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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risk to vary among people. This means risks are defined by the publics who are involved with the 

risk initiation, processes, and outcomes. In this context, the news media play a pivotal role as the 

dominant communication channel for the publics to get acquainted with diverse opinions about 

scientific in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severity of risks, which normally are invisible. However, the 

news does not always play a positive role in representing risks. Media, by its nature, tend to report 

sensitive and stimulating events with high social spillover, exaggerating certain aspects of the risk and 

omitting the rest. This kind of media reporting practice results in the formation of biased public 

opinion with selective risk information. This tendency is more pronounced when the cause of the risk 

is uncertain, the impact is greater, and when the consensus is not well established. A such,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how the media construct the PM risk. Since the PM risk is serious in the 

Chungnam region, it is also important to find out what kind of difference there is in the way national 

and local newspapers handle the PM risk. Based on this background, the study examined the news 

media representations of the PM risk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based on agenda-setting theory 

and framing theory. Specifically, this study aimed to analyze news media coverage between national 

and local news frames about PM in the Province of Chungnam in order to investigate media 

representations, frames, news sources, and conflict structur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s of PM risks in the Chungnam region were amplified due to workplace emissions such as 

coal-fired power stations and steel mills from 2019. The majority of articles represent simple 

information, mere data remotely related to PM, and neutral news coverage. The framing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PM-related news in the Chungnam region explained well the relationship 

between responsibility attributions and countermeasures for decreasing the level of PM. But there was 

a tendency to oversimplify and cover the PM issue as an independent event. This suggests that the 

news coverage on the PM issue in the Chungnam region is fragmentary and superficial without 

specific and clear solutions. The government and politicians, being the most used news sources and 

even the main actors in conflicts, have emerged as the key players to solve the PM risk. Furthermore, 

they functioned as the primary definer for the PM problem in the Chungnam region.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and local newspaper coverages in the 

areas of media representations, frames, news sources, and conflict structur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local media should report more in-depth local risk issues based on locality and risk proximity. 

More theore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Keywords: Particulate Matter(PM), Content analysis, Risk communication, News frames, Environment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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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과 환경문제에 한 의 인식과 태도는 문화, 뉴스, 과학 보고서, 화, 정치  논쟁 

등 수많은 재료들의 매개를 통해 형성된다(Cox, 2010). 이 에서도 와그 (Wagner, 2008)

는 사회가 환경에 한 부분의 것을 뉴스를 통해 얻는다고 보았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경험

하는 석면, 미세먼지, 방사능, 라돈, 환경호르몬 등과 같은 환경 험은 지식 차원에서만 그 존재

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러한 과학  진단을 보도하지 않으면 험이 물리 으로 우

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험으로 인식되기 힘든 구조 속에 놓여 있다(Beck, 1986). 이러

한 세계에서 이제 요한 것은 험의 존재가 아니라 험에 한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험 

정의를 미디어가 어떻게 표상(representation)하느냐 하는 이다. 이는 곧 험의 존재와 

험 수용자를 매개하는 미디어가 험 세계 구축에서 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Beck, 1986; Kasperson et al., 1988; Nelkin, 1989; Seale, 2002). 카스퍼슨과 동료들

(Kasperson, et al., 1988)은 ‘ 험의 사회  확산 모델’을 통해 험은 물리  사건에서 시작

하지만, 험에 한 일차 인 충격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재가공하는 사람이나 집단인 확산 

스테이션(amplication station)이 험 이슈에 해 개인이나 집단과 상호작용하면서 험을 

확산시키거나 축소시키는 물결효과(riffle effects)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확산 스테

이션으로서 미디어가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Kasperson et al., 1988). 

