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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기후변화이며,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이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의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인의 경우 대부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의 적극적인 실천

과 정책 수용의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

에서는 한국인의 높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이 실제 대응 행

동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에 문제의식을 두고, 인지적 평가

이론(Appraisal Theory) 관점에서 위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의 역할

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식과 행동 사이를 단순 선형관계가 

아닌 공포·불안, 원망·분노, 흥미, 희망이라는 감정이 매개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데 목적

을 둔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소통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공백으로 남아있던 미래세대인 10대 중후반부터 만 65세까

지를 대상으로 베이비붐, X세대, 전기 Y세대, 후기 Y세대, Z세대

의 5가지로 새로운 세대 구분을 시도하여 기후변화를 둘러싼 세대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문화적 특성을 공유한 

코호트 세대 간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살핌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유도에 필요한 효율적인 맞춤형 소통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범위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 중인 한국인을 대

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개인의 인식과 감정 그리고 행

동 의도를 측정하는 데 적합한 설문 조사를 이용하였다. 또한, 조

사 대상자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특성을 다양하게 확인해보고자 여

러 사회·환경문제 내에서의 기후변화 이슈의 중요도,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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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주로 접하는 매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성장 포기 

가능성 등의 문항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분석은 SPSS 28.0과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부트스트랩 기반 매개효과 분석, 집단비교 분석(one-way 

ANOVA) 등을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기후변화보다 빈부격차, 경제 

불안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며, 대기오

염·미세먼지나 쓰레기·폐기물 문제와 같이 가시적으로 와닿는 

환경 이슈를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기후변화 정보를 주로 접하는 매체의 경우 기존의 주류 매

체(인터넷, TV)가 다수의 응답을 차지하였으나 유튜브와 소셜 미디

어와 같은 뉴 미디어의 응답 빈도도 낮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연

령대가 낮을수록 뉴 미디어를 통한 정보 습득 비율이 증가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기

후변화 위험인식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개인의 일상 속 실천 의지(개인적 대응행동 의도)와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의향(사회적 대응행동 의도)은 위험인식보다 다소 

낮게 측정되어, 이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가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셋째, 4개의 감정적 반응이 위험인식과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 

사이를 유의하게 다중매개하였다. 주로 공포·불안을 통해 인식이 

행동 의도에 간접 영향을 미쳤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공포·불안

이 증가할수록 대응행동 의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넷째, 위험인식과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사이에서 공포·불안과 

희망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두 감정 요인 모두 사

회적 대응행동 의도를 높이는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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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기후변화 위험인식의 경우 세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와 4개의 감정 중 

흥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추가 조사한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경제성장의 포기 가능성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성장 포기 가

능성의 경우, Z세대와 후기 Y세대 같은 청소년·청년세대가 베이

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노년 세대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Z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기후변화에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한 이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인식과 행동 사이 감정적 반응의 유의한 매개 효과를 발

견하여 인지적 평가이론을 한국적 맥락에서 경험적으로 뒷받침하

였다. 또한,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과 행동 사이 간극을 감정이라

는 심리적 맥락을 통해 새롭게 설명하며, 인식이 행동으로 이어지

는 데 감정이 자극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인지적 평가이론 관점에서 4개의 감정 요인이 개인의 실

천 혹은 정책지지 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셋째, 사회문화적 특성을 공유한 세대로의 접근에서 세대 간 유

의한 인식 차이를 발견하였다. 낮은 연령대일수록 실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실천 의지가 부족하였고, 이는 단순 연령상의 구분

을 통한 비교 결과가 일관되지 않던 기존의 연구를 보완했다는 의

미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소통전략 수립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국민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에서의 홍보를 통해 여러 

세대를 포괄하는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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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감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따라서 행

동의 직접적인 동기 자극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감정에 기반한 메시지를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메시지 수용자들의 감정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의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이해하여 

여러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맞는 메시지 소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

다. 공포·불안감은 개인의 일상 속 실천과 기후변화 관련 정책지

지를 강력하게 유도하며 정책지지의 경우 희망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실천 유도가 주목적인 교육 

혹은 소통의 장에서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감정 소구 

메시지를 활용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지지를 홍보하기 위한 

장에서는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임은 사실이나 정책을 통한 극복

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희망 소구의 메시지를 함께 활용해야 효과

적일 것이다. 

  넷째, 청소년·청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 감수성 확립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Z세

대가 거대한 소비 집단으로 주목받으며 온라인 소비에서의 큰 영

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올바른 소비 

혹은 생활양식에 대한 소통이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다양한 온라

인 매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세대는 당

장 눈앞에 직면한 경제 및 사회문제를 기후변화보다 중요하게 여

기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환경과 경제를 서로 대척점에 있는 

이슈로 다루기보다 기후변화 대응이 곧 경제성장과 고용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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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이 되리라는 방향의 교육·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횡단 연구방법 중 하나인 설문 조사를 수행함

으로써 변수 측정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응답

자들이 느끼는 감정의 종류와 크기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

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 중

인 한국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전체 한국인으로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지역의 한국인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거나 소수의 각 세대를 대상

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기

후위기에 대한 더 풍부하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기후위기, 위험 인식, 인지적 평가이론(Appraisal Theroy), 감정

적 반응, 커뮤니케이션, 세대 비교

학  번 : 2020-2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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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문제의식

    현대사회는 바야흐로 ‘위험사회’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

(Ulrich Beck)에 의해 처음 등장한 위험사회는 산업사회가 근대화를 위해 

만든 제도와 기술 등이 역설적으로 사회 전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을 의미한다(윤순진·정연미, 2013).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가 이전의 산

업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학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여기

로부터 ‘위험(risk)’이 형성된다고 말한다(Beck et al., 1992). 이처럼 인

류는 과학산업과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큰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

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위험을 마주하게 된다. 

그중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기후변화이다. 2021년 세

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간한 ‘지구 위험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에 따르면, ‘극심한 날씨’, ‘기후행동 실패’, 

‘인간에 의한 환경피해’가 향후 10년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3대 

위험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는 더는 환경문제로 국한할 수 없고 세계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경제문제이자 궁극적으로는 생존문제라 할 수 있

다.

  2015년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

(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195개 당

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여 전 세계의 온도상승 폭을 2

도까지 억제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2018년 인천 송도

에서 개최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최종 승인되며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상승 폭이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

력하는 추가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자발적으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

난해인 2020년 6월 세계 최초 최대 규모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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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같은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

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한 바 있

다. 또한, 2021년 5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여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과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 최근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라는 언어

로 대변될 만큼 사안이 시급해짐에 따라 강력한 규제 및 경제적 유인책

을 통한 국가 단위에서의 변화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근본적인 시장체

제에 대한 변화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아무리 

완성도를 갖추더라도 기후변화가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이 개인 차원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성과 순응도가 낮아 온전히 효

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김서용·김선희, 2016). 

  그럼에도 여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대부분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동의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또는 체감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2020 국민환경 의식조

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문항에 

90.5%가 동의하고, 현재 시점에서 기후변화가 심각한지에 대해 92.4%가 

동의한다. 다만, 응답자 자신에게 기후변화가 심각한지 또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각각 70.7%와 

64.8%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현노 외, 2020). 또한, 기후변화 

완화 정책이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악영향 혹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인가

에 각각 37.0%와 50.2%가 동의하고 있다(김현노 외, 2020). 

  해외 여러 국가들과의 비교조사에서도 한국인의 기후변화 위험인식은 

높게 측정된다. 한국의 갤럽 조사연구소가 참여한 WWS(WIN World 

Survey) ‘기후변화 인식 다국가 비교조사(2020)’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따른 결과이며,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문항에서 한국인이 34개국 전체 평균보다 약 9%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다만,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문항에서 34개국 전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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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보다 14%나 높은 54% 응답률을 보이고, 개인의 행동이 환경을 개선

하리라는 믿음에 관한 문항에서 34개국 전체 평균 81%보다 10% 낮은 

71% 동의율을 보인다. 2021년 12월 독일의 비정부기구 저먼워치(German 

Watch)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 순위에서도 한국은 전체 61위 중 53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한 바 있

다(German Watch, 2021).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인의 기후변화 위험인식

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개인의 

실질적인 행동과 정책 수용의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

한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높은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실제 대응행동 수준 사

이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다(Gifford, 2011; 

Lorenzoni et al., 2007; 박희제·허주영, 2012; 이승한·윤순진, 2014). 또

한, 대중들의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어떻

게 대중들의 행동을 유도하면 좋을지에 중점을 둔 기후변화 커뮤니케이

션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김서용·김선희, 2016; 이승준·김영

욱, 2019; 김수진·김영욱, 2019; 한빛나라 외, 2020; 함승경 외, 2020). 

  국내 기후변화 위험인식 관련 연구 동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 메시지 형식과 내용에 따른 대중들의 위험인식이

나 대응행동의 차이를 확인하는 실험연구이다. 예를 들어, 함승경 외

(2020)는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라 대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는 해석수준 이론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메시지의 해석 및 대응수준의 차

이가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둘째, 대중들의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대응행동의 영향요인 및 이론모형

을 검증하는 연구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김서용과 김선희(2016)는 종속

변수를 ‘기후변화 의식’과 ‘대응행동 의도’ 두 가지로 설정하여 두 

변수의 상이한 결정구조를 비교·분석하는 데 주목한다. 셋째, 대중들의 

기후변화 위험인식을 특정 요인에 따라 유형화하거나 집단 간 인식 차이

를 비교하여 해당 유형 혹은 집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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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있다. 한 예로 이승한과 윤순진(2014)은 문화이론과 Q 방법론에 

기반하여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을 유형화하고 개인이 가진 문화적 편

향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이 다양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존 국내 연구들은 한국인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어떤 ‘감

정(affect)’을 지니는지, 감정이 기후변화 위험인식 및 대응행동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사람은 위

험을 판단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때 이성보다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Lazarus, 1991; Slovic·Peters, 2006; 

Leiserositz, 2006; Sjöberg, 2007; Van Der Linden, 2014), 위험에 대한 감

정적 반응은 위험 연구에서 심리 요인 중 하나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

다(임인재·김영욱, 2019). 호주 사회 연구자이자 사회 동향 전문가인 레

베카 헌틀리(Rebecca Huntley)는 영국 가디언지를 통해 대중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심리, 신념 등 내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한 바 있다. 이는 기후변화를 과학적 논리나 이성적 

접근을 통해 다루기보다 감정적으로 다가가 대중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한 것이다(Huntley, 2020). 또한, Lazarus(1991)에 따르

면, 사람은 감정의 구체적인 종류에 따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경향도 보

인다(임인재·김영욱, 201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대응행동을 확인하는 데 있어 ‘감정’의 역할에 주목해보고

자 한다. 

  한편,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나 모든 세대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래세대는 현세대가 누리고 있는 환경과 자원을 동등하

게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현세대와 함께 환경과 자원을 보전

할 책임도 지닌다. 이를 기후변화를 둘러싼 세대 간의 형평성

(intergenerational equity)의 원칙이라 한다(윤순진, 2002). 최근 세계적인 

기후 행동 추세를 보면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로 대표되는 미래세대

들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기후행동’, ‘대학

생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변화 청년단체: 빅웨이브(BigWave)’ 등

과 같은 단체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미래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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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영향이 명확해지고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의 기후변화 위험인식 연구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Lee et 

al., 2019). 

  또한, 기존 연구들은 공중의 기후변화 위험인식을 유형화하여 각 집단

의 특성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보기 어려운 한계

가 존재한다. 모든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판별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

이나 소통방안을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통과 참여 과정에

서 대상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군집을 먼저 판별하고 해

당 군집에 대한 소통방안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이승준·김영욱, 

2019; p.24). 이 때 각 군집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

케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단순 연령상

의 차이가 아닌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같은 문화권 안에서 의식, 정서, 

행동을 공유한 집단으로서 ‘베이비붐 세대’. ‘X세대’, ‘Y(M)세

대’. ‘Z세대’로 세대를 구분(박혜숙, 2016)하여 살펴보되 더욱 자세한 

접근을 위해 Y세대를 전기 Y세대와 후기 Y세대로 다시 구분하여 비교

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 연령상 구분을 통해 인식과 행동 의도 차이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상이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의미가 있

다. 문화적 특성과 유사한 성격을 공유한 세대 간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더 유연하고 새로운 결과 혹은 소통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대응행동 의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5가지 세대 구분을 통해 확인하고 위험인식과 행동 의도에서 

‘감정’의 영향력을 매개모형을 통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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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연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을 주로 부정적 감정에만 주

목하여 공포(fear), 분노(anger), 슬픔(sadness), 걱정(anxiety) 등의 단일 

감정으로 살펴보았다면,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 감정을 추가하여 한국인

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기

상청의 「2020년 수도권 연 기후분석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0.8℃ 높은 12.7℃로 1973년 이후 7번째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장마 기간(54일)과 강수량(909.0mm) 모두 역

대 1위를 기록하였다(수도권기상청, 2021). 또한, 전 세계 85개 도시를 대

상으로 점수를 매긴 ‘2050 기후변화 도시지수(Climate Change City 

Index)’에 따르면, 서울이 45.75점으로 7위를 차지했다(곽노필, 2020). 이

러한 수치는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수도권 지역이 자유롭지 못함을 의

미한다. 하지만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주 소비지로 

지목되며 지역 간 심각한 전력 생산·소비 격차와 에너지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송승온, 2020). 특히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가

구당 평균 전력사용량(kWh)의 경우 서울이 235.98kWh, 인천 241.47kWh, 

경기도 250.52kWh로 전국 평균 230.09kWh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전력 

빅데이터센터, 2021). 이는 수도권 주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

응수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개인의 인식과 감정 그리고 행동 의도를 측정

하는 데 적합한 설문 조사를 이용한다. 모형 검정을 위한 주된 통계분석

은 SPSS 28.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랩

을 기반으로 한 매개효과 분석과 세대 간 집단비교 분석(one-way 

ANOVA)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각 세대의 특성에 

맞게 기후변화 위험인식을 제고하고 대응행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효

과적인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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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구성과 연구 흐름도

  이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며, 연구 질문을 도출하는 과정과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실증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연구배경과 문제의식을 주로 

다룬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위험인식과 대응행동 의도, 위험에 대

한 감정적 반응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와 인지적 평가이론으로 

대표되는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기후변화와 세대에 관한 기

존 연구를 살펴본 뒤 이를 종합하여 최종 연구 질문과 연구모형을 제시

한다. 3장은 연구설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연구 범위와 대상을 구체

적으로 언급하고 자료수집 방법과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분석 자료에 

해당하는 설문지의 구성과 주요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법을 함

께 살펴본다. 이와 함께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실증 분석방

법을 순서대로 제시한다. 4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도출한 양적 결과와 이에 대한 해석을 보여준다. 5장에서는 연구 

질문과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최종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론적 함

의와 실천적 함의를 함께 제시하여 연구결과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며, 연구 한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연구과

제에 대한 제안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

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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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구성 및 논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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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검토와 연구 질문

1. 위험과 위험인식, 행동의도

  미국의 심리학자 폴 슬로빅(Paul Slovic)은 위험(Risk)이 본질에서부터 

주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Slovic, 1992). 그는 위험이 우리

의 마음과 문화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삶의 불확실성과 위협(dangers)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

해 발명한 개념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Slovic, 1992; p.5). 또한, 위험의 

의미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에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문가들은 기술적 

추정과 수치적 피해 규모에 주목하여 체계적으로 위험을 받아들인다면, 

일반 대중으로 대표되는 비전문가들은 해당 위험이 나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인가, 미래 세대에게 위협이 되는가와 같이 실제 피해 규모와 관계

없는 요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평면적으로 위험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Slovic et al., 1982; 한빛나라 외, 2020). 따라서 대중은 위험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있어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

제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주관적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되

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과 관련한 개인의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게 된다

(Vasvári, 2015). 정부는 이러한 대중의 주관적 인식 특성을 올바르게 이

해하여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효율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Leiserowitz, 2005).

