. ‘정보 추구 행동’, 10. ‘관리 행동’ 
***p < .001, **p < .01, *p < .05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가 

거의 모두 유의하게 도출됐다. 1차 매개 변인인 네 가지 인지 프레임들

과 2차 매개 변인인 두 정서적 반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다.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은 불안(r = .15, p < .01), 분노(r = .12, p < .05’)

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국내 원인 인지 프레

임’은 불안(r = .17, p < .01), 분노(r = .26, p < .001)와 같이 나타났

다.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은 각각 불안(r = .51, p < .001), 분노(r 

= .15, p < .01)와 같이 마찬가지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반면에,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은 정서적 반응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 변인 혹은 조절 변인인 

‘뉴스 이용도’는 세 가지 인지 프레임들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r = .13, p 

< .01)’,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r = .21, p < .001)’, 그리고 ‘해

외 위험 인지 프레임(r = .17, p < .001)’과 같이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정서적 반응과 종속 변인인 대응 행동들 간의 상관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불안, 분노는 모든 대응 행동들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사회적 참여 행동(r = .30, p 

< .001), 정보 추구 행동(r = .46, p < .001), 그리고 관리 행동(r = .52, 

p < .001)과 같이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분노 또한 사회적 참여 행동(r 

= .38, p < .001), 정보 추구 행동(r = .41, p < .001), 그리고 관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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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r = .40, p < .001)과 같이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불안과 분노를 느낄

수록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대응 행동의 정도 또한 높아진다는 결과이다. 

인지 프레임들과 대응 행동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은 정보 추구 행동(r = .14, p < .01), 그리고 

관리 행동(r = .23, p < .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은 사회적 참여 행동(r = .18, p 

< .001), 정보 추구 행동(r = .19, p < .001), 그리고 관리 행동(r = .22, 

p < .001)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위험 

프레임’ 역시 사회적 참여 행동(r = .12, p < .05), 정보 추구 행동(r 

= .27, p < .001), 그리고 관리 행동(r = .34, p < .001) 모두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 대처 인지 프

레임’은 유일하게 관리 행동(r = .21, p < .001)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이용도와 정서적 반응, 그리고 대응 행동들 간의 상관 관계를 

구한 결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r = .34, p 

< .001), 분노(r = .42, p < .001)와 같이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참

여 행동’에 대해서는 r = .43, p < .001, ‘정보 추구 행동’에 대해서

는 r = .58, p < .001, 그리고 ‘관리 행동’에 대해서는 r = .36, p 

< .001와 같이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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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주요 변인들의 상관 관계(N = 380)  

 1 2 3 4 5 6 7 8 9 10 

1 -          

2 0.60*** -         

3 0.19*** 0.22*** -        

4 0.46*** 0.34*** 0.09 -       

5 0.13** 0.21*** 0.17*** 0.09 -      

6 0.15** 0.17** 0.51*** 0.07 0.34*** -     

7 0.12* 0.26*** 0.15** 0.05 0.42*** 0.58*** -    

8 0.10 0.18*** 0.12* 0.09 0.43*** 0.30*** 0.38*** -   

9 0.14** 0.19*** 0.27*** 0.08 0.58*** 0.46*** 0.41*** 0.51*** -  

10 0.23*** 0.22*** 0.34*** 0.21*** 0.36*** 0.52*** 0.40*** 0.40*** 0.56*** - 

주) 1.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2.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3.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4.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 5. ‘뉴스 이용도’, 6. ‘불안’, 7. ‘분노’, 
8. ‘사회적 참여 행동’, 9. ‘정보 추구 행동’, 10. ‘관리 행동’ 
***p < .001, **p < .01, *p < .05 

 

2. 연구 가설 검정  

2-1. 뉴스 이용도가 인지 프레임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연구 문제는 뉴스 이용 정도가 인지 프레임에 미치는 효과

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뉴스 이용

도가 각 인지 프레임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분석 작업을 

실시했다. 배경 변인들과 ‘뉴스 이용도’를 포함한 다변인 회귀식을 분

석하여, 가설을 검정했다. 프로그램 R의 ‘stats’ 패키지의 ‘ lm()’ 

함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향후 분석에서 결측치를 하나라

도 포함한 관찰 결과를 제외하는 목록 삭제(listwise deletion)를 실행하

여, 완전 관찰 사례 380개에 대해서 검정을 실시했다.  

2-1-1. 뉴스 이용도가 각 인지 프레임에 미치는 영향 

‘뉴스 이용도’와 네 가지 인지 프레임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배경 변인들을 통제한 다변인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결과는 아래의 

<표.31>과 같이 도출됐다.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에 대한 회귀 검

정 결과, ‘연령(B = .25, p = .000)’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이용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성이면서 연령이 높을수록 국내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 재해에 효

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인지 프레임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결과

이다. 한편,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회귀 검정에서는 ‘연령(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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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p = .000)’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소득(B = -

.07, p = .034)이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이용도’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 = .16, p = .002)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이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뉴스를 많이 볼

수록 국내의 발생원에 의해 미세먼지 재해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뚜렷하

다는 결과이다. 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국내의 오염 사례를 접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운전자가 대체로 고연령에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

다(박세준, 2016). 

한편,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역시 ‘뉴스 이용도’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 = .13,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대

처 인지 프레임’은 배경 변인들 중 학력이 부적으로 유의한(B = -.12, 

p = .044)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마스크 착용, 식품 섭취 등 개인적인 행동으로 미세먼지 재해

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결과이다. 반면에, ‘뉴스 이용도’는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봤

을 때, ‘개인 대처 프레임’은 뉴스를 통해서 강화되었 다기 보다는,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해, 미

세먼지 재해의 위험성과 원인을 중심으로 뉴스 프레임의 내용이 수용되

어 인지 프레임이 형성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정책적인 대처나 개

인적인 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지 프레임은 뉴스 프레임의 영향

을 받았기 보다는, 개인이 사전에 가지고 있던 건강 인식이나 환경 신념

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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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뉴스 이용도가 인지 프레임들에 미치는 영향(N = 380) 

 국내 정책 국내 원인 해외 위험 개인 대처 

절편 2.65*** 2.07*** 4.10*** 3.48*** 

여성 0.29** 0.17 0.20* 0.06 

연령 0.03*** 0.04*** 0.00 0.09 

학력 -0.02 -0.10 0.04 -0.12* 

소득 -0.04 -0.07* 0.01 0.06 
     

뉴스 이용도 0.09 0.16** 0.13** 0.08 

R2 0.10 0.18 0.04 0.03 

F(df) 8.23***(5, 374) 15.98***(5, 374) 3.25**(5, 374) 2.64*(5, 374) 

***p < .001, **p < .01, *p < .05 
 

2-2. 인지 프레임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인지 프레임과 정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다변인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네 가지 인지 프레임인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그리고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이 모두 독립 변인으로, ‘뉴스 이용

도’가 통제 변인, 그리고 ‘불안’과 ‘분노’가 각각 종속 변인인 두 

개의 회귀식을 검토했다. 마찬가지로, ‘stats’  패키지의 ‘ lm()’을 

써서, 결측치가 있는 관찰 사례들을 제외하여 분석을 실행했다.  

2-2-1. 인지 프레임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표. 3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불안’을 검정하기 위한 다변인 회

귀식을 검정했다.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이 불안을 설명하는 유일한 

인지 프레임라는 것이 드러났다(B = .45, p = .000). 미세먼지 재해가 

해외의 발생원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위험하다는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 

강도가 높을수록, 불안이 증가한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가설 2-1’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다른 인지 프레임들은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따.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이나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의 경우, 비교적 통제 가능한 국

내에 관한 것이고,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배제되어 있기 때

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개인 대처 프

레임’ 또한 개인적인 관리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미세먼지 재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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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뉴스 이용도’ 또한 불안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 = .21, 

p = .000)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볼수록, 그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

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여, 미세먼지 재해와 

관련된 뉴스를 많이 이용하면서, 미세먼지 재해가 건강 상의 위험을 초

래하며 해외(중국)에서 유입되었다는 인식적인 틀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

을수록,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강하다고 풀이할 수 있다.  

<표. 34> 인지 프레임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N = 380) 

 B β SE T P VIF 

절편 0.06 - 0.39 0.24 .854 - 

여성 0.00 0.02 0.00 0.31 .001 1.21 

연령 0.24 0.14 0.08 3.37 .789 1.05 

학력 -0.04 -0.04 0.05 -0.87 .414 1.17 

소득 -0.00 -0.00 0.02 -0.00 .954 1.17 

       

뉴스 이용도 0.21 0.28 0.04 6.28 .000 1.12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0.01 0.02 0.05 0.38 .883 1.83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0.01 0.01 0.04 -0.30 .000 1.78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0.45 0.45 0.05 10.42 .000 1.09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 
-0.01 -0.02 0.05 -0.32 .795 1.31 

R2 0.35 

F(df) 22.18***(9, 370) 

***p < 0.001, **p < 0.01, *p < 0.05 

 

2-2-2. 인지 프레임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분노’에 대한 다변인 회귀식을 검정한 결과를 아래의 <표. 35>

과 같이 제시했다. 인지 프레임들 중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이 분노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B = .16, p = .003). 미세

먼지 재해가 국내의 산업 및 발전시설, 운송수단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주로 기인하여 생성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분노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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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정도가 강해진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재해가 특정 요인

에서 기인했다는 인식적 프레임이 강할수록, 분노를 느끼는 정도가 높아

진다는 ‘가설 2-2’를 부분적으로나마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재해가 외부 요인에서 기인했다는 지 프레임이 강할수록, 분노

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이 분노에 영향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재난 재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나 관련 

기관과 같이 내부적인 책임 귀인에 대한 판단은 이에 대한분노를 야기할 

수 있다(Griffin, Yang, Ter Huurne, Boerner, Ortiz, & Dunwoody, 

2008). 따라서,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내부적인 국내의 요인들로 인해 

미세먼지 재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분노가 발생한다

고 책임할 수 있다. 한편,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은 미세먼지 재해

의 원인을 지목하는 내용이 있지만, 위험성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분노’보다는 불안을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5> 인지 프레임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N = 380) 

 B β SE T P VIF 

절편 -0.03 - 0.49 -0.01 .948  

여성 0.19 0.09 0.10 1.92 .056 1.05 

연령 0.01 0.06 0.01 1.18 .239 1.21 

학력 0.02 0.02 0.06 0.38 .703 1.17 

소득 -0.02 -0.04 0.03 -0.76 .449 1.17 

       

뉴스 이용도 0.35 0.38 0.05 7.74 .000 1.12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0.07 -0.07 0.06 -1.19 .235 1.83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0.16 0.18 0.05 3.00 .003 1.78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0.08 0.07 0.06 1.39 .164 1.09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 
-0.04 -0.03 0.06 -0.62 .536 1.31 

R2 0.22 

F(df) 11.67***(9, 370) 

***p < 0.001, **p < 0.01,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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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서적 반응이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연구 문제는 정서적 반응이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작업을 실시했다. 배경 변인들(연

령, 여성, 학력, 소득)과 인지 프레임들(‘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 ), 그리고 ‘뉴스 이용도’가 통제 변인으로 포함되며, 

‘불안’과 ‘분노’가 독립 변인, 그리고 각 대응 행동들(‘사회적 참

여 행동’, ‘정보 추구 행동’, ‘관리 행동’)이 종속 변인인 세 가지 

회귀식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이 분석에서도 R의 ‘stats’패키지의 

‘lm()’ 함수를 써서 결측치가 포함된 관찰 사례들을 제외하여 분석을 

실행했다.  

