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툰이 데이트폭력 편견에 미치는 향과 그 과정에 한 연구 5

1)2)3)

인스타툰이 데이트폭력 편견에 미치는 향과 그 과정에 한 연구
뉴스기사와의 비교를 심으로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 연구원

안 수 KBS 편성본부 연구원

A Study on the Influence of Insta-toon on the Date Violence Bias and 
its Process
Based on Comparison with News Articles*

Seunghee Lee**

Researcher, Policy Division,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Hyunsu Ahn***

Researcher, Programing Research, KBS

We have seen several times in the past few years that various non-fiction-based narratives have been 

in the spotlight, creating a public forum, and re-emerging related social issues.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of the possibility of Insta-toon's complementary role in journalism. Insta-toon refers 

to a webtoon that has no agreed academic definition but posts 10 cartoon-style pictures on 

Instagram. In this study, two groups of readers were given the same story about date violence based 

on facts in the form of Insta-toons and news articles. We conducted an online experiment to verify 

whether differences in the form of content have a different effect on reader’s dating violence bias, 

and what psychological processes have persuaded them. The results of covariance analysis and path 

analysis found that the form of content presented did not directly affect the reader's dating violence 

bias. However Insta-toon did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eader’s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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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ing the events in the story as if they were happening to themselves or imagining emotions and 

thoughts from the main character's point of view. In the other words, rather than the difference in 

the form of content itself, the nature of narratives that contain the form of content, which allow easy 

identification and transportation, has been shown to affect the persuasion effect of the reader. This 

study presented three media characteristics of Insta-toon as factors likely to play a complementary role 

in journalism: the narratives of the story structure, the psychological realism property of SNS, and the 

emotional property of the picture. It has been verified that narratives can have indirect persuasive 

effects through parameters that are identification and transportation. However, with the same 

guidance of a story based on a real-life event presented, there was no difference in perceived realism 

between the news articles group and Insta-toons group. The difference in feelings between the two 

groups about dating violence was also unrevealed.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existing research as 

follows: First, we attempted to academically summarize the media characteristics of Insta-toons, 

which have garnered little academic discussion till now. Second, by finding the full mediation effect of 

the identification and transportation variables, we revealed the underlying process of how Insta-toons 

can reduce readers' dating violence bias. Third, the mediation model, which had been verified mainly 

through simple surveys, was verified through data collected through experiments. It also tried to 

empirically verify that Insta-toons can affect the lowering of social prejudice through identification and 

transportation, suggesting that, though in limited scale, Insta-toon content can compensate for the 

details that existing journalism in the form of news may miss.

Keywords: Narrative journalism, Instagram, Dating violence bias, Narrative persuasion, Narrative 

nonfictio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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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telling true story) 장르는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내러티  리

즘, 뉴 리즘, 문학(literary) 리즘, 피처 기사(feature writing), 논픽션 소설, 다큐멘

터리 내러티  등이다.” 

- Telling True Stories (M. Kramer & W. Call, 2007, p. 1)

최근 하버드 학이 운 하는 니먼 재단은 2019년의 리즘을 견하며 “죽어가는 것은 

리즘이 아니라 뉴스다”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뉴스의 수집  생산방식이 바

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며 뉴스는 기존의 희소가치를 잃었다. 사람들에게 타인과의 

소통을 한 창구 역할을 제공했던 뉴스는 차 화, TV, 유튜 , 트 터, 넷 릭스 등에 그 자

리를 내어주고 있다. 니먼 재단은 오늘 날의 리즘은 짧은 형태의 리즘과 긴 서사형 

리즘으로 양분된다고 설명하는데, 팩트 주의 짧은 뉴스는 언론사와 같은 뉴스 아울렛에서 생산

하는 뉴스보다 정치인이 자신의 트 터에 직  의견을 올리는 등의 ‘직  생산’이 오히려 많아지

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언론사 등의 뉴스는 경쟁력을 잃고  소구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

한다. 니먼 재단은 ‘포스트 뉴스 리즘 시 (post-news journalism)’에는 비단 리즘에 

한 사업 모델이나 기술 뿐 아니라 문화  형식이나 스토리텔링 방식에 있어서도 신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며, 문학, 연극, 화, 사진, 음악 등과 같은 오래된 술 형태에서 감을 받아 

리즘 형태에 한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 리즘은 곧 민주주의이며, ‘ 과의 

소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리즘의 본질  역할이 들이 소통하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임을 상기할 때, 니먼 재단의 이와 같은 진단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 다채  다매체 시 가 

되며 미디어 환경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미디어 콘텐츠는 그 환경에 맞추어 모습을 

달리하며 수용자의 심을 끌 방도를 궁리하는 때에 뉴스 콘텐츠라고 외가 될 수 없기 때문

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 간 논픽션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내러티  콘텐츠들이 각 을 받으며 공

론장이 생겨나고, 련된 사회  이슈가 재조명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한 바 있다. 뉴스의 고유 

역이었던 리즘 역할을 내러티  콘텐츠들이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한 처벌을 강화하는 속칭 ‘도가니법’을 이끌어낸 화 <도가니>가 표 인 사례

다. 그 외에도 고 노무  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변호인>, 사 석궁 테러 사건을 그린 <부러

진 화살>,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을 다룬 <이태원 살인사건> 등 실화를 바탕으로 한 화들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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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마다 의 이목을 끌었으며 화의 소재가 된 사회 이슈에 한 논란이 다시 화되기

도 하 다(임소혜․심홍진, 2017).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의 온라인 공간에 웹툰을 게재하는 형

식의 SNS툰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미지를 주 콘텐츠로 삼는 인스타그램의 경우 수많은 ‘인스

타툰(Instatoon, 인스타그램 상에 게재되는 웹툰)’이 게시되고 있다. 주로 자신의 실화나 생각을 

담는 자  성격의 자기고백형 콘텐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작가가 사회  이슈에 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매체  특성을 갖는다. 특히 최근에는 2016년 ‘강남역 사건’을 시작으로 

‘미투 운동’까지 일련의 젠더 련 사건들로 인해 페미니즘 이슈에 한 국민  심이 높아져, 

인스타툰에서도 젠더 련 소재의 콘텐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등 작가가 자신이 겪은 젠더 폭력을 고발하거나 젠더 이슈에 한 자신의 생각 등을 그림으로 풀

어내는 콘텐츠들이 있으며, 작가는 본인의 경험을 매개로 독자와 공감하며 소통을 이어 나간다. 

