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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t impacts of the disaster reporting types (episodic frame vs. numeric 

frame) on cognitive appraisals and negative emotions. 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emotions 

and cognitive appraisals were explored in the process of rev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disaster reporting and behavioral intentions (prevention, avoidance, punishment, and social 

participatory). Also, the moderating effects of a media variable (media modality, video vs. text) and 

non-media variable (signal potential of risk, high vs. low) were explored. Particulate matter and 

forest-fire disaster coverages were studied (N = 576). A total of eight stimuli were made for each 

experimental condition. Among the negative emotions, fear, anxiety, sadness, and anger were 

targeted. The cognitive appraisals consisted of psychological distance, ego involvement, and 

responsible attribution (others, environment). As a result, episodic frames had a greater impact on 

cognitive appraisals and negative emotions than numeric frames had. Also, the direct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appraisals (psychological distance, ego involvement) and discrete negative 

emotions (fear, anxiety, sadness) caused by episodic frames were significant. In particular, the sadness 

and anxiety caused by episodic frames had a positive effect 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and 

the fear induced by episodic frames had a positive effect on avoidance and social participatory 

behavioral intentions. Among cognitive appraisals, psychological distance and ego involv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apprai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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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egative emotions were significant. Specifically, the mediation path of ‘cognitive appraisal→
negative emotion’ was significant, and the mediation path of ‘negative emotion→cognitive appraisal’ 

was partially significant.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media modality and signal potential of 

risk were confirm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disaster reports should be 

delivered in a frame that arouses medium-level of arousal emotions (sadness, anxiety), including 

stories of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disaster damage. It was also concluded that the media 

modality of video is more effective in promoting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disaster (signal potential of risk) can be a 

moderating variable that influences the effectiveness of the disaster reporting framing. This study 

showed that psychological distance can be one of the cognitive appraisals tha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motional response (fear, anxiety, sadness, and anger) to disaster reporting. Finally, this study 

is meaningful by extending the cognitive framing effect on disaster reporting to an emotional framing 

effect through empirical studies. Research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were discussed and 

further ramifications were suggested.

Keywords: Disaster reporting, Framing effect, Cognitive appraisals, Negative emotions,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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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사회의 기술 , 조직  시스템은 ‘복잡성(complexity)’과 ‘꽉 짜여진 체계(tight 

coupling)’로 구성돼 있다. 이 특징들은 재난의 형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기의 작은 사고는 

 사회의 시스템을 토 로 거 한 재난으로 확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Perrow, 1984). 

실제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지진은 자연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 소 붕

괴 등 2차 인 재난을 발생시켰다. 2017년 포항 지진, 2018년 폭염 등의 재난들도 사회경제

으로 복합 인 피해를 주었다. 2019년 미세먼지는 하나의 재난 수 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다양

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 19)은 한 국

가의 재난 수 을 넘어서 재  세계 인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의 재난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되고 개된다는 사실에 주목해, 사람

들이 재난을 인식하고 비하는 과정에 커뮤니 이션 분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지 의 재난들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하는 험의 기제로 작동을 하고 있

으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고 행동의도를 형성한다(조항민, 

2013; Allgaier, Dunwoody, Brossard, Lo, & Peters, 2013). 특정 재난의 피해로부터 해당 

사회가 회복하기 해서는 ‘정보와 커뮤니 이션’이 요하다(Norris, Stevens, Pfefferbaum, 

Wyche, & Pfefferbaum, 2008). 이 게 보았을 때, 재의 재난 보도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향 연구는 재난에 한 응행동 정립  공동체의 회복 측면에서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미디어의 강력한 사회  효과  하나인 이  효과를 토 로 재난 보도와 수용

자의 반응  태도 계를 살펴볼 것이다. 

미디어는 같은 사건을 다른 임으로 나타내면서 사람들이 해석하고 생각하는 방법에 강

력하게 향을 미친다. 이것을 뉴스 이  효과(framing effect)라고 할 수 있다(Gamson 

& Modigliani, 1989). 지 까지 뉴스 이  효과 연구는 임이 수용자의 인지  구조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을 맞추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심리  메커니즘을 토 로 인지

인 이  효과를 감정 반응의 과정으로 확 하고 있는 추세이다(Lecheler, Schuck, & 

de Vreese, 2013). 미디어 보도 이  효과에서 수용자의 인지뿐만 아니라 감정은 요한 

매개 인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감정은 해당 이슈에 한 수용자의 태도  행동의도에 향

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Gross & D’Ambrosio, 2004).

이 게 험 메시지에 해 사람들이 단을 하고 태도를 구조화하는 데 있어, 감정이 매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감정의 인지  평가 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 of emoti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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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휴리스틱(affect heuristic)을 근거로 할 수 있다(Lazarus, 1991; 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4). 이 두 이론은 인지와 감정의 발생 과정 측면에서 다른 갈래이

기는 하지만, 공통 으로 감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요한 매개변수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한다

(Damasio, 1994; Lazarus, 1991; Slovic et al., 2004). 하지만 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단순한 정  혹은 부정  감정이 아닌 공포, 분노, 불안, 슬픔과 같은 구체 인 감정

들을 경험한다. 그리고 험 메시지에서 유발된 구체 인 감정들은 험 단과 련 행동에 각

각 다르게 향을 미친다(Bodenhausen, Sheppard, & Kramer, 1994; Dillard & Peck, 

2001; Lazarus, 1991). 구체  감정들은 그 감정들이 지닌 특성에 따라 방, 처벌, 회피, 사회

인 참여 행동의도 등에 다르게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Böhm & Pfister, 2000; Dillard 

& Peck. 2001). 

한편, 이  효과를 심리학 인 측면을 토 로 살펴본다면, 이  효과 메커니즘에 

향을 미치는 조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Chong & Druckman, 2001; Valkenberg & 

Peter, 2013). ‘미디어 효과에 한 차별 인 감수성 모델(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Media Effects Model, 이하 DSMM)’에 따르면, 재난의 특징(유형), 재난의 발  단계, 미디

어 양식 등 미디어 련 변수와 비미디어 련 변수는 재난 보도와 상호작용하면서 수용자의 인

지 ․감정  반응을 조 할 수 있다(Houston, Spialekm, & First, 2018). 이러한 논의들을 

토 로 하면, 재난 보도 이  효과 메커니즘에서 미디어 변수(미디어 양식)와 비미디어 변수

인 재난의 질  특징( 험의 신호가능성)은 조 변수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설득 메시지의 

효과 연구에서 미디어 양식(텍스트 vs 동 상)에 따라 수용자의 인지․감정 반응  태도 형성

은 다른 것으로 제시돼 왔다(Powell, Bommgaarden, Swert, & de Vreese, 2014). 험의 

신호가능성은 험이 단계 으로 사회에 얼마만큼 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련된 험의 징후

(harbinger)로 규정될 수 있으며, 신호가능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Slovic, Fischhoff, & Lichtenstein, 1984). 이 게 보았을 때, 재난 보도가 수용자에

게 향을 미치는 과정에 미디어 양식과 험의 신호가능성은 향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 한국 언론의 재난 보도 임이 일반인의 

감정  인지 반응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재난 보도 이  

효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조  변인들을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를 통해 재난 보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보도 양식, 기사의 형태, 수용자의 특성 등은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지 까지 보도 임과 수용자의 감정의 계 연구는 정치, 경제, 건강 험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진행돼 왔지만, 재난 보도 측면에서 수용자의 인지  감정의 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최



재난 보도 임이 수용자 감정과 인지에 미치는 향 359

근까지 제한 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증 인 연구를 통해 재난 보도 임에서 유발된 

구체 인 감정과 인지  평가들이 작동하는 경로를 제시할 것이며, 이와 함께 이  효과에 

향을 미치는 조 변수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재난 보도 이  효과를 감

정 반응 심으로 확장하는 것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지닌다.  

2. 이론  배경

1) 이  효과와 수용자의 감정 반응

뉴스 임은 미디어를 통해 일정 기간 반복 으로 되며, 이를 통해 특정 이슈에 한 일반

인의 이해방식에 강력하게 향을 미친다(이 웅, 2001). 특정 이슈에 한 미디어의 임 방

식에 따라 수용자의 인식, 단,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Druckaman, 2001; Gamson & 

Modigliani, 1989). 이를 이  효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게 보았을 때, 이  효과

는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뉴스의 해석  련 향력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틀이 될 가

능성이 있다(이 웅, 2001). 이에 본 연구는 이  효과를 토 로 재난 보도 임과 수용

자의 반응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커뮤니 이션 효과론  근에서 이  효과는 뉴스  해당 이슈에 한 근성의 측

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 웅, 2001; Gross & D’Ambrosio, 2004). 사람들은 어떤 이슈에 

해 모든 정보를 고려해 단할 수 없는, 제한된 능력을 지니고 있다(Fiske & Taylor, 

1991).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에 근이 용이하고, 기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을 활

용한다. 이 때 뉴스 임은 근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뉴스 임은 기억 속 

개념들에 한 근성을 강화시키며, 이와 련한 인지구조를 일시 으로 활성화시킨다(이재신, 

2014). 어떤 이슈가 불확실하고 복잡할 때, 뉴스 임은 복잡함을 감소시키며 그 이슈에 한 

해석  근을 가능하게 만들며, 결과 으로 메시지 내용에 한 인식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

다(Gross & D’Ambrosio, 2004; Price & Tewkbury, 1997). 