1)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시급한 위

험으로 대두되며 기후변화 위험인식(risk perception) 연구도 증가하고 있

다(Leiserowitz, 2005; Semenza et al., 2008; Van der Linden, 2015; Lee 

et al., 2015). 기후변화는 즉각적인 인지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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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으로 인한 피해가 지구적 규모로 발생하는 등의 특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인식하는데 심리적 거리감이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한다(Spence et al., 2012; Gifford, 2011).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위

험인식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인지·심리적 요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복잡하고 다차원적으로 나타난다(Van 

der Linden, 2015, 2017). 성별, 거주지, 정치적 성향, 지식이나 교육수준, 

사회적 규범, 가치관, 감정, 개인의 경험,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신념 등

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며 서로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단일 국가 내에서

도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Leiserowitz, 2005; Van der Linden, 2015; Lee 

et al., 2015). 이러한 인식 차이로 인해 기후변화 위험을 전달하는 메시

지를 구성할 때 정보 혹은 지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회문화적 가치와 

정서적이고 경험적인 호소를 함께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Van 

der Linden, 2015). 

  한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Leiserowitz, 2005; 

Semenza et al., 2008). 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인 대부분은 기후변화를 부정하기보다 위험의 원

인과 영향을 인지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인식수준을 가지고 있다(박희제·허주영, 2012; 김현노 외, 2019;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0). 그렇다면 과연 이처럼 높은 기후변화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인이 기후변화 위험에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인

의 높은 인식수준은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

하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인식과 행동 사이 존재하는 차이에 문제의식을 지닌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접근방식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로 한국적 맥락에서 기존 

설문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여 기후변화 위험인식

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방식이다(이승한·윤순진, 2014; 이승준·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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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빛나라 외, 2020). 이들은 위험인식을 유형 혹은 집단을 통해 나

누어 비교하고, 서로 다른 인식이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다양한 층위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여 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이승한·

윤순진, 2014). 두 번째는 기존에 형성된 인식 담론과 데이터를 바탕으

로, 행동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장벽들을 진단하는 방식이다(Lorenzoni 

et al, 2007; Gifford, 2011; Lamb et al., 2020). 이들은 세부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장벽들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각각을 범주화하여 설명

하고 있다. 예를 들어, Lorenzoni et al(2007)은 ‘부족한 지식’, ‘불확

실성과 회의주의’, ‘정보 불신’, ‘외부로의 책임 전가’, ‘심리적 

거리감’ 등의 개인적 장벽과 ‘정부의 대응 부족’ ‘기업과 산업체의 

대응 부족’, ‘무임승차 효과’, ‘이니셔티브 활성화 부족’ 등의 사

회적 장벽을 언급한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은 선행연구가 택한 방식으로

써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행동 외에 다른 요인들을 추가로 고려하여 

변수 간의 연관성과 영향력을 탐구하는 방식이다(O’Connor et al., 

1999; Whitmarsh, 2008; Semenza et al., 2008; 김서용·김선희, 2016; 김

영욱 외, 2018; 김수진·김영욱, 2019; 함승경 외, 2020). 이들은 주로 위

험인식과 대응행동에 대한 모형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해당 모형과 요인 

간의 관계를 검정하는 방법을 택한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위험인식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 동

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함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 첫 번째는 메시지 실험연구로써 기후변화 메시지 형식과 내용에 

따른 대중들의 위험인식이나 대응행동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연

구이다. 함승경 외(2020)는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라 대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해석수준 이론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메시지의 해석 

및 대응수준의 차이가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는 메시지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행동

에 변화가 있는지에 주목하여 어떤 메시지가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도

구로 유용할지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는 대중들의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대응행동의 영향요인 및 이론모형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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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후변화를 둘러싼 대중들의 인식과 행동의 결정구조를 찾아 메시지 

전략에의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실

험연구를 시도해볼 가능성을 후속연구에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앞서 살펴본 세 번째 문제해결 접근방식과도 유사하다. 김서용과 김선희

(2016)는 종속변수를 ‘기후변화 의식’과 ‘대응행동 의도’ 두 가지로 

설정하여 두 변수의 상이한 결정구조를 비교·분석하는데 주목한다. 또

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대표적인 변수 10개를 지각변수와 가치변수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모형에 포함해 종속변수에 대한 각각의 영향력을 

확인한다.1) 세 번째는 대중들의 기후변화 위험인식을 특정 요인에 따라 

유형화하거나 특정 집단 혹은 전문가·일반인의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이

다. 이승한과 윤순진(2014)은 문화이론과 Q 방법론에 기반하여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을 유형화하고 개인이 가진 문화적 편향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의 다양성을 보여준다.2) 이승준과 김영욱(2019)은 문제해결 상황이

론에 기반하여 대중들의 위험인식 차이를 보기 위해 이론 속 요인에 따

라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수행하고 있다.3) 한빛나라 외(2020)는 심

층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과 기후변화에 대한 주관적인 

심리적 거리감 그리고 대응행동 및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다. 이는 서로 다른 집단과 유형에 따른 인식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각 

집단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

다. 

1) 김서용과 김선희(2016)가 독립변수로 선정한 변수 10개는 지각변수 ‘지각된 위험’, ‘지
각된 편익’, ‘비난귀인’, ‘지식’, ‘회의적 환경주의’, ‘기후 부정의(不正義)’ 6개와 가치변
수 ‘환경주의’, ‘(탈)물질주의’, ‘과학기술 낙관주의’, ‘평등주의’ 4개가 해당한다.

2) 이승한과 윤순진(2014)은 구체적으로 Q 방법론을 통해 ‘전사회적 생활양식전환 추구
형’, ‘지역공동체 중심 적응 추구형’, ‘자기실천적 에너지전환 추구형’, ‘원인자중심 시
장기반 대응 추구형’으로 구분한 뒤 문화이론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위계주의’, ‘운
명주의’ 중 유형별로 어떤 문화적 편향이 두드러지는지 확인한다.

3) 이승준과 김영욱(2019)은 군집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기후변화 위험인식 유형을 ‘개인
차원 문제인식해결 군집(제약행동공중-한계행동자)’, ‘적극적인 문제인식해결 군집(문
제직면공중-문제직면자)’ 그리고 ‘소극적인 문제인식해결 군집(숙명행동공중-운명행동
자)’로 분류한다.



- 13 -

2) 위험인식과 대응행동 의도 간의 관계

  개인의 위험인식은 행태적 의도에 선행하는 변수로써 존재하고 이들 

사이의 영향 관계는 여러 위험 커뮤니케이션 모형들을 통해 확인되어왔

다. 대표적으로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 HBM), 위험인식태도모

형(Risk Perception Attitude, RPA), 위험정보탐색처리모형(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 등이 그러하다. 각 모형은 개

인이 지각하고 있는 위험의 특성을 ‘위험인식’이라 정의하고 행태적 

의도를 연구목적에 맞게 ‘건강예방행동’, ‘자기보호적행동’, ‘정보

탐색처리행동’ 등으로 정의하여 측정한다(Janz·Becker, 1984; Griffin 

et al., 1999; Rimal·Real, 2003). 예를 들어, Brewer et al (2007)은 위험

인식과 행동 의도 관계를 백신 예방접종 사례를 통해 메타 분석하여 위

험인식을 ‘지각된 발생 가능성(perceived likelihood)’, ‘지각된 취약성

(perceived susceptibility)’ 그리고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세 가지 변수로 측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세 가지 모두 건강예방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해당 연구는 인식과 행

동 사이의 일관성 혹은 연관성을 높은 수준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식

과 행동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척도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Brewer et al, 2007). 

  개인이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위험에 대한 개인적 행동을 넘어 

위험 관련 정책을 지지하는 사회적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승

준·김영욱, 2019). 즉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위험인식은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첫 번째 단계로써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기후변화 

위험인식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Morton·Duck, 2001; 이승한·윤순진, 201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

로 구분할 수 있다(윤순진, 2013). 기후변화 적응은 현재 또는 미래에 나

타날 거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하여 부정적 피해를 감소시

키는 데 취할 수 있는 활동에 주목하고, 기후변화 완화는 기후변화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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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데 필요한 활동에 주목한다(정윤지·하종식, 

2015). 주로 한국은 기후변화 완화 대응에 노력을 기하고 있고 이는 크

게 ‘개인 차원’과 ‘정책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영욱 외, 

2018). 개인 차원은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과 같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 양식을 의미하며, 정책 차원은 국가 간 협약 체결, 법 제정

과 같이 정부나 국제사회가 취하는 방안을 의미한다(김영욱 외, 2018).

  한편, 개인 차원의 완화 행동은 개인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적인 행동’과 관련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등의 ‘사회적인 행

동’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김영욱 외, 2018). 김영욱 외(2018)는 위와 

같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개인의 행동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각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기후변화 대응행동에 관한 또 다른 연구 Whitmarsh(2009)는 사람들이 

전기나 가스 소비량을 줄이는 등의 행동을 기후변화가 우려되기보다 돈

을 절약하기 위한 동기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경향이 크다며 기후변화 대

응을 비롯한 대중의 친환경적 행동들이 ‘영향’과 ‘의도’ 관점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기후변화 대응행동 

양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동의 ‘영향지향적

(impact-oriented)’ 관점과 ‘의도지향적(intent-oriented)’ 관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Whitmarsh, 2009). 

  일반적으로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위험인식이 행동에 주요한 결정 

변수로써 작용함이 검증되었으나(O’Conner et al., 1999; Brewer et al, 

2007; 차유리·조재희, 2019; 김성태, 2020) 인식이 행동을 온전히 설명하

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인식과 행동에 관한 복잡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

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Van der Pligt, 1996; Wachinger et al, 2013). 

홍수, 가뭄,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 위험을 대상으로 30개의 문헌을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높은 위험인식이 적절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확하여 위험 관련 경험이나 정부 혹은 전문가 신뢰와 같은 다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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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한다(Wachinger et al, 2013). 또한, 

해당 연구는 문화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까지 작용

하지 않아도 인식과 행동 사이 영향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요인으

로 작용 가능하다고 덧붙이고 있다(Wachinger et al, 2013). 기후변화 위

험 맥락에서도 살펴보면 위험과 관련한 경험,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심

리적 거리감,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 혹은 가치관, 효능감, 문화적 

편향, 성별과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도 기후변

화 대응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O’Connor et al, 

1999; Whitmarsh, 2008; Van Der Linden, 2014; 김서용·김선희, 2016; 김

영욱 외, 2018; 김수진·김영욱, 2019). 이와 같은 결과는 기후변화 위험

인식이 대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살펴보는 데 있어 적절한 

변수 통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위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

1) 위험인식과 감정적 반응 간의 관계

  개인의 위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affective response)은 위험 커뮤니케

이션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논의 중 하나이다. Slovic et al(2004)에 

따르면 사람들은 위험을 판단할 때 두 가지 접근방식을 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논리적이고 규범적인 법칙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적 시스템

(analytic system)’을 이용하는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위협에 직관적이

고 본능적으로 반응하여 ‘경험적 시스템(experiential system)’을 이용

하는 접근이다. 이들은 후자의 경우를 ‘감정으로서의 위험(Risk as 

feelings)’ 혹은 ‘감정 휴리스틱(Affect Heuristic)’이라 부르며 후자가 

전자보다 빠르고 쉽게 위험을 판단하게끔 만든다고 말한다. 즉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 광범위한 지각과 인지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위험에 대

한 즉각적인 감정 반응에 의존하여 해당 위험이 가지는 속성을 이해하고 

평가한다는 것이다(Zajonc, 1980; Slovic et al, 2004). 이와 유사한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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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위험인식에 선행하는 변수로 상정하여 감

정이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Leiserowitz, 2006; Sjöberg, 2007; Elshirbiny·Abrahamse, 2020; 

김서용·김근식, 2007; Yang·Kim, 2016; 조항민·송해룡, 2017).

  한편, Lazarus(1991)는 ‘인지적 평가이론(Appraisal Theory)’을 통해 

인지적 과정이나 활동 없이는 감정과 동기 모두 뚜렷한 방향이 없이 흔

들리게 되어 궁극적인 행동으로의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개인의 인지 활동에 대한 산물로써 인지적 과

정이 감정적 반응보다 선행된다(Lazarus, 1991). 또한, 평가이론은 개인이 

위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s), 신념(beliefs), 

요구(needs) 등을 이용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중요성을 평가

(appraisal)하는 과정을 주요한 인지 요소로 상정하여 평가의 결과가 특

정한 감정반응을 유도할 것이라 설명한다(Smith·Lazarus, 1990; Lazarus, 

1991). 이는 앞서 살펴본 감정 휴리스틱 이론과 반대의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이론 관점에서 진행된 다수의 경험적 연구는 위험에 대한 인지 평

가, 즉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감정적 반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Frijda et al, 1989; Yang·Kahlor, 2013; Chadwick, 2015; 

Chu·Yang, 2019; 김수진·김영욱, 2019; 차유리·조재희, 2019). 특히 

Griffin et al(1999)이 제안한 위험정보탐색처리모형(RISP)은 위험인식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선후 관계를 모형의 시작점으로 두어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걱정,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

적 감정이 많이 유발되어 후에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탐색처리행동에 영

향을 준다고 설명한다(구윤희 외, 2020). 

2) 감정과 행동 의도 간의 관계

  기후변화를 포함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인식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사람들이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관련 정책을 지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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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둔다(함승경 외, 2020). 이러한 관점

에서 인지적 평가이론은 사람들이 일종의 의식적인 평가과정(appraisal 

process)을 거친 후 발생한 개별적인 감정들을 이용하여 위험에 대한 최

종 판단과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한다(Lerner·Keltner, 2000). 또한, 사

람들은 위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원인·결과, 확실성, 책임성 등)에 따라 

다른 정서 반응을 하고 각각의 감정은 다른 행동 기제를 보이며 개인의 

행동 의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mith·Lazarus, 1990; 

Lerner·Ketlner, 2000; 임인재·김영욱, 2019). 예를 들어, 위험 상황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위험으로 인식하면 사람들은 

분노(anger)를 느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책임

이나 피해가 애매한 위험 상황에서는 불안감(anxiety)을 느껴 발생 가능

한 위험 피해를 최대한 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Smith·Lazarus, 1990). 

  위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개인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

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대체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식과 행동 의

도 혹은 위험 메시지와 행동 의도) 사이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수로

써 활용되고 있다(강유진·김영욱, 2019). 예를 들어, 미세먼지에 대해 사

람들은 두려움과 불안감 그리고 초조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미세먼지 예방 행동 의도나 정보 처리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위

험인식 혹은 위험 메시지 프레임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게 

된다(김영욱 외, 2018; 강유진·김영욱, 2019; 차유리·조재희, 2019; 구윤

희 외, 2020). 미세먼지 외에도 최근 국내 다수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연

구가 흡연과 결핵, 원자력,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코로나까지 다

양한 위험의 감정적 반응에 주목하여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고 있다(이선영, 2016; 이경진 외, 2017; 김영욱 외, 2018; 임인재·김영

욱, 2018; 김효정, 2019; 임인재·나은영, 2019; 김성태, 2020).