이처럼 험 인식에 있어 미디어는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통  미디어 이론인 의

제설정(agenda setting) 이론과 이 (framing) 이론을 통해 미디어가 험 인식에 미치

는 향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다. 의제설정 이론은 미디어가 어떤 의제를 요하게 다

루느냐에 따라 공 들이 히 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슈(what to think about)가 달라지

며, 미디어가 주목하지 않는 의제는 공 의 의제로 부상하기 어렵다고 본다(McCombs & 

Shaw, 1972; Rogers & Dearing, 1988). 미디어는 몇 가지 주제와 속성에 을 맞출 수밖

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공  역시 공  사안에 주목할 수 있는 시간과 역량에도 한계가 있

기 때문에 미디어가 주목하지 않는 의제가 공 의 의제로 부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 것

이다(손 , 2004; McCombs & Valenzuela, 2014). 이 게 미디어의 의제설정이 공 을 

이슈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해당 이슈에 한 근성을 높이는 과정(Price & Tewksbury, 

1997)이라면, 이  효과는 지각된 이슈의 요성 효과 이후에 발생하는 2차  수 의 의제

설정(McCombs, 2004)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 효과를 이  에서 연구해 온 

학자들(Entman, 1993; Goffman, 1974; Iyengar, 1991; Tankard et al., 1991)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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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나 사안이 다층 이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을 통해 사회  이슈

의 특정한 측면을, 특정한 시각으로 선택하고 부각하여 그 이슈 자체의 개념  의미를 재정의하

고, 이러한 재정의를 통해 문제의 해결 방안과 그에 도달하는 경로, 나아가 개인의 도덕  가치

단이 달라지게 한다고 보았다.

의제설정과 이  이론을 험 사안에 용해 보면 미디어는 험 사건을 보도할지 말

지, 어떠한 맥락과 틀에서 험을 보도할지, 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지 결정

하는 과정을 통해 공 의 험 인식에 향을 끼치게 된다(박희제, 2004; Anderson, 1997; 

Guo, Li, & Chen, 2020). 특히, 뉴스는 어떠한 사실에 한 기자의 재해석을 통해 구성된 주

 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직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험 사건을 뉴스를 통

해 하고, 개인의 경험을 통해 뉴스를 재해석함으로써 험 사건에 한 고정 념을 형성한다

(Tuchman, 1978). 즉, 뉴스는 물리 으로 존재하는 실재와 가상의 이미지를 연결하는 매개자

로 기능하며 우리의 험 실을 구성하는 데 향을 미치게 된다(Lippmann, 1992). 실제로, 

환경 험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본 다수의 연구는 사람들이 어떤 험이나 해성에 해 

가장 먼  뉴스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Hornig, 1990; Singer & 

Endreny, 1987; Slovic, 1987). 그리고 뉴스 미디어를 통한 직 인 정보 획득 외에도, 사람

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정부 료나 과학자의 설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정부 

료, 과학자 역시 정보를 얻거나 유통하기 해서는 뉴스 미디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다(Griffin, Dunwoody, & Gehrmann, 1995).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뉴스는 험

과 련된 과학  발견과 논쟁, 해결방안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인 공간으로 존재하

며, 험에 한 과학  이해를 돕는 증거들에 해 비  단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희조, 2012; Ball-Rokeach & Defleur, 1976; Bell, 1994).

특히, 미세먼지 이슈와 같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지만 직  경험을 통해 인지하기 힘든 

환경 험의 경우, 언론 보도가 시작되기 에는 험으로 인식되지 않다가 언론이 해당 이슈를 

집  조명하면서 험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김 욱·이 승·장유진·이혜진, 2015). 

한 미세먼지 험은 그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향이 범 하며,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얽  

있기 때문에 언론이 어떠한 임으로 사안을 보도하느냐에 따라 미세먼지에 한 공 의 험 

인식  책임 귀인, 해결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김 욱 외, 2015). 이 연구에서 상으로 삼고 

있는 충남지역의 경우, 지리상으로 서쪽에 치하고 있어 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월경성 오염물

질이나 황사의 직 인 향권에 속하며(김종범·윤수향·정석한·김세호·이상신, 2019), 다수의 

석탄화력발 소가 치하고 있고, 산석유화학 단지와 제철을 포함한 규모 배출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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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악 향에 한 우려도 매우 