본 연구는 내러티  콘텐츠 에서도 인스타툰의 리즘 보완 역할 가능성에 한 탐색

 연구로서, 인스타툰이 가지는 뉴스기사 형태와는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사회이슈에 

한 인식변화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인스타툰이 수용자로 하여  뉴스기사를 했

을 때와는  다른 심리과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사가 다루지 못한 사건의 다양한 측면에 해 

추가 인 논의를 야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기사로는 다루기에 제한 인,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에서 바라보는 사건의 면모를 인스타툰은 보다 하게 표 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이슈를, 자  성격의 인

스타툰을 통해 달하 을 때와 뉴스 기사형태로 달하 을 때 수용자의 데이트폭력에 한 편

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간 문화콘텐츠의 사회이슈 인식변화 효과 등에 한 

연구들은 문화콘텐츠가 수용자로 하여  사회문제를 직시하고 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등 리

즘이 수행하는 역할을 일부 리할 수 있음을 검증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화를 심으

로 논의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 의 표  뉴미디어인 SNS를 통해 게재되

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인 인스타툰을 연구 상으로 삼고, 이에 한 수용자 반응을 실증 으로 

검증함으로써 인스타툰이 포스트 뉴스 리즘 시 에 리즘의 역할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

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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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1) 내러티  리즘의 역할과 특성

리즘의 주요한 역할은 시민들이 자유로운 커뮤니 이션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여

론을 형성하는 공 인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게이트 키핑 과정

을 거쳐 객 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매스미디어는 오히려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여론을 주도하며 

공론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강주 ․임 호, 2019). 리즘의 변화를 요구하는 담론이 생겨

나면서, 포스트 리즘이라는 개념이 생되었다. 포스트 리즘은 확정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리즘 환경의 환, 새로운 방향성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박 흠․김균, 2012). 그 

에서도 포스트 뉴스 리즘은 리즘의 역할을 기존의 뉴스형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을 강조하는 개념이다(Niemanlab, 2018). 디지털 미디어는 통 인 리즘에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었고, 블로그나, 팟 스트, SNS 등의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언론들은 새

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김태근, 2018). 이러한 포스트 리즘의 등

장은 통 인 리스트가 지배하던 공론장이 아닌 구나 커뮤니 이션에 참여하여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하버마스의 이상 인 공론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포스트 리즘은 통 인 리즘의 기존 보도 방식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 시각  

리즘에서 음향  공간으로 나아간 팟캐스트 뿐 아니라, 이야기라는 내러티  양식을 띤 다양한 

내러티  리즘이 그것이다. 내러티 의 사  의미는 정해진 시공간 내에서 인과 계로 이

어지는 허구 는 실제 사건들의 연속이며, 내러티  리즘이란 장기간 찰을 통해 사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가장 강력한  형태인 이야기를 차용하여 달하는 것을 말한다(안수

찬, 2014). 내러티  리즘은 1970년  미국의 ‘언론의 기’가 자주 나타나면서 언론의 미

래를 새로운 곳으로 찾자는 ‘뉴 리즘’ 운동에서 발화하 다. 당시 뉴 리즘은 ‘문학 리

즘’으로 문학 작가들인 디킨스, 트웨인, 헤 웨이, 스타인벡의 정신을 되살려, 기사와 소설을 구

분하지 않고 문학  구성을 차용하는 기사 는 사실만 담은 로 문학을 구 하는 것이었다(안

수찬, 2015, 06, 12). 문학 리즘에서 시작된 내러티  리즘은 다양한 형태로 발 되었

고, 논픽션, 사실주의 문학, 피처 등 다양한 개념으로 명명되어 왔다.

내러티  리즘은 기사 안에 서사를 지닌다는 에서 기존의 스트 이트 기사와 차별성

을 갖는다. 박재 과 이완수(2008)는 기존의 스트 이트 기사들은 정형화된 틀에 맞춰 작성되기 

때문에 기사의 작성이 용이하며, 공간에 맞춰 수정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기사의 생산에 유리

하다고 설명한다. 한, 기사의 구성이 정형화되어 있고, 정보의 나열이 명확하여 소비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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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경제 이다. 하지만, 역피라미드 구조는 정보를 편 으로 달하기 때문에 사안의 맥락을 

제 로 보여주지 못하며, 기사를 작 으로 구성하고 독자들에게 내용을 강제 주입한다고 주장

한다. 반면 내러티  기사들은 이야기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읽는 재미를  뿐 아니라, 정보 

달력이 좋으며, 심층 으로 사안을 달할 수 있고, 기자와 독자 간의 공감  형성에도 기여한다

고 분석한다. 

내러티  리즘의 역할은 피처 기사 뿐 아니라 최근 문화콘텐츠로도 많이 옮겨 왔다. 이

러한 상들은 ‘무비 리즘’이라는 명칭으로 언 되고 있는데, 무비 리즘이란 화를 통해 

공  사실이나 사건에 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허남웅, 2012, 08, 11). 화가 실화

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객으로 하여  화를 보는 내내 실자각  성찰을 하게 

하는데, 특히, 화 <도가니>는 실화와 화의 만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계운경, 2014). 장애인의 성폭력에 한 문제를 공론화했으며, 아동  장애인에 한 성

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도가니 법’의 제정과 인화학교  행정실장의 8년 징역이라는 결과를 이끌

어냈다(문성호, 2012, 07, 02). 실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 고발 화들이 사회 참여로 연결되는 

경우는 그 외에도 더 있다. 화 <살인의 추억>은 공소 시효 폐지 논의를 시작하게 만들었고, 

<그 놈 목소리>는 공소 시효의 연장을 이끌어내는 등 ‘세상을 바꾸는 화의 힘’을 보여주었다(최

윤정, 2018). 한, 법원에 해 불만을 품은 인물이 사를 석궁으로 한 실화사건을 다룬 

<부러진 화살>을 시청한 사람들은 실제 사건에 한 기사만을 한 사람보다 법원에 해 비

인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선, 2012). 이 듯 설득 효과를 지닌 무비 리즘 화들이 새로운 공

론장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문화콘텐츠가 기존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부분까지 알릴 

수 있다는 에서 오늘날의 리즘의 한계를 극복할 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유민지, 2015, 05, 04). 수용자로 하여  사회이슈를 인식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며 사

회에 참여하게 만드는 리즘의 역할(심재철, 2004)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 맥락에서 윤은주(2018)는 시간과 공간, 내용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웹툰도 개방 인 공론장

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스타툰의 정의  매체 특성

웹툰(Webtoon)은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웹의 속성에 맞게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되어 온라인상에서 감상하는 만화를 의미한다(김재필․성승창․홍원균, 2013). 웹툰은 주

제가 다양하고 시공간  제약에 있어서 타 매체보다 자유로우며, 구나 즐길 수 있다는 에서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하며 주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믿음과 범수(2014)는 웹툰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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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디지털 활용 요소’를 제시했는데, 이는 하이퍼링크를 통한 화면 내 자유로운 이동, 댓

을 통한 방향 소통 등을 의미한다. 웹툰 이용자들은 다른 독자와의 댓  소통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고, 타인의 댓 에 공감·비공감을 표 하는 방식으로 사회  소통을 한다. 그러나 연재

할 수 있는 랫폼이 한정 이기 때문에, 랫폼의 방향성이 웹툰의 내용에 향을 미치는 등 

랫폼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윤은주, 2018). 

이러한 제한을 뛰어넘는 시도로 SNS툰이 등장했다. SNS툰이란 SNS에 한 장면에 한 컷

을 담은 컷툰 형식의 만화를 업로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이미지를 유통하기에 용이한 인스

타그램이 주요 랫폼으로 사용된다는 에서 언론 등에서 ‘인스타툰’이라는 용어로 지칭되어 왔

다. 인스타툰은 아직까지 학문 으로 정의된 바는 없으나, 웹툰의 한 종류로서 SNS인 인스타그

램 상에 게시되는 형태의 웹툰이라고 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투믹

스와 같은 웹툰  랫폼과는 달리 한 번에 10개의 이미지까지만 업로드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게재 간격이나 형식 등에 있어서 큰 제약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류효훈, 2018, 12. 30). 