3)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감정의 역할은 중요하게 다루어진



- 18 -

다. 감정은 행동 변화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기후변화 위험 대응에

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Chapman et al., 2017). 그러나 기후변화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개인의 지각 혹은 감각 수준에서 명확히 확인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험으로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Van der 

Linden, 2017).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대체로 기후변화를 심각한 위험

으로 인지하고 우려하고는 있으나 자기에게 실제로 발생할 위험으로 우

려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인다(Van der Linden, 2017). 

  기후변화에 관한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개인적 

행동 혹은 정책지지와 같은 사회적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다

수의 해외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Meijnders et al., 2011; Smith 

·Leiserowitz, 2014; Chadwick, 2015; Lu·Schuldt. 2015; Stevenson 

·Peterson, 2016).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분노

(anger), 공포(fear), 불안(anxiety), 슬픔(sadness), 죄책감(guilt), 절망

(despair), 혐오(disgust), 부끄러움(shame), 무기력함(helplessness) 등 다양

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체로 사람

들이 부정적 감정을 크게 느낄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증가

하긴 하지만, 세부적인 감정의 영향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Smith·Leiserowitz(2014)는 걱정(worry)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지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로써 작용

하지만, 죄책감(guilt)은 약한 정적 영향력을 보이고, 혐오(disgust)는 부적 

영향력을 보였으며, 공포(fear)는 정책지지 행동과 영향 관계가 없었다고 

밝힌다. 이는 흔히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공포 소구 메시지 

전략이 효과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예인 Lu·Schuldt(2015)는 죄책감이 기후변화 완화 정책지지 행

동에 영향을 주는 데 반해 분노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행동을 수정하

려는 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또한,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부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긍정적 감정

도 느낀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가 이에 주목하여 인식과 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긍정적 감정의 역할을 살피고 있으며 희망 소구 메시지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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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Ojala, 2012; Yang 

·Kahlor, 2013; Smith·Leiserowitz, 2014; Stevenson·Peterson, 2016; 

Chu·Yang, 2019). 기후변화에 대한 긍정적 감정으로는 희망(hope), 흥미

(interest) 그리고 행복감(happy)이 주로 존재한다(Yang·Kahlor, 2013). 

Chu·Yang(2019)에 따르면 희망은 분노·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마

찬가지로 기후변화 완화 행동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

화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행동 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효과를 보인다. 

반면에 Yang·Kahlor(2013)에서 희망, 흥미, 행복감, 전반적인 긍정 느낌 

4가지를 하나의 긍정적 감정 반응으로 측정·분석해 본 결과, 긍정적 감

정을 강하게 느낄수록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경

향을 보인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종류나 정도에도 차이가 존

재한다. 미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Smith·Leiserowitz(2014)

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흥미를 가장 많이 느끼고 그 뒤로 혐오감 

> 걱정 > 희망 > 무기력함 > 분노 > 슬픔 > 두려움 > 절망감 > 죄책감 

순으로 감정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들은 기후변화 정책을 지지하는 행동

의 설명변수로써 걱정(worry)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희망과 흥미가 

걱정 다음 순서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추가로 밝히고 있다.

  희망과 같은 긍정적 감정은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에게 특히 두드러진 

영향을 준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중학생 1,472명을 대

상으로 한 Stevenson·Peterson(2016)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기후변

화에 대해 희망과 걱정을 비슷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으며 절망감을 느끼

는 경우는 적었다고 한다. 또한, 희망과 걱정은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절망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

다. 따라서 이들은 대중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를 증가시켜 기후변화에 대한 무관심(apathy)을 낮추고 행동 변화를 유

도하려 집중하다가는 오히려 절망감(despair), 거부(denial), 행동하지 않

음(inaction)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Stevenson· 

Peterson, 2016). 이와 비슷하게 Ojala(2012)는 스웨덴 10대 청소년 7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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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나이 15.24세)과 20~30대 젊은 성인(평균나이 26.5살) 381명을 대상

으로 희망 감정이 친환경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는 10개의 문항으로 희망을 측정하여 같은 희망 감정이어도 무엇에 

기반한 희망인지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

어,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변화가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기반하여 느끼는 희망적 감정은 친환경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Ojala, 2012).

3. 기후변화와 세대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는 국제적인 문제인 동시에 다차원적인 세대 문제

(multi-generational problem)로서, 모든 세대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Faber, 2020).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얻은 현세대의 경

제적 번영은 미래세대가 기후변화 결과로서 마주하게 될 위험의 책임에

서 벗어날 수 없고 윤리적 관점의 기후 정의(climate justice)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노희정, 2018). 이미 전 세계 많은 청소년·청년들

이 이와 같은 기후 불평등에 분노하여 시급한 대응을 위한 목소리를 높

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청소년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2018년 8월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School Strike for Climate)를 시작으

로 기후 행동에 나서는 세계 청소년들의 연대 모임 중 하나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을 창시하는 등 기후 행동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Fridays for Future, 2021). 2020년 3월 한국의 청소년들

도 현세대의 미진한 기후위기 대응에 분노하여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안

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소송을 진행한 바 있

다(박기용, 2020). 그에 반해 또 다른 미래세대인 독일 소녀 나오미 자입

트는 기후변화 위험성이 과장되었고 인간의 화석 에너지를 사용할 권리

를 빼앗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안티 그레타’, ‘기후 현실주의

자’ 등으로 불리는 그녀는 유튜브를 통해 반(反) 기후변화 메시지를 전

달하고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에게 적극적인 환대를 받는 인플루언서로 활



- 21 -

동하고 있다(이형민, 2020; 왕지웅, 2020). 

  이처럼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 미래세대의 사회적 영향력이 다방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Lee et al., 2019). 혹은 환경교육 관점에서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이

루어진 단일 집단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김수앙·김태영, 2013; 정해련, 

2013; 백성희·김찬종, 2019).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세대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또한 세대마다 다르

게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Faber(2020)는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를 포함한 많은 기성세대가 기후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편이라면,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와 Z세대 혹은 그 사이에 있

는 세대들은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

(action)에 호의적일 것이라 말한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젊은 연령대일수

록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적고 행동에 소극적이라

는 연구결과(환경부, 2018; Kwon et al., 2019; 이승준·김영욱, 2019)와 

인구통계학 변수 중 나이가 인식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박희제·허주영, 2012; 김서용·김선희, 2016)가 혼재되

어 있다. 이는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0대 중후반 청소년을 포함한 세대 구분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재검토해보고자 한

다. 이러한 세대 접근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다수의 연구가 유형 

혹은 집단으로 기후변화 인식을 나누어 비교한 것을 참고하였지만, 모든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판별하여 소통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인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도 존재

한다. 즉 이 연구는 기존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군집을 먼

저 판별하고” 그에 따른 소통전략을 제안하는 데 의미가 있다(이승준·

김영욱, 2019; p.24). 

  세대 간 차이를 논의하기에 앞서 세대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세대(generations)는 생물학 관점에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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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들 자손의 출생 사이 시간 간격(평균 20~25년)으로 정의되어왔다

(McCrindle·Wolfinger, 2010). 그러나 오늘날의 세대는 15년 내외의 같은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의 코호트(cohort)를 의미하고, 비슷한 연령대와 생

애 주기를 공유하여 특정 사건 혹은 경향에 의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

념으로 정의된다(McCrindle·Wolfinger, 2010). 세대를 동일 코호트로 바

라보았을 때 갖게 되는 중요한 의미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특정한 역

사적 사건을 경험하고 동일한 문화권에서 생활하여 의식, 정서, 행동 양

식을 공유하게 됨에 있다(박재흥, 2001; 박혜숙, 2016).

  세대를 어떤 시기적 기준으로 구분할지는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

재하지만 대체로 역사적 경험과 문화 행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출생시기 

기준으로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베이비붐 세대

(Boomers)’,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후반 혹은 1980년대 초반까지 

‘X세대’,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Y세대’ 혹은 ‘밀

레니얼 세대’,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를 ‘Z세대’로 구분한다(박

혜숙, 2016; 주희영 외, 2018; Dimock, 2019; 추진기, 2020). 각 세대의 특

징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로 경제적 

풍요와 빈곤, 전통적 가족 가치와 근대적 개인주의 가치, 민주화 전과 

후, 아날로그와 디지털 생활방식 모두를 경험하며 사회적 대변화와 일생

의 성장 과정을 함께 겪은 특징이 있다(통계청, 2010; 차성란, 2012). X세

대는 산업화와 경제적 풍요 속에서 유년기를 보내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미디어 환경 측면에서 성인이 된 이후 컴퓨터와 같은 디

지털 미디어를 접한 특징이 있다(주희영 외, 2018). 베이비붐 세대의 자

녀로서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불리는 Y세대는 핵가족화된 가정에서 성장

하여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니며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직접 경험하고 

청소년기부터 인터넷과 휴대용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한 특징이 있다(주희영 외, 2018; 추진기, 2020). 마지막 Z세대는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년기를 보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사용에 능숙하

고 신기술에 민감하여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 불리지만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금융위기에 부모 세대인 X세대가 경제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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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자라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안정성을 추구하

는 경향을 보인다(박혜숙, 2016; 추진기, 2020; 고재연, 2018). Y(밀레니

얼)세대와 Z세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2008년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해당 시기에 사회 초년생으로서 20대를 겪은 연령대로 분류하여 전기 밀

레니얼 세대(1981~1988년)와 후기 밀레니얼 세대(1989~1995년)로 재구분

하려는 시도도 존재한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0). 해당 구분법에 따르

면 전기 밀레니얼 세대는 모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온라인 시대가 개

막한 시기이고 후기 밀레니얼 세대는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하여 SNS 사

용이 보편화 된 시기이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0). 기존 문헌에서 사

용한 세대의 시기적 기준은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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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존 문헌에서의 세대 구분

저자 세대
출생연도

(2021년 기준 나이)
비고

고재연

(2018)

산업화 1940~1954년 (만 67~81세)

한국경제 신문

베이비붐 1955~1963년 (만 58~66세)

386세대 1960~1969년 (만 52~61세)

X세대 1970~1980년 (만 41~51세)

밀레니얼 1981~1996년 (만 25~40세)

Z세대 1997년 이후 (만 24세 이전)

윤소라

(2015)

베이비붐 1955~1963년 (만 58~66세)

박혜숙(2016) 

재인용
X세대 1964~1981년 (만 42~57세)

Y세대 1980~1999년 (만 22~41세)

주희영 

외

(2018)

X세대 1965~1976년 (만 45~56세)

-Y세대 1977~1994년 (만 27~44세)

Z세대 1995~2010년 (만 11~26세)

추진기

(2020)

Y세대 1981~1996년 (만 25~40세)
-

Z세대 1997년 이후 (만 24세 이전)

Michael 

Dimock

(2019)

베이비붐 1946~1964년 (만 57~75세)
미국 퓨 

리서치센터

(Pew Research 

Center)

X세대 1965~1980년 (만 41~56세)

밀레니얼 1981~1996년 (만 25~40세)

Z세대 1997~2012년 (만 9~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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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질문과 모형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기후변화 ‘위험인식’이 ‘대응행동 

의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단순 선형관계로만 이해하지 않고, 적절한 변

수 통제와 함께 이들의 관계를 매개 혹은 조절하는 맥락에 주목하여, 한

국인의 높은 기후변화 위험인식이 실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

에 답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 역할에 주목하여 위험인식과 대응행동 의도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수의 국내 연구(김서용·김선희, 2016; 김수진·김영욱, 2019; 임인

재·김영욱, 2019; 함승경 외, 2020)가 개인의 기후변화 대응을 주로 한 

유형의 완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

고자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대응행동 의도를 개인 및 사회적 행동으로 나

누어 구체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후변화 인식과의 연관성을 

더 정확히 확인하고자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행동을 실천할 의향이 있는

지와 같은 ‘의도지향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기후변화 관련 감정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특정한 개별감정(부정적 감정 혹은 긍정적 감정)을 다양하게 느끼

고 있고, 이는 행동 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각 개별감정이 

지닌 영향력에 대한 일관된 연구결과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 

국내에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적 반응을 분석한 위험 커

뮤니케이션 연구가 다소 부족하다(김수진·김영욱, 2019; 임인재·김영

욱, 2019). 감정의 역할을 다룬 기존의 위험 연구들도 대부분 특정 위험 

이슈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주목하고 이를 분노, 공포, 우울과 같은 여

러 감정 반응을 통합하여 측정하거나 하나의 감정 반응만을 사용하여 측

정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김효정, 2019). 

  따라서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

정 모두에 주목하여 인지적 평가이론 관점에서 기후변화 위험인식이 어

떤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이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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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감정의 매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감정을 

세분화하여 개별감정 종류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 양상이 달라진다는 선

행연구들의 결과를 기후변화에 적용하여 재확인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개별감정은 한국인의 감정 척도에 관한 선행연구(박인조·민경환, 2005; 

이준웅 외, 2008; 손선주 외, 2012)와 기존 위험인식 연구에서 사용된 감

정 척도를 참고하여 최대한 다양한 감정으로 측정한다. 두려움, 걱정, 슬

픔, 절망, 죄책감, 불안감 등과 같이 기후변화 위험에서 주요한 감정으로 

다뤄지는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인 희망과 흥미 등에 주목하여 측정

하되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감정 요인을 도출한 후 주요 분석에 사용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감정의 매개효과 분석과 더불어, 코호트 개념의 

동년배 집단을 베이비붐, X세대, 전기 Y세대, 후기 Y세대, Z세대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하여 기후변화를 둘러싼 세대 간 차이를 탐색해보고자 한

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6~1964년에 출생한 자, X세대는 1965~1976년에 

출생한 자, 전기 Y세대는 1977~1986년에 출생한 자, 후기 Y세대는 

1987~1996년에 출생한 자, Z세대는 1997~2006년에 출생한 자로 조작적으

로 정의하여 만 15세부터 65세까지를 연구대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세

대 구분은 기존 문헌의 논의를 참고하되 세대 비교를 자세히 하기 위한 

10년 내외의 간격(10~12년)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 나아가 청

소년·청년 기본법과 같은 법적 연령 구분을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4) 이

처럼 같은 문화권을 공유한 집단으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소통 대상의 사

회문화적 특징과 매체 접근성을 미리 파악한다면 궁극적인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효과적이면서 새로운 함의를 도

출하는 데 유용한 접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 질문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표 2). 위험인식과 감정적 반응, 대응행동 의도 세 변수 간 관계는 부분

매개로 상정하여, 감정적 반응의 매개 효과에 관한 연구 질문과 가설들

4)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청소년

기본법, 2020),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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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였으며(RQ1·2), 매개변수인 감정적 반응과 종속변수 대응행동 

의도 간의 관계(RQ2)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에서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

을 재검토 해보려는 목적이 강하기에 특정한 방향의 가설 설정은 지양하

였다. 연구 질문과 가설을 종합하면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이 성립된

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주요 변수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려진 요인들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함께 통제할 것이다.

[표 2] 연구 질문과 가설

① 감정적 반응의 매개 효과에 관한 연구 질문과 가설

RQ1
기후변화 위험인식은 대응행동 의도(개인/사회)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가?

H1-1
위험인식은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위험인식은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RQ2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위험인식이 기후변화 대
응행동 의도(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RQ2-1
개별 감정적 반응들은 위험인식이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어떻게 매개하는가? 

RQ2-2
개별 감정적 반응들은 위험인식이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어떻게 매개하는가?

② 주요 변수에서의 세대 비교에 관한 연구 질문과 가설

RQ3
기후변화 위험인식/감정적 반응들/대응행동 의도에의 세대 
간(베이비붐 vs X세대 vs 전기 Y vs 후기 Y vs Z세대) 
차이가 존재하는가?