지 까지 이  효과 련 연구들은 수용자의 인지  반응 측면에 심을 두었다

(Lecheler & de Vreese, 2012; Igartua, Moral-Toranzo, & Fernandez, 2011). 최근 

연구들은 심리학  메커니즘을 근간으로 인지 인 임 효과만으로는 이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다고 지 하며 이 효과를 감정 반응의 과정으로 확 하고 있다(Lecheler et al., 

2013). 특정 이슈에 한 뉴스 임이 수용자의 태도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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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인지뿐만 아니라 감정은 매개 인 역할을 할 수 있다(Gross, 2008; Lecheler et al., 

2013; Nabi, 2003). 

선행 연구들에서 보도 임과 수용자의 감정 반응의 계는 감정의 인지  평가이론을 

근거로 한다고 제시한다(나은경․송 주․김 석․이 웅, 2008; Lecheler & de Vreese, 

2012).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감정은 인지 인 평가 차원들에 의해 유발된다(Lazarus, 

1991). 이 이론을 토 로 하면, 임은 이슈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선택하며, 이를 통해 수

용자들에게 어떤 평가들(appraisals) 혹은 평가 인 신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뉴스 임은 

사람들의 인지  평가를 변형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감정 반응에 향을 미칠 수 있다

(Gross & D’Ambrosio, 2004). 를 들어본다면, 어떤 사건의 괴 인 향력에 을 둔 

임은 수용자들이 그 사건의 치명성에 해 과도한 평가를 하게 만들며 이는 결과 으로 공포

를 증가시킨다. 반면, 피해 복구 노력에 을 맞춘 보도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리할 수 있다

는 평가를 하게 하며 결국 사람들의 공포를 감소시킨다(Gross & D’Ambrosio, 2004). 

이 게 보았을 때, 임의 종류에 따라 유발되는 감정도 다를 수 있다. 어떤 이슈에 한 

이익 임은 정 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손실 임은 부정 인 감정을 불러일으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Igartua et al., 2011; Shen & Dillard, 2007). 규칙 반 련한 

임을 읽은 사람들은 분노를 강하게 느 으며(Oatley & Jenkins, 1996), 험 사건의 발생 가

능성에 을 맞춘 뉴스 임을 본 사람들은 공포를 더 강하게 느 다(Balzarotti & 

Ciceri, 2014). 험 사건에 해 생산자가 잘못이 있다는 임에 해 수용자들은 분노를, 

희생자에 을 맞춘 임은 슬픔을 불러일으켰다(Kim & Cameron, 2011). 일화  

임은 체 인 정보를 제공하는 주제  임보다 그 이슈에 한 이해도와 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 2008). 

보도 임과 개별 감정의 계를 인지  평가 이론을 근거로 실증 으로 탐구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책임 귀인의 임에 따라 독자들의 안도와 수치감의 감정은 차별 인 것으로 나

타났다(나은경 외, 2008). 정치 뉴스 임( 략 임 vs 비 략 임)에 따라 수용자의 

분노  정치 참여행동의도 형성은 차이가 있었다(이건 , 2002). 정치 후보자 뉴스에 한 책

임귀인, 목표 요도 등 인지  평가에 따라 분노, 걱정 유발은 차이가 있었으며, 행동의도도 차

별 으로 나타났다(송 주․김 석․이 웅, 2008). 건강 험에 한 임 차이에 따라 수용

자의 감정 유발과 행동의도는 차이가 있었다(강보 ․권상희, 2018).

선행 연구들을 요약하면, 최근 이  효과 연구는 수용자의 인지반응에서 감정반응으로 

확 하고 있는 추세이며, 보도 임에 따라 유발되는 감정은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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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 등 다양한 분야 보도에서 임과 감정 계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재난 보도 측

면에서 수용자의 감정 반응와 행동의도를 탐구한 연구는 재까지 제한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재난 보도 임에 따라 유발되는 감정은 다르며, 재난 보도 임이 수용자의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인지뿐 만 아니라 감정은 매개 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험 메시지에 한 감정 반응의 메커니즘

험 메시지에 해 사람들이 단을 하고 행동의도를 구축하는데 있어, 감정은 요한 매개역할

을 한다는 것은 정서 휴리스틱, 인지  평가 이론을 근거로 할 수 있다. 험 메시지에 한 감정

과 인지 유발의 선후 계는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정서 휴리스틱은 인지와

는 별개로 감정은 빠르고 자동 으로 유발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지  평가 이론은 인지 인 

평가 차원들이 먼  발생하고 이후 감정이 유발된다고 제시한다(Lazarus, 1991; Slovic et 

al., 2004). 

인지  평가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재 자극에 한 인지 인 노력 혹은 특별한 평가 차원

들(appraisals)에 의해서 유발된다(Lazarus, 1991). 감정은 무작 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

라 나름의 논리와 패턴을 지니고 있으며, 환경에 한 인지 인 평가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Lazarus, 1991). 평가 이론가들은 평가 인 차원들이 자동  혹은 무의식 으로 유발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간의 뇌 속에는 어떤 자극물에 해 핵심 인 특징을 감지하고 유형화하

는, 미리 조직되어 있는 형태의 무의식 인 평가  요소인 ‘자동평가기제(automatic appraisal 

mechanisms)’가 있다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Damasio, 1994; Ekman, 2003).

인지  평가 차원들은 일차  평가 차원과 이차  평가 차원으로 나  수 있다(Lazarus, 

1991). 일차  평가 차원은 감정 련 목표 련성, 목표 일치성, 자아 여도 등이며 이차  평

가는 처 방안, 미래 기 , 책임귀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로즈만(Roseman, 2001)은 감정의 

유의성(valence, 부정  혹은 정 ), 동기  상태, 상황  상태, 확실성, 통제성, 책임성 등과 

같은 평가 요소에 의해 감정이 유발된다고 했다. 행복함, 슬픔, 분노, 공포, 역겨움, 놀라움, 지

겨움 등을 일으키는 평가 차원들은 확실성, 유쾌함, 주의  행동, 통제성, 상노력, 책임귀인, 

개인 여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Frijda, Kuipers, & Schure, 1989; Scherer, 2001; 

Smith & Ellsworth, 1987). 험에 한 자아 여도, 책임귀인, 처가능성 등에 한 평가

는 부정  감정유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eters et al., 2004). 최근 심리  거리

감의 한 차원인 시간  거리감이 공포, 걱정 유발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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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김 욱, 2019).

한편, 감정 이론가들에 따르면, 감정은 의식 인 평가를 동반하지 않으며 의식 인 생각과 

별개로 감정 자체로 독립 으로 유발될 수 있다(Kühne, Weber, & Sommer, 2015). 이들은 

감정은 인지와는 별개로 사람들 기억 속에 장돼 있는, 특정한 과거의 사건에 한 감정 인 스

키마 혹은 로 일에 근거해 자동 으로 유발된다고 제시한다(Zajonc, 1980). 이는 어떤 사건

에 한 기억에는 구체 인 감정들이 꼬리표의 형태(affective tag)로 부착돼 있다는 것과 유사

한 개념이다(Slovic et al., 2004). 뉴스 임은 재 사건과 련있는 과거 경험의 기억에 

한 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감정  스키마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Leventhal & Scherer, 1987). 이러한 논의들은 뉴스 임에 한 ‘정서 독립론’과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다(이 웅, 2001). 

슬로비치 등(Slovic et al., 2004)은 ‘정서 휴리스틱’의 개념을 제시하며, 사람들은 일종의 

정신  지름길인 감정을 활용해 험 정보에 해 빠르고 효율 으로 단한다고 했다. 이는 

험에 한 직 인 반응을 의미하는 ‘감정으로서 험(risk-as-feeling)’ 개념과 상통한다

(Loewenstein, Weber, Hsee, & Welch, 2001). 어떤 사건에 한 감정은 과거의 특정 상황

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한 기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지 인 단과 별개로 자동 으로 

유발되며 독립 으로 특정 단과 행동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이재신, 2014; Zajonc, 

1980). 감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경향성도 결정도 없으며, 그래서 행동을 하기 한 의도도 형성

되지 않는다(Damasio, 1994).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재난 보도 임이 수용자의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수용자의 인지뿐만 아니라 감정도 매개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인지  평가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어

떤 자극물에 한 인지  평가를 토 로 유발된다. 반면, 정서 휴리스틱에 따르면 감정은 인지와는 

별개로 독립 으로, 빠르고 직 으로 유발된다. 이 두 이론을 종합하면 험 메시지에 한 감정 

유발은 ‘인지→감정’ 경로로 유발될 수 있으며, ‘인지’와 ‘감정’이 각각 독립 으로 발생할 수도 있

다. 선행 연구들에서 보도 임과 수용자의 감정 반응은 주로 인지  평가이론을 근거로 한다고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서 휴리스틱의 개념을 용  확장해 재난 보도에 한 수용자의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의 독립 인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인지  

평가 이론을 토 로 인지  평가 차원과 부정  감정의 유발의 선후 계에 해 살펴볼 것이다. 

3) 구체 인 감정의 차별  향력 

재난 보도 임을 감정의 향력 측면에서 탐구해 보고자 한다면, 구체 인 감정의 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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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설득 메시지와 감정의 향력 연구는 동일한 유의성을 지니지만 다른 

향력을 보이는 구체  감정의 향력을 살펴보는 데 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DeSteno, 

Petty, Rucker, Wegener, & Braverman, 2004; Nabi, 2002). 같은 유의성을 지닌 부정

 감정(공포, 분노)이라도 다른 선택과 행동의도를 래할 수 있으며 다른 유의성을 지닌 감정

(분노, 행복)이라도 유사한 행동의도를 보일 수 있다(Lerner & Keltner, 2000).