2-3-1. 정서적 반응이 ‘정보 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보 추구 행동’에 대한 다변인 회귀식을 검정했다. 그 결과, 불

안(B = .32, p = .000)이 ‘정보 추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을 느낄수록,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는 행동을 활발히 하게 된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가설 3-1’이 타

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결과를 얻었다. 배경 변인들 중

에서는 ‘정보 추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찾을 수 없었

다. 한편, 통제 변인인 ‘뉴스 이용도(B = .49, p = .000)’가 ‘정보 

추구 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

먼지 재해에 관한 뉴스를 많이 접할수록 이에 대한 정보 수집이 동시적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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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불안’과 ‘분노’가 ‘정보 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N 

= 380) 

 B β SE T P VIF 

절편 0.34 - 0.46 0.71 .466 - 

여성 0.05 0.02 0.10 0.54 .582 1.08 

연령 -0.01 -0.06 0.00 -1.42 .160 1.22 

학력 0.01 0.01 0.06 0.19 .860 1.17 

소득 0.02 0.03 0.03 0.64 .522 1.17 

       

뉴스 이용도 0.49 0.48 0.05 10.57 .000 1.32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0.04 0.04 0.06 0.66 .515 1.84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0.04 0.04 0.06 0.68 .485 1.86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0.08 0.06 0.07 1.19 .245 1.50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 
-0.03 -0.03 0.06 -0.57 .575 1.31 

       

불안 0.32 0.22 0.07 3.70 .000 2.21 

분노 0.07 0.07 0.05 1.29 .246 1.85 

R2 0.43 

F(df) 25.09***(11, 368) 

***p < 0.001, **p < 0.01, *p < 0.05 

 

2-3-2. 정서적 반응이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리 행동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배경 변인

들과 인지 프레임들, 그리고 ‘뉴스 이용도’가 통제 변인이며, 불안과 

분노가 독립 변인인 다변인 회귀식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보 추구 행동’과 마찬가지로 불안(B = .36, p = .000)이 정서적 

반응 중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

을 느끼는 정도가 강할수록 ‘관리 행동’을 행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가설 3-2’를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뉴스 이용도(B = .19, p 

= .000)’ 역시 관리 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뉴스를 이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에 

대처하는 관리 행동을 행하는 정도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인지 프레임들 중에서는 ‘개인 대처 프레임(B = .1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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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4)’이 관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

먼지 재해에 대해서 개인적인 대처 행동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관리 행동’을 행하는 정도

가 높아진다는 결과이다. 

<표. 37> ‘불안’과 ‘분노’가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N = 

380) 

 B β SE T P VIF 

절편 -0.36 - 0.45 -0.80 .440 - 

여성 0.37 0.17 0.09 3.91 .000 1.08 

연령 0.00 0.03 0.00 0.58 .563 1.22 

학력 0.08 0.06 0.06 1.37 .179 1.17 

소득 -0.01 -0.02 0.03 -0.42 .686 1.17 

       

뉴스 이용도 0.19 0.19 0.05 4.08 .000 1.32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0.06 0.06 0.05 1.14 .251 1.84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0.01 -0.01 0.05 -0.16 .863 1.86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0.12 0.09 0.06 1.88 .058 1.50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 
0.13 0.12 0.05 2.45 .014 1.31 

       

불안 0.36 0.31 0.07 5.02 .000 2.21 

분노 0.10 0.10 0.05 1.79 .078 1.85 

R2 0.38 

F(df) 20.52***(11, 368) 

***p < 0.001, **p < 0.01, *p < 0.05 

 

2-3-3. 정서적 반응이 사회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참여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다변인 회귀식을 검정했다. 

그 결과, 아래의 <표. 38>과 같이 결과가 도출됐다. 정서적 반응 중 분

노만이 사회적 참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4, p = .001). 분노가 ‘사회적 참여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3-3’을 뒷받침할 만한 경험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배경 변

인들 중에서 ‘사회적 참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프레임들 또한 ‘사회적 참여 행동’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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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 변인인 ‘뉴스 

이용도’가 사회적 참여 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B = .39, p < .000).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뉴스를 이용하는 정

도가 높고, 분노를 많이 느낄수록 미세먼지 재해에 대응하는 ‘사회적 

참여 행동’을 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이다.  

일반적인 사회적 참여나 이타적 행동이 아닌, 미세먼지 재해를 해결

하기 위한 사회적 참여 행동에 대해 설문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

출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 참여나 이타적 행동의 경우, 

개인의 신념이나 인식, 사회적 배경과 같은 변인에 영향을 더 받을 가능

성이 높다. 그러나, 미세먼지 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는 사회

적 참여 사례에 대한 경험 정도는 뉴스 이용 정도나 분노와 같은 정서에 

의해 동기화될 수 있다. 쉬티머와 시몬(Stürmer, & Simon, 2009), 그리

고 반 스테켈렌부르크와 그의 동료들(Van Stekelenburg, Klandermans, 

& Van Dijk, 2011)은 개인의 이타성과 관계없이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집회나 사회적 조직 황동 사회적 참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뉴스 이용 정도가 높으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분노

가 커지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참여 행동을 활발히 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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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불안’과 ‘분노’가 ‘사회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N = 380) 

 B β SE T P VIF 

절편 0.69 - 0.61 1.12 .258 - 

여성 -0.20 -0.07 0.13 -1.58 .059 1.08 

연령 -0.01 -0.09 0.01 -1.91 .117 1.22 

학력 -0.06 -0.04 0.08 -0.85 .384 1.17 

소득 0.06 0.08 0.04 1.60 .108 1.17 

       

뉴스 이용도 0.39 0.32 0.06 6.21 .000 1.32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0.00 0.00 0.07 0.04 .968 1.84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0.09 0.08 0.07 1.29 .188 1.86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0.01 -0.01 0.09 -0.16 .850 1.50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 
0.02 0.02 0.07 0.32 .737 1.31 

       

불안 0.12 0.08 0.10 1.23 .240 2.21 

분노 0.24 0.20 0.07 3.26 .001 1.85 

R2 0.26 

F(df) 11.62***(11, 368) 

***p < 0.001, **p < 0.01, *p < 0.05 

 

2-4. 뉴스 이용도와 인지 프레임, 그리고 정서적 반응의 연속 매개 효

과가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연구 문제인 ‘뉴스 이용도’와 인지 프레임, 정서적 반응 

그리고 대응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경로 분석을 실시했다. ‘연

구 문제4’의 가설들에 입각하여, 뉴스 이용도가 독립 변인, 네 가지 인

지 프레임(‘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이 1차 매개 변

인, 그리고 두 가지 정서적 반응(불안, 분노)이 2차 매개 변인, 그리고 

세 가지 대응 행동(‘사회적 참여 행동’, ‘정보 추구 행동’, ‘관리 

행동’)이 종속 변인인 연속 매개 모형에 대해 검정했다. 분석 도구로는 

R의 ‘lavaan’ 패키지의 ‘sem()’ 함수를 활용했다. 결측 사례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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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도 포함된 관찰 결과를 모두 제외하는 목록 삭제(listwise deletion)

를 통해 결측치를 처리했다.  

<표. 39> 회귀 분석 결과 요약 

관계 효과크기(B) 통계적 유의도 

뉴스 이용도 →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0.09 NS 

뉴스 이용도 →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0.15 .002 

뉴스 이용도 →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0.17 .001 

뉴스 이용도 →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 0.08 NS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 불안 0.01 NS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 불안 -0.01 .000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 불안 0.45 .000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 → 불안 -0.01 NS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 분노 -0.07 NS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 분노 0.16 .003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 분노 0.08 NS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 → 분노 -0.04 NS 

   

불안 → 정보 추구 행동 0.32 .000 

불안 → 관리 행동 0.36 .000 

불안 → 사회적 참여 행동 0.12 NS 

   

분노 → 정보 추구 행동 0.07 NS 

분노 → 관리 행동 0.10 NS 

분노 → 사회적 참여 행동 0.24 .001 

 

2-4-1. ‘뉴스 이용도’와 인지 프레임, 그리고 정서적 반응의 ‘정보 

추구 행동’에 대한 연속 매개 효과  

‘가설 4-2’을 검정하기 위해 ‘뉴스 이용도’가 독립 변인, ‘국

내 정책 인지 프레임’,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그리고 ‘개인 대

처 인지 프레임’이 1차 매개 변인, 불안과 분노가 2차 매개 변인, 그리

고 ‘정보 추구 행동’이 종속 변인인 ‘경로 모형1(R2 = 0.42, F(df) 

= 39.17(7, 372), p < .001)’에 대해 검정했다. 모든 경로를 검정했기 

때문에 포화모형이 도출되어, 적합도 지수를 나타낼 수 없었다. ‘뉴스 

이용도’가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인지 프레임, 그리고 불

안과 매개되어 ‘정보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4-1’를 

검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연속 매개 경로의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배

경 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이들 간의 간접 영향 경로를 통제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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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정보 추구 행동’에 대한 모든 경우의 연속 매개 경로를 아래

의 <표. 39>와 같이 구했다.  

그 결과, ‘뉴스 이용도’와 ‘해외 위험 프레임’가 매개되어, 불

안에 영향을 주며, 다시 불안이 2차적으로 매개되어 ‘정보 추구 행동’

에 영향을 준다는 연속 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2, p 

= .015). 따라서, ‘가설 4-1’가 부분적으로 타당하다는 경험적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미세먼지 재해 관련 뉴스를 많이 이용하고, 이에 따

라 미세먼지 재해가 해외 발생원으로 인해 생겼으며, 건강 상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해 형식이 확고하고, 불안을 느낄수록 미세먼지 재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결과이다.  

<그림. 4> ‘경로 모형1’ 

 

 

<표. 40> ‘경로 모형1’의 연속 매개 효과 분석(N = 380) 

연속 매개 효과 B β CId SE Z p 

a1 * b1 * c1 0.00 0.00 -0.00, 0.00 0.00 0.62 .533 

a1 * b2 * c’1 -0.00 -0.00 -0.00, 0.00 0.00 -0.67 .502 

a2 * b’1 * c1 -0.00 -0.00 -0.01, 0.00 0.00 -0.08 .935 

a2 * b’2 * c’1 0.00 0.00 -0.00, 0.01 0.00 1.00 .316 

a3 * b”1 * c1 0.02 0.02 0.00, 0.03 0.01 2.43 .015 

a3 * b”2 * c’1 0.00 0.00 -0.00, 0.00 0.00 0.85 .394 

a4 * b`1 * c1 -0.00 -0.00 -0.00, 0.00 0.00 -0.26 .792 

a4 * b`2 * c’1 -0.00 -0.00 -0.00, 0.00 0.00 -0.58 .561 

주) CId :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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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뉴스 이용도’와 인지 프레임, 그리고 정서적 반응의 ‘관리 

행동’에 대한 연속 매개 효과  

‘뉴스 이용도’가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인지 프레임, 

그리고 불안과 매개되었을 때, ‘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2’을 검정하기 위한 경로 분석을 실시했다. 위의 경로 모형

들과 마찬가지로 ‘뉴스 이용도’가 네 가지 인지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

며, 인지 프레임들이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고, 다시 정서적 반응이 

‘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형3(R2 = 0.35, F(df) = 

28.87(7, 372), p = .000)을 도출했다. 위와 마찬가지로, 모든 가능한 

경우의 경로를 분석했기 때문에 포화 모형이 도출되어 적합도를 판별할 

수 없었다.  

위에서 ‘가설4-1’을 검정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인들과 

간접 영향 경로를 통제한 상태에서 ‘관리 행동’에 대한 모든 경우의 

연속 매개 경로에 대해 검정했다. 그 결과, 한 가지 경로가 ‘관리 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이용도’가 ‘해

외 위험 프레임’ , 그리고 불안과 연속 매개되었을 때 유의한 영향(B 

= .02, p = .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뉴스 이용이 미세

먼지 재해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지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인지 프레임이 불안에 영향을 주어 다시 ‘관리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4-2’에 대한 부분적인 경험적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그림. 5> ‘경로 모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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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경로 모형2’의 연속 매개 효과 분석(N = 380) 

연속 매개 효과 B β CId SE Z P 

a1 * b1 * c1 0.00 0.00 -0.00, 0.01 0.00 0.63 .531 

a1 * b2 * c’1 -0.00 -0.00 -0.00, 0.00 0.00 -0.78 .437 

a2 * b’1 * c1 -0.00 -0.00 -0.01, 0.01 0.00 -0.08 .935 

a2 * b’2 * c’1 0.00 0.00 -0.00, 0.01 0.00 1.52 .129 

a3 * b”1 * c1 0.02 0.03 0.01, 0.04 0.01 2.69 .007 

a3 * b”2 * c’1 0.00 0.00 -0.00, 0.00 0.00 1.10 .269 

a4 * b`1 * c1 -0.00 -0.00 -0.00, 0.00 0.00 -0.26 .792 

a4 * b`2 * c’1 -0.00 -0.00 -0.00, 0.00 0.00 -0.65 .519 

주) CId :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2-4-3. ‘뉴스 이용도’와 인지 프레임, 그리고 정서적 반응의 ‘사회

적 참여 행동’에 대한 연속 매개 효과 

뉴스 이용도가 미세먼지 재해의 특정 요인을 강조하는 인지 프레임

과 매개하여, ‘분노’에 영향을 미치며, 이어서 ‘사회적 참여 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4-3’을 검정했다. 뉴스 이용도, 네 가지 

인지 프레임, 두 가지 정서적 반응이 연속적으로 매개하여 ‘사회적 참

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형3(R2 = 0.24, F(df) = 16.98(7, 

372), p = .000)’을 검정했다. 모든 가능한 매개 경로에 대해 검정했

기 때문이 포화모형이 도출되어 적합도 판별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했

다.  