H3-1 세대 간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H3-2
세대 간 기후변화에 대한 개별 감정적 반응에 차이가 존
재할 것이다.

H3-3
세대 간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개인/사회)에 차이가 존
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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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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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와 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이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의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한국인을 대상으

로 2021년 8월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은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 

대면하여 진행하기 어려워 온라인 설문방법을 이용하고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보유하고 있는 패널 500명을 대상으로 수

집하였다. 

  표본 수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우선 이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개인이지만, 세대 간 비교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세대별 표본을 고

려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확률적 표집 방법의 하나인 비

례층화표본추출과 유사한 비확률적 표집 방법인 할당표본추출방법을 이

용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통계에 따른 세대별 인

구비를 바탕으로 할당하였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서울

을 포함한 수도권의 총인구수는 2,601만 명이고 그중 약 74.5%인 1,937

만 명이 만 15~65세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베이비붐 세대(1956~1964년, 

만 57~65세)가 344만 명으로 17.8%, X세대(1965~1976년, 만 45~56세) 525

만 명으로 약 27.1%, 전기 Y세대(1977~1986년, 만 35~44세) 404만 명으로 

약 20.9%, 후기 Y세대(1987~1996년, 만 25~34세)는 379만 명으로 약 

19.6%, 마지막 Z세대(1997~2006년, 만 15~24세)가 283만 명으로 전체 만 

15~65세 인구수 대비 14.6%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G*Power 3.1 프로그램(Faul et al., 2007)을 이용하여 분석방

법에 따른 적정 표본 수를 산출해보았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르면 회귀

분석(다중매개모형)의 경우 매개변수를 포함한 영향변수 5개,5) 유의수준 

0.05, 중간 효과크기 0.15, 검정력 0.80일 때 최소 92명의 전체 표본이 요

5) 위험인식(독립변수)과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매개변수)이 영향변수에 해당하

며, 감정적 반응은 18개의 감정 단어 요인분석 결과 도출한 4개의 요인으로 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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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고 세대 비교에서 사용하게 될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의 경

우 집단 5개, 유의수준 0.05, 중간 효과크기 0.25, 검정력 0.80일 때 최소 

40명의 세대별 표본이 요구된다. 이에 세대별 최소 유효 표본 수를 만족

하며 연구대상의 인구구성비를 고려한 할당표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

체 표본 수가 274명이 필요하다(Z세대 표본을 40명으로 설정 시).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표본 500명을 표집하기에 G*Power 3.1 프로그

램을 통해 산출한 최소 적정 표본 수와 세대 인구구성비를 고려한 할당

표집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성별과 거주지(서울/인천/경기) 인

구구성비도 고려한 결과이다. 구체적인 할당표집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인구비례할당 표집 결과표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세대

Z세대 13 13 4 4 20 19 73
후기 Y 20 20 5 5 25 22 97
전기 Y 19 19 6 6 28 27 105
X세대 24 24 8 8 37 36 137

베이비붐 16 17 5 5 23 22 88
합계 92 93 28 28 133 126 500

  설문 자료는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설문조사로 인해 발생 

가능한 동일방법 편의를 줄이고자 문항 구성과 척도 구성에 주의를 기울

였다. 또한, 응답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문항을 정제하기 위해 서울대학

교 환경대학원 교수 1명과 일반인으로 대표되는 연구자의 지인 10명에게 

사전 검토와 예비조사를 1차로 의뢰하였다. 추가로 환경대학원 박사 혹

은 박사 수료생 3명의 검토를 통해 측정 문항의 타당성을 판단한 다음 

편의표집방법으로 다양한 세대를 포함한 총 30명의 일반인 대상으로 온

라인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 검토와 예비조사를 통해 

모든 세대가 응답하기 적합한 문항으로 최종적으로 문항을 정제·완성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 31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는 Whitmarsh(2009)와 

김영욱 외(2019)를 참고하여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개인과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먼저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는 개인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을 실천하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O’Connor et al(1999), Whitmarsh(2009), Ojla(2012) 등을 참고하되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연구자가 일부 문항을 수정·추가하였다. 또한, 교통·

에너지·폐기물·소비·식생활 등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

에서 1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모두가 실천 가능한 행동 양식으로 

항목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응

답자들의 직접행동이 아닌 행동 의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의 

기후변화 완화 의도를 명확히 하고자 “귀하는 ‘기후변화를 완화(예방)

하고자’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친환경 행동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공통으로 제시한 뒤 각 문항에 응답하도록 설

문을 구성하였다. 해당 질문과 문항 형태는 김경진과 김영욱(2017)의 연

구를 참고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육식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일 

것이다”, “나는 에어컨이나 난방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줄

이고자 설정 온도, 사용 빈도, 시간 등을 조절할 것이다”, “나는 일회

용품 사용을 줄일 것이다”, “나는 제품을 선택할 때 친환경 경영을 실

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찾아 선택할 것이다” 등 8개 문항을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다음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는 개인이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

을 지지하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O’Conner 

et al(1999)과 Smith·Leiserowitz(2014)를 참고하되 김영욱 외(2018)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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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맥락에 적합한 문항 형태·번역을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

였다. 또한,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실정에 맞게 문항

을 추가하였다.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도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와 마찬가

지로 의도를 명확히 측정하고자 “귀하는 ‘기후변화를 완화(예방)하고

자’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부 정책이 있다면 지지할 의향

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먼저 제시하였다. 응답 문항은 “나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

할 것이다”, “나는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 확대에 더 많

은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나는 석탄화력발전

을 축소하는 등의 저탄소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개편을 지지

할 것이다”, “나는 과도한 육식에 따른 산림 벌채와 온실가스 배출을 

막고자 붉은 고기(소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에 세금(육류세)을 부과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등 총 7개 문항을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기후변화 위험인식

  독립변수인 기후변화 위험인식은 Brewer et al(2007)과 김영욱 외

(2018)를 바탕으로 ‘개인이 기후변화 위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인

지하고 스스로 위험에 취약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여 ‘발생 가

능성’, ‘심각성’, ‘취약성’ 세 가지 인지 차원에 적합한 문항들을 

구성한 뒤 함께 측정한다.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 문항은 

Leiserowitz(2005, 2006), 김수진과 김영욱(2019)을 참고하였고 취약성에 

관한 문항은 미세먼지 이슈를 연구한 구윤희 외(2020)의 문항을 연구목

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구적 범위와 내 주변 지역 범위를 함께 고

려한 “향후 30년 이내에 기후변화로 인하여 나와 주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다”, “향후 30년 이내에 기후변화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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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계 많은 인구의 생활 수준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다”의 2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위험에 대한 심각성은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심각한 문

제이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아닌 동식물과 같은 다른 생물종들에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이 세

계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위

험에 대한 자기 취약성도 “나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나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 위험에 처해 있다”라

는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독립변수 기후변화 위험인식은 7

문항으로 구성되며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였다.

3) 매개변수 :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

  감정은 어떤 대상에 대한 기분으로 표정, 생리 반응, 언어 표현 등으

로 표현되며, 그 중에도 언어 표현이 감정 상태를 가장 정교하게 표현하

여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이수상, 2016). 이에 이 연구는 

감정 표현의 언어적 형태인 ‘감정 단어’에 주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조작적으로 정의해서 측정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위험인식과 대응행동 의도를 매개하는 

변수로서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할 때 느끼는 개별 감정의 강도’로 정

의할 수 있다(Smith·Leiserowitz, 2014). 구체적인 문항은 기후변화 위험

에 관한 기존 연구(Smith·Leiserowitz, 2014; Chu·Yang, 2019)에서 다루

는 감정 단어와 한국인이 주로 느끼는 감정 단어 범주 및 척도 연구(박

인조·민경환, 2005; 이준웅 외, 2008; 손선주 외, 2012)를 참고하여 구성

하였다. 부정적 감정의 경우 ‘불안하다’, ‘짜증난다’, ‘절망스럽

다’, ‘무섭다’, ‘분하다’, ‘두렵다’, ‘걱정된다’, ‘죄책감이 든

다’, ‘무기력하다’와 같은 14개의 감정을, 긍정적 감정의 경우 ‘희

망적이다’, ‘신기하다’, ‘흥미롭다’, ‘자신 있다’ 4개의 감정을 

선정하여 총 18개의 감정 단어를 설문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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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지구온난화)에 대해 생각할 때 귀하가 느끼는 다음의 감정들

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을 먼저 읽은 후 18개 각 문항에 응답하

였으며, 척도는 7점 척도(1=전혀 느끼지 않는다, 7=매우 느낀다)로 구성

하였다. 

  다소 많은 문항에 응답 피로가 우려되어 응답자에게 해당 문항들이 연

구의 중요한 부분임을 상기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충실히 

응답해주기를 당부하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18

개의 감정은 요인분석을 통해 공통 요인으로 묶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

로 4개의 감정 요인(공포·불안, 원망·분노, 흥미, 희망)으로 도출되었으

며, 자세한 내용은 4장 2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4) 통제변수 

  이 연구는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대응행동 의도,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재산상의 피해 경험(임인재·김영욱, 2019), 이상 기후 

현상 체감(Van der Linden, 2015), 이슈 관심도(김영욱 외, 2018), 기술에 

대한 낙관적 태도(Gardezi·Arbuckle, 2020; Kwon et al, 2019), 기후변화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뢰(Kwon et al., 2019; 이승준·김영욱, 2019), 기

후변화 정보의 보유 수준(김서용·김선희, 2016; 통계청, 2020)이 이에 해

당한다. 측정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연구 맥락에 맞게 변

형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성별, 출생연도(세대), 

거주지역, 학력, 가정의 생활 및 소득수준, 정치성향, 혼인상태, 자녀 유

무 등을 포함하였다. 

5) 추가 문항: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와 정보획득 매체 

  이 연구는 조사 대상자의 기후변화 인식을 보다 다양하게 확인해보고



- 35 -

자 기후변화와 관련된 네 문항을 추가 조사하였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여러 사회·환경문제 내에서의 중요도 1~3순위와 기후변화 정보를 주로 

접하는 매체 1~3순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성장 포기 가능성이 이

에 해당한다. 질문 형태 및 항목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2020 국민환경의식조사」, 통계청 「2020 사회조사보고서」, 국회미래

연구원 「청소년 미래선호가치 설문 기반 연구」의 설문지를 참고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 2019; 김현노 외, 2020; 통계청, 2020).

  우선 다양한 사회문제 내에서의 우선순위는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경

제 불안’, ‘교육 불평등’, ‘빈부격차 심화’, ‘남녀갈등’, ‘환경

오염’ 등의 1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환경문제 내에서의 

우선순위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산림파괴’, ‘대기오염/미세먼지’, 

‘쓰레기/폐기물 문제’, ‘소음 공해’ 등의 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문항

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경제성장을 일정 부분 포기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으며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정보를 주로 접하는 매체 우선순위 문항은 

‘TV’, ‘라디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같은 기존 주류 매체와 

‘소셜 미디어’, ‘유튜브, 1인 미디어 등’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포

함한 9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지금까지의 주요 변수와 통제변수, 추

가조사 문항의 구성은 아래 [표 4]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설

문지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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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설문 문항 구성

변수 유형 질문 항목 질문 문항 측정 척도

종속변수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

개인적

나는 육식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일 것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나는 에어컨이나 난방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줄이고자 설정 온
도, 사용 빈도, 시간 등을 조절할 것이다. 

나는 사용하지 않는 전등이나 전자기기(TV, 컴퓨터 등)의 전원을 꺼 놓을 
것이다.

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이다. 

나는 과대포장이 심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물건 등 환경에 이롭지 못한 제
품 선택을 자제할 것이다. 

나는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도보
로 이동할 것이다.

나는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제품을 구입할 때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찾아 선택할 
것이다. 

사회적 

나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정부 정

책을 지지할 것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나는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 확대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나는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하는 등의 저탄소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

상 개편을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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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람들의 자가용 사용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같은 연료에 세금

을 부과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나는 과도한 육식에 따른 산림 벌채와 온실가스 배출을 막고자 붉은고기(소

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에 세금(육류세)을 부과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할 것

이다. 

나는 계절에 따라 모든 건물(공공건물, 상업건물)의 실내 온도를 일정온도 

이내로 규제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나는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운송수단 확대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

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나는 가정용 태양광 또는 에너지 효율적인 자동차/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들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정부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독립변수

(기후변화 

위험인식)

발생 가능성

향후 30년 이내에 기후변화로 인하여 나와 주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지금
보다 하락할 것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향후 30년 이내에 기후변화로 인하여 세계 많은 인구의 생활 수준이 지금보
다 하락할 것이다.

심각성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아닌 동식물과 같은 다른 생물종들에도 심각한 문제이다. 

취약성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나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나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 위험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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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감정적 

반응)

부정적 
불안하다 / 짜증난다 / 지겹다 / 절망스럽다 / 걱정된다 / 무섭다 / 분하다 / 
우울하다 / 무기력하다 / 슬프다 / 억울하다 / 답답하다 / 두렵다 / 죄책감이 
든다

1=전혀 느끼지 

않는다

7=매우 느낀다긍정적 희망적이다 / 신기하다 / 흥미롭다 / 자신 있다

통제변수

건강·재산피

해 경험

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온열 질환, 폭우로 인한 사업 피해 등)

1=네 2=아니오

(피해의 내용:  )

기술에 대한 

낙관적 태도

과학기술은 대체로 긍정적인 기능보다 부정적인 기능을 더 가지고 있다.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 

과학기술 덕분에 인간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기후 

현상 체감도

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홍수, 폭염, 가뭄, 태풍, 한파 등)을 체
감하고 있다.

이슈 관심도 나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다.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기후변화/환경 관련 정보를 

신뢰하십니까? - 정부/언론/학계/환경단체

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7=매우 신뢰한다

정보 보유 

수준
귀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부족하다

5=매우 충분하다

인구통계학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역, 학력, 가정의 생활 수준, 소득수준, 정치 성향, 혼

인상태, 자녀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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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항: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와 

정보획득 

매체

사회문제 

1~3순위

귀하는 아래 보기 중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3개 항목

(부록 참고)

환경문제 

1~3순위

귀하는 아래 보기 중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9개 항목

(부록 참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성장 

포기 가능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경제성장을 일정 부분 포기할 수 있다.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정보 매체

1~3순위

귀하는 평소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어느 매체를 통해 주로 접하십니까? 중요

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9개 항목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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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8.0과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되며, 분석은 크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추가 조사한 다중응답 3문

항에서의 응답 특성을 빈도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또한, 교차분석을 통

해 세대 간 응답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감정 측정 문항들의 수렴 타당성과 차별 타당성을 확인하여 공

통 요인을 도출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문항별 내적 신뢰도 계

수(Cronbach’s Alpha), 스피어만 브라운 계수(Spearman Brown)를 이용

한 신뢰도 분석을 진행한다. 

  셋째, 앞선 분석을 통해 타당도 및 신뢰도를 만족한 주요 변수들의 평

균과 표준편차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과 변수 간 상관관계 분

석을 수행한다. 