구체 인 감정들의 차별 인 향력은 각성수  이론, 정보로서 감정 이론, 평가 경향성 이

론 등을 토 로 할 수 있다(나은 , 1998; Lerner & Keltner, 2000; Schwarz & Clore, 

1996). 각성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각성수 에 따라 그에 따른 수행결과는 달라진다(나은

, 1998). 각성(arousal)은 추신경계의 활성화수 을 말하며, 아주 낮은 수 에서부터 높은 

수 까지 변화한다. 각성수 은 상, , 하로 구분되며, 각성수 이 간 정도일 때 련 수행은 

최 가 되며 각성 수 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으면 수행의 결과는 떨어진다. 구체 인 감정들은 

각각 각성수 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행복은 각성수 이 하, 슬픔은 각성수 이 , 불안 공포 

분노 등은 각성수 이 상이라고 분류될 수 있다(나은 , 1998; Hartely & Phelps, 2012). 구

체  감정의 차별 인 향력을 각성수 을 토 로 탐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메시지에서 

유발된 분노는 편 인 수행의 결과를 보 으며 슬픔은 체계 인 수행의 결과를 보 다(양윤․

조수완, 2009; Bodenhause et al., 1994).

정보로서 감정(feeling as information) 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어떤 환경에 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한 행동을 하는 것에 향을 미친다(Schwarz & Clore, 1996). 이 에 

따르면, 어떤 상에 한 감정은 그 상에 한 정보로 작동을 하며 후속 인 동기  행동의

도에 향을 미친다(Nabi, 2002). 를 들어본다면, 슬픔, 분노의 경우, 어떤 자극물에 한 책

임귀인의 정보로 작동을 하며, 향후 정보처리  태도 형성에 향을 미친다(Schwarz & 

Clore, 1996). 행복은 상황이 안 하다는 정보로 기능을 하며, 결과 으로 해당 메시지 처리 

련해 낮은 동기와 수행 결과를 래할 수 있다(Schwarz & Clore, 1996). 

한편, 인지  평가 이론을 토 로 한 평가 경향성 이론(appraisal tendency theory)에 

따르면 구체  감정들은 여도, 기 되는 노력, 통제성, 책임성 등 다양한 평가 차원들을 통해 

구분되며 이를 통해 향후 정보 처리 경향에 차별 으로 향을 미친다(Lerner & Keltner, 

2000). 험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공포, 걱정, 슬픔, 분노, 불안과 같은 감정을 지배 으로 

경험한다(Böhm & Pfister, 2000). 이러한 논의를 토 로 본 연구는 공포, 불안, 슬픔, 분노를 

평가 경향성 이론을 토 로 분류하고자 한다. 공포, 불안은 에 한 높은 평가, 낮은 통제성

에서 비롯된다. 공포, 불안, 슬픔은 낮은 확실성과 낮은 통제성에서 유래된다. 분노는 높은 확실



364 한국언론학보 64권 4호 (2020년 8월)

성과 높은 통제성에서 유발된다. 공포, 불안, 슬픔, 분노는 공통 으로 자아 여도와 련이 있

다. 슬픔은 환경 인 요인으로 책임귀인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분노는 타인에 한 책임귀인에서 

유발된다(Dillard & Peck, 2002; Hartley & Phelps, 2012; Lazarus, 1991; Smith & 

Ellsworth, 1985).

구체 인 감정들이 지닌 평가 인 차원들은 다르기 때문에, 이 감정들은 미래 단와 행동

의도에도 차별 인 향을 미친다. 공포는 미래 사건에 해 비  단을 하게 만들며 분노는 

더 낙 으로 하게 만든다(Lerner & Keltner, 2000). 슬픔은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

을 하게 만들며 이는 무기력한 태도를 래한다(Lazarus, 1991). 분노는 특정 사람의 행동에 

의해 그 사건이 강화된다고 단하게 만들며 이는 그 상에 한 처벌 인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Lerner & Keltner, 2000). 불안은 기억의 효과 인 작동을 악화시키며 자극물에 한 

편 인 해석을 하도록 만든다(Hartely & Phelps, 2012). 

행동의도에 한 공포, 불안, 슬픔 분노의 차별 인 향을 살펴보면, 우선 공포의 향력

은 일 되지 않다. 메시지에서 유발된 공포는 방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반면, 지나친 

공포는 오히려 회피행동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Janis & Feshbach, 1953; Witte & 

Allen, 2000). 슬픔은 치유와 회복과 같은 행동의도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Nerb, Spada & 

Wahl, 1998). 분노는 장애물을 제거하게 하는 기능을 하며, 공격  거부 행동의도, 정치  참

여의도에도 향을 미쳤다(이강형, 2002; Lazarus, 1991). 불안은 험의 불확실성뿐만 아니

라 사회 시스템에 한 불신과 불안정성에서도 비롯되며, 이는 사회 참여 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 다(권 지, 2016). 한편, 공포, 불안, 걱정은 손실기반의 감정으로, 분노는 윤리 인 

감정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손실기반의 감정은 을 방지하기 한 방행동의도를 불러일으

키며, 윤리 인 감정은 처벌 행동의도를 불러일으킨다(Böhm & Pfister, 2000).

선행 연구들을 요약하면, 구체 인 감정들은 각각 다른 각성수 과 평가 차원들을 토 로 

다양한 행동의도( 방, 처벌, 회피, 사회참여)에 차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험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공포, 불안,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

를 토 로, 이 감정들을 탐구 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험에 한 책임귀인, 자아 여도 등의 

평가 차원들은 부정  감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심리  거리감은 감정 유발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다. 이에 본 연구는 자아 여도, 책임귀인(타인, 환경), 심리  거

리감을 수용자의 인지  평가 차원의 반응이라고 규정하고 탐구 상으로 삼았다. 체 인 논의

들을 토 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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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재난 보도 임이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인지  평가(자아 여도, 책임

귀인, 심리  거리감)와 부정  감정(공포, 불안, 슬픔, 분노)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재난 보도 임이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의 

매개효과 경로는 어떠한가?

4) 이  효과에 향을 미치는 조 변수

심리학  메커니즘을 토 로 재난 보도 임의 효과를 살펴본다면,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

 효과에 향을 미치는 조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Chong & Druckman, 2001; 

Kühne et al., 2015). 이  효과의 방향성 혹은 변수 간 계의 강도에 향을 주는 변수

를 조 변수로 규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인구통계학  성향, 사회문화  맥락 등은 이  효

과에 향을 미치는 조 변수인 것으로 제시 다(Chong & Druckman, 2001).

‘미디어 효과에 한 차별 인 감수성 모델(DSMM)’에 따르면, 미디어 보도 효과에 향을 

미치는 조 변수들은 미디어 변수와 비미디어 변수로 나  수 있다(Valkenburg & Peter, 

2013). 미디어 변수는 미디어와 련된 변수이며, 비미디어 변수는 성향  변수(개인 성격, 분

기), 발  변수(나이), 사회  변수(사회문화  맥락) 등이다(Valkenburg & Peter, 

2013). DSMM을 재난 보도에 용한 휴스턴 등(Houston et al., 2018)은 재난 보도가 수용

자의 인지 ․감정 ․각성  반응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재난의 특성과 련된 변수들(재난 

유형, 재난 단계)과 미디어 유형(동 상 혹은 텍스트)이 조 변수로 역할을 한다고 제시했다. 이

에 본 연구는 재난 보도 이  효과에 향을 미치는 조 변수를 미디어 양식(미디어 변수), 

재난의 질  특징  하나인 신호가능성(비미디어 변수)으로 규정하고 그 향력을 탐구하고자 

한다. 

  

(1) 미디어 양식(modality)의 효과

미디어 양식에 따라 설득 메시지의 수용  항 처리 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Meyrowitz, 

1985). 텍스트 양식과 동 상 양식을 비교했을 때, 텍스트 양식은 심 이고 체계 인 정보의 

처리를 유발시키는 반면, 동 상 양식은 정보원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변부 인 처리 경

로를 진시킨다(Pfau, Holbert, Zubric, Pasha, & Lin, 2000). 동 상 양식은 시각의 우

선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덜 여 으로 지각되며, 이는 메시지 내용을 심사숙고 으로 처리

하기 힘들게 한다. 반면, 텍스트 양식은 수용자의 활동 인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Pfau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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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0). 메이요 츠(Meyrowitz, 1985)는 텍스트 양식과 동 상 양식은 커뮤니 이션 측

면이 다르다고 했다. 텍스트 양식은 상징을 기 로 하고 추상 이기 때문에 주장과 사실의 재

에 합하다. 반면, 동 상 양식은 시각  소통을 우선 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와 인상을 강

조한다(Meyrowitz, 1985). 그리고 텍스트 양식은 수용자의 인지 인 단에, 동 상 양식은 

수용자의 감정 인 측면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Sparks, Areni, & Cox, 1998). 텍스트 양

식은 인지 인 경로를 통해 설득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동 상 양식은 주변부 인 경로를 

통해 설득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Sparks et al., 1998). 

한편, 보도 임과 미디어 양식의 계를 탐구한 포웰 등(Powell et al., 2014)에 따르

면 시각 인 보도 임은 텍스트 양식의 임보다 수용자의 감정  행동의도에 더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 양식과 비교했을 때, 시각 인 시를 포함한 유형은 감정

 경험을 더 강렬하게 만들 수 있다(Newhagen & Reeves, 1992). 반면, 텍스트 양식은 동

상 양식에 비해 덜 하기는 하지만 ‘ 가, 무엇을, 구에게, 왜 했는지’ 에 한 명확한 추론

을 가능하게 한다(Geise & Barden, 2014). 