본 연구는 인스타툰이 가지는 매체 성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야기로

서의 인스타툰이다. 내터티 는 이야기 는 담화로서, “이야기나 사건의 말 혹은 경험담 등을 

흥미롭게 정리해 이야기하는 것”(김소윤, 2007, 13쪽)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스타툰도 내러티

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내러티 는 “감성에 소구하는 설득기법”(김소윤․이 우, 2007, 76쪽)

으로서, 내러티 로 인한 수용자의 몰입경험은 수용자의 항을 감소시켜 설득효과와 비례 계를 

갖는다. 내러티 는 다수의 경우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겪은 경험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경험이든 가상의 경험이든 타인의 삶에 반론을 제기하기란 심리 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 우, 2014). 한 내러티 는 설득의도 는 하고자 하는 신념을 명시 으로 드러내기보다 

이야기 속에 함축 으로 달하므로 수용자의 메시지에 한 항이 감소하게 된다(김소윤, 2007).

둘째, SNS로서의 인스타툰이다. 인스타툰은 기존의 기성작가가 아니더라도 구나 자신의 

SNS에 의견을 개진하듯 만화를 올릴 수 있다는 에서 단순히 즐길 만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뿐 아니라 시민참여의 의미도 지닌다. 작가 개개인이 인스타툰을 통해 드러낸 사회  이슈에 

한 의견이 댓  등을 통해 온라인 공간 안에서 공론화 되어 독자들의 집합  여론을 형성  한다

는 에서 소  ‘풀뿌리 리즘’의 가능성 한 엿볼 수 있다. 작가가 자신의 팔로어 규모를 기

반으로 에게 향력을 끼칠 잠재력을 가질 수도 있다. 더욱이 인스타툰은 그림과 짤막한 

로 이루어져 가독성이 매우 높으며, 일정한 지식수 이나 시간을 요하는 서 이 아니므로 근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없고, 일상 으로 가볍게 즐기는 콘텐츠라는 에서 높은 확산성을 지닌다. 

이는 사회 이슈에 한 여론 형성과 인식 변화에 유리한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스타툰은 작



12 한국언론학보 64권 4호 (2020년 8월)

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 으로 그리는 콘텐츠가 다수를 이루는데, 이러한 ‘자기고백형’ 콘텐츠

들은 수용자로 하여  높은 감정이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김숙 ․이효민, 2018). 자기고백

이 담긴 콘텐츠는 수용자에게 “심리  리얼리즘”을 제공하여 높은 공감 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심리  리얼리즘이란, 개인의 주  시 을 표 함으로써 객으로 하여  그 삶에 감정 

이입하거나 심리 으로 동조하게 하고, 그를 통해 설득력과 공감을 획득하는 기법을 뜻한다(

평국, 2008). 실제로 인스타툰 작가들은 인스타툰이 가지는 주요한 매체 특성으로 수용자와의 

공감을 꼽는다. 독자들은 자신이 겪었을 법한 이야기에 더욱 공감을 하고, 작가와 독자의 상호작

용이 콘텐츠에도 계속해서 반 이 된다는 것이다(류효훈, 2018, 12, 30). 따라서 자  이야기

를 담은 인스타툰을 통해 젠더폭력과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이나 아직까지 이에 한 사회  인

식이 확산되지 않은’ 이슈를 다룬다면, 기존의 리즘이 제공하는 객  정보 외에도 피해자 

입장에서의 정서  이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셋째, 그림으로서의 인스타툰이다. 인스타툰은 1컷 는 그 이상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만

화 형식을 취하며, 그림과 함께 짧은  는 말풍선 안의 사 등으로 이야기를 달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그림은 보다 사람들에게 더 기억되기 쉬우며(Nelson, Reed, & Walling, 

1976), 수용자에게 더 잘 인지되고(유성신․최용주, 2014), 시각  표 은 몰입과 재미를 유도

하여 메시지의 달을 용이하게 만든다(유승엽․김은희, 2019). 고효과에 있어서도 텍스트 보

다 이미지 주의 고가 더 설득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세진․추동엽․이재 , 2015). 반면 

설득  효과에 있어서 그림보다 이 더 효과 이라는 상반된 결과의 연구도 존재한다. 자살 방

에 하여 텍스트 형식과 웹툰 형식으로 제시한 연구에서는 텍스트가 설득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황애리․나은 , 2019), 모바일 배  고에 한 이재 과 이종민(2016)의 연구에

서도 이미지가 텍스트 주의 고보다 효과 이라 상했던 것과는 달리, 텍스트가 고태도, 

랜드태도, 구매 의도에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가지는 설득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 CSR 홍보 메시지에 한 연구에서는 상 이미지의 포함 여부가 메

시지에 한 태도  기업에 한 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

하․최인호․염정윤․정세훈, 2013). 김은희(2016)의 연구에서도 정부의 메시지를 텍스트, 인

포그래픽, 웹툰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제시했을 때 정보의 환경의식이나 정보습득에 차이가 있

는지 살펴봤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인스타툰의 매체  특성에 따라, 같은 내용의 실제 사건에 해 뉴스 기사 형태와 

인스타툰의 형태 등 다른 콘텐츠 형태(Content form)로 수용자에게 제시될 때 메시지의 설득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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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1. 데이트폭력 내용을 인스타툰으로 한 수용자와 뉴스 기사만으로 한 수용자간 데이

트폭력 편견에 한 설득효과에 차이가 있는가? 

3) 내러티  콘텐츠의 설득 메커니즘

메시지의 설득효과에 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인지(cognition)가 감성(affect)을 거쳐 행동

(behavior)으로 이어진다는 효과의 계를 설명하는 C-A-B 패러다임을 심으로 태도 형성에 

한 인지의 역할에 주목해왔다(Lavidge & Steiner, 1961). 이후 1980년 를 지나며 소비자

행동 연구 분야에서는 인지뿐 아니라 감성이 수용자의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

이 제시되었고(Edell & Burke, 1987), 오히려 소설 등 내러티 의 효과는 감성을 근간으로 

일어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Oatley, 2002). 내러티 의 설득효과를 설명하는 이론  모델로

서 ‘몰입ᐨ심상 모델(transportation-imagery model)’이 있다. 감정  상태는 ‘몰입’과 ‘동일시’

를 지나 인지기반의 설득효과로 연결된다(임소혜․심홍진, 2017). 그린과 록(Green & 

Brock, 2000)은 ‘몰입(Transport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야기가 어떻게 실제 세계의 신

념과 태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몰입은 모든 주의와 상상력이 이야기 속 사건들에 

에 모아지는 과정으로(Green & Donahue, 2009), 수용자가 이야기에 몰입되어 있는 동안

에는 주장에 반박하고자 하는 실제 사실에 한 인지작용이 약해지고, 이야기에 호의 인 방향으로 

실제 사실들을 근시켜 가게 된다고 말한다(김소윤, 2007). 따라서 수용자가 이야기에 몰입할

수록 이야기와 련한 수용자의 인식과 신념에 향을 미치게 된다(Appel & Richter, 2010).