배경 변인들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경우의 

간접 영향 경로를 통제한 모형에서 ‘사회적 참여 행동’에 대한 모든 

연속 매개 경로 검정 결과를 아래의 <표. 41>과 같이 나타냈다. 그 결과, 

한 가지 경우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이용도’가 ‘국내 원

인 인지 프레임’, 그리고 분노와 매개되어 ‘사회적 참여 행동’에 미

치는 영향(B = .01, p = .044)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뉴스

를 이용하는 정도가 높고, 미세먼지 재해가 국내 발생원으로 기인했다는 

인식을 뚜렷하게 형성하고, 분노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사회적 참여 행

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경험적인 결

과라고 하겠다. 국민 청원, 서명운동, 미세먼지 대책 촉구 관련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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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가입 등 미세먼지 재해 관련 사회적 참여 행동들이 국내의 발생원

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풀이

할 수 있다.  

<그림. 6> 경로 모형3 

 

<표. 42> ‘경로 모형3’의 연속 매개 효과 분석(N = 380) 

연속 매개 효과 B β CId SE Z P 

a1 * b1 * c1 0.00 0.00 -0.00, 0.00 0.00 0.55 .585 

a1 * b2 * c’1 -0.00 -0.00 -0.01, 0.00 0.00 -0.82 .409 

a2 * b’1 * c1 -0.00 -0.00 -0.00, 0.00 0.00 -0.08 .936 

a2 * b’2 * c’1 0.01 0.01 0.00, 0.02 0.00 2.01 .044 

a3 * b”1 * c1 0.00 0.00 -0.00, 0.02 0.01 1.03 .305 

a3 * b”2 * c’1 0.00 0.00 -0.00, 0.01 0.00 1.26 .209 

a4 * b`1 * c1 -0.00 -0.00 -0.00, 0.00 0.00 -0.26 .798 

a4 * b`2 * c’1 -0.00 -0.00 -0.00, 0.00 0.00 -0.67 .501 

주) CId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2-5. 전체 개요 모형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배경 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포함된 

이 연구의 전체 개요 모형을 도출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뉴스 이

용도’가 네 가지 인지 프레임들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 프레임들이 정

서적 반응(불안, 분노)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정서적 반응이 세 가지 

대응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속 경로 모형에 대해 검정했다. 마찬가

지로 포화모형이 도출됐다. 최종 종속 변수가 세 개이기 때문에 회귀 분

석의 결정계수와 유의확률을 토대로 타당도 판별을 할 수 없었다. 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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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영향 경로의 표준화된 계수와 유의 확률은 아래의 <표. 43>과 같이 

나타났다. 모든 가능한 간접 영향 경로는 <표. 44>과 같이 나타났다.  

직접 영향 경로들 중 다음의 경우들이 유의하게 도출됐다. ‘뉴스 

이용도’가 인지 프레임에 미치는 영향들 중 세 가지가 경우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B = .13, p = .008’)’, ‘국내 원

인 인지 프레임(B = .22, p = .000), 그리고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B = .12, p = .001)’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인지 프레

임이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직접 영향들 중에서는 두 가지가 경우가 유

의한 것으로 도출됐다.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이 분노에 미치는 영

향(B = .18, p = .001), 그리고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이 불안에 미

치는 영향(B = .46, p = .000)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반응

이 대응 행동에 미치는 직접 영향의 경우들 중에서는 세 가지가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안이 ‘정보 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B = .31, p 

= .000),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B = .43, p = .000), 그리고 마

지막으로 분노가 ‘사회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B = .24, p 

= .002)이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 이용도’가 ‘정서적 반

응’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과 분노

에 대해 각각 B = .20, p = .000, B = .35, p = .000 과 같이 드러났다. 

‘뉴스 이용도’가 대응 행동에 미치는 직접 영향 또한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정보 추구 행동’에 대해 B = .48, p = .000, ‘관리 

행동’에 대해 B = .16, p = .000, 그리고 ‘사회적 참여 행동’에 대해 

B = .39, p = .000 과 같이 드러났다. 인지 프레임이 대응 행동에 미치

는 직접 영향 중 한 가지 경우 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대

처 인지 프레임’이 ‘관리 행동’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 B = .13, p 

= .018 와 같이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가능한 간접 영향 경로들에 대해서 분석했다. 그 결과, 다음의 

경우들이 유의한 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이용도’가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과 매개되어 불안에 미치는 영향(a3*b”1)이 

B = .06, p = .002 와 같이 나타났다. ‘뉴스 이용도’가 ‘국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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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프레임’과 매개되어 분노에 미치는 영향(a2*b’2)이 B = .04, p 

= .008 와 같이 유의하게 드러났다. 한편, 인지 프레임이 ‘정서적 반

응’과 매개되어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 중에서는 다음의 경우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이 ‘불안’과 매개되어 

‘정보 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b”1*c1)이 B = .14, p = .000, 그

리고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b”1*c2)이 B = .20, p = .000인 것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이 ‘분노’

와 매개되어 ‘사회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b’2*c’3)이 B 

= .04, p = .022 와 같이 드러났다. ‘뉴스 이용도’가 인지 프레임, 그

리고 정서적 반응과 연속적으로 매개되어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 중

에서는 앞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경우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뉴스 이용도’가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불안’과 연

속매개되어 ‘정보 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a3*b”1*c1)이 B = .02, 

p = .015, 그리고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a3*b”1*c2)이 B 

= .02, p = .007 과 같이 나타났다. ‘뉴스 이용도’가 ‘국내 원인 인

지 프레임’, 그리고 ‘분노’와 매개되어 ‘사회적 참여 행동’에 미치

는 영향(a2*b’2*c’3)이 B = .01, p = .044 으로 유의하게 드러났

다. ’ 

<그림. 7> 전체 모형(N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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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종합 결론 및 토의 
 

1. 연구 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특정한 행동이 어떤 사고 과정과 

정서를 통해 발생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언론의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 했다. 언론의 보도에서부터 공중의 인식과 반응, 그리고 대응 행동으

로 이어지는 미세먼지 재해의 사회적 영향을 밝히고자 이루어졌다. 미세

먼지 재해에 대한 언론 보도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것이 어떻게 공중에

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답하는 것을 통

해,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뉴스 이용이 수용자의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뉴스 이용 정도가 세 가지 인지 프레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했다. 그 다음, 인지 프레임이 정

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인지 프레임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특정 정서적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하고 이를 검정했다. 

마지막으로, 인지 프레임이 정서적 반응과 매개되어 대응 행동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표. 45>과 같이 제 4 장에서 설계한 가설들이 대체로 수용된 것을 

확인했다. 뉴스 이용 정도는 두 가지 인지 프레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과 ‘해외 위험 인지 프레

임’이 ‘뉴스 이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과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은 국내의 미세먼지 재

해 원인과 그 대책을 제시하는 뉴스 프레임, 그리고 중국 유입원과 위험

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뉴스 프레임과 내용 상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수

용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뉴

스 프레임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이해 형식이 나타나며, 

그들 중 국내의 발생원을 강조하는 내용 형식과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

을 강조하는 형식,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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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미세먼지 재해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인지 프레임들 중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이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은 분노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은 미세먼지의 해외 발생원을 

강조하지만, 위험성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서적 효과

를 가진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은 위험

성이나 대책에 관한 내용 없이, 미세먼지 재해의 주범이 국내의 발생원

이라고 하는 신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분노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과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은 불안이나 분

노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정보 추구 행동’과 ‘관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분노’는 ‘사회적 참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불안을 느낄수록 이를 통제하고 방어하

기 위한 정보 추구나 청결 유지, 음식물 섭취 등의 개인적인 관리 행동

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미세먼지 재해

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이들은 정서를 해소하거나 적극적 대처를 위해 

‘사회적 참여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뉴스 

이용도, 인지 프레임, 그리고 정서적 반응이 연속적으로 매개하여 대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설 4-1’, ‘가설 4-2’ 그리

고 ‘가설 4-3’이 모두 부분적으로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뉴스 

이용이 많은 이들이 미세먼지가 해외(중국) 발생원으로 인해 야기되며,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불안을 느낄수록 미세먼지 재해에 정보 추구나 관

리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뉴스 이용

이 높은 개인들이 국내의 발생원이 미세먼지 재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이

해하고, 분노를 느낄수록 이를 타개하기 위한 ‘사회적 참여 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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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가설 검정 결과 요약 

가설 관계 검정결과 효과크기(B) 
통계적 

유의도 

가설 1-1 

뉴스 이용도 →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 
기각 0.09 NS 

뉴스 이용도 →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수용 0.15 .002 

뉴스 이용도 →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수용 0.17 .001 

뉴스 이용도 →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 
기각 0.08 NS 

     

가설 2-1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 

불안 
수용 0.45 .000 

가설 2-2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 

분노 
기각 0.08 NS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 

분노 
수용 0.16 .003 

     

가설 3-1 불안 → 정보 추구 행동 수용 0.32 .000 

가설 3-2 불안 → 관리 행동 수용 0.36 .000 

가설 3-3 분노 → 사회적 참여 행동 수용 0.24 .001 

     

가설 4-2 

뉴스 이용도 → 인지 

프레임 → 불안 → 정보 

추구 행동 

부분적 

수용 
0.02 .015 

가설 4-3 

뉴스 이용도 → 인지 

프레임 → 불안 → 관리 

행동 

부분적 

수용 
0.02 .007 

가설 4-1 

뉴스 이용도 → 인지 

프레임 → 분노 → 사회적 

참여 행동 

부분적 

수용 
0.01 .044 

 

뉴스 이용 정도와 인지 프레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뉴스를 이

용할수록 현상에 대한 고정된 이해 형식이 강화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자신이 구미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를 이용할수록 개인의 기존 성향이나 인식이 더 확

고화 된다고 했다(Cacciatore, Scheufele, & Iyengar, 2016; Dilliplane, 

2011; Messing, & Westwood, 2014; Morris, 2007).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미세먼지 재해

에 대한 설명적 틀을 제시하는 뉴스들을 선별하여 추구함으로써, 뉴스 

노출에서부터 다른 해석의 여지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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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유형의 뉴스와 접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다

(Golman, Hagmann, & Lowwenstein, 2017; Hart et al, 2009).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식과 다른 정보에 노출되더라도, 인지 과정에서 무시될 

수 있다.  

인지 프레임과 정서적 반응의 관계는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 ‘인지 평가 이론’이나 ‘귀인 이론’이 

주장하는 인지 과정에 따른 정서적 반응의 결과와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은 미세먼지의 건강 위협이 크며, 원인을 해

외(중국) 발생원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에게 불안과 함께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Lazarus, 1991). 한편,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은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지 프레임이기 때문에 분노를 야기한다.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이

나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은 상황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대

책으로 구성된 인지 프레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뉴스 이용도, 인지 프레임, 정서적 반응이 매개되어 최

종적으로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다음

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뉴스 이용도가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그

리고 불안과 연속적으로 매개되어 ‘정보 추구 행동’과 ‘관리 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뉴스를 많이 이용하여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에 따라 미세먼지 재해를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강하

며, 불안을 많이 느낄수록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정보 추구 행동’과 

‘관리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결과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위

험 인식이 불안과 매개되어 정보 추구를 위한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

과들이 도출됐다. 예컨대, 터너와 그의 동료들(Turner et al, 2006)은 

인식하는 위험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 추구 행동 정도와 정보 추구 의

향이 모두 강해진다고 논했다. 또한, 뉴스를 이용할수록 뉴스 프레임의 

영향으로 인해, 특정 사안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격앙된다는 연구 결과

들이 있다(Nabi, 2003: Lecheler, Schuck, & de Vreese, 2013).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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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두 개의 매개 효과가 결합되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정보 추

구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밝혔다.  

관리 행동에 대해서도 위의 내용과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 리멀과 

리얼(Rimal, & Real, 2003)은 위험 인식과 자아효능감이 건강 관리 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 인식되는 위험 

정도가 높을 때, 예방을 위한 관리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밝

혔다. 자아효능감에 관계없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혹은 건강 위협에 

대한 대비를 위해 관리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안

은 적절한 정도로 나타났을 때, 건강 관리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ults et al, 2011; Cameron, 2003; Rubin, Amlot, Page, & 

Wesseley, 2009). 아울러, 여러 연구들이 위험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수용하고, 불안을 느꼈을 때,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활발히 

하게 된다고 밝혔다(Witte, & Allen, 2000; Witte, Berkowitz, Cameron, 

& McKeon, 1998).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뉴스 이용도가 높

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질 때, 관리 

행동에 대한 의향이 형성되며, 불안이 이를 매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뉴스 이용이 높으면, 미세먼지 재해가 국내 산업시설이나 발전시설 

등에서 기인한다는 내용의 뉴스 프레임을 수용하여 이에 대한 분노를 느

끼고, 분노를 매개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 단순히 국내의 원인을 중심으로 한 인식으로 인해 이런 행동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매개되었을 때 사회적 행동이 촉발된

다는 결과이다. 분노가 신념을 행동으로 실행하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풀이할 수 있다(Pyszczynski, 2004; Stürmer, 

& Simon, 2009).  