선행 연구들을 요약하면, 텍스트 양식의 보도는 인지  경로를 통해, 동 상 양식의 보도는 

주목도, 실성의 재 , 감정  경험을 통해 설득 정도에 향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 보도를 달하는 미디어 양식에 따라 수용자의 인지  감정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

을 해 보았다. 이와 련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재난 보도 임이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의 

매개효과를 미디어 양식이 조 할 것이다. 

(2) 험의 신호가능성 정의와 향력

DSMM을 재난 보도에 용한 휴스턴 등(Houston et al., 2018)은 재난의 유형과 단계는 수

용자의 인지, 감정 반응  태도 형성에 조 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실제로 재난의 유형에 따

라 수용자의 책임귀인, 부정  감정(분노, 슬픔)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다(Fisher, 

Bell, & Baum, 1984; Xie, Wang, Zhang, Li, & Yu, 2011). 이 게 보았을 때, 험의 

질  특징  하나인 험의 신호가능성(signal potential of risk)은 재난 보도 이  효과

에서 수용자 반응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신호가능성은 일반인의 주  험인식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  하나로, 해당 사회에 단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불행한 징

후로 규정할 수 있다(Slovic, 1987). 많은 사망자를 낸 험이라도,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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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할 수 있는 험이라면 이 험의 신호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작은 사건이지만 익숙하지 

않고, 통제하기 힘들며, 이해하기 힘든 험이라면 이 험의 신호가능성은 높다(김 욱, 

2014). 신호가능성은 험의 잠재 인 사회  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사건이 일

어나는 지역, 장소와도 련이 있다(Slovic, 1987). 높은 신호가능성을 지닌 험은 언제 어디

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여겨지며 큰 사회  장을 불러일으킨다(Slovic, 1987). 하지만 지역

으로 고립돼 있는 험은 그것의 향력이 제한돼 있다는 인식을 증가시키며, 이는 결과 으로 

사람들의 반응과 해당 사회의 주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Bazarotti & Ciceri, 2014). 

신호가능성은 험의 사회  확산(social amplification of risk) 모델과 맞닿아 있다. 

‘ 험의 치명 인 결과가 작은 물결로써 향력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큰 사회 인 물결로 작동

을 할 것인지’는 험의 신호 가치(signal value)와 련이 있다(Kasperson et al., 1988). 

험이 사회 인 물결로 작동을 하는 과정에, 미디어 보도는 확산의 스테이션 역할을 한다

(Kasperson et al., 1988). 미디어는 높은 신호가능성의 험에 해 집 인 보도를 하며, 

이를 통해 수용자의 반응을 증가시키고, 결국 해당 사회의 주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험의 신

호가능성과 미디어 수용자 반응의 계를 탐구한 발자로티와 시세리(Balzarotti & Ciceri, 

2014)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신호가능성 험(바이러스에 의한 신체 단 기사)은 낮은 신호가

능성 험(특정 지역 철도사고에 의한 신체 단 기사)과 비교했을 때 수용자의 감정 반응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재난의 유형에 따라 수용자의 인지와 감정 반응, 후속 인 미디어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재난 보도가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신호가능성은 재난의 특징  하

나로 수용자의 반응을 높이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디어 보도는 확산의 채 로

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 보도는 험의 단계  확산에 스테이션 역할을 하

며, 이 과정에서 험의 신호가능성은 일반인의 즉각 인 반응뿐만 아니라 후속 으로 련 행동

에도 향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험의 사회  확산모델을 근거로 하면, 험의 신호가능성

은 단계 으로 일반인의 반응  태도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 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2. 재난 보도 임이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의 

매개효과를 험의 신호가능성이 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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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론

1) 연구문제  연구모델

본 연구는 재난 보도 임의 효과를 수용자의 인지  효과에서 감정의 효과로 확장하는 데 목

이 있다. 구체 으로 재난 보도 임(일화 vs 수치)이 행동의도( 방, 회피, 처벌, 사회참

여)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들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탐구했다. 그

리고 인지  평가 이론과 정서 휴리스틱을 토 로, 재난 보도 임에서 유발된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의 경로를 독립 인 ‘인지’와 ‘감정’뿐만 아니라 ‘인지→감정’, ‘감정→인지’로 가정해 

매개효과 경로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뉴스 이  효과 메커니즘에서 조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DSMM을 토 로, 재난 보도 임이 수용자에게 향을 미치는 과정에 미디어 변수(미

디어 양식)와 비미디어 변수( 험의 신호가능성)가 조 변수로 역할을 하는지 검증했다. 이와 

련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델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The model proposed by this study.

2) 유사실험 구성  사 조사

연구문제  가설을 검증하기 해 유사실험설계를 구성했다. 2019년 한국에서 이슈가 된 사회

 재난인 미세먼지와 산불을 실험자극물을 한 상으로 삼았다. 험의 신호가능성은 해당 

험의 발생 지역  장소와 연 돼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 로, 국 으로 향을 미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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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미세먼지와 지역 으로 한정돼 향을 미치는 산불을 실험 상으로 삼았다. 보도 임 2

(일화 vs 수치) x 험 신호가능성 2(높음 vs 낮음) x 미디어 양식 2(동 상 vs 텍스트) 등 피

험자 간 요인 설계를 구성하고, 총 8개의 실험 자극물을 만들었다. 실험자극물 구성은 보도 

임을 일화  임과 주제  임으로 나  페 리가와 페티(Fabrigar & Petty, 1999, 실

험 2 부분), 뤼펠, 르츠, 퀴네, 그리고 워스(Ryffel, Wirz, Kühne, & Wirth, 2014)의 연구

를 참고로 했다. 조항민(2013)은 우리나라 언론은 태풍, 폭설 등과 같은 재난을 일화  임

과 수치 심의 과학/ 응 임(수치 임)으로 가장 많이 보도한다고 제시했다.  

선행연구를 토 로, 본 연구는 인터뷰 상자의 직 인 경험을 구어체  문장으로 표 ,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등을 포함한 기사를 일화  임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해당 이슈와 

련된 과학 인 발견, 통계 인 수치, 지도 등을 포함한 기사는 수치  임으로 규정하고 

련 실험 자극물을 설계했다. 텍스트 양식의 실험 자극물을 구성하기 해 연합뉴스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 ‘미세먼지 피해’, ‘강원 산불’, ‘강원 산불 피해’, ‘산불 향’ 등 키워드로 검색을 실시했

으며, 추출된 기사들을 실험에 합하게 구성했다(<부록 Ⅱ> 참조).

동 상 양식의 실험 자극물을 만들기 해서는 재난주 방송사인 KBS 9시 뉴스를 활용했

다. 2019년 3월 5일 미세먼지 련 보도 2개, 2019년 4월 10일 보도된 강원 산불 련한 기사 

2개를 선정해, 이를 실험에 합하도록 1분 가량 편집했다(<부록 Ⅱ> 참조).

본 실험에 앞서, 사  조사에서 기사의 효과가 집단 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에 한 평가를 

실시했다. 사  조사(n = 96)는 2019년 6월에 실시 으며 상은 서울 소재 S 학교 학부생

과 학원생이었다. 실험자극물 8개에 각각 10-17명씩 무작 로 할당 다. 본 연구는 실험 자극

물의 사  조작 검 문항으로 ‘지각된 주장 강도(perceived argument strength)’ 척도를 활용

했다(Zhao, Strasser, Cappella, Lerman, & Fishbein, 2011). 리와 안(Lee & An, 

2015)은 이해도, 정보량, 신뢰성, 요성을 메시지 사  조작 검을 한 문항으로 활용했다. 

이들의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는 8개 실험 자극물에 한 이해도, 정보량, 신뢰성, 요성을 측

정했다. 구체 인 질문은 정보량(‘이 기사는 미세먼지/산불 재난 련한 정보를 얼마만큼 포함하

고 있습니까?’), 이해도(‘이 기사를 읽고 난 후 미세먼지/산불 재난에 해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

까?’), 신뢰성(‘이 기사의 정보원은 신뢰할 만하다’), 요성(이 기사를 보았을 때, 미세먼지/산

불 재난은 나에게 요한 이슈처럼 생각됩니까?)로 구성했다. 사  조사 참여자들은 정보량에 

해서 0-100 으로 응답했으며, 그 외 질문은 5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5

=매우 그 다)로 응답했다. 일원변량분석(ANOVA)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4개 항목에 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Table 1> 참조). 사후분석(Scheffé) 결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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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한 8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게 보았을 때, 본 연구의 8개 실험 자

극물들은 정보량, 이해도, 신뢰성, 요성 측면에서 비슷하게 조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측정 문항 

1) 실험자극물의 조작 검 

뤼펠 등(Ryffel et al., 2014)의 연구를 참고해 조작 검 문항을 구성했다. 일화  임과 수

치  임 구분을 해 총 4개의 문항을 구성했다. ‘이 기사는 재난에 해 통계 인 수치를 토

로 객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사는 재난에 해 과학 인 정보를 토 로 이성 으로 나

타내고 있다’(Cronbach's α = .83), ‘이 기사는 재난에 해 주로 피해를 경험한 개인의 이야

기를 시로 나타내고 있다’, ‘이 기사는 재난에 해 주로 피해에 한 개인의 경험을 감정 인 

표 으로 나타내고 있다’(Cronbach's α = .81)로 구성했다. 질문에 한 응답은 5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5 =매우 그 다)로 했다. 