  넷째, 위험인식이 감정적 반응을 매개로 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정하고자 하는 매개모형을 분석한다.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구조방정식 모형과 회귀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지성호·강영순, 2014). 전자의 경우 측정

오차를 통제하여 주요 변수 간 구조적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는 데 이점

이 있다. 그러나 다른 분석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이론적 기

반을 토대로 한 모형 판별이 중요한 쟁점이며, 측정변수 개수에 따라 큰 

표본의 수가 요구된다(김진호 외, 2007). 반면 후자의 경우 모형 내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과정이 다소 편리하고,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

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 효과 분석법도 최근 

다양하게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다(허원무, 2013). 허원무(2013)에 따르면 

Baron·Kenny(1986)와 Sobel(1982) 같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매개모형 

3단계 검정 방법은 정규성 조건과 다소 큰 표본 수 조건을 만족해야 바

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다중매개와 같은 복잡한 매개 효과를 확인

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방법의 한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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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한 것으로 알려진 Preacher·Hayes(2004)의 부트스트랩(bootstrap) 신뢰

구간 추정에 기반한 매개 효과 검정법을 활용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Preacher·Hayes(2008)와 허원무(2013)를 참고하여 개별감정들이 병렬로 

연결되어있는 다중매개모형을 SPSS PROCESS Macro 모델 4번을 활용하

여 검정하고자 한다. 또한, 회귀분석에 기반한 매개모형 검정에 필요한 

정규성, 등분산성, 다중공선성, 자기상관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계적 

오류를 최소화한다. 

  다섯째,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대표되는 다집단분석을 

통해 5개의 세대 간 요인 평균 차이 여부를 확인한다. 세대 간 평균 차

이가 유의미하게 있다면 표본 수에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는 Scheffe 사후

검정법을 통해 구체적인 차이를 판별해보고자 한다. 또한, 추가로 조사

한 문항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성장 포기 가능성’에 

대한 차이를 함께 살펴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깊이 있게 다룬다. 

  이와 같은 순서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 4장에서 동일한 순서로 제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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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

다. 성별은 남성의 경우 253명(50.6%), 여자 247명(49.4%)으로 나타났으

며, 세대는 Z세대 73명(14.6%), 후기 Y세대 97명(19.4%), 전기 Y세대 105

명(21.0%), X세대 137명(27.4%), 베이비붐 88명(17.6%)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는 서울 185명(37.0%), 인천 56명(11.2%), 경기도 259명(51.8%)으로 나타

나, 성별·세대·거주지 기준 비례할당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6) 

  조사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의 생활 수준은 중 395명

(79.0%), 하 82명(16.4%), 상 23명(4.6%)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 소

득은 200~400만 원 미만이 139명(27.9%), 400~600만 원 미만 137명

(27.4%), 600~800만 원 미만 101명(20.2%), 800만 원 이상 81명(16.2%), 

200만 원 미만 42명(8.4%)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은 중도가 258명

(51.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진보가 90명(18.0%), 잘 모르겠음이 79

명(15.8%), 보수가 73명(14.6%)으로 집계되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365

명(73.0%), 고졸이 114명(22.8%), 중졸 18명(3.6%), 중졸 미만 3명(0.6%)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혼인상태는 미혼과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이 각각 211명(42.2%), 274명(54.8%)으로 나타났으며, 사별과 이혼 

등을 포함한 기타의 경우 15명(3.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는 조사 대상자는 247명(49.4%), 자녀가 없는 조사 대상자는 253명

(50.6%)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표본수집에서의 비례할당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판단하는 근거는 제3장 1절 ‘연구대

상과 자료수집’에서 언급한 성별·거주지·세대별 인구구성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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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

별

남성 253 50.6
자

녀

유

무

있다 247 49.4

여성 247 49.4 없다 253 50.6

세

대

Z세대

(만15~24세)
73 14.6

소

득

수

준

200만원 미만 42 8.4

후기 Y

(만25~34세)
97 19.4 200~400만원 139 27.8

전기 Y

(만35~44세)
105 21.0 400~600만원 137 27.4

X세대

(만45~56세)
137 27.4 600~800만원 101 20.2

베이비붐

(만57~65세)
88 17.6 800만원 이상 81 16.2

거

주

지

서울 185 37.0 정

치

성

향

진보 90 18.0

인천 56 11.2 보수 73 14.6

경기 259 51.8 중도 258 51.6
생

활

수

준

상 23 4.6 잘 모르겠음 79 15.8

학

력

중졸 미만 3 0.6중 395 79.0
중졸 18 3.6

하 82 16.4
고졸 114 22.8

혼

인

상

태

미혼 211 42.2 대졸 이상 365 73.0

기혼 274 54.8
합계(N) 500 100

기타 15 3.0

2)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와 정보획득 매체

  이 연구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네 문항을 추가 조

사하였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여러 사회·환경문제 내에서의 중요도 1~3

순위와 기후변화 정보를 주로 접하는 매체 1~3순위, 기후변화 대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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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성장 포기 가능성이 이에 해당한다. 앞의 다중응답 세 문항에 대

한 빈도분석결과는 아래 [표 6], [표 7]과 같으며, [그림 3], [그림 4], [그

림 5]의 막대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중응답 문항의 경우 1~3순위 

응답 데이터를 각각 코딩한 뒤 통합하여 새로운 변수 군을 생성한 다음 

다중반응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순위에 대한 빈도도 확인해보았으

나 상·중·하위권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통합빈도 순위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아 생략하였다.

  분석 결과, 여러 사회문제(‘기타’를 포함한 13가지)에서 기후변화 이

슈는 8순위를 차지했고, 환경문제(‘기타’를 포함한 9가지)에서 3순위를 

차지했다. 사회문제에서의 1·2순위는 ‘빈부격차 심화’, ‘경제 불

안’ 이였으며, 환경문제에서의 1·2순위는 ‘대기오염/미세먼지’, ‘쓰

레기/폐기물’ 문제가 차지했다. 추가조사 문항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해 경제성장을 일정 부분 포기할 수 있다”의 경우 응답 평균이 7점 척

도 기준 평균 4.91(SD=1.33)로 나타났다. 즉, 평균이 중간값인 4점보다 높

다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일정부분 포기할 수 있

다는 데 대해 일정 정도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마지막 조사 대상자들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주로 접하는 매체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TV’와 같은 기존의 주류 매체가 각각 

1·2순위로 가장 많았으며, ‘유튜브, 1인 미디어 등’, ‘소셜 미디어’

와 같은 뉴 미디어가 그 뒤를 따랐다. 책이나 잡지, 종이신문 같은 인쇄

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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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환경문제 1~3순위(통합빈도)

구분
빈도
(명)

비율
(%)

순
위

구분
빈도
(명)

비율
(%)

순
위

사
회
문
제

빈부격차 심화 247 16.5 1

환
경
문
제

대기오염/미세
먼지

427 28.5 1
경제 불안 234 15.6 2

쓰레기/폐기물 404 26.9 2저출산 문제 195 13.0 3

기후변화 352 23.5 3일자리 부족 169 11.3 4

고령화 문제 155 10.3 5
수질오염 118 7.9 4

정치이념갈등 116 7.7 6

산림파괴 74 4.9 5남녀갈등 113 7.5 7

자연자원고갈 68 4.5 6기후변화 90 6.0 8

환경오염 83 5.5 9
소음 공해 33 2.2 7

세대 갈등 37 2.5 10
야생 동식물 
보호 문제

24 1.6 8교육 불평등 28 1.9 11

남북관계 28 1.9 11
기타 0 0 9

기타 5 0.3 12

합계 1500 100 합계 1500 100

[표 7] 기후변화 정보 매체 1~3순위(통합빈도)

구분 빈도(명) 비율(%) 순위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등) 458 30.5 1
TV 423 28.2 2
유튜브, 1인 미디어 등 191 12.7 3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162 10.8 4
주변인/집단(가족, 친구, 선생님, 직장 동료 등) 94 6.3 5
책/잡지 75 5.0 6
라디오 55 3.7 7
종이 신문 35 2.3 8
기타 7 0.5 9

합계 15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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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회문제 1~3순위 통합빈도 그래프

[그림 4] 환경문제 1~3순위 통합빈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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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후변화 정보 매체 1~3순위 통합빈도 그래프

  다음으로 다중응답 세 문항의 1순위 응답 비율이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교차분석)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카이제곱 검정법

은 특정 범주형 자료에 따라 다른 범주형 자료의 비율 구성에 차이가 있

는지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이다(히든그레이스, 2018). 

  세대에 따른 사회·환경문제·정보 매체 1순위 응답 비율 차이의 통계

적 유의성 검정 결과, 사회문제(=111.50, p<.001)와 정보 매체(=82.83,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후변화의 경우 X세대 6명(4.4%), 

후기 Y세대 4명(4.1%), 베이비붐 3명(3.4%), 전기 Y세대 3명(2.9%), Z세대 

1명(1.4%) 순서로 중요한 사회문제 1순위로 응답했다. 또한, 연령대가 높

을수록 TV를 기후변화 정보 매체 1순위로 많이 응답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소셜 미디어, 유튜브·1인 미디어 등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응답

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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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세대에 따른 사회·환경문제 1순위 응답 비율

단위: 빈도(%)

구분

세대

전체  p
Z세대 후기 Y 전기 Y X세대

베이비

붐

사

회

문

제

경제 불안 15(20.5) 23(23.7) 27(25.7) 38(27.7) 28(31.8) 131(26.2)

111.

495
.000

교육불평등 2(2.7) 1(1.0) 1(1.0) 1(0.7) 0(0.0) 5(1.0)

일자리부족 14(19.2) 13(13.4) 10(9.5) 7(5.1) 7(8.0) 51(10.2)

빈부격차심화 6(8.2) 28(28.9) 23(21.9) 45(32.8) 20(22.7) 122(24.4)

세대 갈등 0(0.0) 2(2.1) 1(1.0) 1(0.7) 0(0.0) 4(0.8)

저출산문제 6(8.2) 10(10.3) 17(16.2) 15(10.9) 10(11.4) 58(11.6)

고령화문제 5(6.8) 2(2.1) 2(1.9) 9(6.6) 6(6.8) 24(4.8)

남녀갈등 15(20.5) 10(10.3) 4(3.8) 0(0.0) 0(0.0) 29(5.8)

남북관계 1(1.4) 1(1.0) 2(1.9) 0(0.0) 0(0.0) 4(0.8)

기후변화 1(1.4) 4(4.1) 3(2.9) 6(4.4) 3(3.4) 17(3.4)

환경오염 3(4.1) 1(1.0) 5(4.8) 4(2.9) 3(3.4) 16(3.2)

정치이념갈등 3(4.1) 1(1.0) 10(9.5) 11(8.0) 11(12.5) 36(7.2)

기타 2(2.7) 1(1.0) 0(0.0) 0(0.0) 0(0.0) 3(0.6)

전체 73(100) 97(100) 105(100) 137(100) 88(100) 500(100)

환

경

문

제

산림파괴 4(5.5) 6(6.2) 0(0.0) 11(8.0) 4(4.5) 25(5.0)

31.

156
.310

대기오염

/미세먼지
25(34.2) 35(36.1) 49(46.7) 39(28.5) 31(35.2) 179(35.8)

수질오염 2(2.7) 1(1.0) 0(0.0) 3(2.2) 3(3.4) 9(1.8)

기후변화 25(34.2) 32(33.0) 27(25.7) 47(34.3) 31(35.2) 162(32.4)

쓰레기/폐기물 15(20.5) 20(20.6) 27(25.7) 30(21.9) 19(21.6) 111(22.2)

자연자원고갈 0(0.0) 1(1.0) 2(1.9) 3(2.2) 0(0.0) 6(1.2)

야생동식물 

보호 문제
0(0.0) 1(1.0) 0(0.0) 1(0.7) 0(0.0) 2(0.4)

소음 공해 2(2.7) 1(1.0) 0(0.0) 3(2.2) 0(0.0) 6(1.2)

전체 73(100) 97(100) 105(100) 137(100) 88(100) 5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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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세대에 따른 정보 매체 1순위 응답 비율

단위: 빈도(%)

구분
세대

전체  p
Z세대 후기 Y 전기 Y X세대

베이비

붐

정

보

매

체

TV 26(35.6) 35(36.1) 55(52.4) 87(63.5) 66(75.0)
269

(53.8)

82.

825
.000

인터넷 포털 

사이트
31(42.5) 36(37.1) 38(36.2) 35(25.5) 14(15.9)

154

(30.8)

라디오 0(0.0) 2(2.1) 1(1.0) 2(1.5) 0(0.0) 5(1.0)

종이 신문 0(0.0) 0(0.0) 0(0.0) 1(0.7) 2(2.3) 3(0.6)

책/잡지 0(0.0) 6(6.2) 1(1.0) 2(1.5) 2(2.3) 11(2.2)

소셜 미디어 7(9.6) 8(8.2) 1(1.0) 4(2.9) 0(0.0) 20(4.0)

유튜브, 

1인미디어 등
8(11.0) 9(9.3) 7(6.7) 5(3.6) 2(2.3) 31(6.2)

주변인/집단 1(1.4) 0(0.0) 2(1.9) 0(0.0) 2(2.3) 5(1.0)

기타 0(0.0) 1(1.0) 0(0.0) 1(0.7) 0(0.0) 2(0.4)

전체 73(100) 97(100) 105(100) 137(100) 88(100)
500

(100)

2.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

  본격적인 연구 문제 및 가설 검정에 앞서 문항의 적합성 검토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주요 변수에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각각 요인

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통해 확인해보

았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은 여러 측정 항목에서 공통된 요인을 발견 혹은 

만들어냄으로써 자료의 복잡성을 줄이고 요인 간 수렴 타당성과 차별 타

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분석기법이다(강현철, 2013; 히든그레이

스, 2018). 또한, 연구자가 기존에 존재하던 척도를 사용했을 시, 기존 척

도에서 제시하는 대로 요인이 적절히 묶이는지 확인하고자 요인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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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수행하기도 한다(김형태 외, 2020).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료에 부

합하는 요인의 개수를 미리 지정한 뒤 분석을 진행하는 편이지만 요인 

개수 기준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강현철, 2013). 따라서 연구자

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잠정적으로 상정한 요인 수를 포함한 다양한 요

인 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결과들을 비교하며 적합한 요인 

수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강현철, 2013).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다양한 감정을 18개의 감정 

단어를 통해 측정하였기에, 요인분석을 통해 18개의 감정 단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분석은 [표 10]에 제시한 순서와 같이 

진행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베리맥스 

회전을 통해 자료 간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다(김형태 외, 2020). 그 

결과 KMO 측도는 0.784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

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누적분산의 

경우 78.270%로 나타나 구성된 4개 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요인 적재량 모두 기준치인 0.7을 상회하여 측정 도구의 타당

성을 전반적으로 만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요인에 구성된 항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으로 묶인 항목들은 

걱정·무서움·두려움·불안감으로 모두 4문항이었고 두 번째 요인은 억

울함과 분함을 포함한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긍정적 감정에 해당하는 

세 번째, 네 번째 요인 또한, 각각 흥미와 신기함, 희망과 자신감 2문항

씩 포함하여 서로 다른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는 이준웅 외(2008)

를 포함한 한국인의 정서 범주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4개 감정 요

인에 대해 각각 공포·불안, 원망·분노, 흥미, 희망으로 명명하였으며, 

추가 항목의 제외 및 조정 없이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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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8개 감정 단어에 대한 요인분석 순서와 진행 내용

순

서
분석 내용 비고

1
고정된 요인 수 없이 탐색적 요인분석

↓
- 요인 3개 도출 

2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적재량을 

지닌 감정 제외

↓

- 요인 적재량이 0.7 미만인 

감정 중 두 번째로 큰 요인

의 적재량이 0.4 이상인 감

정 제외: 답답함, 우울, 무기

력, 짜증 

3

감정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범주를 이용하여 

고정요인 수 재설정 후 요인분석

↓

- 14개 감정을 대상으로 고정

요인 수 4~10개로 다양하게 

설정 후 결과 비교: 요인 묶

음이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가장 유사하고 단일로 

분리되는 감정의 수가 다소 

적은, 최적의 고정요인 수로 

‘6’을 상정

4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범주와 다소 

거리가 있는 감정 추가로 제외

↓

- 요인 내 유사한 감정이 존

재하지 않거나 기존 연구에

서 논의된 범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감정 추가 

제외: 슬픔, 지겨움

5

추린 감정 항목들에 대해 

새 고정요인 수로 재분석

↓

- 12개 감정을 대상으로 고정

요인 수 6개로 설정 후 재

분석

6

최종 도출된 요인 내 감정 항목들의 

요인 적재량과 설명력(누적분산 값) 

확인 및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감정 

제외 후 요인 이름 명명

- 요인 적재량과 설명력 확인 

및 단일문항 감정 제외: 절

망, 죄책감

- 공포·불안/원망·분노/흥미/희

망 4개 요인 최종 도출(표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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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측정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변수명 문항 1 2 3 4

공포·불안

걱정된다 0.859 0.182 -0.021 -0.090
무섭다 0.857 0.168 -0.033 -0.135
두렵다 0.851 -0.017 -0.048 -0.187

불안하다 0.792 0.134 -0.063 0.009

원망·분노
억울하다 0.175 0.885 0.135 0.071

분하다 0.173 0.868 0.179 0.065

흥미
흥미롭다 -0.067 0.104 0.877 0.187
신기하다 -0.046 0.213 0.816 0.232

희망
희망적이다 -0.135 -0.010 0.156 0.898
자신 있다 -0.158 0.178 0.324 0.777

아이겐값 2.932 1.704 1.621 1.570
공통분산(%) 29.325 17.038 16.210 15.697
누적분산(%) 29.325 46.363 62.574 78.270

KMO =.784, Bartlett’s =2163.044(p<.001)

  다음으로 주요 변수·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뢰

도 분석은 특정 개념을 여러 항목으로 측정 시, 해당 항목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분석기법이다(히든그레

이스, 2018). 대부분의 연구에서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수용 가능하며 0.7 이상일 경우 신뢰도가 양호한 수준이라 해석한다(김

형태 외, 2020). 