아울러, 뉴스 이용 정도가 인지 프레임과 정서적 반응이 매개되어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절 

매개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뉴스 이용 정도가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이 불안과 매개되어 ‘사회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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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유의한 조절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뉴스 이용이 높

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국내 원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해 인식이 분노와 매개되어 ‘사회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이다. 한편,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이 불안과 

매개되어 ‘정보 추구 행동’이나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뉴스 

이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경험적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2. 결론 

이 연구의 핵심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사전적인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해

석과 인과적 귀인에 대한 해석이 각각 서로 다른 뉴스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뉴스 프레임이 실험을 기반

으로 한 기존의 뉴스 프레임 효과 연구들이 제시하는 모형들과 다소 차

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옌거(Iyengar, 1996), 장과 그의 동료들

(Zhang, Jin, & Tang, 2015), 선과 그의 동료들(Sun, Krakow, John, 

Liu, & Weaver, 2016)의 연구와 같이 책임 귀인에 따라 프레임이 나뉘

는 것이 아니라, 건강 위험을 강조하는 것, 국내 혹은 국외 원인을 특정

하는 병렬적으로 프레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뉴스 프레임을 수용하여 형성된 ‘인지 프레임’이 정서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기존의 

연구들은 뉴스 프레임이 정서를 유발하여 태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결

과를 밝혀왔다(Igartua, Moral-Toranzo, & Fernández, 2012; Kühne, 

& Schemer, 2015; Lecheler, Keer, Schuck, & Hänggli, 2015). 그러나, 

이런 태도 변화가 어떻게 일정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밝히

는 데에 다소 미흡했다. 뉴스 프레임이 갖는 설득 효과를 밝히는 데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뉴스 프레임이 가지는 ‘이야

기’로서의 속성과 이로 인한 정서의 생성에 주목하여 이 둘이 매개되어 

어떻게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대응 행동 방식이 나타나는지 밝혔다.  

이와 같은 발견들을 종합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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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뉴스 프레임은 위험성을 중심으로 한 것과 국

내, 국외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일상적인 건강 관리 방

법에 대한 네 가지 이야기로 구성된다. 뉴스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뉴스 프레임을 수용하여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정형화된 해석적 틀인 

‘인지 프레임’이 형성된다. 이런 인지 프레임은 불안 혹은 분노의 구

체적인 정서를 유발한다. 뉴스 이용도와 인지 프레임, 그리고 정서적 반

응이 연속적으로 매개되어, 정보를 추구하거나 관리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현재 공중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대응 행동에 뉴스 프레임의 영향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

떻게 이런 영향이 나타나는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  

 

3. 연구 내용 요약 

이 연구는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

지 사전적으로 알아보고, 공중의 인식과, 정서적 반응 그리고 대응 행동

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미세먼지 재해를 밝히고자 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분리된 위험 인식에 관한 이론들을 연결하고 향후 재난 재

해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했다. 과

거의 연구들은 이런 체계적인 접근 틀을 제시하는 데에 소홀했다. 그 이

유는,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 재해와 이에 파생하여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론이나 방법론적

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런 한계

점을 극복하고자,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고, 새로운 관점에

서 재난 재해 및 위험 인식 연구의 기본 개념들을 재정리하고자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세 가지 질문을 도출하여 답하고자 했다. 우선, 

재난 재해 인식이 어떤 방식으로 틀지어지며, 이런 현상은 어디서 기원

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문제적인 재난 재해 인식의 

양상을 기술하는 데에 그쳤다. 더욱이, 실제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분석

했기 때문에 일반 재난 재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를 도출

하는 작업이 미흡했다. 이 연구는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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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뉴스 프레임을 밝히고, 이런 뉴스 프레임을 수용하여 인식적인 

차원에서 형성된 틀이 ‘인지 프레임’이라고 논하며, 이를 중심 개념으

로 분석에 활용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수행하기에 앞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재

난 재해 개념을 오늘날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에 비추어 재고찰했다. 

이 연구는 재난 재해가 사회 체계의 산물이라는 체계주의(systemism)

의 기본 관점을 따르되, 재난 재해가 사회적 담론을 통해 표면화되는 소

통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발달하고 있는 환경 재해의 특성은 이

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최근의 재난 재해 양상

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환경 재해의 특성이 ‘비식별성’, ‘비가시성, 

비즉각성’, ‘침입성’, 그리고 ‘침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밝혔

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연 재해나 인공 재해와 같은 전통적인 재

난과 달리, 환경 재해는 객관화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환경 재해의 피해 

정도나 원인, 영향 등에 대해 상이한 의견들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사회적 담론의 교차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의 위험 사건이 재난으

로 각인되거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난으로서 규정된다. 따라서, 인식

과 소통이 재난 재해의 주요한 성립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 재해 개념에 대한 재고찰은 위험 인식과 이에 따라 나

타나는 반응에 대한 연구들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객관적인 양상과 관계없이, 사회적인 인식이나 

반응에 의해 하나의 위험 사건이 재난으로 성립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위험 인식에 대해 두 가지 대립적인 

모형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전제 하에 

주장된 ‘인지 모형’이며,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감정이 위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감정 모형’이다. 그런데, 두 모형 모두 재

난 재해에 대한 인식과 반응,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제의 근본적

인 원리에 대해 간과한 체, 위험 인식의 결정 요인을 밝히는 데 치중했

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과 반응, 그리고 대응 행동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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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기저 원리가 있다고 논한다. 재난 재해를 경험하는 개인이 생성하

는 인식이나 반응의 목적은 바로 그것을 ‘이해하고(sense-making)’ 

‘극복하는(coping)’ 것이다. 위험 인식은 이런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형성되는 인지 과정이다. 재난 재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나 대응 행동 

또한 이런 과정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재난 재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감정이나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재난 재해에 대

한 일정한 이해 방식, 그리고 대응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재난 재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식은 일정하게 제

한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뉴스 프레임의 영향으로 인

해 틀지어진 재난 재해 인식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

런 문제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현상을 다루었다. 재난 재해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인식하는 현상 혹은 재난 재해의 원인에 대해 제한된 요인 만

을 강조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정된 이해 방식이 형성되는 이

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재난 재해에 대한 이해와 대처를 효율화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황의 복잡한 맥락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보

다는 일부 요소만을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인간

의 기본적인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이다(Axelrod, 1973). 이로 인해, 

주어진 정보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정보를 

재조직하여 이런 인식적인 틀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적인 틀을 ‘인지 프레임’이라 하고, 미

세먼지 재해에 대해 어떤 인지 프레임들이 나타나는지 개념화하는 작업

을 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요 일간지 보도를 수집했다. 그 중 400개를 표본추출하여 뉴스 프레

임을 도출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개인 건

강 상의 위협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건강 위험 뉴스 프레임’, 

국내 원인을 특정하며 정책적, 기술적 대책을 제시하는 ‘국내 규제 뉴

스 프레임’, 그리고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발생하여 유입된다는 것과 외

교적 대처를 논하는 ‘중국 유입 뉴스 프레임’ ,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제시하는 ‘일상 관리 뉴스 프레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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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프레임을 토대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인지 프레임을 경험적으

로 도출하는 작업을 했다. 설문문항들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총 

4개의 인지 프레임을 구성했다. 국내의 정책적 규제나 기술 혁신이 미세

먼지 재해에 대한 효과적 대책이라고 이해하는 ‘국내 정책 인지 프레

임’ , 국내의 시설과 일상적 요인이 미세먼지 재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이해하는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이 도출됐다. 한편, 해외의 발생원

이 국내 미세먼지 재해의 주범이며, 미세먼지 재해의 건강 상의 위험성

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해 형식인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그리고 마

지막으로 개인적인 관리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이 나타났다. 인지 프레임들은 내용 

분석을 통해 드러난 뉴스 프레임과 내용과 구성상 유사성을 나타냈다.  

인지 프레임과 정서적 반응, 그리고 대응 행동의 관계를 가정하는 

데에 있어서 ‘인지 평가 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과 ‘귀인 

이론(attribution theory)’을 주로 참고했다. 두 이론을 근거로 각각의 

인지 프레임을 통해, 정서적 반응과 대응 행동 의향이 형성된다고 가정

했다. 인지 평가 이론과 귀인 이론에 따르면, 위에서 개념화한 인지 프

레임들은 불안과 분노를 유발한다.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과 ‘해외 

위험 프레임’은 위협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묻

거나 공격하는 행위를 통해 위협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을 형성하게 하

여 분노를 유발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해외 위험 인지 프

레임’은 미세먼지 재해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불안을 

동시적으로 유발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불안과 분노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되어 활발히 이용되어 온 척도들을 활용했다.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유방암 공포 척도’와 ‘에이즈 불안 설문 문항’을 번

역 및 일부 수정했다. 분노를 조작화하기 위해 김교헌(2000), 전소현 

등(2010) 그리고 유진아 외(2013)의 척도를 수정하여 활용했다.  

이 연구는 대응 행동을 변인으로 구성하기 위해 뉴스 프레임 분석에

서 사용된 신문 기사에서 드러난 대응 행동 사례들을 참고했다. 대응 행

동 사례들을 유형 별로 분류하고, 이를 행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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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여 대응 행동 변인을 조작화했다. 첫 번째, ‘사회적 참여 행동’

에 해당하는 국민청원, 집회 참여, 관련 단체 참여 등이 나타났다. 한편, 

‘정보 추구 행동’에 해당하는 사례로 미세먼지 농도 예보 확인, 관련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

적으로 활발히 행해지는 행동 유형으로 ‘관리 행동’의 사례들이 나타

났다.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청소와 같은 청결 유지, 그리고 건강 관

련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식품 섭취 방법 등이 도출됐다.  

기존 연구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통

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상정하고 검정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먼저, 뉴스 

이용도가 인지 프레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회귀식을 검정했다. 뉴스를 

이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국내 정책 인지 프레임’과 ‘해외 위험 인

지 프레임’이 강화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다음, 인지 프레임이 정

서적 반응에 주는 영향에 대해 검정했다. 그 결과, ‘국내 원인 인지 프

레임’은 분노에 영향을 주며,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은 불안에 유

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서적 반응이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분노는 ‘사회적 참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며, ‘불안’은 ‘정보 추구 행동’과 ‘관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연속 매개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뉴스 이용도’가 ‘국내 원인 인지 프레임’, 그리고 분노와 

매개되었을 때 ‘사회적 참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뉴스 이용도’가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 그리고 불안

과 매개되었을 때, ‘정보 추구 행동’과 ‘관리 행동’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스 이용도가 인지 프레임, 정서적 

반응, 그리고 대응 행동에 이르는 매개 효과에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 검

정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뉴스 이용도가 ‘국내 원인 인지 프

레임’이 분노와 결합하여 ‘사회적 참여 행동’에 주는 영향에 유의한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1 

4. 연구의 의의 

4-1. 연구의 이론적 의의 

이 연구의 이론적인 면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재난 재해에 대한 공중의 인식과 

반응, 그리고 대응 행동으로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정했다. 지금

까지 재난 재해에 대한 연구는 위험 인식과 정서적 반응을 같은 것으로 

보거나, 반응과 대응 행동을 분리하지 못했다. 앞의 이론적 검토 과정에

서 논의한 것과 같이, 감정 휴리스틱에 기반한 연구들은 위험 인식을 불

안, 분노, 공포와 같은 감정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재난 재해

를 경험하는 개인의 인식이나 반응, 대응을 이끄는 연속적인 맥락에 대

한 고찰이 부족했다.  