2) 감정의 측정

드스테노 등(DeSteno et al., 2004)의 연구를 참고로, 자기 보고식 질문 방법으로 감정의 측정 

문항을 구성했다. 구체 으로 ‘기사를 읽는 동안, 경험하고 있는 느낌의 정도는 얼마인가’ 질문을 

통해 재난 보도에서 유발된 감정을 측정했다. 구체 으로 공포(두려운, 공포스러운)(Cronbach's 

Group
informative readability reliability importance

M(SD) M(SD) M(SD) M(SD)

1. particulate matter episodic frame(text, n=11) 57.72(22.62) 3.36(0.67) 2.90(0.54) 3.27(0.90)

2. particulate matter numeric frame(text, n=11) 55.00(13.23) 3.09(0.70) 2.63(0.67) 3.82(0.75)

3. forest fire episodic frame(text, n=15) 55.67(25.30) 3.20(0.77) 2.20(1.01) 3.13(1.25)

4. forest fire numeric frame(text, n=17) 62.50(24.16) 3.24(0.83) 2.23(0.75) 3.52(0.72)

5. particulate matter episodic frame(video, n=10) 56.00(18.97) 3.50(0.53) 2.60(0.52) 4.00(0.76)

6. particulate matter numeric frame(video, n=11) 71.36(16.14) 3.81(0.75) 3.00(0.00) 4.09(0.70)

7. forest fire episodic frame(video, n=10) 61.00(21.32) 4.00(0.47) 2.50(0.85) 3.80(0.63)

8. forest fire numeric frame(video, n=11) 61.85(23.48) 3.46(0.52) 2.81(0.41) 3.54(0.69)

F 1.62 1.66 1.44 1.67

p .101 .099 .163 .071

Table 1. Pre-manuplation check results for experimental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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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 .87), 불안(불안한, 걱정스러운)(Cronbach's α = .80), 슬픔(슬 , 우울한)(Cronbach's 

α = .83), 분노(분노한, 화난)(Cronbach's α = .80) 등으로 측정했다. 유발된 감정을 묻는 

문항은 ‘이 기사를 보고 있는 동안 당신은 얼마만큼 두려움/공포/걱정/불안/슬픔/우울함/분노/

화를 느끼는가?’로 구성했다. 질문에 한 응답은 5  리커트 척도(1 =  느끼지 않는다. 5

=매우 느낀다)로 했다. 

3) 인지  평가 차원의 측정

공포, 슬픔, 분노, 불안 유발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인지  평가 차원은 자아 여도이다

(Peters et al., 2004). 책임귀인(타인귀인, 환경귀인) 한 요한 인지  평가 차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송 주 외, 2008; Lazarus, 1991). 최근 연구에서 심리  거리감  하나인 시간

 거리감은 감정 유발의 선행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 다(임인재․김 욱, 2019). 이에 

본 연구는 자아 여도, 심리  거리감, 책임귀인(타인, 환경)을 인지  평가 차원들로 구성했

다. 구체 인 문항은 셰러(Scherer, 2001), 찬드론과 메논(Chandron & Menon. 2004) 연

구를 참고로 했다. 자아 여도에 한 질문은 ‘이 재난은 당신에게 요한 사건입니까?’, ‘이 재

난은 당신과 련이 있습니까?’. ‘이 재난에 한 정보를 당신은 심있게 니까?’ 등 총 3문항

으로 구성했다(Cronbach's α = .86).

심리  거리감은 시간  거리감, 공간  거리감, 사회  거리감, 가상  거리감(실제 사건 

여부) 등 네 개의 차원에 의해 향을 받는다. 이에 본 연구는 ‘이 재난을 나는 시간 으로 가깝

게 느낀다’(시간  거리감), ‘이 재난이 나타나는 지역은 나와 가깝다고 생각한다’(공간  거리

감), ‘이 재난의 험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향을 미친다’(사회  거리감) 등 총 3문항으

로 구성했다(Cronbach's α = .84). 

책임귀인에 한 한 질문은 ‘기사가 나타내고 있는 재난을 생각했을 때, 당신은 다른 사

람이나 다른 기 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타인 책임귀인), ‘기사가 나타내고 있는 재난을 

생각했을 때, 재난의 원인은 환경  요인에 있는 등 외부에 있다고 보는가?’(환경 책임귀인)로 

구성했다. 모든 질문에 한 응답은 5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5 =매우 그

다)로 했다.

4) 행동의도 측정

피시바인과 아젠(Fishbein & Ajzen, 2010)은 행동의도는 실제 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

는 요한 측변수라고 했다. 본 연구는 실험 참여자의 직 인 행동 여부를 측정할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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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들 연구를 토 로 실험 참여자들의 행동의도를 측정했다. 험 메시지에 한 수용자

의 행동의도를 방, 회피, 처벌, 사회  참여 행동의도 등 네 가지로 나  선행연구(Böhm & 

Pfister, 2000: Nerb et al., 1998)를 토 로 행동의도를 4가지로 분류했다. 방행동의도는 

‘이 기사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나는 재난의 피해를 감소하기 해 노력할 것이

다’, ‘이 기사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나는 재난 련한 방행동을 할 의도가 있

다’, ‘이 기사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나는 잠재 인 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 기사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외출을 자제하고 거주지의 안

을 검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등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했다(Cronbach's α = .80). 

회피행동의도는 ‘이 기사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재난에 해 알고 

싶지 않다’, ‘이 기사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재난 련한 것을 가능한 잊

고 싶다’, ‘이 기사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나는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싶지 않다’, 

‘이 기사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다’ 등 총 4개 문항

으로 구성했다(Cronbach's α = .76). 

처벌행동의도는 ‘이 기사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나는 재난에 책임 있는 사

람을 때리고 싶었다’, ‘이 기사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나는 재난에 책임 있는 사람

에게 처벌 인 행동을 하고 싶었다’, ‘이 기사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나는 재난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치고 싶었다’ 등 총 3개 문항으로 구성했다(Cronbach's α = .94).

사회  참여 행동의도는 ‘이 기사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나는 재난 련한 

사회  시 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 기사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나

는 이것과 련해 언론사에 투고  의견을 보내고 싶다’, ‘이 기사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생각

할 때, 나는 이 상황을 유발시키는 사람에 해 거부운동(boycott)을 하고 싶었다’ 등 3개 문항

으로 구성했다(Cronbach's α = .85). 질문에 한 응답은 5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5 =매우 그 다)로 했다. 

5) 인구통계학   사회 심리학  변인 측정: 성별, 나이, 거주지역, 월수입, 정치  성향, 

정부 신뢰도, 언론 신뢰도, 재난 련 건강 피해 경험 등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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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조작 검

본 연구는 2019년 8월 온라인 조사 문기 을 이용해 리서치 패 을 활용한 온라인 실험 설문조

사를 실시했다. 서울  경기도를 심으로 19세부터 59세까지 성인 574명을 할당 표집해

(20-29세 144명, 30-39세 144명, 40-49세 144명, 50-59세 241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집

단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해 인구통계학  변수들이 최 한 동일하게 배치되도록 574명을 총 8

개 집단으로 나 었다. 미세먼지 실험 자극물에 노출된 총 4개 집단(N = 346, 텍스트 일화 

임 115명, 수치 임 119명/동 상 일화 임 55명, 수치 임 57명), 산불 실험 자

극물에 노출된 총 4개 집단(N =228, 텍스트 일화 임 59명, 수치 임 59명/동 상 일

화 임 54명, 수치 임 56명)로 나 었다. 집단별 할당치를 미리 정했지만, 개별 참여자

들이 각 집단에 배치되는 것은 무작 (random)로 이루어졌다. 

실험 조건별 메시지의 조작을 검하기 해 집단(일화 임 vs 수치 임)을 독립변

수로 두고, 주요변인(부정  감정, 인지  평가, 행동의도), 조작 검 문항 등에 한 일원변량

분석(ANOVA)을 실시했다. 조작 검 문항에 해 일화  임과 수치  임의 차이가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 572)=49.47, p＜.001]. 이 결과를 통해 실험 조작은 성공

임을 알 수 있다. 

3. 분석 결과

1) 매개효과 검증 결과

연구문제 1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단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으며, 매개변인들을 병렬 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모델인 SPSS PROCESS MACRO Model 4

번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재난 보도 임(가변수 입력 일화=1, 수치=0)을 독립변인으

로, 인지  평가 차원(자아 여도, 심리  거리감, 책임귀인(타인, 환경))과 부정  감정(공포, 

불안, 슬픔, 분노)를 매개변인으로, 행동의도( 방, 회피, 처벌, 사회)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인구통계학  변인  사회심리학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했으

며, 부트스트랩 샘 은 10,000으로, 신뢰구간은 95%로 지정했다.

분석 결과, 종속변인이 방행동의도일 때, 인지  평가  ‘재난 보도 임→심리  거

리감→행동의도’(LL=.003, UL=.05)와 ‘보도 임→자아 여도→행동의도’(LL=



374 한국언론학보 64권 4호 (2020년 8월)

.001, UL=.03)가, 부정  감정  ‘보도 임→불안→행동의도’(LL=.002, UL=

.04), ‘보도 임→슬픔→행동의도’(LL=.001, UL=.03)가 정 으로 유의미했다. 

종속변인이 회피행동의도일 때, 인지  평가  ‘재난 보도 임→심리  거리감→행동의

도’(LL=-.07, UL=-.004)와 ‘보도 임→자아 여도→행동의도’(LL=-.07, UL=

-.002)가 부 으로 유의미했다. 부정  감정  ‘보도 임→공포→행동의도’(LL=.01, 

UL=.07)와 ‘보도 임→불안→행동의도’(LL=-.10, UL=-.01)가 유의미했다. 