‘동일시(Identification)’ 개념 한 몰입과 함께 내러티 의 설득 효과에서 주요한 변인으

로서 연구되어 왔다. 동일시란 ‘이야기 속 사건에 하여 등장인물 치에서 상상하기, 공감하기, 

그 인물이 되어보기에 한 질문(Cohen, 2001)’으로, 수용자들이 콘텐츠의 주인공에 정서 ·인지

으로 이입되어 이야기 속의 사건을 자신에게 일어난 일처럼 느끼거나, 주인공의 입장에서 상황

을 해석하고 주인공의 감정과 생각을 상상하는 등의 종합 인 심리  상이다. 호블랜드, 룸스데

인, 그리고 셰필드(Hoveland, Lumsdaine, & Sheffield, 1949)는 메시지의 수용자가 특정 

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메시지의 설득력에 향을 주는 변인임을 밝힌 바 있다. 동일시와 

련한 다수의 연구들은 수용자가 이야기 속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이야기와 련된 신념

에 향을 받음을 검증했다(Igartua & Barrios, 2012). 한 수용자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졌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의 이야기에 더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 Graaf, Hoeken, Sanders, & Beentjes, 2012). 따라서 수용자가 1인칭 을 취하는 

자  서사를 담은 인스타툰을 보는 경우, 작가의 입장에 더욱 동일시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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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수용자의 신념에도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감정(Emotion)’은 학문분야에 따라 용어와 정의가 다르게 사용되긴 하지만, 일반 으로 

합리 인 이성(reason)과 립하는 개념으로 비합리 으로 주 인 경험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

용된다(이재신, 2014). 콜린스(collins, 1990)는 감정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에 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감정이 유발되면 해당 상황을 지속시킬지, 변화시킬지, 상황에 일으킨 상과의 

계를 재정립하거나, 상황에서 벗어나는 등의 다양한 해결에 한 목표와 동기, 행동성향들이 생

겨나기 때문이다(이강형․김상호, 2014). 실제 이강형(2007)의 연구에서 2004년 총선당시 통

령 탄핵사건에 분노나 희망을 느낀 유권자들이 촛불집회를 참가하거나, 주변인들에게 후보지지 

권유나 설득을 한 극  활동이 발견되었으며, 인터넷 게시 과 토론방에서 자신의 의견을 극

으로 제시한 이 확인되었다. 한 이재신(2014)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 당시 

우병 험에 한 문가들의 객  분석보다, 국민의 반 에도 우병 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

기를 수입하기로 한 정부에 한 분노가 험 인식을 증폭시켰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스타툰을 보고 

데이트 폭력에 한 부정 인 감정이 생길 경우, 데이트 폭력에 한 편견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실존했던 사실을 다룬 논픽션 내러티  콘텐츠로서의 인스타툰에 심을 

가지는데, 사실을 소재로 내러티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주로 연구되는 심리  변인으로는 수용

자의 ‘인지된 실감(Perceived reality)’이 있다. 인지된 실감은 “시청자가 TV에서 묘사된 

내용을 얼마나 실제 실과 가깝게 인식하는지의 정도”(김미라, 2008, 359쪽)를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TV 로그램이 사실 이라고 생각할수록 로그램의 내용과 비슷한 

태도나 신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eter & Valkenburg, 2010), 텔 비 에서 방송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한 시청자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용의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Potter, 1988). 김미라(2008)의 연구에서도 인지된 실감이 배양효과에 큰 

향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TV의 내용이 더 사실 이라고 느껴질수록 그 콘텐츠의 향

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수용자가 인스타툰의 내용을 더 사실 이라고 체

감하면 데이트폭력 편견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 몰입, 동일시, 인지된 실감 등은 내러티  콘텐츠

의 메시지 설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스 기사와 인스타

툰이라는 콘텐츠 형태 차이에 따른 메시지의 설득효과 차이를 감정, 몰입, 동일시, 인지된 실

감이 조 하는지를 검증하기 한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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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 데이트폭력 내용을 인스타툰으로 한 수용자와 뉴스 기사만으로 한 수용자의 데이트

폭력 편견에 한 설득효과를 감정, 몰입, 동일시, 인지된 실감이 조 하는가?

다음으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콘텐츠 형태가 담고 있는 내러티  속성의 설득효과를 

검증하고자 뉴스 기사와 인스타툰을 한 수용자가 어떠한 심리  과정을 통해 설득효과를 일으

키는지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한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데이트폭력을 다루는 콘텐츠

의 형태와 데이트폭력 편견 사이의 계를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

으나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감정, 몰입, 동일시, 인지된 실감의 개념에 근거한 설명 경

로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가설1. 데이트폭력 내용을 인스타툰으로 한 수용자는 뉴스 기사만으로 한 수용자 보다 

감정/몰입/동일시/인지된 실감이 높게 나타날 것이고, 감정/몰입/동일시/인지된 

실감이 높으면 데이트폭력 편견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4) 데이트폭력 편견

본 연구의 연구 소재는 ‘남녀 간의 사 인 연애 문제’에서 ‘젠더 폭력으로서의 심각한 사회  문제’

로 인식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데이트 폭력 이슈이다.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계에 있는 남녀 

 한 사람이 합의 없이 일방 으로 상 에게 행하는 신체 , 언어 , 성  폭력을 말한다

(Straus, 2004). 데이트폭력에 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신체 인 폭력에 국한하거나, 신

체 , 언어  폭력에 집 하여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성폭력까지도 포함하여 연구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데이트폭력 편견(Dating violence bias)’이란 “연인 간의 폭력을 사 인 일이고 흔히 일

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쯤으로 치부해버리는 왜곡된 신념”(정소 ․임채 ․이명신, 2011, 131

쪽)으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에 한 편견은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매우 요한 변인으로 나타난다. 이석재와 최상진(2011)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한 편견

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경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지연과 이은설(2005)의 연구에서도 

데이트 폭력에 한 편견이 강하고 폭력에 한 인식이 낮을수록 폭력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통념 역시 성폭력과 련된 왜곡된 인식으로, 여성에 한 남성의 성  공격을 

그릇된 일이지만 통상 으로 유지된 것으로 정당화하거나 부인하는 작용을 하는 태도  신념으

로 정의된다(Lonsway & Fitzgerald, 1994: 주무용․김정인, 2016에서 재인용). 데이트폭력 



16 한국언론학보 64권 4호 (2020년 8월)

편견이나 강간 통념은 연구에 따라 조 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으나, 데이트폭력 편견이나 강간 

통념을 측정하고 검증하는 여러 연구에서 공통 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은,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

에게 귀인하거나 피해자의 응  행동거지를 문제 삼는 등 피해자에 한 편견을 다수 포함한

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젠더 폭력의 피해자에게 ‘스스로가 더 조심했어야’ 한다거나 ‘품행이 조신

하지 못해서’ 등의 이유를 찾는 것이 그것이다. 젠더 폭력의 피해자를 평범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등의 편견도 같은 맥락이다. 재 국내 학계에서 성폭력과 

련한 강간통념에 한 연구는 상당한 축 을 이 왔으나 데이트폭력에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데이트폭력 편견에 한 연구와 강간통념에 한 연구, 사회  이슈

인식에 한 연구를 종합 으로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 에 합하도록 수정  보완한 데이트폭

력 편견의 조작  정의를 제시하고, 콘텐츠 형태차이에 의한 설득효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인으로

서 검토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실험설계

본 연구는 제시되는 콘텐츠 형태가 데이트폭력 편견에 향을 미치는 설득효과의 차이와 이 과정

에서 감정, 몰입, 동일시, 인지된 실감의 조 효과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온라인 실험

을 실시하 다. 먼 , 콘텐츠 형태가 데이트폭력 편견에 향을 미치는 설득효과의 차이와 감정, 

몰입, 동일시, 인지된 실감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설정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Variable 

function
Variable name The details

Independent variable Content form
Straight Article

Straight ArticIe + Instatoon

Moderating 

variables

Emotion high/low

transportation high/low

Identification high/low

Perceived reality high/low

Control variables Gender equality high/low

Dependent variables Dating violence bias -

Table 1. Research Model for ANCOVA



인스타툰이 데이트폭력 편견에 미치는 향과 그 과정에 한 연구 17

다음으로, 콘텐츠 형태가 데이트폭력 편견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감정, 몰입, 동일시, 

인지된 실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매개모형을 설정했다. 콘텐츠 형태(뉴스 기사vs인스타

툰)에 따른 효과 차이를 검증하고자, 이를 독립변인으로 두었다. 종속변인으로는 데이트폭력 편

견을, 매개변인으로는 감정, 몰입, 동일시, 인지된 실감 요인을 설정하 다. 