이런 한계에 대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재난 재

해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식, 반응 그리고 대응으

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발생한다고 논했다. 인지적인 판단이 이런 

과정을 주관하게 되며, 정서적 반응 또한 이런 맥락에서 나타나게 된다

는 것을 밝혔다. 불안이나 분노, 공포와 같은 정서는 단순히 느낌이나 

즉각적인 감정이 아니라 개인이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는 가운데 도출된

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인지 혹은 감정(affect)이나 느낌(feeling)을 

중심 개념으로 위험 인식을 이론화한 기존의 모형을 통합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로써, 공중의 위험 인식이나 반응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접

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위험 인식에 대한 접근 방법은 향후 유사한 위험 사례에 대

한 분석을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위험 인식은 단순히 대상의 위해 정도에 대한 판단이나 부정적인 느낌, 

기분이 아니라 위험성과 원인, 결과에 대한 서사적 이해 형식이기 때문

에, 위험 현상과 연관된 다양한 인식과 행동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그와 연관된 다른 위험 사례에 대한 인식과 대응 행동 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령,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적인 대처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인지 프레임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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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향후의 위험 사례에 대해서도 유사한 뉴스 프레임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으며, 인지 프레임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위

험 인식은 건강 위험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 사례나, 나아가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종합적이

며 서사적인 이해 형식은 정보 처리하는 효율적인 형식이가 때문이다

(Steen, 2005).  

또한, 이 연구는 사회 담론적 프레임과 개인의 인지적 과정에서 나

타나는 프레임을 연결하는 시도를 했다. 재난 재해에 대한 언론의 편향

적이거나 제한된 보도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Bennett, Calman, Curtis, & Fischbacher-Smith, 2010). 하지만, 기

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적인 양상을 기술하는 데에 그쳤다. 편

향된 보도 프레임의 사례를 밝히고, 이로 인해 문제적인 공중의 재난 재

해 반응 양상이 나타난다고 논설한 것이다. 프레임의 도출 방식 또한, 

위험성과 원인을 중심으로 한 내용에 국한하여 연역적으로 분석했다. 예

컨대, 페닝턴(Pennington, 2014) 등은 위험 사례나 요소의 사망과의 연

관성을 언급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가 경도화된 것을 프레임이

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는 보다 세분화된 단계에 걸쳐서 위험 사례

에 대한 언론의 보도 형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면밀하게 밝혔다. 위험

성에 대한 서사 형식이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것과 상대적이며 개개인에

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와 더불어,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의 조합에 따라 뉴

스 프레임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런 조합에 따라, 위험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며, 서로 다른 인식적인 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보도 프레임이 어떤 경로와 이유로 공중의 인식에 

수용되는지 인지적인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하나

의 문제적인 뉴스 프레임을 기술하며, 이런 내용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

아짐에 따라, 혹은 특정 프레임이 정서를 유발함에 따라 수용된다고 논

했다(Lecheler, Bos, & Vliegenthart, 2015; Pennington, 2014).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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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여러 가지의 뉴스 프레임이 동시에 다르게 나타나며, 이것이 있

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수용되어 인지 프레임

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뉴스 이용도가 높은 이들이 인지 프레

임이 강하게 나타나며, 네 가지 인지 프레임이 내용의 구성과 조합의 면

에서 뉴스 프레임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뉴스 프레임과 인지 프레임이 완전히 일치하

지 않기 때문에, 뉴스 프레임이 미세먼지 재해를 이해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인지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수용되고 변형되어 인지 프레임이 구성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 프레임’을 통해, 미세먼지 재해뿐만 아니라 위험 사건이나 

요소에 대한 공중의 이해 형식을 분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인식이 위험성과 원인,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대응책에 관

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내용

적인 면에서 상호배타적이면서 병렬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러한 이해 형식은 미세먼지 재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 현상에 

관한 공중의 인식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재해에 관한 인지 프레임이 위험성, 통제가능한 내부 원인과 그와 반대

되는 외부 원인 그리고 상반되는 대응 방식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혔기 떄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인 억압적 과정에서 

인지적인 극복 과정과 유사하다(Biggs, Brough, & Drummond, 2017). 

따라서, 이러한 형식이 다른 위험 사례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 재해의 개념을 소통 학제의 관점에서 재규정하고

자 했다. 기존의 사회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주되게 다루어진 재난 재

해 연구가 소통 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다. 또한, 오늘날 변화된 재난 재해의 양상에 맞게, 그 특성과 정의를 재

정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재난 재해는 자연 재해나 

인공 재해와 같이 가시적인 물리적 피해가 드러나는 위험 사건에 한정되

었다(Perry, 2007). 하지만, 오늘날 미세먼지 재해와 같은 환경 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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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은 재난 재해가 규정되는 데에 있어서, 가시적인 양상이 결정적이

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에 어떻게 각인되며, 다루어지는 가에 따

라 위험 사건이 재난 재해로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재난 재해의 특성은 위험 사건 자체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담

론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식되며 반응이나 대응이 나타나는지에 주

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재난 재해 연구에 있어서 소통 연구의 역

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 연구는 프레이밍 이론과 기존의 정서적 반응을 중

심으로 한 건강 행동 이론을 종합하여 실제 위험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기존의 위험 사례에 대한 연구들은 공중

의 인식과 행동을 별개로 보고, 이를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미흡했다. 

이로 인하여, 위험 사례에 대한 연구는 위험에 대한 대응 행동이 어떻게 

현상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재난 재해 

대응 행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응 행동이 개인이나 집단의 취약성이나 

사회적 자원의 보유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논했다(Paton, Smith, 

& Violanti, 2000). 하지만, 이 연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의 배경적인 요인보다 뉴스의 이용 정도나 이를 통해 형성

된 인지 프레임과 정서적 반응의 매개가 대응 행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재난 대응 행동 모형을 통해 언론 매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공중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4-2. 연구의 실천적 의의 

이 연구의 결과는 재난 대응이나 언론 보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먼저, 이 연구를 통해 환경 재해 보도의 역할에 

다시 고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것과 같이, 

재난 재해에 대한 보도는 단순히 공중의 왜곡된 인식에 그치지 않으며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911 미국 대테러 사

건’, 그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의 사례와 같이 일부 집단에 대

한 적대시와 소외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Olson, 2000; Jame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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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혹은 집단 불안, 사회적 공황과 함께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집

단 트라우마 현상으로 번지기도 한다(Wessely, 2000; Pennington, 

2014).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양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여러 차례 거론된 여론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확인된 미세먼지 재해의 실제 피해 정도에 

비해 공중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정도는 상당히 높다(한국갤럽, 2017). 

이런 현상이 불거진 데에는 이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표면적인 사실들만을 부각한 뉴스 프레임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도출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뉴스 프레임, 즉 해석적인 

이야기 구조는 젝코와 그의 동료들(Secko, Amend, & Friday, 2013)이 

지적한 과학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일부의 요인을 강조함으로

써 선정적(sensational)이며 지나치게 단순화된 부정확한 사실을 전달하

는 것이다. 환경 재해에 대한 과학 저널리즘은 이율배반적인 목표를 동

시적으로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과학

적이며 객관적인 사실을 심도 있게 전달하는 동시에 일반 공중의 과학 

지식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사안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야 하기 때문이

다(Secko, Amend, & Friday, 2013). 이로 인해, 한 사건에 대해 일부 

사실 만을 강조하거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위험성을 증폭하는 등 선정

적인 보도를 하게 된다. 이런 보도 양식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충된 과학 저널리즘의 목적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과학 저널리즘을 넘어서 환경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환

경 저널리즘 철학이 필요하다.  

앞의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미세먼지 재해는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며, 여러가지 요인이 교차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미세먼지는 늘 있

어온 물질이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졌다. 현재의 미세먼지 재해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유해물질로

부터 너무 다량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는 미세먼지의 크기나 신체에 대한 침입성을 강조하는 등, 미세먼지

의 진정한 해악성과 다소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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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환경적인 차원의 진실성이 단순한 위험 사건의 사실성과 다

르다는 것을 보여준다(Carolan & Bell, 2003). 언론의 보도가 이러한 부

분적인 단순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대처 방

법이나 단편적인 정책적 대처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은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강조한 것과 같이 미세먼지 재해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산 소비 절감을 통한 환경 파괴 회복과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환경 재해 보도는 이러한 총체적인 환경 서사를 전달하

는 데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공중의 재난 인식과 반응에 대한 새

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검

토하는 과정에서 논했던 것처럼, 다수의 위험 연구는 공중의 재난 재해 

인식과 반응에 대해 폄하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공중의 인식은 객관

적이지 않으며, 이에 대응하는 행동 또한 공황이나 반사회적 행동 등 문

제적인 양상이 많다는 것이다(Tierney, 2006). 하지만, 이 연구는 공중

이 재난 재해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인식과 반응, 

그리고 대응 행동이 도출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재난 

재해에 대한 대응 행동이 단순히 분노나 불안과 같은 정서에 의한 표출 

행동이 아니다. 기존의 관점에서는 시위나 위생 관리와 같은 행동들 또

한 정서 표출이나 신경증적인 반응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행동들이 재난 재해에 대한 하나의 이해 방식으

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현재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 가

지 행동 유형을 살펴봤다. 그 결과, 미세먼지 재해가 해외에서 유래되었

으며 건강 상의 중대한 위해를 입힌다는 이해 형식을 가진 이들이 불안

을 느껴, 정보 추구 행동이나 관리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아

울러, 미세먼지 재해가 국내의 요인에서 기인했으며, 분노를 느끼면 미

세먼지 재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참여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행동의 양상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방식으로 인해 비롯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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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재난 재해 양상을 공중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위험 사례나 요소의 위험성에 관한 

단순 사실을 알리기 보다는 구체적인 원인과 이에 대한 어떤 노력이 필

요한지에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재난 재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공공 

소통 역할을 다시 고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상청, 환경부 등 중앙 정부의 부처나 전문가 집단이 공중을 일방적으

로 이끄는 위계적인 체계가 발동했다. 위험 사건이 재난인지 아닌지, 그

리고 피해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통보하고 매뉴얼에 의한 대처 방법을 

하달하는 것이다. 공중의 인식이나 반응, 그리고 행동 또한 통제의 대상

으로 봤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중은 주위의 정보를 

통해 재난 재해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

양한 행동을 주도적으로 실행한다(Tidball, & Krasny, 2012). 미세먼지 

재해가 의제화되고 재난으로 규정된 데에도 일반 공중의 의식 발달과 조

직적인 문제제기가 기여했다. 이런 변화는 오늘날 재난 재해의 성격 및 

공중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난 재해에 관한 공

공 소통 또한 일방적이며 위계적인 통보와 지시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

들의 소통과 참여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재설계돼야 한다.  

 

5.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과 반응, 그리고 대응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으나, 많은 한계점을 가진다. 뉴스 프레임과 인

지 프레임의 개념화의 과정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인지 프레임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해석적 형식이라고 했다. 미세

먼지의 위험성이나 발생 관계에 대한 고정된 설명 내지는 이야기 방식이

라고 논했다. 하지만, 이런 프레임의 개념에 대해 신념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가해질 수 있다. 이 연구에 제시되는 프레임이란 미세

먼지 재해에 대한 여러 가지 서술들을 한데 묶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데, 캐처토리와 그의 동료들(Cacciatore, Scheufele, & Iyenga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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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레임이 단순한 내용을 넘어서, 어떤 생각을 야기하는지에 따라 프

레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프라이스와 그의 동료들(Price, Tewksbury, 

& Powers, 1997) 또한 프레임의 이런 기능을 강조한다. 어떤 상황에 

대해 특정한 판단에 이르게 하는 것이 프레임이라고 논했다. 이 연구에

서 제시되는 인지 프레임 또한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하나의 독립된 이

해 형식이라는 점에서 프레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아울러, 상호배타

적이며 병렬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신념의 조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령, 미세먼지 재해가 국내 원인에서 기인한다는 인지 프레임

을 가진 이들은 반대되는 해외 위험 인지 프레임‘을 가질 가능성이 낮

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코프만(Goffman, 1974)의 개인의 인지적, 지각적 틀로서의 

프레임 혹은 존스턴(Johnston, 1995) 인지적 윤곽(cognitive 

schemata)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들은 이러한 형식을 통해 개인이 사건

이나 현상들을 여과하여 이해하기 때문에, 이를 프레임이라고 했다. 아

울러, 이런 프레임이나 윤곽은 비슷한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사한 

인식과 행동이 도출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현상의 

문제와 적절한 해결방식에 대한 판단이 이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구성된 인지 프레임 또한 현상의 원인이나 대책에 대한 하

나의 총체적인 이해 형식이기 때문에, 인지적인 틀 혹은 윤곽이라고 주

장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과 행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신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러한 이해 형식

은 다른 위험 사례에서도 재생산될 수 있다. 예컨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 ‘개인 대처 인지 프레임’을 가진 이들은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대처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보 추구 행동과 관리 행동 간의 차이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행동 모두 ‘해외 위험 인

지 프레임’과 불안이 매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어떤 

변인의 영향으로 정보 추구 행동과 관리 행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밝히지 못한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재난 재해 행동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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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보 추구 행동과 관리 행동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찾기 위해 제반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

히, 건강 의식(health consciousness)이나 건강 자아효능감(health 

self-efficacy)와 같은 건강 관련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다. 이런 변인들은 인지 프레임이나 정서적 반응 보다 정보 추구 행동이

나 관리 행동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많은 연구들이 개인이 

건강에 대해 신경 쓰는 정도가 높을 수록 건강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Dutta-Bergman, 2004; Jayanti, & 

Burns, 1998). 게다가, 관리하는 만큼 자신이 건강해질 것이라는 건강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관리 행동을 활발히 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Schwarzer, & Renner, 2000). 이러한 변인들이 정보 추구 행동과 관

리 행동의 차이를 가르는 지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탐구해야 한다.  