종속변인이 사회참여 행동의도일 때, 인지  평가들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부정  

감정  ‘재난 보도 임→공포→행동의도’(LL=.003, UL=.06)가 유의미했다. 한편, 종

속변인이 처벌행동의도일 때, 인지  평가 차원과 부정  감정은 모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

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통해 재난 일화  임은 심리  거리감을 매개로 방  회피행동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 자아 여도를 매개로도 방  회피행동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화  임은 부정  감정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직 으로 유

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 으로 방행동의도에는 불안과 슬픔이, 회피행

동의도에는 공포와 불안이, 사회참여 행동의도에는 공포가 각각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mediating 

variables
dependent variable(preventive)

Indirect 

Coefficien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cognitive 

appraisals

frame(episodic = 1, numeric = 0)→psychological distance→behavioral intention .03 .01 .003 .05

frame→ego involvement→ behavioral intention .01 .01 .001 .03

frame→responsible attribution(others)→behavioral intention -.001 .002 -.01 .004

frame→responsible attribution(environment)→behavioral intention .001 .003 -.01 .01

negative 

emotions

frame→fear→behavioral intention .01 .01 -.01 .02

frame→anxiety→behavioral intention .02 .01 .002 .04

frame→sadness→behavioral intention .01 .01 .001 .03

frame→anger→behavioral intention .001 .004 -.01 .01

Table 2. Results of mediating effects 

mediating 

variables
dependent variable(avoidance)

Indirect 

Coefficien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cognitive 

appraisals

frame(episodic = 1, numeric = 0)→psychological distance→behavioral intention -.03 .02 -.07 -.004

frame→ego involvement→ behavioral intention -.03 .02 -.07 -.002

frame→responsible attribution(others)→behavioral intention -.01 .02 -.05 .02

frame→responsible attribution(environment)→behavioral intention .001 .00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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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variables
dependent variable(avoidance)

Indirect 

Coefficien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negative 

emotions

frame→fear→behavioral intention .03 .02 .01 .07

frame→anxiety→behavioral intention -.05 .02 -.10 -.01

frame→sadness→behavioral intention .01 .01 -.001 .04

frame→anger→behavioral intention .001 .01 -.01 .02

mediating 

variables
dependent variable(punishment)

Indirect 

Coefficien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cognitive 

appraisals

frame(episodic = 1, numeric = 0)→psychological distance→behavioral intention .01 .01 -.01 .04

frame→ego involvement→behavioral intention .001 .01 -.02 .02

frame→responsible attribution(others)→behavioral intention -.01 .01 -.04 .02

frame→responsible attribution(environment)→behavioral intention .001 .004 -.01 .01

negative 

emotions

frame→fear→behavioral intention .01 .01 -.02 .04

frame→anxiety→behavioral intention .01 .02 -.03 .04

frame→sadness→behavioral intention .02 .02 -.001 .06

frame→anger→behavioral intention .01 .03 -.06 .08

mediating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social participatory)

Indirect 

Coefficien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cognitive 

appraisals

frame(episodic = 1, numeric = 0)→psychological distance→behavioral intention .01 .01 -.01 .03

frame→ego involvement→behavioral intention -.01 .01 -.03 .01

frame→responsible attribution(others)→behavioral intention -.01 .02 -.04 .01

frame→responsible attribution(environment)→behavioral intention .002 .01 -.01 .02

negative 

emotions

frame→fear→behavioral intention .03 .02 .003 .06

frame→anxiety→behavioral intention .01 .01 -.02 .04

frame→sadness→behavioral intention .01 .01 -.004 .04

frame→anger→behavioral intention .01 .03 -.05 .07

2) 다  매개효과 경로 검증

연구문제 2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의 다 매개 효과 경로 검증에 앞서 공포, 불안, 슬픔, 분

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인지  평가(자아 여도, 심리  거리감, 책임귀인(타인, 환경))

는 무엇인지에 한 분석을 실시했다. 독립변인을 보도 임(가변수 입력 일화 = 1, 수치 = 

0)으로, 인지  평가 차원(자아 여도, 심리  거리감, 책임귀인(타인, 환경))을 매개변인으로, 

부정  감정(공포, 불안, 슬픔, 분노)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SPSS PROCESS 

Macro Model 4번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공포, 불안, 슬픔, 분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평가 차원은 심리  거리감

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 로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한 인지  평가 차원은 심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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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감으로, 부정  감정은 공포, 불안, 슬픔, 분노를 선택했다.

연구문제 2 ‘재난 보도 임이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의 매개효과 경로는 어떠한가?’를 검증하기 해 독립변인을 보도 임(가변수 입력 일화 

= 1, 수치 = 0)으로, 인지  평가 차원(심리  거리감)과 부정  감정(공포, 불안, 슬픔, 분노)

을 매개변인으로, 행동의도( 방, 회피, 처벌, 사회)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SPSS 

PROCESS Macro Model 6번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Model 6번은 두 개 이상의 매개변

수가 작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변 인 매개효과(double mediation)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보여  수 있는 모델로써 매개효과 간 비교 검증이 가능한 모델이다(Hayes, 2017).

분석 결과, 종속변인이 방, 회피, 처벌, 사회  행동의도일 때, ‘재난 보도 임→심리

 거리감→부정  감정(공포, 불안, 슬픔, 분노)→행동의도’는 모두 유의미했다. 이 결과 통해 

일화  임은 인지  평가(심리  거리감)를 통해 부정  감정에 향을 주며, 이를 토 로 

부정  감정을 증가시켜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ependent variable(preventive)
Indirect

Coefficien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frame(episodic = 1, numeric = 0)→psychological distance→fear→behavioral intention .01 .01 .002 .02

frame→psychological distance→anxiety→behavioral intention .01 .003 .002 .02

frame→psychological distance→sadness→behavioral intention .01 .003 .001 .01

frame→psychological distance→anger→behavioral intention .01 .004 .001 .02

dependent variable(avoidance)
Indirect

Coefficien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frame(episodic = 1, numeric = 0)→psychological distance→fear→behavioral intention .01 .01 .002 .03

frame→psychological distance→anxiety→behavioral intention .01 .01 .000 .02

frame→psychological distance→sadness→behavioral intention .01 .004 .001 .02

frame→psychological distance→anger→behavioral intention .01 .01 .002 .02

dependent variable(punishment)
Indirect

Coefficien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frame(episodic = 1, numeric = 0)→psychological distance→fear→behavioral intention .03 .01 .004 .05

frame→psychological distance→anxiety→behavioral intention .03 .01 .01 .06

frame→psychological distance→sadness→behavioral intention .02 .01 .002 .03

frame→psychological distance→anger→behavioral intention .04 .02 .01 .08

dependent variable(social participatory)
Indirect

Coefficien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frame(episodic = 1, numeric = 0)→psychological distance→fear→behavioral intention .02 .01 .001 .04

frame→psychological distance→anxiety→behavioral intention .02 .01 .001 .05

frame→psychological distance→sadness→behavioral intention .01 .01 .001 .02

frame→psychological distance→anger→behavioral intention .03 .01 .002 .06

Table 3. Results of double mediating effects (cognition→emotion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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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지  평가이론, 정서 휴리스틱을 토 로 재난 보도 임에 한 인지와 감정 

유발의 경로를 독립 인 ‘인지’와 ‘감정’, 그리고 ‘인지→감정’의 경로로 가정했다. 모델 비교 

근(model comparison approach)에 따르면, 두 개의 경쟁하는 모델이 존재하고 다른 구조

인 배열로 주요 변수들의 배치가 가능할 때, 안 인 모델에 한 추가 인 검증이 필요하다

(Lee, Kim, & Kang, 2019; Slater, Hayes, & Ford, 2007). 이를 토 로 본 연구는 재난 

보도 임에 한 ‘인지→감정’ 경로와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인 ‘일화  임→부정  감정

→인지  평가→행동의도( 방, 회피, 처벌, 사회)’ 검증을 추가 으로 실시했다. 

두 개의 매개변인의 다  매개 경로 검증에 앞서, 인지  평가 차원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치는 부정  감정에 한 분석을 실시했다. 독립변인을 보도 임(가변수 입력 일화 = 1, 수치 

= 0)으로, 부정  감정(공포, 불안, 슬픔, 분노)을 매개변인으로, 인지  평가 차원(자아 여

도, 심리  거리감, 책임귀인(타인, 환경))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SPSS PROCESS 

Macro Model 4번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심리  거리감, 자아 여도, 타인 책임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감정은 불

안이었다. 분석결과를 토 로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해 부정  감정 에는 불안을, 인지  

평가 에는 심리  거리감, 자아 여도, 타인 책임귀인을 분석 상으로 삼았다. 

연구문제 2에서의 ‘감정→인지’ 경로를 검증하기 해 SPSS PROCESS Macro Model 

6번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종속변인이 방행동의도일 때, ‘재난 보도 임→

불안→인지  평가(심리  거리감, 자아 여도)→행동의도’ 경로가 정 으로 유의미했다. 종

속변인이 회피행동의도일 때, ‘재난 보도 임→불안→인지  평가(심리  거리감, 자아 

여도)→행동의도’ 경로가 부 으로 유의미했다. 한편, 종속변인이 처벌과 사회  행동의도일 

때, ‘재난 보도 임→불안→인지  평가→행동의도’ 경로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통해, 재난 일화  임은 불안을 통해 심리  거리감과 자아 여도에 각각 

정 인 향을 주며, 이를 토 로 방  회피행동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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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 양식의 조 된 매개효과 검증

연구가설 1 미디어 양식의 조 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해 SPSS PROCESS Macro Model 

7번 활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독립변인으로 보도 임(가변수 입력 일화 = 1, 수치 = 0)을, 

매개변인으로 인지  평가 차원(심리  거리감, 자아 여도, 책임귀인(타인, 환경))과 부정  

감정(공포, 불안, 슬픔, 분노)을, 종속변인으로 행동의도( 방, 회피, 처벌, 사회)를, 조 변인으

로 미디어 양식(가변수 입력 동 상 = 1, 텍스트 = 0)을 투입했다. 