Figure 1. Research Model for Mediated Analysis.

2) 연구 상

본 연구는 2019년 11월 1일~3일까지 마크로  엠 인 조사 업체의 패 을 통해 실시되었다. 

온라인실험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회수된 응답자들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55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집단별 피험자는 뉴스 기사에만 

노출된 통제집단과 뉴스 기사에 더하여 인스타툰에도 노출된 실험집단으로 나뉘었다. 데이트폭

력이라는 실험자극물의 소재가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단 하에 응

답자의 성별  연령을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할당하고자 노력하 으며, 집단별 세부 연령과 성별 

구성은 <Table 2>와 같다.

Group
14-19 

years

20-29 

years

30-39 

years

40-49 

years

50-59 

years
Total

Control 

group

Male 2 4 3 6 11 26

Female 8 1 3 3 9 24

10 5 6 9 20 50

Treatment 

group

Male 5 9 9 15 8 46

Female 8 21 9 11 10 59

13 30 18 26 18 105

Total 23 35 24 35 38 155

Table 2. Distribution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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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자극물 구성  실험 차

본 실험의 자극물의 본바탕이 되는 인스타툰은 이아리라는 작가가 실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재

하고 있는 자  인스타툰인 <다 이아리>(instagram.com/i_iary)라는 작품이다. <다 이아리>

는 작가가 실제로 겪었던 데이트 폭력을 이아리라는 인물을 통해 그려낸 작품이다. 댓 의 향

력을 제외하기 해 실제 업로드 된 사진들만 제시되었다. 인스타툰 자극물은 모두 72컷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피험자가 스스로 과 그림을 모두 읽은 뒤 버튼을 르면 한 컷씩 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여 인스타그램 이용과 같은 환경을 온라인상에서 구 하 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자

극물의 경우 인터넷 기사 등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기 해 스크롤할 수 있도록 했다.

피험자들은 연령과 성별에 답한 뒤 자극물에 노출되고 이어서 데이트폭력 편견에 한 질

문에 답하 다. 이후 매개변인인 감정, 몰입, 동일시, 인지된 실감에 한 질문과 인구통계학

 질문에 답한 후 실험이 종료되었다. 기사와 인스타툰의 순서 효과를 상쇄하기 해 실험집단

에 속한 피험자를 반으로 나 어 뉴스 기사와 인스타툰 자극물의 순서를 무작 로 제공하 다. 

실제 실험에 제공된 자극물 시는 다음과 같다.

Figure 2. Istartoon Sample Used in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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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rticle Used in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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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변인의 조작  정의  측정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데이트폭력 편견은 선행연구에 따라 ‘데이트폭력에 한 비합

리 인 신념이나 왜곡된 인식’으로 조작  정의했다. 측정문항은 련 선행연구에서 측정되었던 

문항들을 참고하여 연인 간 폭력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사건 자체를 사소한 일로 치부하거나, 폭

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귀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구체 으로, 이명신, 정소 , 그리고 임

채 (2010)이 데이트폭력에 한 비합리인 신념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연인간의 폭력은 사인 

일이므로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등의 3문항과, 임소혜와 심홍진(2017)의 사회이슈 심각

성 인지 문항을 참조하여 연구에 맞게 수정한 ‘ 재 한국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

하다.(역문항)’ 등의 3문항, 이석재(1999) 연구의 강간통념 척도를 데이트폭력에 맞게 수정한 

‘여자가 노 라, 짧은 스커트 등을 입는 것은 강간을 자 하는 일이다’ 등의 5문항, 그리고 데이

트폭력 피해자에 한 편견을 측정하기 한 문항으로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어느 정도는 스스로 

폭력을 당할 만한 상황을 만든 것이다.’,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폭력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은 본인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와 같은 2문항을 개발하여 총 13개의 문항을 측정하 다. 

각 문항은 7  척도로 측정하며, 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편견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감정은 ‘자극물을 본 뒤 피험자가 느낀 감정’을 의미하며, 김도연, 오 , 그리

고 박 로(2012)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주제에 합한 부정  감정 유인가를 발췌하

여 ‘무섭다.’, ‘걱정스럽다.’, ‘화난다.’, ‘슬 다.’, ‘좌 감을 느낀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 각 문

항들을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감정이 부정 임을 의미한다. 

몰입은 ‘수용자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경험한 몰입의 정도’로 정의했으며, 게릭(Gerrig, 

1993)의 몰입 개념을 차용하여 그린과 록(Green & Brock, 2000)이 개발한 몰입 지수 문항으

로 측정하 다. ‘이 내용을 읽는 동안 나는 정신 으로 이야기에 참여했다.’, ‘나는 이 사건이 어떻

게 끝나는지 알고 싶었다.’, ‘이 내용을 읽는 동안 나는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에 한 생생한 이미

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내용을 읽는 동안 나는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에 한 생생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등 총 4문항을 7  척도로 측정했다. 수가 높을수록 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동일시는 ‘이야기 속 사건에 하여 등장인물의 입장과 감정에 정서 으로 이입하고 이해하

는 정도’로 정의했다(Cohen, 2001). 동일시는 이과타(Igartua, 2010)가 개발한 지수를 수정

하여 이과타와 배리오스(Igartua & Barrios, 2012)가 감정  공감, 인지  공감, 등장인물과

의 통합 차원으로 구성한 11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문항은 7  척도로 측정하며, 수가 높을

수록 사건의 주인공에게 동일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인지된 실감은 김미라(2008)의 선행연구에 따라 ‘시청자가 TV에서 묘사된 내용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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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제 실과 가깝게 인식하는지의 정도’로 정의했다. 문항은 호킨스(Hwakins, 1976)가 개

발한 문항  연구에 합하다고 단한 3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춰 수정했다. ‘이 내용에 등장

하는 사건 피해자는 실제 나의 주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이 내용에 등장하는 사건 피해자의 

상황은 실에서 나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 

내용에 등장하는 사건 피해자가 겪은 일들은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등 총 3개

의 문항이며, 7  척도로 측정하 다. 인지된 실감 수가 높을수록 피험자가 인스타툰의 내용

을 실 으로 인식했음을 뜻한다. 

데이트폭력 편견과 상 성이 높을 것으로 단하여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성 

평등의식(Gender equality)의 조작  정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르는 고정 념에 얽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남녀가 

동등하게 우 받아야 한다고 믿는 의식(안윤정, 2014)’이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개발

한 ‘일반인용성인지력척도(단축형)’의 하  척도 에서 성 평등의식을 측정하기 한 척도(총 

15개 문항)를 이용하여 7  척도로 측정한다. 수가 높을수록 피험자의 성 평등의식이 높음을 

뜻한다.

<Table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인들의 내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신

뢰도 지수인 Cronbach’s  값이다. 본 연구에서 주요변인들은 모두 0.816∼0.929로서 매우 

좋은 신뢰도 값을 보여주었다.