크게 나타난다(변태섭, 2015, 3, 5). 이러한 상황에서 뉴스 내용분석을 통해 충남지역 미세먼지 

험의 보도 특성을 악하고, 미세먼지를 둘러싼 핵심 이슈와 미세먼지 발생 원인, 해결 방안, 

갈등 주제와 주요 행 자 등에 한 임이 어떻게 형성되며, 어떠한 정보원이 미세먼지 험

의 요 정의자로 등장하는지 국지와 지역지 간에 비교해 보는 것은 이  에서 뉴스 

미디어가 충남지역 미세먼지 험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악해보는 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았다.

2. 이론  논의
  

1) 환경 험 보도 임과 보도 특성

고 만(Goffman, 1974)은 임을 수용자들로 하여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치 짓고, 알

고, 악하며, 명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해석 인 스키마들로 정의했다. 엔트먼(Entman, 

1993)은 임이 실의 특정한 부분을 하게 만드는 동시에 실의 다른 면들은 심을 기

울이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60년  미국 언론의 신좌익 학생운동 보도를 분석한 기

틀린(Gitlin, 1980)은 임을 실의 특정한 측면을 선택하고, 강조하며, 배제하는 일 성 있

는 패턴으로 정의하고, 이 양식에 따라 상징을 조작하는 사람이 의례 으로 언어 인 혹은 상

인 담론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구성주의 에서 뉴스 임을 연구한 갬슨과 그의 동료들

은 뉴스 임이란, 뉴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며, 갈등 사안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다고 보았다(Gamson, 1988; Gamson & Lasch, 1983; Gamson & 

Modiglianin, 1989). 즉, 어떤 이슈를 다룰 것인가에 주목하는 의제설정과는 달리, 이 은 

이슈가 가진 다양한 요소  어떤 것에 집 할 것인가에 한 것이며, 결과 으로 같은 사건의 

이야기라도 근하는 틀에 따라 수용자가 실을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Weaver, 2007). 

임의 도출과 련해 아이 거(Iyengar, 1991)는 뉴스 임을 주제  임

(thematic frame)과 일화  임(episodic frame)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뉴스 수용자의 

상황에 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주제  임은 사안에 한 원인과 결과를 제시

하고, 련 정보를 분석 이고 맥락 이며 역사 으로 다룸으로써, 해당 뉴스를 본 수용자들은 

문제의 책임을 사회 시스템으로 돌리는 수용자 효과를 가진다. 반면에 일화 인 임은 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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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나 개인 주로 보고 피상 이며 감정 으로 다룸으로써, 해당 뉴스를 본 수용자들은 문제

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수용자 효과를 지닌다. 컨 , 걸 에 한 텔 비  뉴스

들이 개 일화  임으로 보도된 결과, 여론은 외교를 통한 평화 인 문제 해결보다는 군

를 통한 폭력 인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Iyengar & Simon, 

1993). 이처럼 엔트먼(Entman, 1993)과 아이 거(Iyengar, 1991)는 뉴스 보도 임이 사

건에 한 뉴스 이용자의 인식과 단에 향을 미친다는 인지  효과에 주목했다. 한편, 통

으로 뉴스 임 분석에 사용된 주제  임과 일화  임의 구분에서 벗어나, 다양한 

근으로 임을 분석하려는 경향도 있다. 특히, 환경 이슈와 련하여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효과 인 메시지 임을 탐색하기 한 연구들이 활발해졌는데, 기후변화 응에 한 트 터 

메시지를 정서  임으로 분석한 연구(Park, 2020), 재생에 지에 한 인식에 경제  

임이 미치는 향을 확인한 연구(Bayulgen & Benegal, 2019) 등이 있다.