분석결과, 종속변인이 방행동의도일 때, 책임귀인(타인)에 해 보도 임과 미디어 

양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으며, 해당 경로에서 조 효과가 확인되었다(LL = .004, UL 

= .08). 구체 으로 미디어 양식은 일화  임이 책임귀인을 매개해 방행동의도에 미치는 

간 효과를 유의미하게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화  임이 책임귀인을 매개해 방행

동의도에 미치는 간 효과는 미디어 양식이 텍스트일 때 부 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종속변인이 회피, 처벌, 사회  참여 행동의도일 때, 미디어 양식의 조 효과는 모두 유의미

하지 않았다.  

dependent variable(preventive)
Indirect

Coefficien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frame(episodic = 1, numeric = 0)→anxiety→psychological distance→behavioral intention .02 .01 .01 .04

frame→anxiety→ego involvement→behavioral intention .01 .004 .002 .02

frame→anxiety→responsible attribution(others)→behavioral intention .000 .001 -.001 .002

dependent variable(avoidance)
Indirect

Coefficien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frame(episodic = 1, numeric = 0)→anxiety→psychological distance→behavioral intention -.02 .01 -.05 -.01

frame→anxiety→ego involvement→behavioral intention -.001 .01 -.03 -.004

frame→anxiety→responsible attribution(others)→behavioral intention .001 .003 -.01 .01

dependent variable(punishment)
Indirect

Coefficien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frame(episodic = 1, numeric = 0)→anxiety→psychological distance→behavioral intention .01 .01 -.001 .03

frame→anxiety→ego involvement→behavioral intention .004 .003 -.001 .01

frame→anxiety→responsible attribution(others)→behavioral intention .000 .003 -.01 .01

dependent variable(social participatory)
Indirect

Coefficien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frame(episodic = 1, numeric = 0)→anxiety→psychological distance→behavioral intention .004 .01 -.01 .02

frame→anxiety→ego involvement→behavioral intention -.003 .002 -.01 .001

frame→anxiety→responsible attribution(others)→behavioral intention .000 .003 -.01 .01

Table 4. Results of double mediationg effects (emotion→cognition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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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호가능성의 조 된 매개효과 검증

연구가설 2 신호가능성의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종속변인에 한 매개변인과 조

변인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모델인 SPSS PROCESS Macro Model 14번을 이용해 검증을 

실시했다. 독립변인으로는 임(일화 = 1, 수치 = 0)으로, 매개변인으로 인지  평가 차원, 

부정  감정, 종속변인으로는 행동의도를, 조 변인으로는 신호가능성(신호가능성 높음(미세먼

지) = 1, 신호가능성 낮음(산불)=0)으로 투입했다. 우선 종속변인이 방행동의도일 때, 공

포와 신호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으며, 해당 경로에서 조 효과가 확인되었다(LL 

dependent variable: responsible attribution(others) R²=.07, F(15, 558)=2.78, p＜.001

B SE t LLCI ULCI

frame(a) (episodic=1, numeric=0) -.26 .07 -2.41* -.48 -.05

media modality(b) -.15 .12 -1.17 -.39 .10

a*b .48 .18 2.76** .14 .83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media modality

mediating variable condition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responsible 

attribution(others)

video (dummy 1) .02 .01 -.002 .04

text (dummy 0) -.02 .01 -.04 -.001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mediating variable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responsible attribution(others) .03 .02 .004 .08

Figure 2. The interaction effect of frame and media modality on responsible attribution(others).

Table 5. Moderated mediation of media modality(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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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UL = .07). 구체 으로 신호가능성은 보도 임이 공포를 매개해 방행동의도에 

미치는 간 효과를 정 으로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화  임이 공포를 매개해 방행

동의도에 미치는 간 효과는 험의 신호가능성이 높을 때(미세먼지 재난) 높아진다고 단할 

수 있다. 한편, 종속변인이 회피, 처벌, 사회  행동의도일 때,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의 매

개변인과 신호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dependent variable: behavioral intention R²=.40, F(28, 545)=14.19, p＜.001

B SE t LLCI ULCI

fear(a) -.05 .05 -1.01 -.15 .05

signal potential(b) .12 .28 0.43 -.44 .68

a*b .14 .07 2.16* .01 .28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signal potential

mediating

variable
condition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fear
high signal(dummy 1) .02 .01 .002 .04

low signal(dummy 0) -.01 .01 -.04 .01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mediating variable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fear .03 .02 .01 .07

Figure 3. The interaction effect of fear and signal potential affecting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Table 6. Moderated mediation of signal potential(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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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논의

1) 분석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재난 보도 임(일화 vs 수치)이 행동의도( 방, 회피, 처벌, 사회)에 향을 미치

는 과정에,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이 두 변

인의 매개효과 경로를 탐구하 다.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의 매개효과를 미디어 련 변수

(미디어 양식)와 비미디어 련 변수( 험의 신호가능성)가 조 하는지 검증하 다. 분석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재난 보도 임이 행동의도( 방, 회피, 처벌, 사회)에 향을 미치는 과정

에,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를 검증한 결과, 인지  평가 에서 심

리  거리감과 자아 여도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미했다. 구체 으로 ‘일화  임→심리  

거리감→ 방행동의도’, ‘일화  임→자아 여도→ 방행동의도’가 정 으로 유의미하

다. ‘일화  임→심리  거리감→회피행동의도’, ‘일화  임→자아 여도→회피행동

의도’는 부 으로 유의미했다. 이 결과는 재난의 일화  임은 재난에 한 수용자의 심리  

거리감을 감소시키며 방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결과

는 일화  임은 수용자의 자아 여도를 높이며, 이를 통해 방행동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정  감정들 에는 ‘일화  임→불안→ 방행동의도’, ‘일화  

임→슬픔→ 방행동의도’, ‘일화  임→공포→회피행동의도’, ‘일화  임→공포

→사회참여 행동의도’가 정 으로 유의미했다. ‘일화  임→불안→회피행동의도’는 부 으

로 유의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통해 미세먼지, 산불 맥락에서는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의 직

인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들은 일화  임에서 유발된 인

지  평가와 부정  감정들은 서로 독립 으로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만 한 은 일화  임에 유발된 구체 인 감정들이 행동의도에 각각 다르게 

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슬픔은 간 정도의 각성 수 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 인 정보 

처리를 진시킨다. 험 상황에서 슬픔은 공감의 맥락으로 유발되며, 회복과 치유 련된 행동

의도를 불러일으킨다(Nerb et al., 1998; Xie et al., 2011). 이러한 특징을 토 로 슬픔은 

방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쳤을 수 있다. 불안은 지속 인 공포의 유형으로 개념화될 수 있

으며, 손실기반의 감정 유형으로 을 최소화하기 한 방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Böhm & Pfister, 2000; Davis, Walker, Miles, & Grillon, 2010). 이 게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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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재난 보도에서 유발된 불안은 낮은 각성수 의 공포 형태로 방행동의도에는 정 인 향

을, 회피행동의도에는 부 인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배렛(Barrett, 2017)은 구체 인 감정들은 해당 사회의 문화  가치에서 비롯되며 각 감

정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마다 조 씩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지 까지 선행 연구들에서는 슬픔은 

상실감의 경험에서 비롯돼 무기력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불안은 편 인 수행의 결과를 

래할 수 있다고 했다(Hartley, & Phelps, 2012; Lazarus, 1991).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는 슬픔과 불안은 방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이 게 보았을 때, 한국의 문화  맥

락에서 슬픔과 불안은 재난 메시지에 한 체계 인 정보의 처리를 진시키며, 방행동의도를 

하게 만드는 감정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공포는 방  회피행동의도 모두 향을 미칠 수 있다. 상 인 손실 기반의 감정의 유

형인 공포는 방행동의도에(Böhm& Pfister, 2000), 높은 각성 수 의 공포는 회피행동의도

에 향을 미칠 수 있다(Janis & Feshbach, 1953). 험에 한 공포감정은 사람들의 효능감

의 수 에 따라 다른 행동의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Chae & Lee, 2019). 이런 논의를 토 로 

하면, 재난의 일화  임에서 유발된 공포는 에 한 즉각 인 반응, 높은 각성수 의 유

형으로 회피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벡(Beck, 1986)은 험에 해 공포를 느낀 사람들은 사회 인 연 를 형성하며, 이를 토

로 사회 참여 인 행동을 한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도 재난의 일화  임에서 유발된 공포

는 사회참여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재난 보도에서 유발된 공포 감정은 

사회 정치 인 참여 행동의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문제 2 ‘재난 보도 임이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의 매개효과 경로는 어떠한가?’ 검증한 결과,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의 이  매개효과는 

유의미했다. 구체 으로 재난 일화  임은 수용자의 심리  거리감을 감소시키는 것을 통해 

부정  감정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 이 경로를 통해 방, 회피, 처벌, 사회참여 행동의도

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일화  임→인지  평가→부정  감정→행동의도’ 