4. 연구결과

1) 연구문제 검증

본 연구는 동일한 내용이 기사와 인스타툰으로 제시되었을 때, 어떤 경우에 수용자의 데이트폭력 

Variable Questions Reliability

Dating violence bias 13 .913

Emotion 5 .907

Transportation 4 .876

Identification 11 .929

Perceived reality 3 .816

Gender equality 15 .954

Table 3. Reliability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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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에 보다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따

라서 <연구문제 1> 콘텐츠 형태에 따라 데이트폭력 편견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와 <연구문제 2> 

이에 한 감정, 몰입, 동일시, 인지된 실감의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먼  공분산 분석

(ANCOVA)을 실시하 다. 독립변인인 콘텐츠 형태는 뉴스 기사 집단과 뉴스 기사+인스타툰 

집단으로 이루어진 이분형 변수이고, 공변인(covariate)으로는 성 평등의식이 고려되었다. 콘텐

츠 형태가 데이트폭력 편견에 미치는 향을 조 할 수 있다고 단되는 네 개의 조 변인(감정, 

몰입, 동일시, 인지된 실감)도 독립변인으로서 투입되었고, 이러한 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원상호작용항도 네 개가 추가되었다. 네 개의 조 변인은 본래 양 변수로 수집되었으며, 앙

값을 이용하여 고/  집단으로 임의로 나뉘었다. ANCOVA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공변인으로 투입된 성 평등의식이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F(1,144 = 112.7, 

p ＜ .001), 투입된 네 개의 조 변인  몰입, 동일시, 인지된 실감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감정의 주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F(1,144 = 6.8, p ＜ .05). 주요 독립변인

인 콘텐츠 형태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데이트폭력 편견 차이는 없었으며(F(1,144 = 0.1, p 

＜ .707), 콘텐츠 형태와 네 개의 조 변인 간에 형성된 상호작용도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문제1> 데이트폭력 내용을 인스타툰으로 한 수용자와 뉴스 기사만으로 

한 수용자의 데이트폭력 편견에 한 설득효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 

콘텐츠 형태와 감정, 몰입, 동일시, 인지된 실감 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

Dispersion SS df MS F η2

Content form 7.9 1 7.9 0.1 0.65

Emotion 382.8 1 382.8 6.8* 0.30

Transportation 115.7 1 115.7 2.1 0.00

Identification 14.1 1 14.1 0.3 0.05

Perceived reality 80.0 1 80.0 1.4 0.00

Gender equality 6333.7 1 6333.7 112.7*** 0.01

Content form×Emotion 194.3 1 194.3 3.5 0.44

Content form×Transportation 196.1 1 196.1 3.5 0.02

Content form× Identification 1.3 1 1.3 0.0 0.02

Content form×Perceived reality 53.4 1 53.4 0.9 0.00

error 8091.4 144 56.2 　 0.01

Total 15470.7 154

*p ＜ .05. *** p ＜ .001.

Table 4. ANCOVA Results for Dating Violence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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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연구문제2> 데이트폭력 내용을 인스타툰으로 한 수용자와 뉴스 기사만으로 한 수용

자간 데이트폭력 편견에 한 설득효과에 있어서, 감정, 몰입, 동일시, 인지된 실감의 조 효

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뉴스 기사와 인스타툰이라는 콘텐츠 형태의 차이 자체가 수용

자의 데이트폭력 편견에 한 설득효과 차이를 일으키는지 검증한 것으로, 콘텐츠 형태의 주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공변인으로 설정된 성 평등의식과 조 변인으로 설정된 감정, 몰입, 

동일시, 인지된 실감이 서로 통제할 때, 뉴스 기사와 인스타툰이라는 콘텐츠 형태의 차이만으

로는 데이트폭력 편견에 미치는 향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데이트폭력 편견의 차이에 가장 

유의한 향을 미친 것은 제시된 콘텐츠의 형태와 련 없이 성 평등의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시된 콘텐츠를 보고 부정  감정을 더 많이 느 을수록 데이트폭력 편견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발견되었다. 

2) 연구가설 검증

(1) 연구모형 분석

다음으로, <연구가설1> 제시되는 콘텐츠 형태가 데이트폭력 편견에 향을 미치는 계에서의 

감정, 몰입, 동일시, 인지된 실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각 

매개변인의 효과는 독립된 모형에서 검정되었으며, 모든 연속형 변인(감정, 몰입, 동일시, 인지

된 실감, 데이트폭력 편견)은 상응하는 개별문항의 합산 수로 계산되었다. 독립변인인 콘텐

츠 형태의 경우, 연구의 목 에 따라 기사와 인스타툰의 자극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기사자극

은 0, 인스타툰 자극은 1로 더미코딩 하여 분석하 다.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해 헤이스(Hayes, 2017), 리쳐와 헤이스(Preacher & Hayes, 

2004) 등 회귀분석 기반 매개효과 검정의 맥락에서 찰변인을 이용하는 경로모형(path 

model)을 이용하 다. 매개효과의 검정은 에 론(Efron, 1979)에 의해 개발된 비모수 인 재

표집(resampling) 기법인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표집방법을 사용하 다. 연구에서 사용

된 모든 경로모형을 추정하기 해서 Mplus 8(Muthén & Muthén, 1998-2019)을 이용하

고, 추정은 완 정보 최 우도(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하 다

(김수 , 2016). 

(2) 주요 변인 간 상 계

먼 , 주요 변인간의 상 계를 확인하기 해 피어슨의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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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조). 변인들 간의 상 계는 일부 변인을 제외하곤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인스타툰은 동일시(r = .227, p ＜ .05)와 유의미한 정  상 계가 나타났다. 이는 인

스타툰 집단의 경우에 동일시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인 감정, 몰입, 동일

시, 인지된 실감 모두 종속변인인 데이트폭력 편견과 부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부정  감정을 많이 느 을수록, 이야기에 몰입했을수록, 이야기 속 피해자에게 동일시

했을수록 데이트폭력에 한 편견이 낮게 나타났다는 뜻이다. 

(3) 콘텐츠 형태에 따른 데이트폭력 편견 설득 효과 차이

주요변인의 상 계수를 확인한 이후에 가장 먼  <연구가설1>을 검증하기 하여 인스타툰(더미 

변인)과 데이트폭력 편견의 계에서 감정, 몰입, 동일시, 인지된 실감의 매개효과를 Mplus

를 이용하여 검정하 다. <Figure 4>는 바론과 니(Baron & Kenny, 1986)의 표 인 매

개모형으로서 포화모형(saturated model)이며 완 별(just-identification)된다.

Figure 4. Mediation Effect of Research Model(*p ＜ .05. *** p ＜ .001.).

1 2 3 4 5 6

1. Instatoon 1.00

2. Emotion 0.05 1.00

3. Transportation 0.16 0.62*** 1.00

4. Identification 0.23* 0.58*** 0.79*** 1.00

5. Perceived reality 0.12 0.68*** 0.6*** 0.68*** 1.00

6. Dating violence bias -0.1 -0.53*** -0.35*** -0.36*** -0.42*** 1.00

*p ＜ .05. *** p ＜ .001.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N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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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Figure 4>에 제공되는 모형의 추정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인스타툰은 감정과 데이

트폭력 편견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감정은 데이트폭력 편견에 p ＜ 

.001 수 에서 유의한 부  향을 주고 있다. 반면 몰입이 매개변인인 경우, 인스타툰은 몰입에 

p ＜ .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주고 있으며, 몰입은 데이트폭력 편견에 p ＜ 

.001 수 에서 부 으로 유의한 향을 주고 있다. 동일시를 매개변인으로 한 모형에서도 인스

타툰은 동일시에 p ＜ .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주고 있으며, 동일시는 데이

트폭력 편견에 p ＜ .001 수 에서 부 으로 유의한 향을 주고 있다. 반면 인스타툰은 데이트

폭력 편견에 유의한 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툰은 인지된 실감  데이트

폭력 편견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고 있지 않으며, 인지된 실감은 데이트폭력 편견에 p 

＜ .001 수 에서 부 으로 유의한 향을 주고 있다. 