  앞선 감정의 요인분석 결과, 원망·분노, 흥미, 희망 척도는 각각 두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Eisinga et al(2013)에 따르면, 척도에 포함된 항목

이 두 개뿐이라면 그 두 개의 항목 간 상관계수 값을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Spearman-Brown formula)에 대입하여 얻게 되는 추정치를 신뢰도 

검정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원망·분노, 흥미, 희망 변수는 

스피어만 브라운 계수, 나머지 변수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통해 신뢰

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변수들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와 스피

어만 브라운 계수가 모두 0.7을 상회하여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

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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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주요 측정변수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신뢰도 추정치* 문항 수

독립 위험인식 0.881 7문항

종속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 0.908 8문항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0.914 7문항

매개

공포·불안 0.876 4문항
원망·분노 0.799 2문항

흥미 0.738 2문항

희망 0.740 2문항

*Cronbach’s alpha : 위험인식, 개인·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공포·불안 

 Spearman-Brown reliability coefficient : 원망·분노, 흥미, 희망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3]과 같다.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위

험인식의 평균을 살펴보면 7점 척도 기준 5.74(SD=0.89)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와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는 

각각 5.30(SD=0.95), 4.78(SD=1.21)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의 경우 공포·불

안 5.34(SD=1.06), 원망·분노 3.42(SD=1.33), 흥미 3.32(SD=1.30), 희망 

3.16(SD=1.15) 순서대로 확인되었다.

[표 13] 주요 변수 기술통계

구분 변수명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독립 위험인식 2.00 7.00 5.74 0.89

종속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 1.00 7.00 5.30 0.95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1.00 7.00 4.78 1.21

매개

공포·불안 1.00 7.00 5.34 1.06

원망·분노 1.00 7.00 3.42 1.33

흥미 1.00 7.00 3.32 1.30

희망 1.00 7.00 3.1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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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주요 변수 간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표 14). 

  독립변수 위험인식은 공포·불안(r=.659, p<.001), 원망·분노(r=.202, 

p<.001),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r=.542, p<.001),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r=.458,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희망(r=-.169,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흥미와는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매개변수인 공포·불안은 원망·분노(r=.303, 

p<.001),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r=.514, p<.001),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r=.424,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흥미(r=-.111, 

p<.05)와 희망(r=-.272,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번째 

원망·분노는 흥미(r=.340, p<.001), 희망(r=.180, p<.001),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r=.104, p<.05),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r=.169, p<.001)와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세 번째 흥미는 위험인식과 개인·사회적 대응행

동 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희망(r=.502, p<.0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네 번째 희망의 경우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를 제외한 모든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위험인식(r=-.169, 

p<.001)과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r=-.122, p<.01)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속변수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는 다른 종속변수인 사회적 대응

행동 의도(r=.593,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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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1. 위험인식 1 　 　 　 　 　 　

2. 공포·불안 .659*** 1 　 　 　 　 　

3. 원망·분노 .202*** .303*** 1 　 　 　 　

4. 흥미 -.059 -.111* .340*** 1 　 　 　

5. 희망 -.169*** -.272*** .180*** .502*** 1 　 　

6.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 .542*** .514*** .104* -.075 -.122** 1

7.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458*** .424*** .169*** -.013 .004 .593*** 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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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의 매개 효과 검정

1) 회귀분석의 4가지 기본 가정

  이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 중인 한국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과 

개인·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사이에서의 감정 요인 6개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병렬다중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RQ 1>과 <RQ 

2> 검정에 해당한다. 한편, 매개모형은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

므로 분석에 앞서 회귀분석의 4가지 기본 가정(자기상관성, 등분산성, 다

중공선성, 정규성)이 올바르게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종속변수 개인·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각각에 대해 독립변수(위험인식), 

매개변수(공포·불안, 원망·분노, 흥미, 희망), 통제변수(건강·재산상의 

피해 경험, 이상기후 현상 체감도, 이슈 관심도, 기술에 대한 낙관적 태

도,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 기후변화 정보 보유 수준, 인구통계학적 변

수)를 모두 투입한 다중회귀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경

우 더미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그 결과 두 회귀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미했고(개인: F=14.928, p<.001, 사회: F=12.332, p<.001), 설명력(수정된 

R 제곱)은 각각 47.9%(개인), 42.8%(사회)로 나타났다. 

  첫 번째 가정인 자기상관성의 경우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오차항이 서로 상관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두 회귀모형의 

Durbin-Watson 통계량이 각각 2.033(개인), 2.032(사회)로 2에 근사한 값

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두 번째 가정, 등분산성은 오차항

의 분산이 항상 동일해야 함을 의미하며 잔차의 산포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회귀모형의 잔차 산포도 모두 0을 중심으로 특정한 규칙 없

이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해 가정이 만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세 번째, 

다중공선성의 경우 분산팽창지수(VIF)를 이용하여 판단한다. 이는 독립변

수 간의 강한 상관관계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두 회귀모형 모두 

분산팽창지수가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변수의 정규분포를 확인하는 정규성 조건은 



- 57 -

Kolmogorov-Smimov 계수, 히스토그램·Q-Q도표 형태, 왜도·첨도 값 등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왜도·첨도 값을 예로 들자면, 연속형 변수에 

해당하는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 절댓값이 각각 3과 7을 넘지 않아야 

하고 살펴본 모든 변수에서 정규성을 만족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자료는 회귀분석의 4가지 기본 가정을 모두 만족하여 병렬다중매

개모형 분석이 가능하였으며, 자세한 검정 내용과 도표는 생략하도록 한

다. 

2) 감정의 매개 효과 분석 결과

  이 연구는 위험인식과 개인·사회적 대응행동 의도와의 관계에서 4개

의 감정 요인인 공포·불안, 원망·분노, 흥미, 희망의 병렬다중매개효과

를 검정하기 위하여 Preacher·Hayes(2008)가 제안한 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모델 4번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5,000회,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

는 변수들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함께 통제하였다. 모형의 분석결과는 

종속변수 두 가지에 따라 각각 도출·해석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위험인식과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 사이에서의 4개 감

정 요인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정한 것으로 경로별 효과 크기와 다중매개

효과 검증 결과는 [그림 6]과 [표 15]와 같다. 독립변수 위험인식은 공

포·불안(β=.523,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며, 공포·불안(β=.204, p<.001)은 종속변수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에 정

(+)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희망의 경우 독립변수 위험인식으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β=-.324, p<.001)을 받았지만, 종속변수

인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β=.020, 

p>.05). 또한, 원망·분노의 경우 독립변수 위험인식으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 못했으나(β=.016, p>.05), 종속변수인 개인적 대응행

동 의도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β=-.074, p<.01)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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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인식에서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 간 경로의 총효과는 β

=0.253(p<.001)에서 감정 매개변수들이 투입된 이후 β=0.156(p<.01)로 직

접효과가 감소하여 위험인식과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4개의 

감정 요인이 다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개효과의 크기는 β

=0.098(CI=.0459~.1606)로 95% 신뢰구간 범위 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통

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세부 감정 요인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와 통계

적 유의성에 차이를 보였다.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 공포·불안(M1)은 β=0.107(CI=.0552~.1712)로 

신뢰구간 95% 범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

나, 원망·분노(M2)(β=-.001, CI=-.0158~.0132), 흥미(M3)(β=-.002, 

CI=-.0157~.0094), 희망(M4)(β=-.007, CI=-.0322~.0177)은 95% 신뢰구간 내

에 0을 포함하여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p<.05, **p<.01, ***p<.001)

[그림 6] 경로별 효과 크기(‘개인적 대응행동 의도’모형)
(위: 총효과 / 아래: 직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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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모형은 위험인식과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사이에서의 4개 감

정 요인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경로별 효과 크기

와 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그림 7]과 [표 16]과 같으며, 독립변수 위

험인식이 각 감정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유의성은 앞서 살펴본 

개인적 대응행동의도 모형의 그것과 동일하다.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 모

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인 공포·불안(β=.174, p<.01)이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던 희망(β=.171, p<.001)이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원망·분노(β=.022, p>.05)와 흥미(β=-.045, 

p>.05)는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5]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개인적 대응행동 의도’모형)

구분 β se LLCI* ULCI**

총효과 .2531 .0519 .1511 .3551

직접효과 .1555 .0555 .0465 .2646

총매개효과 .0975 .0295 .0459 .1606

위험인식(X) → 공포·불안(M1) → 

개인적 대응행동의도(Y)
.1070 .0298 .0552 .1712

위험인식(X) → 원망·분노(M2) → 

개인적 대응행동의도(Y)
-.0012 .0071 -.0158 .0132

위험인식(X) → 흥미(M3) → 개인적 

대응행동의도(Y)
-.0017 .0059 -.0157 .0094

위험인식(X) → 희망(M4) → 개인적 

대응행동의도(Y)
-.0065 .0123 -.0322 .0177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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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그림 7] 경로별 효과 크기(‘사회적 대응행동 의도’모형)
(위: 총효과 / 아래: 직접효과)

 

  위험인식에서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간 경로의 총효과는 β

=0.282(p<.001)로 직접효과 β=0.241(p<.01)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위험

인식과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4개의 감정 요인이 다중매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전체 매개효과의 크기는 β= 

0.042(CI=-.0327~.1183)로 95% 신뢰구간 범위 내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단일매개효과의 유의성은 세부 감정 요인에 따

라 차이가 존재했다.

  4개 감정 요인의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포·

불안(M1)(β=.091, CI=.0177~.1657)과 희망(M4)(β=-.056, CI=-.1025~-.0186)

의 경우 신뢰구간 95% 범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위험인식과 사회적 대

응행동 의도 사이에서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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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감정 요인인 원망·분노(M2)(β=.000, CI=-.0078~.0110), 흥미

(M3)(β=.006, CI=-.0069~.0268)는 신뢰구간 95% 범위에 0을 포함하여 위

험인식과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16]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사회적 대응행동 의도’모형)

구분 β se LLCI* ULCI**

총효과 .2823 .0694 .1459 .4187

직접효과 .2406 .0745 .0942 .3870

총매개효과 .0417 .0387 -.0327 .1183

위험인식(X) → 공포·불안(M1) → 

사회적 대응행동의도(Y)
.0911 .0379 .0177 .1657

위험인식(X) → 원망·분노(M2) → 

사회적 대응행동의도(Y)
.0003 .0043 -.0078 .0110

위험인식(X) → 흥미(M3) → 사회적 

대응행동의도(Y)
.0058 .0084 -.0069 .0268

위험인식(X) → 희망(M4) → 사회적 

대응행동의도(Y)
-.0555 .0216 -.1025 -.0186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PROCESS macro에서 제공하는 매개효과 차이검증 결과를 통해 위험인

식과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와의 관계에서 공포·불안, 희망의 매개효과 

크기를 추가로 비교해보았다(표 17). 그 결과, 공포·불안의 매개효과가 

희망의 매개효과 크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β=.108, CI=.0416~.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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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특정 매개효과 차이검증 결과(‘사회적 대응행동 의도’모형)

특정 매개효과의 크기 β se LLCI* ULCI**

공포·불안 - 원망·분노 .0668 .0283 .0123 .1231

공포·불안 - 흥미 .0628 .0293 .0058 .1215

공포·불안 - 희망 .1078 .0344 .0416 .1770

원망·분노 - 흥미 -.0040 .0073 -.0214 .0086

원망·분노 - 희망 .0411 .0158 .0140 .0751

흥미 - 희망 .0451 .0193 .0127 .0879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5. 주요 변수 평균에서의 세대 간 차이 분석

  다음으로 이 연구는 주요 변수인 위험인식, 4개의 감정 요인(공포·불

안, 원망·분노, 흥미, 희망), 개인·사회적 대응행동 의도의 평균에서 세

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통해 확인

하였다(표 18). 이는 <RQ3>에 대한 답과 세부 가설에 대한 검정에 해당

한다. 그 결과 위험인식에는 세대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4개의 감정 요인 중에서 흥미(F=2.942, p<.05) 응답 평균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두 가지 대응행동 의도 중에서는 개인

적 대응행동 의도(F=5.839, p<.0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에서의 사후분석 차이 검정 결과, 

베이비붐(e) 세대가 Z세대(a)와 후기 Y세대(b)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 하는 개인적 행동 의도 응답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평균 차이 0.30, 

0.27), Z세대(a)가 베이비붐(e) 세대보다 기후변화에 대해 흥미를 많이 느

끼고 있었다(평균 차이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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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세대에 따른 주요 변수 평균 비교

변수 세대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독

립
위험인식

Z세대(a) 73 5.60 0.89 

1.190 .314 -

후기Y세대(b) 97 5.66 0.99 

전기Y세대(c) 105 5.82 0.91 

X세대(d) 137 5.75 0.86 

베이비붐(e) 88 5.85 0.80 

종

속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

Z세대(a) 73 5.04 0.97 

5.839*** .000 a,b<e

후기Y세대(b) 97 5.07 1.12 

전기Y세대(c) 105 5.38 0.93 

X세대(d) 137 5.34 0.85 

베이비붐(e) 88 5.62 0.76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Z세대(a) 73 4.65 1.05 

1.569 .181 -

후기Y세대(b) 97 4.56 1.34 

전기Y세대(c) 105 4.84 1.25 

X세대(d) 137 4.87 1.14 

베이비붐(e) 88 4.91 1.24 

매

개

공포·불안

Z세대(a) 73 5.24 1.06 

1.767 .134 -

후기Y세대(b) 97 5.32 1.16 

전기Y세대(c) 105 5.57 1.01 

X세대(d) 137 5.25 1.01 

베이비붐(e) 88 5.31 1.03 

원망·분노

Z세대(a) 73 3.14 1.56 

1.742 .139 -

후기Y세대(b) 97 3.35 1.55 

전기Y세대(c) 105 3.46 1.26 

X세대(d) 137 3.41 1.22 

베이비붐(e) 88 3.68 1.08 

흥미

Z세대(a) 73 3.75 1.35 

2.942* .020 e<a

후기Y세대(b) 97 3.36 1.43 

전기Y세대(c) 105 3.26 1.28 

X세대(d) 137 3.23 1.24 

베이비붐(e) 88 3.10 1.18 

희망

Z세대(a) 73 3.01 1.21 

1.921 .106 -

후기Y세대(b) 97 3.00 1.28 

전기Y세대(c) 105 3.23 1.11 

X세대(d) 137 3.35 1.12 

베이비붐(e) 88 3.09 1.0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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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조사한 문항 중 하나인‘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성장 포기 

가능성’ 평균에서의 세대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했으며(F=4.258, p<.01), 사후분석결

과, 베이비붐 세대(e)가 Z세대(a)와 후기 Y세대(b)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정 부분의 경제성장 포기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

다(표 19).