분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 혹은 문제점은 내용 분석을 정석적인 

방법으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간과 비용 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이 연구는 연구자의 코딩 결과만으로 프레임 분석을 실시했다. 향후, 유

사한 분석을 하려는 이들은 두 명 이상의 코더를 섭외하여 코더들의 분

석 결과를 합치는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 분석 결과의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미흡한 점은 인지 프레임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행한 내용 분석이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분석 

유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언론 보도 내용을 수동 분석하는 전통적인 내

용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이런 방법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며, 작위

적으로 결과가 도출될 위험성이 있다(이준웅, 김성희, 2018). 이런 내용 

분석을 보다 객관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 주제 모형(topic 

modeling)’과 같이 데이터를 기반(data-based)으로 하는 자동화된

(automatized)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이준웅과 김성희(2018)는 같은 

미세먼지 재해 관련 보도 3636건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주제 모형’ 

방법을 통해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연구와 달리 ‘일상 환

기 프레임’이 도출됐으며, 위험성을 강조하거나 일부 요인을 강조하는 

프레임들 또한 구체적인 내용 측면에서 이 연구의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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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미세먼지 재해 사례만을 다루어 일반화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적인 프레

임이나, 인식과 반응, 그리고 대응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

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에 나타난 국내의 환경 재해의 사례들

은 이 연구로 도출된 모형이 다른 사례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예컨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관해서 언론이 살균 물질의 위

험성을 강조하거나, ‘옥시(Oxy)’와 같은 일부 기업의 책임 만을 강조

하는 보도 형식이 나타났다(이정훈, 외, 2016). 이 연구에서 드러난 뉴

스 프레임들의 양식을 정확히 따르지는 않지만,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일상에 만연하다고 강조하거나 그것의 치명적인 위해성을 과장하

는 형식, 그리고 한정된 요인에 책임을 전과하는 언론 보도의 프레임이 

나타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밝힌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 반응, 그리고 대응의 체

계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례들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난 재해 연구들은 이런 체계에 대해 개별 사례들을 위주로 연구해 왔

다. 이로 인해, 범용 가능한 모형을 도출하는 데에 실패했다. 이 연구에

서 도출된 결과를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다른 재난 재해 사례

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의 사례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근래의 환경 재해와 그에 파생하여 일어

나고 있는 사회 현상들은 이런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예컨대, ‘생

리대 유해물질 파동’이나 ‘라돈 침대 파동’과 같은 사건들은 환경 재

해에 대한 공중의 인식이 틀지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반응과 대응 행동 

또한 정형적인 형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이론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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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뉴스 내용 분석 코드북 

 

영역1. 위험성 

R1. 미세먼지가 야기할 수 있는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호흡기계 경

미성 질환과 그 증상에 대한 내용  

없다. = 0 

있다. = 1 

예시) 

안과계 질환 알러지, 알레르기, 가려움, 가려움증, 뻑뻑함, 안구건조

증, 결막염, 각막염, 안과 질환, 안질환 

피부과계 질환 알러지, 알레르기, 아토피, 가려움, 가려움증, 여드름, 

피부 트러블 

이비인후과계 

질환 

가래, 기침, 콧물, 코막힘, 코딱지, 감기 등 감기 증상, 

비염, 인후염, 인후통, 축농증, 급성기관지염, 기관지염, 

기관지점막염, 인후염, 인후통 

호흡기계 질환 호흡기질환, 호흡기계 질환, 호흡곤란, 숨막힘 

주1) 제외 사항: 단순 피로나 불편감, 질환으로 분류될 수 없는 신체 이

상에 관한 내용. 

Ex) - 피로, - 증후군, 피부 건조, 피부 노화, 주름, 피지 

주2) ‘천식’과 ‘후두암’, ‘갑상선암’ 등 모든 암은 ‘R2 중증 질

환’에 코딩할 것 

 

R2. 미세먼지가 야기할 수 있는 중증질환(심장, 심혈관, 뇌, 암 등)에 

대한 내용 

없다. = 0 

있다. = 1 

예시) 

폐 관련 질환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손상, 만성폐질

환, 폐렴, 진폐증, 패혈증 

심장, 심혈관계 

질환 

심근경색, 심장마비, 심정지, 심혈관계 질환 

뇌관련 질환 뇌졸중, 뇌중풍 

암 폐암, 후두암, 암, 암덩어리, 암세포 

 

주1) 제외 사항: 단순 기능 이상 및 손상, 피로, 증후군 등 질환이 아닌 

신체 이상 

 Ex) – 기능 손상, - 기능 저하, - 기능 축소, - 증후군 

주2) ‘발암물질’은 ‘R4 유해물질’에 코딩할 것 

 

R3.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에 관한 내용 

없다. = 0 



 

 259 

있다. = 1 

예시)  

사망  사망, 사망률, 조기사망, 사망자, 목숨을 잃는다, 죽는다, 죽음 

 

R4. 미세먼지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내용 

없다. = 0 

있다. = 1 

예시) 

감염성 세균, 바이러스 

독성 독성가스, 독성물질, 중금속, 황산화물, 수은, 금속화합물,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질소산화물, 카드뮴, 아황산 가

스, 오염물질, 석탄회, 오존 

유발성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 1군 발암물질, 비스페놀A 

주) 제외 사항: ‘초미세먼지’ , ‘극미세먼지’ , ‘비산먼지’ , ‘먼

지’, ‘분진’, ‘황사’와 같이 미세먼지와 결국 같은 물질에 대한 내

용. 

 

R5. 미세먼지의 신체 침입 능력과 영향력에 대한 언급 

없다. = 0 

있다. = 1 

예시) 

폐포 침투, 폐포 흡착, 모세혈관 침투, 허파꽈리 흡착, 혈관 침투, 혈관 

침입, 모공 침투 

 

 

영역2. 원인 

C1. 미세먼지 재해 원인으로서 국내의 시설에 대한 언급 

없다. = 0 

있다. = 1 

예시) 

공장, 사업장, 발전소, 발전시설, 석탄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화력발전, 

화력발전소 

주1) 제외 사항: 국내 탄광 시설에 대한 내용.  

주2) 국내의 시설에 대한 언급인지 국외의 시설에 대한 언급인지 주의

를 기울여 코딩할 것.  

Ex)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와 같은 경우 

‘C3 해외 유입 원인’에 코딩 

 

C2.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으로서 국내의 운송 수단에 대한 언급 

없다. = 0 

있다. = 1 

예시) 

경유차, 노후경유차, 노후차, 경유택시, 디젤차, 디젤차량, 화물트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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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버스, 배기가스, 매연 

주1) 미세먼지와 관계가 없거나 미세먼지를 줄이는 차종을 혼동하여 코

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Ex) 중고차, 증유, 등유, 휘발유, 클린 디젤 차량 

주2) 국내의 운송 수단에 대한 내용인지, 해외의 운송 수단에 대한 내용

인지 주의를 기울일 것.  

Ex) “베이징발 스모그의 60% 이상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유래

….”와 같은 경우 ‘C3 해외 유입 원인’에 코딩 

 

C3.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으로서 해외 유입 요인에 대한 언급 

없다. = 0 

있다. = 1 

예시) 

중국, 중국발, 베이징발 스모그, 몽골, 내몽고, 고비사막, 북한, 네이멍구 

 

C4.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으로서 국내의 일상적 요인에 대한 언급  

없다. = 0 

있다. = 1 

예시) 

고등어, 고등어구이, 고깃집, 고기구이, 고기구이집, 요리, 주방, 음식조

리, 조리, 부엌, 이불털기, 

직화구이, 삼겹살, 음식점 

 

 

영역3. 대책 

M1.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마스크에 대한 언급 

없다. = 0 

있다. = 1 

예시) 

마스크, 황사 마스크, KF94, KF80, N95 

 

M2.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외출 자제에 대한 언급 

없다. = 0 

있다. = 1 

예시) 

외출 자제, 외출 삼가, 야외활동 자제, 실외 활동 자제 

주) 제외 사항: 실외 활동 자제에 대한 내용 없이, 실내 활동을 강조하

는 내용 

Ex) 실내 운동, 런닝머신, 실내 체조 

 

M3.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기 정화에 대한 언급 

없다. = 0 

있다. = 1 



 

 261 

 

예시) 

공기 정화, 공기정화기, 공기정화 식물, 산세베리아, 스투키, 고무나무, 

스킨답서스,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장 

치 

주) 제외 사항: 공기 정화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식물 재배, 원예 활동에 

대한 언급 

 

M4.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청결 유지에 대한 언급  

없다. = 0 

있다. = 1 

예시) 

환기, 물걸레질, 물청소, 물분사 

주) 제외 사항: 청소기, 진공청소기 

 

M5.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인적인 위생 관리에 대한 언급 

없다. = 0 

있다. = 1 

예시) 

구강청결제, 구강청정제, 생리식염수, 소금물, 양치질, 인공눈물, 손씻기, 

코 세척 

 

M6.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인적인 섭취(음식물, 영양제, 한약재 

등)에 대한 언급 

없다. = 0 

있다. = 1 

예시) 

식품 녹차, 도라지, 홍삼, 물, 녹차, 배, 수분, 수분섭취, 수세미, 배도

라지, 미역, 해조류, 클로 

렐라, 오미자, 브로콜리, 미나리, 삼겹살 

영양

제 

비타민, 비타민D, 비타민B,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 루테인, 엽록

소 

한약

재 

맥문동, 청폐고, 청폐탕 

주) 제외 사항: 처방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전문의료 및 치료행위 

Ex) 항히스타민제, 레이저 치료 

 

M7.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내 시설 규제, 저감 정책에 대한 언

급 

없다. = 0 

있다. = 1 

예시) 

가동중단, 비상저감조치, 저감장치, 저감대책, 저감시설, 배출허용기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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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배출허용기준치 인 

하, 긴급재난, 발전소 폐쇄, 집진설비, 집진시설, 셧다운제 

주) 국외 시설에 대한 정책인지 국내에 대한 것인지 코딩할 때 주의를 

기울일 것.  

Ex) “중국 정부는…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 ‘0’으로 

코딩할 것.  

 

M8.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내 운송 수단 관련 정책에 대한 언

급 

없다. = 0 

있다. = 1 

예시) 

경유값 인상, 유류세, 유류세 인상, 절감대책, 탄소포인트 제도, 경유차 

폐차 지원금, 환경분담금, 경유차 수도권 진입 금지 

주) 국외 운송 수단에 대한 정책인지 국내에 대한 것인지 코딩할 때 주

의를 기울일 것.  

Ex) “…노후경유차에 대해 파리 시내 진입 금지를…”, ‘0’

으로 코딩할 것.  

 

M9.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친환경 자동차 신기술에 대한 언급 

없다. = 0 

있다. = 1 

예시) 

대체연료, 수소전기차, 전기차, EV, 전기자동차,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주1) 제외 사항: 휘발유, 가솔린, 가솔린 차, 클린 디젤 

주2) 국외의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은 제외할 것. 

 Ex) “중국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0’으로 코딩할 것.  

 

M10.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신에너지 개발, 구축에 대한 언급 

없다. = 0 

있다. = 1 

예시) 

기후에너지,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에너지,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 LNG, CNG 

주) 국외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은 제외할 것. 

 Ex)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 ‘0’으로 코딩할 것.  