각 모형에 한 부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정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부

스트래핑 매개효과 검정을 해서는 부스트래핑 매개효과 추정치를 부스트래핑 표 오차로 나

는 검정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검정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스트래핑 신뢰구간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일반 이다(Hayes, 2017). 

Non-

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

95% bootstrapping

Confidence interval

Mediation 

Effect

Direct effect

Instatoon → Dating violence bias
-1.79 1.83 -0.07

-Indirect effect

Instatoon ⟶ Emotion

→ Dating violence bias

-0.73 1.09 -0.03 [-3.01, 1.29]

Direct effect -1.1 1.97 -0.04

full

mediation
Indirect effect

Instatoon ⟶ transportation 

→ Dating violence bias

-1.42 0.76 -0.05 [-3.05, -0.1]

Direct effect -0.41 2.02 -0.02

full

mediation
Indirect effect

Instatoon ⟶ Identification 

→ Dating violence bias

-2.11 0.79 -0.08 [-3.8, -0.70]

Direct effect -1.21 1.9 -0.05

-Indirect effect

Instatoon ⟶ Perceived reality

→ Dating violence bias

-1.30 0.9 -0.05 [-3.2, 0.32]

Total effect

Instatoon → Dating violence bias
-2.52 2.15 -0.1

Table 6. Effect of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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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툰 → 감정 → 데이트폭력 편견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 추정치는 –0.726이고, 부스

트래핑 신뢰구간은 [-3.010, 1.290]이다.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매개효과가 

없다는 가설은 5%의 유의수 에서 기각하지 못한다. 인스타툰 → 몰입 → 데이트폭력 편견으

로 이어지는 매개효과 추정치는 –1.417이고, 부스트래핑 신뢰구간은 [-3.053, -0.097]이다.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없다는 가설은 5%의 유의수 에서 

기각한다. 즉, 통계 으로 유의한 부  매개효과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인스타툰 → 동일시 → 

데이트폭력 편견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 추정치는 –2.107이고, 부스트래핑 신뢰구간은 

[-3.795, -0.704]이다.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없다는 가

설은 5%의 유의수 에서 기각한다. 즉, 통계 으로 유의한 부  매개효과가 완  매개의 형태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인스타툰 → 인지된 실감 → 데이트폭력 편견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 추

정치는 –1.303이고, 부스트래핑 신뢰구간은 [-3.196, 0.324]이다.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매개효과가 없다는 가설은 5%의 유의수 에서 기각하지 못한다. 즉, 통계 으

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하는 동시에 인스타툰 → 데이

트폭력 편견의 직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완  매개(full mediation)효과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검증결과, <연구가설 1>은 몰입과 동일시 변인에 한하여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즉, 기사 

집단에 속한 것에 비하여 인스타툰 집단에 속한 경우 몰입이 더욱 증가하게 되며, 연이어서 몰입

의 증가는 데이트폭력 편견의 감소로 이어진다. 한 기사 집단에 속한 것에 비하여 인스타툰 집

단에 속하면 동일시가 더욱 증가하게 되며, 이어서 동일시의 증가는 데이트폭력 편견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상의 연구문제  연구가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제시된 콘텐츠의 형태는 수용자의 데

이트폭력 편견에 직 인 향을 주지 못하 다. 그러나 인스타툰은 뉴스 기사에 비해 수용자의 

동일시와 몰입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이어서 동일시와 몰입은 수용자의 데이트

폭력 편견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콘텐츠를 통해 수용자의 

몰입과 동일시가 높아지는 경우 데이트폭력 편견에 향을 미쳐 데이트폭력 편견이 더 낮게 나타

났으며, 이러한 몰입과 동일시의 유발은 뉴스 기사보다 인스타툰이 더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콘텐츠의 형태 차이 자체보다는 콘텐츠의 형태가 담고 있는 내러티  속성이 수용자의 

설득 효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반면 감정과 인지된 실감은 데이트폭력 편견에 

부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었으나, 감정과 인지된 실감이 데이트폭력 편견이 미치는 

향이 인스타툰과 뉴스 기사라는 콘텐츠 형태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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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논의

본 연구는 인스타툰이 수용자의 사회이슈 인식변화에 설득효과를 가짐으로써 기존 리즘에 

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리즘의 궁극  역할은 

시민들이 사회문제에 한 커뮤니 이션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거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공론

장을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공 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달하여 공  사안에 

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론장 기능은 리즘의 매우 핵심 인 사회  역할이며

(Gans, 2003), 이러한 역할을 통해 리즘은 민주주의의 발 에 기여하게 된다(남재일․이

강형, 2017). 여러 가지 사회이슈를 다루는 인스타툰들이 곧 공론장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

겠으나, 인스타툰이 사회문제에 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독자들이 이에 반응하여 작가와의 계 

혹은 다른 수용자와의 계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 며 사회문제에 한 인식이 바 다면, 

리즘의 사회  역할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스타툰의 작가가 자신의 이

야기를 가지고 직  수용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수용자들로 하여  사회이슈에 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하는 차원의 인식 제고뿐 아니라, 작가가 피해자 입장의 화자를 통해 내러티 를 이끌

어 나간다는 에서 수용자의 피해자에 한 편견 부분에서 특히 인식 변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는 기 가 본 연구의 시발 이었다.

본 연구는 인스타툰이 이러한 리즘의 보완  역할을 수행  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

로 인스타툰이 가지는 3가지 매체 특성을 제시하 다. 이야기 형태라는 내러티  속성, SNS

로서 가지는 심리  리얼리즘 속성, 그림이 가지는 감정  속성이다. 먼 , 내러티  콘텐츠가 

몰입과 동일시에 용이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에 있어서도 

인스타툰은 비내러티  콘텐츠인 뉴스 기사에 비해 몰입과 동일시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 이는 

곧 데이트폭력 편견에 한 향으로 이어졌다. 뉴스 기사가 객 인 정보를 더 효율 으로 

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수용자로 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한 동일시와 이야기 자체에 

한 몰입을 끌어내어 데이트폭력 편견을 낮추는 데에는 인스타툰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문헌연구에서 검토한 내러티 의 설득효과에 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다

만 선행연구들이 주로 동일시와 몰입, 감정, 인지된 실감 등의 변인들을 조 변인으로 설정하

여 검증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매개변인으로서의 효과를 확인하 으며, 그 

결과 몰입과 동일시의 완 매개효과를 발견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내러티 의 설득 효과를 검증하면서 수용자의 이야기에 한 몰입도가 높을수록, 이야기 주인공

에 한 동일시가 높을수록 이야기에 내포된 신념에 더 동의하는 등 설득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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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으로 검증해왔다. 본 연구는 콘텐츠의 형태 차이가 데이트폭력 편견에 미치는 주효과의 차

이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인과모형인 매개모형을 통해, 내러티  콘텐츠가 종속변인에 한 직