환경 험 보도 역시 뉴스 임 측면에서 특징을 악해 볼 수 있다. 첫째, 환경 험 보

도는 환경 험 발생의 원인과 해결을 한 심층  보도 없이 피상 인 수 에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다. 환경 험을 주제로 한 임 연구들은 언론이 환경 이슈 자체와 그로 인해 생되

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주목하는 신 사건 자체에 주목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장기 인 에

서 사회·경제  맥락 속에 치시키지 못하고 사회의 책임을 간과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고 지 한다(Cox, 2010; Wilkins & Patterson, 1987). 실제로 미세먼지에 한 김 욱 외

(2015)의 언론 보도 내용분석 연구에서도 기사의 부분이 스트 이트 기사 으며, 일화 심 

임이 압도 으로 큰 비 을 차지하여 미세먼지 험 이슈가 심층 으로 다루어지기보다 피

상 이고 단편 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국내 언론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한 보도(이정훈 외, 2016)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  정책에 한 보도(김지주‧권상희, 

2020), 나노기술에 한 보도(Tyshenko, 2014)에서도 그 로 재 되었다. 

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보도 임도 에 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환경 이슈가 

본질 인 사안이었음에도 환경 뉴스 임은 체 보도의 약 10%에 불과했고(정나리, 2007), 

2007년 발생한 삼성 공업-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의 자원 사 이슈에 있어서도 유

조선에서 유출된 기름이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해를 고려하여 자원 사자 투입의 성을 

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담 심의 서사를 취함으로써 원유 유출 사고가 ‘태안의 기 ’으로 

재생산되었다(윤순진·박효진, 2011). 발트 해 연안의 환경 험에 한 언론 보도를 분석한 연

구에서도 발트 해 연안의 생태계를 하는 다양한 험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 양화

에만 집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마 도 부 양화를 원인으로 보지 않고 결과  측면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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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함으로써 사안을 단순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Jonsson, 2011). 이처럼 환경 험 보도에서 

단순 사실 주의 보도와 일화  임의 비 이 높게 나타나게 되면 뉴스 이용자는 환경 험

의 역사 이고 다층 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건 심으로 편화(fragmentation)하여 

기억하게 된다(이 웅·김성희, 2018).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뉴스 이용자는 환경 험의 원인

과 배경, 향과 책임에 한 총체 인 이해 없이 특정 집단에 책임을 가하고 그에 따라 특정

한 방향의 해결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 환경 험 보도는 환경 험을 사회  력이 큰 ‘인상 이거나 비범한’ 사건으로 

강력하고, 자극 으로 보도하려는 경향을 띤다(Bennett, 1999; Cox, 2010; Greenberg, 

Sachsman, Sandman, & Salomone, 1989). 킨스와 패터슨(Wilkins & Patterson, 

1987)은 환경 험이 장기간에 걸쳐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으로 향을 미침에도 불구하

고 언론이 환경 험을 장기 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아니라 시의성이나 인간  흥미, 근성, 

성(prominence), 극  요소, 시각  자극 등 뉴스 가치를 보다 고려하여 과도하게 단순화하

여 특정한 사건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 다. 를 들어, 언론은 엑손 발데즈(Exxon 

Valdez) 기름 유출 사고와 같이 상 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오염된 강물에서 잡힌 

물고기를 먹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보다 더 많이 기사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hl, 1997; Greenberg et al., 1989; Singer & Endreny, 

1987). 샌드먼(Sandman, 1994) 역시 언론의 환경 험 보도가 흡연, 석면과 같이 그 유해성

이 의학 으로 입증된 일상 이고, 만성 인 험보다는 유니언 카바이드 보팔공장 유독가스 노

출 사고와 같이 극 인 요소와 심각한 피해를 동반하는 험들을 선호한다는 을 밝혔다. 싱어

와 엔드 니(Singer & Endreny, 1987)도 일상 으로 벌어지지 않을 험이 일상 으로 흔하

게 경험할 수 있는 험보다 더 많이 기사화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이유는 사안의 문제성에 상