경로는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비교 근을 토 로 ‘일화  임→부정  감정→

인지  평가→행동의도’ 경로를 추가 으로 검증한 결과, 이 경로는 부분 으로 유의미했다. 구

체 으로 ‘일화  임→불안→심리  거리감→행동의도( 방, 회피)’, ‘일화  임→불

안→자아 여도→행동의도( 방, 회피)’가 유의미했다. 이 결과는 재난 보도에서 유발된 감정

은 ‘감정→인지’ 경로로도 작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가설 1 ‘재난 보도 임이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인지  평가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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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매개효과를 미디어 양식이 조 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미디어 양식의 조 된 매개효

과를 유의미했다. 구체 으로 미디어 양식이 텍스트 양식일 때, 일화  임이 책임귀인(타인)

을 매개해 방행동의도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2 ‘재난 보도 임이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의 매개효과를 신호가능성이 조 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공포의 매개효과를 험의 신호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조 했다. 낮은 신호가능성(산불)보다 높은 신호가능성(미세먼지) 집단에

서 방행동의도에 한 공포의 매개효과가 강화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험의 신호가능성과 공

포 감정의 유사한 특징에서 비롯된다. 높은 신호가능성의 험은 불확실성이 높으며, 공간의 제

한을 월해 해당 사회에 큰 향을 미친다. 공포는 높은 불확실성, 낮은 통제성에서 비롯되는 

감정이다(Lazarus, 1991). 이러한 유사한 특징이 결합해, 높은 신호가능성 집단에서 방행동

의도에 향을 미치는 공포의 매개효과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론 ․실무  함의

본 연구의 이론 ․실무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재난 보도 임에서 유발된 

부정  감정은 인지  평가와는 별개로 독립 으로 행동의도에 향을 미쳤다. 이와 동시에 부정

 감정은 인지  평가에 향을 받으면서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주었다. 그리고 부정  

감정이 인지  평가에 향을 주면서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 한 부분 으로 지지되었

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보도 임은 인지  평가 차원의 변형을 거쳐 감정에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Gross & D’Ambrosio, 2004).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해 재난 보도 임에서 

유발되는 감정은 인지  평가 차원의 변형을 거치는 것과 동시에 인지  평가와는 별도로 유발될 

수 있으며, 이후 독립 인 향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결과들은 재난 보도에 한 수용자의 감정 반응은 독립 으로 일어나지만, 결국 이 감정

들 한 오랜 기간 경험을 통해 축 된 기억이나 사고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김 욱, 

2014; Chae & Lee, 2019). 본 연구는 재난 보도 임에 한 수용자의 인지 ․감정  반

응은 상호보완 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제시하 다. 

특정 미디어 임에 지속 으로 노출된 수용자들은 그 임 로 인지 인 단을 하며 

이를 토 로 생각의 임, 즉 스키마를 형성한다(Druckman, 2001). 이 논의를 토 로 본 연

구의 결과를 해석하면, 재난의 일화  임은 수용자의 감정 인 로 일에 한 근성을 높

이며 이는 결과 으로 해당 재난에 한 감정 인 스키마를 형성하는 데 큰 향을  수 있다. 

재난의 일화  임은 수용자의 인지  구조뿐만 아니라 구체  감정 한 이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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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증  연구를 통해 재난에 한 인지  이  효과를 감정  이  

효과로 확장했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재난 련 행동의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일화  유형의 보도가 수치  유

형의 보도보다 더 설득 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본 연구는 일화 인 재난 

메시지의 장 을 구체 인 경로를 통해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구체 인 감정에 따라 행동의도는 차별 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했다. 

방행동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감정은 슬픔과 불안이었다. 이 감정들은 간 정도의 각

성 수 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나은 , 1998; 양윤․조수완, 2004; Davis et al., 2010). 이 

결과를 토 로 향후 재난 기사는 피해를 경험한 개인의 이야기를 포함하되, 간 정도 각성수

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형으로 임돼 수용자에게 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

화  임에서 유발된 공포는 회피, 사회참여 행동의도에 향을 주었다. 이 게 보았을 때, 

지나치게 높은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재난 보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재난 보도의 이  효과 메커니즘에서 미디어 보도 형태(미디어 양식), 

재난의 질  특징(신호가능성)은 유의미한 조 변수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재 험 련 정보는 페이스북, 유튜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다. 동

상 양식의 보도는 수용자의 반응에 더 큰 향을 미칠 수 있으며(이강형 2002), 본 연구의 결과

에서도 텍스트 양식의 일화  재난 임은 수용자의 책임귀인을 매개해 방행동의도에 부

인 향을 미쳤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재와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는 재난의 일화 인 

보도를 동 상 양식으로 달하는 것이 련 행동을 진하는 데 더 효과 일 수 있다. 그리고 

재난 보도의 임 효과에서 험의 신호가능성이 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해, 재난의 

특징에 합한 보도 임과 미디어 채 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는 재난에 해 일반인이 행동 의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감정은 요

한 요인이라는 것을 검증했다. 재의 재난들은 선형 이고 기계 인 메커니즘으로 응할 수 없

는, 비선형 이고 진화 인 메커니즘을 지닐 수 있다(Helbing, 2009). 이 게 보았을 때, 험 

상황에서 이성 기반의 단보다 감정 기반의 단이 더 합할 수 있다. 논리 인 규칙, 알고리

즘, 확률 인 계산 등은 인간이 몇백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쌓아온  과학기술문명에 근간

을 둔 것이지만, 감정은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수많은 경험으로 축 해 온, 비선형 이고 진화

인 인간의 뇌 속에 장된 생존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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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계  제안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한 제안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화  임과 수

치  임 등 두 가지 임만 실험을 한 상으로 삼았다. 임의 범 를 확 해 유발되

는 감정의 종류와 향력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재난의 범주와 시를 확 해 추가

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재난 보도 임에 한 수용자의 인

지 반응을 인지  평가 차원으로만 구성했다. 임에 한 인지반응변인(지식, 신념), 험인

식(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한 수용자의 인지 반응이 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재

난 보도 임에 한 수용자의 인지 련 변인을 확장해, 구체 인 감정과의 계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소셜 미디어 맥락에 합한 재난 보도 임은 무엇인지에 한 후속 연

구도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재난 보도를 헤드라인, 기사의 리드, 소제목 등 부분 인 내용은 다

르게 임해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델 근 이론 방법을 토 로, 재

난 보도에 한 인지  평가, 부정  감정, 험인식의 구체 인 경로를 구조방정식(SEM)을 통

해 설명력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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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실험조건별 처치물

Figure 1. Particulate matter’s episodic frame vs. numeric frame(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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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articulate matter’s episodic frame vs. numeric frame(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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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orest fire’s episodic frame vs. numeric frame(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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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orest fire’s episodic frame vs. numeric frame(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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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상 계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fear -

2. anxiety .69** _

3. sadness .61** .49** _

4. anger .49** .52** .38** _

5. ego involvement .33** .42** .14** .42** -

6. responsible attribution(others) .14** .01 .11* .09* .06 -

7. responsible attribution(environment) .07 .10* -.10** .17** .28** .03 -

8. psychological distance .42** .50** .23** .42** .64** .03 .21** -

9. preventive .43** .45** .35** .40** .47** .11* .15** .48** -

10. avoidance -.07 -.22** -.03 -.08* -.28** .25** -.06 -.29** -.18** -

11. punishment .36** .35** .32** .52** .28** .23** .13** .30** .32** -.01 -

12. social participatory .41** .39** .31** .55** .33** .26** .16** .28** .42** .05 .69** -

M 3.28 3.66 3.07 3.21 3.89 2.72 3.73 3.97 3.85 2.49 3.13 3.04

SD 1.00 0.98 1.07 1.19 0.73 1.03 0.68 0.75 0.60 0.78 1.14 0.97

Note. N = 574,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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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재난 보도 프레임이 수용자 감정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 감정의 매개효과, 미디어 양식과 위험 신호가능성의 조절효과 중심

임인재

(서울 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후국내연수)

본 연구는 재난 보도 임의 향력을 수용자의 인지  효과에서 감정의 효과로 확장하는 데 목 이 있

다. 구체 으로 재난 보도 임(일화 vs 수치)이 험 련 행동의도( 방, 회피, 처벌, 사회참여)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인지  평가와 부정  감정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탐구했다. 이와 함께 인지  평가

와 부정  감정의 매개효과 경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재난 보도 이  효과 메커니즘에서 미디어 변

수(미디어 양식, 동 상 vs. 텍스트)와 비미디어 변수( 험의 신호가능성, 높음 vs 낮음)가 조 변수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미세먼지와 산불 련 보도를 실험 상으로 삼고 유사실험을 진행했다

(N=576). 분석결과, 재난의 일화  임에서 유발된 인지  평가들(심리  거리감, 자아 여도)과 

구체 인 부정  감정들(공포, 불안, 슬픔)은 행동의도에 직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재난 일화

 임이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인지  평가→부정  감정’ 경로는 유의미했으며 ‘부정  

감정→인지  평가’ 경로는 부분 으로 유의미하 다. 그리고 미디어 양식과 험의 신호가능성의 조

된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본 연구는 향후 재난 보도는 피해를 경

험한 개인의 이야기를 포함하면서, 간 정도 각성수 의 감정(슬픔,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임으로 

달돼야 한다고 제시하 다. 이와 더불어, 재난 련 방행동의도를 진하는 데 있어 동 상의 미디어 

양식이 더 효과 이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본 연구는 실증 인 연구를 통해 재난 보도 이 의 인지 

효과를 감정 심의 효과로 확장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핵심어: 재난 보도, 이  효과, 인지  평가, 부정  감정, 행동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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