인 설득효과를 가지지 못하더라도 몰입과 동일시라는 매개변인을 통하여 간 인 설득 효

과를 가질 수 있음을 검증했다. 이는 최근의 매개모형 연구의 흐름과도 일치하는데, 이 에는 독

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향을 미치는 직 효과가 있어야만 부분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으나

(Baron & Kenny, 1986), 최근에는 직 효과 없이도 매개변인을 통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완 매개모형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김원석, 2017; Choi & Lee, 

2018). 데이트폭력 내용을 인스타툰으로 한 수용자가 동일시와 몰입을 느끼는 경우 뉴스 기사

만을 한 수용자보다 데이트폭력 편견이 낮아진다는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완 매개모

형을 설명하기에 합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인스타툰이 SNS로서 독자에게 심리  리얼리즘을 느끼게 할 것으로 

상했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기사와 인스타툰 모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다룬 콘텐츠를 주요 

연구 상으로 삼았다. 인지된 실감 변인은 주로 픽션의 내러티  는 픽션과 논픽션이 혼합된 

장르인 리얼리티 로그램 등을 상으로 수용자가 콘텐츠의 내용을 얼마나 실처럼 느끼는지, 

얼마나 실과 다름없게 느끼는지 등을 확인하는 변인이므로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논픽션 콘텐

츠에 하여 측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인지된 실감을 측정

하여 뉴스 기사와 인스타툰 집단 간 인지된 실감의 차이를 보고자 했던 것은, 동일하게 실존한 

실제 사건을 다룬 내용이라도 ‘뉴스에서 보던 것’과 ‘주변에서 군가가 직  겪은 것’에서 오는 

심리  차이를 측정하기 함이었다. 분명 실에 존재하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것은 

동일하나, 자신이나 주변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혹은 자신과 가까운 실로 받아들이는 미

묘히 다른 감정을 측정하고자 시도하 다. 그러나 뉴스 기사와 인스타툰 각 집단에서 모두 콘텐

츠의 내용이 실존사건이라는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 다. 보다 세 한 심리  차이를 발견하기 해서는 재의 인지된 실감이나 사회  거리

감과는 다른 차원의 세부 인 변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툰이 그림이라는 콘텐츠 표 방식을 통해 가지는 감정 속성은 뉴스 기

사와 인스타툰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뉴스 기사와 인스타툰으로 데이트폭력에 

해 한 피험자들의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감정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데이트폭력

이라는 실험자극물의 소재가 이미 어느 정도 도덕  가치 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데이트폭력이라는 소재 자체가 불러오는 감정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시비의 단이 립 인 소재로 콘텐츠 형태 차이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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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직까지 학문  논의가 거의 없었던 인스타툰의 매체  특성을 웹툰 련 선행

연구들의 검토와 연구자의 찰을 통해 학문 으로 정리하고자 시도한 , 내러티 의 설득효과

를 검증할 때 조 변인으로서 주로 논의되어온 동일시와 몰입변인의 완 매개효과를 발견하여 

인스타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수용자의 데이트폭력 편견을 낮출 수 있는지 그 기  과정을 밝힌 

, 주로 단순설문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던 매개모형을 실험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검

증했다는 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리즘의 사회  

역할로서 수용자의 사회이슈에 한 인식변화 단계에만 주로 을 맞추고 있어 정보습득이나 

공론장 형성 등 인스타툰이 가질 수 있는 더 범 한 리즘  역할과 의의에 하여 포

으로 논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 한계로 남는다. 한 인스타툰과 뉴스 기사라는 콘텐츠형태 차

이 자체가 데이트폭력 편견에 향을 미치는 주효과를 발견하지 못하 으므로 뉴스 기사보다 인

스타툰이 수용자의 인식변화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스타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SNS를 통해 게재되는 인스타툰이 과거 블로그 리즘 등

이 그랬듯이 소  시민 참여형 풀뿌리 리즘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스타툰 작

가들은 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이 모호하고 작가로서의 진입장벽이 낮으며 일반 SNS를 하듯이 

인스타그램에 그림을 올림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이 게 게시된 사회이

슈에 한 작가의 의견  개인  서사들에 독자들이 동일시하고, 몰입하고, 공감하면서 상호 소

통하는 공론장이 생겨나고, 결과 으로 사회이슈에 한 인식이 변화한다면, 리즘이 우리 사

회에 수행하는 역할을 인스타툰이 일부 보완 가능하다는 정 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고 인스타툰이 동일시와 몰입을 통해 사회  편견을 낮추는 데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실증 으로 검증함으로써 제한 이나마 인스타툰 형태의 콘텐츠가 뉴스 형태의 기

존 리즘이 놓칠 수도 있는 세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자 했다. 추후 인스타툰

에 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작가와 독자를 심층인터뷰 하고, 작가와 독자와의 계성1)에 하

여도 깊이 탐구한다면 인스타툰이 가진 리즘 보완 역할로서의 잠재  가능성을 보다 풍부하

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1) 본 연구의 자극물로 사용한 인스타툰의 원작 ‘다 이아리’는 2019년 11월 기  최 반응 기 으로, 17,995개의 ‘좋아

요’  793개의 댓 이 달렸다. 독자의 댓  내용을 살펴보면, 주인공 이아리(작가)를 응원하는 내용 외에도 본인도 비

슷한 상황에서 인스타툰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 데이트폭력 문제에 해 미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 

등이 다수를 이루며, 독자들이 댓 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연   지지하는 모습이 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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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스타툰의 리즘 보완 역할 가능성에 한 탐색  연구로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같은 내용

의 데이트폭력 사건을 뉴스 기사와 인스타툰의 형태로 제시했을 때 콘텐츠의 형태 차이가 수용자의 데이

트폭력 편견에 다른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심리과정을 거쳐 설득 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고

자 온라인 실험을 진행했다. 공분산분석과 경로분석을 수행한 결과, 제시된 콘텐츠의 형태는 수용자의 데

이트폭력 편견에 직 인 향을 주지 못하 으나, 인스타툰은 뉴스 기사에 비해 수용자의 동일시, 몰입

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고, 이어서 동일시와 몰입은 수용자의 데이트폭력 편견에 통계 으로 유

의한 향을 주는 것을 발견했다. 즉, 수용자의 사회이슈 인식변화에 있어서 콘텐츠의 형태 차이 자체보다

는 몰입과 동일시에 용이하다는 인스타툰의 내러티  속성이 수용자의 설득 효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학문  논의가 거의 없었던 인스타툰의 매체  특성을 웹툰 련 선행

연구들의 검토와 연구자의 찰을 통해 학문 으로 정리하고자 시도한 , 내러티 의 설득효과를 검증할 

때 조 변인으로서 주로 논의되어온 동일시와 몰입변인의 완 매개효과를 발견하여 인스타툰이 어떤 과정

을 통해 수용자의 데이트폭력 편견을 낮출 수 있는지 그 기  과정을 밝힌 , 주로 단순설문을 통해 검증

이 이루어지던 매개모형을 실험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검증했다는 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 

 의의가 있다. 한 인스타툰이 동일시와 몰입을 통해 사회  편견을 낮추는 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 으로 검증함으로써 제한 이나마 인스타툰 형태의 콘텐츠가 뉴스 형태의 기존 리즘이 놓칠 수

도 있는 세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자 했다. 

핵심어: 내러티  리즘, 인스타그램/인스타툰, 데이트폭력 편견, 내러티  설득, 내러티  논픽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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