[표 19] 세대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성장 포기 가능성 차이

문항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성장 

포기 가능성

Z세대(a) 73 4.53 1.38

4.258** .002 a,b<e

후기Y세대(b) 97 4.68 1.45

전기Y세대(c) 105 4.92 1.37

X세대(d) 137 5.04 1.22

베이비붐(e) 88 5.27 1.1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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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한국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실제 대응 행동으로 이어

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대응

행동 의도 사이에서의 감정적 반응의 역할에 주목하여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재검토하고자 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소통의 대상

으로서 10대 중후반을 포함한 새로운 세대 구분을 통하여 기후변화를 둘

러싼 세대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 중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특성을 다양하게 확인해보고자 여러 사회·환경문제 

내에서의 기후변화 이슈의 중요도 등의 추가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4장의 분석결과 항목과 순서에 따라 요

약하였다. 

  첫째,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빈부격차 심화, 경제 불안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저출산, 

일자리 부족, 고령화, 정치이념 및 남녀갈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기후변

화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오염·미세먼지

나 쓰레기·폐기물 문제와 같이 가시적으로 와닿는 환경 이슈를 기후변

화보다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대에 따라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문제의 종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

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제 불안과 빈부격차 심화 혹은 정치이념 갈등

을 심각하게 여기는 데 반해, 낮은 연령대일수록 일자리 부족과 남녀갈

등을 심각하게 여겨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기후변화 정보를 주

로 접하는 매체의 경우 인터넷과 TV와 같은 기존의 주류 매체에 대한 

응답이 각각 1, 2순위로 가장 많았으며, 유튜브·1인 미디어와 소셜 미

디어와 같은 뉴 미디어가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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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후변화 정보 매체 1순위로 많이 응답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소

셜 미디어, 유튜브·1인 미디어 등은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해당 매

체를 1순위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주요 변수에서의 기술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국인

의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은 7점 만점에 5.74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기후변화 인식 연구에서 한국인이 대체로 높은 

인식수준을 지녔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응행동 의향은 각각 5.30점, 4.78점으로 기후변화 위험인식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으며,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가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보다 약 0.5점 낮게 산출되었다. 수도권 주민들의 기후변

화 대응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의향이 개인의 일상 속 실천 의지보다 낮

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을 

다시금 확인하며, 한국인의 높은 인식수준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천 

의지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수도권 주민들은 기후

변화에 대해 공포·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원망·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인 흥미, 희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미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Smith·Leiserowitz(2014)와 상반된 결과이다. Smith·Leiserowitz(2014)에 

따르면, 미국 성인은 기후변화에 대해 흥미를 가장 많이 느끼며, 분노·

두려움보다도 희망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시기에 

따른 차이일 수 있으나, 수도권 주민으로 대표되는 한국인은 대체로 기

후변화를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4개의 감정 요인이 위험인식과 개인적 대응행

동 의도 사이를 유의하게 다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매

개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세부 감정 요인의 영향력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4개의 감정 중 공포·불안만이 유의한 매개효과

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정창순과 이동형(2019)의 글을 참고하여 해석

해보자면, 전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유무를 바탕으로 위험인식이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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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적으로 매개(collectively mediate)한다고 할 수 있으나, 주로 공포·

불안을 통해 위험인식이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은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포·불안을 

주로 매개하여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 <H1-1>은 채택되었으며 <RQ2-1>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

었다. 특히 공포·불안은 위험인식과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 사이를 정(+)

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공포·불안을 많이 느끼고 이러한 공포·불안은 다시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임을 의미한다. 

  넷째, 위험인식과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사이를 다중매개하는 기후변

화에 대한 4개의 감정 요인의 효과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

나, 4개의 감정 중 공포·불안과 희망의 단일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RQ2-2). 또한, 위험인식이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

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H1-2>는 채택되었으며, 감정 요인은 

인식과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사이를 부분매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

포·불안은 위험인식으로부터 정(+)적인 영향을 받고,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희망의 경우에는 위험인식으로부터 

부(-)적인 영향을 받지만,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쳐, 공포·불안과 희망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지지하는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포·불안의 매개효

과가 희망의 매개효과 크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희

망의 경우 단일매개효과 크기의 방향이 부(-)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비

일관적 매개효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비일관적 매개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부호가 반대이거나, 직접효과의 크기가 총효과의 크기보다 

커진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김하형·김수영, 2020). 비일관적 매개효과

는 모형의 경로 부호가 연구자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났더라도 이를 통계 

혹은 모형 설정의 오류로 여기기보다 실제 결과로 받아들여 이론적 탐색

을 통해 풍부하게 해석해볼 수 있다(김하형·김수영, 2020).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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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참고하여 위험인식과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사이의 희망의 매개

효과를 해석해보면, 대체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

록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가 높았을 것이나(정적 직접효과), 한편으로는 

극복 가능하다는 희망을 느끼지 못해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부적 간접효과) 미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희망이라는 감정이 정부 정책지지 유도에 긍정적이라는 해외 연구 사례

(Smith·Leiserowitz, 2014) 결과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대한 세대 간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

과,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응

답자 모두 대체로 높은 인식수준을 보여 세대에 따른 인식 차이가 유의

하지 않았다. 따라서 <RQ3>에서의 가설 <H3-1>은 기각되었다. 다만, 일

상 속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 의향인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와 4개의 

감정 요인 중 흥미에서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H3-2>와 

<H3-3>은 일부 채택되었다. 또한, 추가 조사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

제성장의 포기 가능성에서도 세대 간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성장의 포기 가능성에서 Z

세대와 후기 Y세대와 같은 청소년·청년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

는 노년 세대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 위

험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대응에 필요한 실천 의지에서 

세대 간 차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성세대일수록 기

후변화에 관심이 덜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라고 

말한 Faber(2020)의 연구와 반대의 결과이다. 감정의 경우, Z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기후변화에 대해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일수록 기후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Stevenson·Peterson(201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2. 연구의 이론·실천적 함의

  실증분석 결과 이 연구가 갖는 이론적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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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첫째, 위험인식과 대응행동 의도 사이에서의 감정적 반응의 유의미한 

다중매개 효과를 발견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의식적인 평가

를 거친 후 발생한 감정들을 이용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는 ‘인지적 

평가이론(Appraisal Theory)’을 한국적 맥락에서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한국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는 심리적 맥락을 통해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과 행동 

사이 간극을 새롭게 설명하며, 감정이 행동을 자극하는 요인임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둘째, 인지적 평가이론 관점에서 4개의 감정 요인이 개인의 실천 혹은 

정책지지 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는 위험에 

대한 개별감정들이 개인의 행동이나 판단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어 서로 

다른 행동 기제를 보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공포·불안 > 원망·분노 > 흥미 > 희망 순

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개인의 실천과 정책지지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

을 보이는 감정의 종류와 영향력의 크기 및 방향성에 차이를 보였다.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인의 일상적 실천에는 공포·불안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공포·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

수록 행동 의향이 높아졌다. 기후변화 정책을 지지하는 행동에는 공포·

불안 > 희망의 순서로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공포·불안과 희

망 모두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주목할 점은 기후변화에 관한 

희망이라는 감정의 유의미한 매개효과의 발견이다. 지금까지의 위험 인

식 연구는 연구 특성상 부정적인 감정에 초점 맞춰 분석한 한계가 있는

데, 이 연구는 긍정적인 감정을 함께 살핌으로써 기후변화 위험 대응에

서의 희망 감정의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 특성을 공유한 세대에 관심을 둔 접근에서 세대 간 

유의한 인식 차이를 발견하였다. 대체로 낮은 연령대일수록 실제 기후변

화 대응에 필요한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단순 연령

상의 구분만으로 기후변화 인식 혹은 대응수준에서 세대 비교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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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지 않던 기존의 연구를 보완한 의미가 있다. 다만, 기후변화 위험 

인식의 경우 세대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인이 대체로 

기후변화의 원인과 심각성을 인지하여 높은 인식수준을 지님을 밝힌 기

존의 설문 및 연구와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감정적 반응을 세부적으로 살

피며 기존 기후변화 위험인식 연구에서 학술적 공백으로 남아있던 미래

세대 10대 중후반을 연구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적

이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천적 함의는 기후변화 대응 

소통 및 교육 전략 수립에 있으며,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국민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도권 주민들은 대체로 경제적 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며 미세먼지나 폐기물과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이

슈를 기후변화보다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보다 증가한 한국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 혹

은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이슈의 중요도·시급성을 질문했을 때

는 여전히 기후변화 문제를 덜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

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구나 메시지를 아무리 갖췄더라도 소통 대

상이 되는 메시지 수용자가 이를 보지 않으면 무의미해진다. 이에 연구

결과 사람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난 TV·인터넷과 같은 기

존 주류 미디어에서의 홍보를 우선으로 고려하되 유튜브·1인 미디어 혹

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뉴 미디어를 통한 접근이 증가하는 만

큼 다양한 매체에서 기후변화 대응 홍보가 이루어져야 여러 세대를 포괄

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감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

은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의 인식 형성 요인을 파악하여 실제 행동 변화

를 유도하는 데 있다(함승경 외, 2020). 최근 기후변화가 시급한 사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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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논의되는 만큼 크고 작은 단위에서의 여러 캠페인이나 메시지, 공익

광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대중들에게 기후변화

의 위험성을 단순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

며, 올바른 정서 자극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대상에 대한 감정의 이해가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각각의 감정이 인간의 행동의 특정한 방식을 결정하고, 생존하는 데 유

리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해연·최종안, 2016). 따라서 행동의 동기 자극 요인으로 밝혀진 기후

변화에 대한 감정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여 감정에 기반한 메시지를 적

절히 사용해야 한다(Chapman et al., 2017). 이런 차원에서 이 연구의 결

과가 메시지 수용자들의 감정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의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이해하여 여러 커

뮤니케이션 상황에 맞는 메시지 소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영욱 외

(2018)에 따르면, 각 감정이 지닌 성격이 다르기에 특정 위험에 대한 감

정을 세분화하여 살피는 것은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풍부하게 모색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4가지 감정 요인 중 공포·불

안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인의 일상 속 실천과 기후변화 관련 정

책지지를 이끄는데 가장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정책지지 행동에 있어서 희망의 영향력도 무시하

지 못할 만큼의 크기로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체감하고 실제로 기후변화 위험이 내 주변에서 일어났

을 때의 파괴력에 대한 두려움이 개인의 평상시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반

면, 기후변화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며 대응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는 희망이 있어야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같은 정부 정책을 지지하여 스

스로 정책에 동참할 의지를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수도권

에 거주 중인 한국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으로 희망을 가장 낮게 응

답하였고, WWS의‘기후변화 인식 다국가 비교조사(2020)’에서도 기후

변화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문항에 한국인이 34개국 전체 평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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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웃도는 동의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아직 국내에서는 기후변화가 극복 가능한 위험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희망이라는 감정에 대한 관리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실천 유도가 주목적인 교육 혹은 소통의 장에서는 기후변화의 위

험성을 드러내는 감정 소구 메시지를 활용하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지지를 홍보하기 위한 장에서는 정책을 통한 극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희망 소구의 메시지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 감수성 확립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 위험 자체에 대한 인식에는 모든 세대가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실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행동 및 인식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을 세대가 오히려 

대응에 소극적인 이유로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비

교가 기성세대와 달리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이들 세대에게 폭염·태풍과 같은 이상기후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빈

번해진 문제라기보다 이미 기후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라왔기에 

일상 속에 자주 존재하는 현상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최근 Z세대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소비 집단으로 

주목받으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답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

비에서의 큰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박혜숙, 2016). 또한, 이들 세대의 

소비 활동이 인플루언서와 같은 유명인들을 선망하며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최원식·김영중, 2021), 소비의 규모와 빈도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

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Z세대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올바른 소비·생활양

식에 대한 소통과 홍보가 이들의 환경 감수성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낮은 연령

대일수록 일자리 부족과 남녀갈등을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여 이

들에게는 눈앞에 직면한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기후변화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환경과 경제를 서로 대척점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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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슈로 다루기보다 기후변화 대응이 곧 경제성장과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방향으로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대응행동 의도 사이에서의 여러 감정적 반응의 

매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며 세대 간 차이를 주요하게 다룬 데 의

의가 있는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이 연구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 연구방법 중 하나인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주요 변수 측정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반영하

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O'Laughlin et al(2018)은 매개 분석을 활용한 

대부분의 실증 연구가 설문조사와 같은 단면적(cross-sectional) 자료에 

의존하고 있지만,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과정을 중시하는 매개 분석의 

특성상 측정하는 변수 사이에 일정 수준의 시간 간격이 필요하다고 말한

다. 특히 단면적 자료는 이론의 인과적 주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같

은 시점에서의 동시 측정보다 순차적 측정이 권장된다(O'Laughlin et al., 

2018).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 측정하는 종단 연구방법 중 하

나인 패널 연구(이지연·김진, 2006)나 이 연구결과를 메시지 수용자들의 

감정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 실제 메시지 실험 

형태의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메시지 실험 연구의 경우 

실제 메시지 감성 소구에 따른 메시지 수용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확인하

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연구는 한국인의 감정 척도에 관한 담론과 기후변화 위험 연

구에서 자주 논의되는 감정을 18개로 추려 조사에 사용하였으나, 이는 

연구자의 임의적 판단이 들어갔을 우려가 있다. 또한, 18개의 감정을 요

인 분석하여 4개의 공통 요인으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요인이 지나치게 

간략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기후

변화에 대한 감정을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주목적을 두고, 기존

의 감정 척도 연구에서 제시된 감정들을 다양하게 조사에 활용하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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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 모형과 같은 고급 통계기법을 활용한 분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인지적 평가이론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이 특정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켜 응답자들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줌에 주목하였으나, 응답자들이 느끼는 감정의 종류와 크기에 대한 원인

을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즉 감정을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심리·

물리적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위험인식 외에 위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리라 판단되는 변수를 최대한 통제

하여 응답자들이 느끼는 감정 혹은 특정 감정을 느끼게 된 근본적인 원

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또한, 세대별 인식에의 차이를 보이는 원인

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소수의 각 세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나 기후 우울과 같은 

특정 감정에 주목하는 질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빅데이터 자료가 증가하는 만

큼 특정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감정이 담긴 비정형 텍스트를 다양

한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추출·분석하는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과 같은 연구 기법(강범일 외, 2013)이 자세한 감정 분석에 유용

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이 연구는 응답자의 직접적인 행동이 아닌 행동 의도에만 주목

한 한계가 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행동 의도를 측정한 것을 참고한 

바이나, 설문 항목 특성상 실제 실천 여부나 정책 지지도를 묻는 데 모

호함이 있어 기후변화 위험의 시급성과 달리 의도에만 그친 문제가 있

다. 또한. 한국인은 체면과 같은 여러 문화적 이유로 설문에 응답할 때 

사회 통념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개인의 행동을 측정하는 시도를 적

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통제 혹은 모형의 한 

변수로 투입한 뒤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한국 맥락에서의 이해

가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기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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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전체 한국인으로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의 한국인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기후위기에 대

한 그들의 감정과 인식을 여러 방면으로 분석한다면 새로운 커뮤니케이

션 측면에서의 함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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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학위논문 설문 조사]

※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

되는 문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Section 1. 사회 및 환경문제 우선순위

1. 귀하는 아래 보기 중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

회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

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경제 불안 ② 교육 불평등 ③ 일자리 부족 ④ 빈부격차 심화 ⑤ 세대 

갈등 ⑥ 저출산 문제 ⑦ 고령화 문제 ⑧ 남녀갈등 ⑨ 남북관계 ⑩ 기후

변화 ⑪ 환경오염 ⑫ 정치·이념 갈등 ⑬ 기타 (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윤순진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석사과정생 오수빈입니다.