 

M11.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제적인 협력이나 외교 정책에 

대한 언급 

없다. = 0 

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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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공동연구, 공동조사, 중국 손해배상, 유엔회의, 환경협약, 기후변화협약, 

녹색기후기금, 한중일 장관회의, 환경 외교, 유엔 문제 채택, 동북아환경

협력계획(NEASPEC), 동북아 대기오염 원탁회의, 유엔해양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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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뉴스 표본 50개에 대한 표면 내용 분석 

 

 절대적 위험성 위험 가능성 원인 대책 

1 기침, 감기   공기청정기 

2 호흡기 질환   외출 자제 

3   중국발 스모그, 양

꼬치 구이 
 

4 치매, 기억력 감퇴    

5 
1급 발암물질, 조기 

사망 
 중국발 스모그, 고

등어 

마스크 착용, 외출

을 피하는 

6 암 발생률, 사망  북서풍, 베이징발, 

가스렌지 
 

7   중국  

8 중증 호흡기 질환 
혈관 침투, 허파꽈

리 흡착 
중국발 스모그 외출을 삼가는 

9   석탄화력발전소, 노

후경유차, 중국 
 

10 발암물질  고등어  

11 중금속    

12 아토피 피부염    

13 가려움, 발진 
음식 조리, 이불 털

기 
음식 조리  

14   고등어  

15   발전소, 디젤, 고등

어 
 

16  실내 공간, 매일 고깃집  

17 
결막염, 결핵, 암, 

세균, 바이러스 
 주방 

공기청정기, 물, 녹

차, 오메가3 

18    디젤 연료 가격 인

상 

19   요리 환기 

20   고등어  

21   내몽고  

22   노후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23   중국  

24 
호흡기 질환, 뇌졸

중 
  마스크 착용, 의류

관리기 

25   화력 발전소 가동중단 

26   디젤차  

27    대체 에너지, LNG 

28    공기 청정기 

29 

아토피,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뇌

졸중, 후두암, 폐암 

혈관벽, 폐포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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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급 발암물질, 중금

속, 세균 
 중국  

31   노후 발전소, 경유

차, 음식조리 
비상저감조치 

32   베이징 스모그  

33 휘발성 유기 화합물    

34 

호흡기 질환, 뇌졸

중, 심혈관질환, 치

매, 소아장애, 폐암, 

혈액암, 조기사망 

   

35 

천식, 발암물질, 조

기사망, 질소산화물, 

중금속, 바이러스 

폐포 흡착   

36   산업 시설, 자동차, 

가정 내 
공기청정기 

37 천식    

38    경유 상대가 조정 

39   중국, 내몽고  

40    공기청정기 

41 뇌질환    

42 
기침, 후두염, 폐질

환 
  마스크 착용 

43   중국발 스모그  

44 질소산화물  노후 발전소  

45 바이러스, 세균   외출 자제 

46   공장, 중국  

47 알레르기   마스크 착용 

48    마스크, 외출 삼가

야 

49   중국발 스모그 한중 공동 조사 

50 휘발성 유기 화합물   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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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 조사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위험 

인식과 정서적 반응, 대처 행동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

성희입니다. 저는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미세먼지 재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조사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평소 귀하의 생각과, 느낌, 그리

고 귀하가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설문합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

의 답변은 통계적으로 처리되며, 귀하의 인적사항과 응답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

다. 귀하의 답변은 이 연구 뿐 만 아니라 향후 연구와 정책 기획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일 

연구책임자 김성희 올림. 

코드: 00AA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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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는 미세먼지가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설문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에 동그라미 

혹은 ‘V’ 표시를 해주십시오. (11 문항) 

매우 그렇다. = 7, 상당히 그렇다 = 6, 다소 그렇다. = 5, 보통이다. = 4, 

다소 아니다. = 3, 대체로 아니다. = 2, 전혀 아니다. = 1, 잘 모르겠다 

= 8 

 

1) 미세먼지를 다량, 장기간 흡입할 경

우, 뇌졸중 등 중증 질환이 유발될 수 있

다. 

1      2      3      4      

5      6      7      8 

2) 미세먼지를 다량, 장기간 흡입할 경

우, 암이 발병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3) 미세먼지를 다량 장기간 흡입할 경우, 

치매 등의 난치성 질병이 발병할 수 있

다. 

1      2      3      4      

5      6      7      8 

4) 미세먼지에 다량 장기간 노출 될 경

우, 조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1      2      3      4      

5      6      7      8 

5) 미세먼지를 다량, 장기간 흡입할 경

우,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이 발병

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6) 소아가 미세먼지에 다량 장기간 노출

될 경우, 발달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1      2      3      4      

5      6      7      8 

7)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유입 시, 바

로 혈관에 침투하여 신체를 손상시킬 수 

있다. 

1      2      3      4      

5      6      7      8 

8) 미세먼지는 호흡기, 피부, 안구 등에 

흡착하여 체내에 흡수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음식 조리나 이불 털기와 같은 일상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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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에서도 유해한 미세먼지가 다량 

생성될 수 있다.  

5      6      7      8 

10) 집, 사무실, 자동차 안 등 일상의 생

활공간에서도 유해한 미세먼지가 다량 있

을 수 있다.  

1      2      3      4      

5      6      7      8 

11) 기타(귀하가 생각하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주관식으로 서술해주

십시오.) 

 

 

 

 

 

1.2. 귀하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설문 문항에 제시되는 원인들을 보고, 그것이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에 동그라미 혹은 ‘V’ 

표시를 해주십시오. (9 문항) 

매우 크다. = 7, 상당히 크다. = 6, 다소 크다. = 5, 보통이다 = 4, 다소 

작다 = 3, 대체로 작다. = 2, 매우 작다. = 1, 잘 모르겠다. = 8 

1) 국내 노후 경유 차량 1      2      3      4      5      

6      7      8 

2)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1      2      3      4      5      

6      7      8 

3)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 1      2      3      4      5      

6      7      8 

4) 국외 석탄 발전 및 산업화 1      2      3      4      5      

6      7      8 

5) 음식 조리, 고등어 구이 1      2      3      4      5      

6      7      8 

6) 국외 인접 지역(유라시아 동북

부)의 사막화, 녹지 축소 

1      2      3      4      5      

6      7      8 

7) 국내 공장 및 산업 시설 1      2      3      4      5      

6      7      8 

8) 인접 국가 발 스모그 1      2      3      4      5      

6      7      8 

9) 기타(귀하가 생각하시는 미세먼지 재해의 원인을 주관식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269 

 

 

 

 

2.1. 귀하는 평소 미세먼지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았던 지난 세 달(3, 4, 5 월)을 떠올리며, 다음 설문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에 동그라미 혹은 ‘V’ 표시를 

해주십시오. (20 문항) 

매우 그렇다. = 7, 상당히 그렇다. = 6, 다소 그렇다. = 5, 보통이다. = 

4, 다소 아니다. = 3, 대체로 아니다. = 2, 전혀 아니다. = 1, 잘 

모르겠다. = 8 

 

1) 미세먼지가 많이 낀 날, 짜증이 

난다. 

1      2      3      4      5      

6      7      8 

2) 미세먼지가 많이 낀 날, 외출을 

해야할 때 신경질이 난다. 

1      2      3      4      5      

6      7      8 

3)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 착

용을 하지 못할 때 짜증이 난다. 

1      2      3      4      5      

6      7      8 

4)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를 

챙기지 못하거나 잃어버리면 속상

하다. 

1      2      3      4      5      

6      7      8 

5)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 할 때, 짜증이 난다. 

1      2      3      4      5      

6      7      8 

6) 미세먼지가 문제가 점점 심해지

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1      2      3      4      5      

6      7      8 

7)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의 대처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

서 화가 난다. 

1      2      3      4      5      

6      7      8 

8)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열받는다. 

1      2      3      4      5      

6      7      8 

9) 미세먼지 발생 원인(중국발 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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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그,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대해 

생각하면 화가 난다. 

6      7      8 

10) 미세먼지가 많은 곳(공사장 

등)을 지날 때 짜증이 난다. 

1      2      3      4      5      

6      7      8 

11) 나도 모르게 미세먼지를 흡입

하고 있을까 봐 속상하다. 

1      2      3      4      5      

6      7      8 

12)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하는 곳

(건설현장, 발전소, 식당 등)을 보

면 속상하다. 

1      2      3      4      5      

6      7      8 

13) 미세먼지 문제를 야기하는 이

(사업자, 노후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해 생각하면 화가 난다. 

1      2      3      4      5      

6      7      8 

14) 미세먼지로 인한 나의 사회, 

경제적 비용(건강관리비용 등)을 

생각하면 속상하다. 

1      2      3      4      5      

6      7      8 

15)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 

1      2      3      4      5      

6      7      8 

16) 내가 모르는 사이 미세먼지가 

체내로 유입될까 봐 신경질이 난다. 

1      2      3      4      5      

6      7      8 

17) 나의 일상 생활공간(집, 사무

실 등)에 미세먼지가 많을 까봐 짜

증이 난다. 

1      2      3      4      5      

6      7      8 

18)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작

업(청소, 환기, 공기청정기 가동 

등)을 할 때 속상하다.  

1      2      3      4      5      

6      7      8 

19)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일상활동

(음식 조리, 먼지털이 등)을 해야 

할 때, 짜증이 난다. 

1      2      3      4      5      

6      7      8 

20) 미세먼지로 인해 나에게 치명

적인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고 생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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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면, 열 받는다. 

 

2.2. 귀하는 평소 미세먼지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았던 지난 세 달(3, 4, 5 월)을 떠올리며, 다음 설문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에 동그라미 혹은 ‘V’ 표시를 

해주십시오. (20 문항) 

매우 그렇다. = 7, 상당히 그렇다. = 6, 다소 그렇다. = 5, 보통이다. = 

4, 다소 아니다. = 3, 대체로 아니다. = 2, 전혀 아니다. = 1, 잘 

모르겠다. = 8 

 

1) 미세먼지가 많이 낀 날, 불안함

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2) 미세먼지가 많이 낀 날, 외출 할 

때 긴장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3)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1      2      3      4      5      

6      7      8 

4)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를 

챙기지 못하거나 잃어버리면 초조

해진다. 

1      2      3      4      5      

6      7      8 

5)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지 못할 

때, 불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6)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7)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해질까 

봐 두렵다. 

1      2      3      4      5      

6      7      8 

8)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

편해질까 봐 걱정된다. 

1      2      3      4      5      

6      7      8 

9)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까 봐 염려된다. 

1      2      3      4      5      

6      7      8 

10) 미세먼지가 많은 곳(공사장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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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날 때 긴장감을 느낀다. 6      7      8 

11) 미세먼지가 많은 곳을 가야할 

때 불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12) 나의 일상 생활공간(집, 사무

실 등)에 미세먼지가 많을까 봐 염

려된다. 

1      2      3      4      5      

6      7      8 

13)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작

업(청소, 환기, 공기청정기 가동 

등)을 하지 못하면 불안함을 느낀

다. 

1      2      3      4      5      

6      7      8 

14)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일상활동

(음식 조리, 먼지털이 등)을 할 때, 

긴장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15) 나도 모르게 미세먼지를 흡입

하고 있을까 봐 염려된다. 

1      2      3      4      5      

6      7      8 

16) 내가 모르는 사이 미세먼지가 

체내로 유입될까 봐 걱정된다. 

1      2      3      4      5      

6      7      8 

17) 나도 모르는 사이,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이 발달하고 있을 까봐 

염려된다. 

1      2      3      4      5      

6      7      8 

18) 미세먼지가 야기할 수 있는 질

병들(뇌졸중, 암 등)을 생각하면, 

겁이 난다. 

1      2      3      4      5      

6      7      8 

19) 미세먼지로 인해 치명적인 질

병에 걸릴 까봐 두렵다. 

1      2      3      4      5      

6      7      8 

20) 미세먼지가 나의 전반적인 건

강을 해칠 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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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귀하는 평소에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하

셨습니까? 다음 설문 문항에서 해당하는 행동의 정도나 행동 의사 정도

에 동그라미 혹은 ‘V’ 표시를 해주십시오. (9 문항) 

행동 정도: 매우 적극적이다. = 7, 상당히 적극적이다. = 6, 다소 

적극적이다. = 5, 보통이다. = 4, 다소 소극적이다. = 3, 매우 

소극적이다. = 2, 거의 안한다. = 1, 잘 모르겠다 = 8 

행동 의사 정도: 매우 하고 싶다. = 7, 상당히 하고 싶다. = 6, 다소 

하고 싶다. = 5, 보통이다 = 4, 다소 하기 싫다. = 3, 상당히 하기 싫다. 