학위논문의 제목은 "기후변화 위험인식이 대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과 세대 간 차이 : 감정적 반응의 매개를 중심으로(가제)"이며, 연구목적

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과 감정이 실제 대응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질문지에 제시된 문항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문항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평상시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그대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응답 내용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익명이 절대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설문 소요시간은 15분 내외로 예

상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솔

직하게 최선을 다해 응답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책임자 : 오수빈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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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는 아래 보기 중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

경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

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산림파괴 ② 대기오염/미세먼지 ③ 수질오염 ④ 기후변화 ⑤ 쓰레기/

폐기물 문제 ⑥ 자연자원 고갈 ⑦ 야생 동식물 보호 문제 ⑧ 소음 공해 

⑨ 기타 (                 )

Section 2.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태도

3.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심각한 문제이
다.

1 2 3 4 5 6 7

2)
기후변화는 인류가 아닌 동식물과 같
은 다른 생물종들에도 심각한 문제이
다. 

1 2 3 4 5 6 7

3)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1 2 3 4 5 6 7

4)
나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1 2 3 4 5 6 7

5)
나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 위험에 
처해 있다.

1 2 3 4 5 6 7

6)
향후 30년 이내에 기후변화로 인하
여 나와 주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다. 

1 2 3 4 5 6 7

7)
향후 30년 이내에 기후변화로 인하
여 세계 많은 인구의 생활 수준이 지
금보다 하락할 것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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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기후 현상 체감 및 이슈 관심도

이상 기후 현상 체감 및 이슈 관심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홍수,폭염, 가뭄, 태풍, 한파 등)을 체
감하고있다.

1 2 3 4 5 6 7

2)
나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다.

1 2 3 4 5 6 7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경제성장을 일
정 부분 포기할 수 있다.

1 2 3 4 5 6 7

5. 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

습니까? (예 : 온열 질환, 폭우로 인한 사업 피해 등)

① 네 (피해의 내용 :                ) ② 아니요

6. 귀하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

까?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과학기술은 대체로 긍정적인 기능보
다 부정적인 기능을 더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2)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
고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 

1 2 3 4 5 6 7

3)
과학기술 덕분에 인간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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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후변화(지구온난화)에 대해 떠올려 보십시오. 기후변화(지구온난화)

에 대해 생각할 때 귀하가 느끼는 다음의 감정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소 많은 감정 단어에 응답하기 불편하실 수 있으나, 연구의 중요한 문항인 

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귀하의 감정을 집중해서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

다.)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전혀 느끼지 않는다      매우 강하게 느낀다

1) 불안하다 1 2 3 4 5 6 7

2) 짜증난다 1 2 3 4 5 6 7

3) 희망적이다 1 2 3 4 5 6 7

4) 절망스럽다 1 2 3 4 5 6 7

5) 신기하다 1 2 3 4 5 6 7

6) 무섭다 1 2 3 4 5 6 7

7) 분하다 1 2 3 4 5 6 7

8) 흥미롭다 1 2 3 4 5 6 7

9) 무기력하다 1 2 3 4 5 6 7

10) 슬프다 1 2 3 4 5 6 7

11) 억울하다 1 2 3 4 5 6 7

12) 답답하다 1 2 3 4 5 6 7

13) 두렵다 1 2 3 4 5 6 7

14) 자신 있다 1 2 3 4 5 6 7

15) 지겹다 1 2 3 4 5 6 7

16) 걱정된다 1 2 3 4 5 6 7

17) 우울하다 1 2 3 4 5 6 7

18) 죄책감이 든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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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한 편이다 ⑤ 매우 

충분하다

9. 귀하는 평소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어느 매체를 통해 주로 접하십니

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TV  ②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등)  ③ 라디오

④ 종이 신문  ⑤ 책/잡지  ⑥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

터 등) ⑦ 유튜브, 1인 미디어 등  ⑧ 주변인/집단(가족, 친구, 선생님, 직

장 동료 등) ⑨ 기타 (                 )

10. 귀하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기후변화/환경 관련 

정보를 신뢰하십니까?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매우 신뢰한다

1) 정부 1 2 3 4 5 6 7

2) 언론 1 2 3 4 5 6 7

3) 학계 1 2 3 4 5 6 7

4) 환경단체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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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

11-1. 귀하는 ‘기후변화를 완화(예방)하고자’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다음

과 같은 친환경 행동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개인적 대응행동 의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육식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일 
것이다.

1 2 3 4 5 6 7

2)

나는 에어컨이나 난방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줄이고자 설정 온
도, 사용 빈도, 시간 등을 조절할 것
이다. 

1 2 3 4 5 6 7

3)
나는 사용하지 않는 전등이나 전자기
기(TV, 컴퓨터 등)의 전원을 꺼 놓을 
것이다.

1 2 3 4 5 6 7

4) 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이다. 1 2 3 4 5 6 7

5)
나는 과대포장이 심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물건 등 환경에 이롭지 못한 
제품 선택을 자제할 것이다. 

1 2 3 4 5 6 7

6)
나는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이나 자
전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도
보로 이동할 것이다.

1 2 3 4 5 6 7

7)
나는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
을 사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7

8)
나는 제품을 구입할 때 친환경 경영
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찾아 선
택할 것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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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귀하는 ‘기후변화를 완화(예방)하고자’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부 정책이 있다면 지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적 대응행동 의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정

부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1 2 3 4 5 6 7

2)

나는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 에

너지원 확대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

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1 2 3 4 5 6 7

3)

나는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하는 등의 

저탄소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개편을 지지할 것이다. 

1 2 3 4 5 6 7

4)

나는 사람들의 자가용 사용을 줄이

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같은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

할 것이다.

1 2 3 4 5 6 7

5)

나는 과도한 육식에 따른 산림 벌채

와 온실가스 배출을 막고자 붉은고

기(소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에 세

금(육류세)을 부과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1 2 3 4 5 6 7

6)

나는 계절에 따라 모든 건물(공공건

물, 상업건물)의 실내 온도를 일정온

도 이내로 규제하는 정부 정책을 지

지할 것이다.

1 2 3 4 5 6 7

7)

나는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

경 운송수단 확대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할 것이

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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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설문 참여자 정보

1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13.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             년도)

14.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 ③ 경기도

15. 귀하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중졸 미만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이상

16. 귀하가 느끼는 가정의 생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상        ② 중        ③ 하 

17. 귀하 가정의 월 소득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200만 원 미만(소득 없음 포함)

②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③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④ 6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⑤ 800만 원 이상 

18. 귀하의 정치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 진보 ② 보수 ③ 중도 ④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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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귀하의 혼인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 미혼 ②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③ 기타(사별, 별거, 이혼 등) 

20. 귀하께서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자녀 수 :         ) ② 없다

￭￭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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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one of the biggest risks internationally is Climate

Change, and efforts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to solve the

climate change problem are steadily increasing. However, efforts at

the individual level appear to be somewhat insufficient, and most

Koreans are known to be highly aware of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but they do not lead to changes in individual active practice

and policy accepta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Emotional Responses to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Appraisal Theory, focusing on the problem that Koreans' high

perception of risks to climate change has limitations in leading to

actual response behavior. Specifically, the purpose i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variables by understanding Perception and

Behavior as a process mediated by feelings of Fear· Anxiety,

Resentment·Anger, Interest, and Hope, not a simple linear relationship.

Also, this study would like to identify differences in perceptions

between generations surrounding climate change by attempting to

classify new generations, including the mid-to-late teens of future

generations, which were necessary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e purpose of this is to derive an efficient communication strategy

necessary to induce climate change response by intensively examining

differences between cohort generations who shared cultural

characteristics.

The scope of the study was set for Koreans living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and surveys suitable for measuring individual

perceptions, emotions, and behavioral intention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In addition, questions such as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issues within various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media

that mainly access climate change information, and the possibility of

giving up economic growth to cope with climate chang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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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ly investigated. For the analysis, SPSS 28.0 and PROCESS

Macro programs were used, and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mediating effect analysis based on bootstrap, and one-way

ANOVA were conducted.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n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perceived economic

problems such as the rich poor gap and economic unrest more

important social problems than climate change, and recognized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air pollution, fine dust, waste as more

urgent. Meanwhile, in the case of media that mainly access climate

change information, the existing mainstream media (Internet, TV)

accounted for a large number of responses, but the frequency of

responses from new media such as YouTube and SNS was not low.

In particular, the lower the age group, the higher the rate of

information acquisition through new media. Second, as in previous

studies, Korean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generally showed

high awareness of the risk of climate change. However, the

individual's willingness to practice(personal response behavior

intention) and support for government policies(social response

behavior intention) to cope with climate change were measured

somewhat lower than risk perception, confirming the background and

problem consciousness of this study. In addition, the intention of

social response behavior was lower than that of personal response

behavior. Third, four emotional responses significantly

parallel-multiple mediated between risk perception and personal

response behavioral intentions. Perception indirectly influenced

behavioral intentions mainly through fear·anxiety, and as fear·anxiety

about climate change increased, response behavioral intentions

increased. Fourth, the mediating effect of fear·anxiety and hope

between risk perception and social response behavior intention was



- 99 -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both emotional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enhancing social response behavior intention. Fifth,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sonal response behavior intentions and interest among

four emotions. Also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s in the

possibility of abandonment of economic growth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the case of personal response behavioral intentions and the

possibility of giving up economic growth to cope with climate change,

Generation Z and late-Generation Y scored lower than those

represented by baby boomers, and Generation Z was more interested

in climate change than other generation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derived from the abov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ppraisal Theory was

empirically supported in the Korean context by discovering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the emotional response between

perception and behavior. In addition, the gap between Koreans'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and behavior was newly explained

through the psychological context of emo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emotion acts as a stimulating factor in leading perception to

behavior.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Appraisal Theory, it was

found that four emotional factors had different influences on

individual practice or policy support behavior. Thir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generations was found in the

approach to generations that share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The

lower the age group, the less willingness to practice the actual

climate change response was, which is meaningful in supplementing

existing studies in which the comparison results were inconsistent

through simple ag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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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establishing communication strategies, which can be

summarized into four categorie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mote more actively to the public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lso, a communication channel encompassing generations should be

prepared through publicity in various media. Second, in order to

induce individual effort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perception and

emotions must be managed simultaneously. The ultimate purpose of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is to induce actual behavioral chan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the role of emotions

in climate change, which is a direct motivation factor for behavior,

and to properly use emotion-based message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grasp the

emotional state of message recipients in advance. Thir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n detail the influence of emotions on climate

change and use message requests suitable for various communication

situations. Fear·anxiety strongly induce individual practice in daily life

and policy support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hope also plays a

positive role in policy support. Therefore, it will be effective to use

emotional messages that reveal the risks of climate change in

education or communication, and to promote policy support for climate

change, it will be effective to use messages of hope that climate

change is a serious problem or can be overcome through polic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youth to

establish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sensitivity. Generation Z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as a huge consumer group, revealing

a great influence on online consumption.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communicate on the right consumption or lifestyle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various online media that they m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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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Also, these generations tend to value the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they face right now more than climate change. Therefore,

rather than dealing with the environment and economy as opposite

issues, education and promotion will be needed in the direction that

climate change response will soon help solve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problem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reflect the temporal prior relationship of variable measurement by

conducting a survey, one of the cross-sectional research methods, or

does not identify a clear cause for the type and size of emotions felt

by respondents.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earch

results to all Koreans because the research subjects were Korean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including Seoul. Therefore, if the

follow-up study expands the research subjects to Koreans from

various regions or conducts qualitative research such as in-depth

interviews with a small number of generations, it is expected that

richer and new communication results on the climate crisis will b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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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Number : 2020-21901


	목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문제의식 
	2. 연구 범위와 방법 
	3. 논문 구성과 연구 흐름도 

	Ⅱ. 문헌 검토와 연구 질문 
	1. 위험과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의도 
	1)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2) 위험인식과 대응행동 의도 간의 관계 

	2. 위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 
	1) 위험인식과 감정적 반응 간의 관계 
	2) 감정과 행동 의도 간의 관계 
	3)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 

	3. 기후변화와 세대에 관한 연구 
	4. 연구 질문과 모형 

	Ⅲ. 연구설계와 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 
	2) 독립변수: 기후변화 위험인식 
	3) 매개변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 
	4) 통제변수 
	5) 추가조사 문항 

	3. 분석방법 

	Ⅳ. 분석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2) 기후변화와 관련한 특성 

	2.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4. 감정의 매개 효과 검정 
	1) 회귀분석의 4가지 기본 가정 
	2) 감정의 매개 효과 분석 결과 

	5. 주요 변수 평균에서의 세대 간 차이 분석 

	Ⅴ.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2. 연구의 이론실천적 함의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startpage>13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과 문제의식  1
 2. 연구 범위와 방법  5
 3. 논문 구성과 연구 흐름도  7
Ⅱ. 문헌 검토와 연구 질문  9
 1. 위험과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의도  9
  1)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9
  2) 위험인식과 대응행동 의도 간의 관계  13
 2. 위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  15
  1) 위험인식과 감정적 반응 간의 관계  15
  2) 감정과 행동 의도 간의 관계  16
  3)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  17
 3. 기후변화와 세대에 관한 연구  20
 4. 연구 질문과 모형  25
Ⅲ. 연구설계와 방법  29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29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31
  1) 종속변수: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  31
  2) 독립변수: 기후변화 위험인식  32
  3) 매개변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  33
  4) 통제변수  34
  5) 추가조사 문항  34
 3. 분석방법  40
Ⅳ. 분석 결과  42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2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42
  2) 기후변화와 관련한 특성  43
 2.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  49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53
 4. 감정의 매개 효과 검정  56
  1) 회귀분석의 4가지 기본 가정  56
  2) 감정의 매개 효과 분석 결과  57
 5. 주요 변수 평균에서의 세대 간 차이 분석  62
Ⅴ. 결론 및 논의  65
 1. 연구결과 요약   65
 2. 연구의 이론실천적 함의  68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73
참고문헌  76
부록  87
Abstract  96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