= 2, 절대 하기 싫다. = 1, 잘 모르겠다 = 8 

 

1) 미세먼지 문제 대책 촉구를 위

한 국민 청원 

행동 정도 

1      2      3      4      5      

6      7      8 

행동 의사 정도 

1      2      3      4      5      

6      7      8 

2) 기부 및 후원(예, 환경단체 정

기 후원) 

행동 정도 

1      2      3      4      5      

6      7      8 

행동 의사 정도 

1      2      3      4      5      

6      7      8 

3) 미세먼지 문제 대책 촉구를 위

한 서명운동 

행동 정도 

1      2      3      4      5      

6      7      8 

행동 의사 정도 

1      2      3      4      5      

6      7      8 

4) 환경 NGO 혹은 미세먼지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시민참여(예, 지역 

간담회 혹은 홍보 행사 참여) 

행동 정도 

1      2      3      4      5      

6      7      8 

행동 의사 정도 

1      2      3      4      5      

6      7      8 

5) 미세먼지 문제 대책 촉구를 위

한 시위 

행동 정도 

1      2      3      4      5      

6      7      8 

행동 의사 정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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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6) 환경 NGO 혹은 미세먼지 관련 

단체 및 기관 자원봉사(예, ‘생명

의 숲’ 운동 참여) 

행동 정도 

1      2      3      4      5      

6      7      8 

행동 의사 정도 

1      2      3      4      5      

6      7      8 

7) 미세먼지 문제 대책 촉구를 위

한 법적 대응 활동 참여(예, 한국, 

중국 정부 대상 공동 손해배상 소

송) 

행동 정도 

1      2      3      4      5      

6      7      8 

행동 의사 정도 

1      2      3      4      5      

6      7      8 

8) 환경 NGO 혹은 미세먼지 관련 

단체 및 기관 회원 활동 

행동 정도 

1      2      3      4      5      

6      7      8 

행동 의사 정도 

1      2      3      4      5      

6      7      8 

9) 기타(귀하가 경험했거나, 하고자 하는 미세먼지 재해 대처를 위한 사

회적 활동을 주관식으로 서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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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귀하는 평소에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계십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 세 달 간(3, 4, 5 월)을 떠올리며, 다음 설

문 문항에서 해당하는 행동의 빈도와 정보원의 유형에 동그라미나 

‘V’ 표시를 해주십시오. 정보원에 대한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7 

문항) 

매우 자주 한다(1일 1회 이상). = 7, 상당히 자주 한다(일주일 2, 3회 

이상). = 6, 자주 하는 편이다(일주일 1회 정도). = 5, 보통이다(한 달 

수 회). = 4, 가끔 한다(한 달 1, 2회 정도). = 3, 거의 안한다(한 달 1

회 이하). = 2, 전혀 안한다 = 1, 잘 모르겠다. = 8 

 

1) 미세먼지 농도 확인 1      2      3      4      5      

6      7      8  

1-1)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정보원(source)? 

1 종이 신문(   )  2 인터넷 뉴스

(   )  3 인터넷 포털(   )  4 

TV(   )  5 라디오(   ) 6 어플리

케이션(   )  7 소셜미디어(   )  

8 기타 모바일 콘텐츠(   )  9 도

서 및 잡지(   )  10 논문(   ) 

11 기타(   ) 

2) 미세먼지 재해 관련 소식 확인 1      2      3      4      5      

6      7      8 

2-1) 미세먼지 재해 관련 소식 확

인 하기 위해 이용하는 정보원

(source)?  

1 종이 신문(   )  2 인터넷 뉴스

(   )  3 인터넷 포털(   )  4 

TV(   )  5 라디오(   ) 6 어플리

케이션(   )  7 소셜미디어(   )  

8 기타 모바일 콘텐츠(   )  9 도

서 및 잡지(   )  10 논문(   ) 

11 기타(   ) 

3) 미세먼지 재해 예방 및 대처(위

생관리, 건강관리 등) 정보 수집 

1      2      3      4      5      

6      7      8 

3-1) 미세먼지 재해 예방 및 대처 1 종이 신문(   )  2 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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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건강관리 등) 정보 수집 

위해 이용하는 정보원(source)? 

(   )  3 인터넷 포털(   )  4 

TV(   )  5 라디오(   ) 6 어플리

케이션(   )  7 소셜미디어(   )  

8 기타 모바일 콘텐츠(   )  9 도

서 및 잡지(   )  10 논문(   ) 

11 기타(   ) 

4) 기타(귀하의 미세먼지 관련 정보 수집 활동과 이용하는 정보원을 주

관식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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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귀하는 평소에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

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 세 달 간(3, 4, 5 월)을 떠올리며, 다

음 설문 문항에 해당하는 행동의 빈도를 가리키는 숫자에 동그라미나 

‘V’ 표시를 해주십시오.(8 문항) 

매우 자주 한다(1일 1회 이상). = 7, 상당히 자주 한다(일주일 2, 3회 

이상). = 6, 자주 하는 편이다(일주일 1회 정도). = 5, 보통이다(한 달 

수 회) = 4, 가끔 한다(한 달 1, 2회 정도). = 3, 거의 안한다(한 달 1

회 이하). = 2, 전혀 안한다. = 1, 잘 모르겠다. = 8 

 

1) 미세먼지가 많이 낀 날 마스

크 착용 

1        2        3        4        

5        6      7        8 

2) 미세먼지가 많이 낀 날 외출 

자제 

1        2        3        4        

5        6      7        8 

3) 위생 관리(손 씻기, 가글링 

등) 

1        2        3        4        

5        6      7        8 

4) 음식물 섭취를 통한 건강 관

리(예, 홍삼, 녹차, 미역, 도라지 

등) 

1        2        3        4        

5        6      7        8 

5) 건강 보조 영양제 혹은 약물 

복용(클로렐라 등) 

1        2        3        4        

5        6      7        8 

6) 청소 1        2        3        4        

5        6      7        8 

7) 환기, 공기 정화(공기청정기, 

공기정화식물 등) 

1        2        3        4        

5        6      7        8 

8) 기타(귀하의 미세먼지 대처, 관리 행동을 주관식으로 서술해주십시

오.) 

 

 

 

5. 귀하의 배경에 대한 해당 사항에 동그라미 혹은 ‘V’표시를 해주십

시오.(6 문항)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 ① 남자(    ),    ②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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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

니까?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대(    )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축수산/광업                          

(    ) 

② 자영/판매업(종업원 4인 이하 사업

장)    (    ) 

③ 서비스직(미용사, 조리사, 도우미 

등)     (    ) 

④ 노무직(미화원, 퀵서비스 등)             

(    ) 

⑤ 기능직(운송업, 정비공, 공장 생산 

등)    (    ) 

⑥ 사무직(일반사무원, 영업사원, 비서, 

6급이하 공무원)                                     

(    ) 

⑦ 전문직(의사, 대학교수, 변호사 등)       

(    ) 

⑧ 기술전문직(IT전문가, 건축가 등)         

(    ) 

⑨ 경영관리직(대기업 과장 이상, 5급공

무원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경영자 등)                               

(

    ) 

⑩ 전업주부                               

(    ) 

⑪ 학생                                   

(    ) 

⑫ 무직/퇴직                              

(    ) 

⑬ 기타                    (적을 

것:           )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

니까? 

① 대학원 졸업/재학 중                    

(    ) 

② 종합대학 졸업/재학 중                  

(    ) 

③ 전문대학 졸업/재학 중                  

(    ) 

④ 고등학교 졸업                          

(    ) 

⑤ 중학교 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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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초등학교 졸업 이하                     

(    ) 

5) 귀하의 가구 구성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 인 가구(   ),   ② 2 ~ 3인 가구

(   ),    

③ 4 ~ 5인 가구(   ),   ④ 6인 이상

(   ) 

6) 귀하의 가구의 연간 가계 

총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연 8천만원 이상                       

(    ) 

② 연 5 ~ 8천 만원                       

(    ) 

③ 연 3 ~ 5천만원                        

(    ) 

④ 연 1 ~ 3천만원                        

(    ) 

⑤ 연 1천만원 이하                       

(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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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s reports on Korea’s fine-

dust disaster and their influence 
 

Sung-hee Kim 

Communic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ought to explain how media coverage on disasters 

affects the public perception, sentiment and coping behavior through 

exploring the case of Korea’s recent fine-dust disaster. This is 

study is based on the theoretical grounding arguing that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disaster is woven into cognitive frameworks, and 

emotional responses and coping behaviors are affected by these. I 

examined how the public collects information on the fine-dust 

disaster, manages actions and decides social particip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negative sentiments regarding the fine-dust 

disaster.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how news frames about 

the fine-dust disaster are formed, and how negative emotions such 

as anxiety and anger are caused through accepting such frames. 

  Theoretically, this study incorporated existing theoretical models 

in previous risk perception research. I combined the theory of 

emotion with the media's framing theory, and explored how the 

public's reaction to the fine-dust disaster appears. Specifically, this 

study follows the description provided by the existing theoretical 

model that basically explores hazardous situations,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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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s, through cognitive processes. At the same time, I 

reviewed the cognitive appraisal theory and prior studies about 

attribution and discrete emotions, to explain the process in which 

emotions are influenced by the cognitive processes and affect 

disaster responses. Previous discussions and studies about framing 

theory are also critically reviewed in this study. News frames offer 

efficient ways to process and cope with hazardous situations, so 

that the public willingly accepts the limited explanatory formats that 

they provide. Accordingly, 'cognitive frames' are formed by the use 

of news frames and emotional response is induced through them. In 

the last process, behavioral responses take place.  

Empirically, this study combined analysis on news content about the 

fine-dust disaster with survey. First, I looked at how ‘cognitive 

frames’ about the fine-dust disaster is constructed. Existing 

research argued that media tends to report disasters using 

interpretive frames that emphasize only certain causal factors or 

risk factors. In order to see if this tendency also appears in the 

fine-dust reports, I analyzed news reports(from 2013 to 2017) 

produced by major new paper organizations in Korea. I found four 

types of frames each representing different narraitves about the 

fine-dust disaster. "Domestic regulatory news frame" contends 

about domestic causal factors and related measures, "Chinese 

inflow news frame" emphasizes external and foreign causal factors, 

"health risk news frame" talks about the personal health threat of 

the fine-dust, and finally "daily management news frame" presents 

routine methods to prevent the damage caused by fine-dust. This 

study examined how these news frames are modified and accepted 

in public’s perception. 

This study also typified emotional reactions and behavi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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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s that appeared through cognitive frames through critically 

reviewing prior studies and surveys. Based on the "cognitive 

appraisal theory" and the "attribution theory," it is predictable that 

cognitive frames similar to those identified in the content analysis 

would cause anxiety or anger. To test this assumption, the following 

empirical hypotheses were devised: First, the higher the degree of 

use of news, the stronger the 'cognitive frame', a confined 

conception about the fine-dust disaster. Second, the stronger the 

cognitive frame centered on risk, the more anxious the person will 

be, and the stronger the cognitive frame that emphasizes a specific 

cause, the stronger the feeling of anger will be. Third, anxiety will 

cause actions to control fine dust, such as information gathering and 

health managing behavior, and anger will lead to more active 

resolution efforts, such as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Fourth, 

there will be a serial mediating effect between news use, cognitive 

frames, emotional response and behavioral respons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to see if the hypotheses 

were empirically supported. An Internet survey was conducted on 

382 adult men and women living in Seoul. The results showed that 

news use affects two types of cognitive frames. The higher the 

level of news use, the stronger the cognitive frame that emphasizes 

domestic causal factors. I also found that the more news he or she 

uses, the higher intensity of the cognitive frame emphasizing 

foreign causal sources and risk. Second, the results revealed that 

cognitive frames emphasizing domestic causal factors causes anger, 

and that emphasizing overseas causal factors and risk have a static 

effect on anxiety. Third, anxiety has shown to affect information-

seeking on the fine-dust disasters, or management actions to 

prevent and cope with the fine-dust disaster. On the othe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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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r has shown to influence social participation behavior. Finally, 

serial mediating effects between news use, cognitive frames, 

emotional responses, and response actions were tested. The results 

showed to support three hypotheses devised above. News use, the 

cognitive frame emphasizing domestic causal factors and anger are 

mediat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participation behavior." On the other hand, news use, the cognitive 

frame highlighting foreign causal factors and risk, and anxiety are 

media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formation-seeking 

behavior" and "management behavior," respectively.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gained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the argument that the public’s fine-dust disaster perception 

is formed through news use and impacts the public’s sentiment. 

This means that previous research on news frames and health 

behavior are bridgeable and applicable to the case of fine-dust 

disaster. The news frames reveal how and where disaster response 

actions are originated from. Through the use of news, cognitive 

frames about the fine-dust disaster are formed, and the frames 

cause specific response actions through the medium of emotions. 

This examination provides a detailed understanding about the 

process of current perception, emotional reactions, and behavioral 

responses regarding Korea’s ongoing fine-dust disaster.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with its meaningful finding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in need. 

 

Keywords : Disasters, risk perception, risk communication, 

cognitive appraisal theory, attribution theory, framing theory 

Student Number : 2014-3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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