없이, 극 인 개, 특이성 등 뉴스 편집자가 선호하는 가치에 의해 뉴스가 선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셋째, 환경 험을 둘러싼 갈등이 개될 경우, 언론은 갈등 주체들의 립 계를 의도 으

로 드러내고, 부정 인 측면을 부각함으로써 임 자체를 일탈 보도로 몰아가는 경향이 나타난

다(김원용·이동훈, 2005). 환경 험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미디어에서 가시성을 획득하기 

해 고군분투하는 주요한 분야로 자리 잡았다(Boyce & Lewis, 2009; Castells, 2009; 

Cottle & Lester, 2011). 기자들은 ‘일탈성’, ‘부정  특성’, ‘갈등’, ‘극  속성’, ‘폭력성’ 등 오

랫동안 유지되어 온 뉴스 가치와 특히 시각  미디어에서 통용되는 ‘화려하고’, ‘시선을 사로잡는 

장면’ 등이 독자들의 심과 이목을 사로잡는 데 좋은 소재들을 사건화하여 보도하려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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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Lowe & Morrison, 1984; Neuman, Just, & Crigker, 1992). 그 결과, 갈등이

나 폭력에 연루된 환경 시 들은 방송사의 카메라를 차지하지만, 정치  로비 는 배후의 

상 등 지루한 과정들은 드러나지 못한다. 그리고 단순한 이분법  립구도 즉, 시 와 경찰, 

지역주민과 개발자, 산업계와 야생보호단체 등으로 치환될 수 있는 환경 이슈는 뉴스 의제를 설

정하지만, 다자간 개되는 복잡하고 세부 인 논쟁 이슈는 그 지 못하다(Cottle, 2013). 실제

로 부안 원  수거물 리시설 유치라는 갈등  쟁 을 심으로 언론 보도 임을 분석한 연

구(이 우·이병 , 2005)에서 개발에 따른 경제  결과, 안정성, 환경가치 보호 등과 같은 쟁  

자체에 한 임보다는 사회  갈등이나 시 로 인한 혼란, 조속한 문제 해결, 정부 정책의 

책임 추궁 등의 임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양에서 벌어진 고압송 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 보도 분석(이화연·윤순진, 2013)에서는 언론사의 지역별, 정치  성향별로 차이가 

찰되었는데, 지역 일간지는 단순 정보 주의 갈등 립 임으로, 보수 성향의 앙일간지

는 폭력과 립, 주민의 법성, 분신 등 부정  측면을 부각하면서 문제 해결  정의 임으

로, 진보 성향의 앙일간지만 불평등한 력체제에 주목하며 환경정의 임으로 주로 근하

다.

마지막으로 환경 험 보도에는 경쟁 인 해석 틀이 나타난다. 바로 환경 문제에 한 해법

으로 제시되는 가치와 규범에 해 양립하는 이데올로기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이는 

곧 언론이 환경 험을 얼마나 정치 으로 해석하고 달하느냐와 연결된다. 실제로 ‘원자력’ 이

슈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정치화되어 논의 는지를 살펴본 연구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의 언론

매체는 원  정책의 문제 과 험성을 주장하는 내용에 집 하 고, 문재인 정부 시기의 언론매

체는 신재생에 지의 필요성을 역설하거나 체에 지 정책을 주로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오창

우·송형석, 2020). 이러한 결과는 언론이 원자력 이슈에 해 과학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성이

나 친환경성, 험성에 해 논의하지 않고, 정치  진  사이에 존재하는 찬반 논리에 근거해 

내용을 달했다는 을 여실히 드러낸다.  다른 로, 기후변화에 한 미국 언론매체의 뉴스

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198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수집된 기후변화 기사에 과학자보다 

정치인이 더 많이 등장하거나 인용됨으로써 이슈가 정치화되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후변

화 담론 역시 더욱 양극화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Chinn, Hart, & Soroka, 2020).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짐작건 , 환경 험 이슈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정치화될수록 과학  근거와 사회

인 공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정치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담론의 양극화가 래

되고, 사람들로 하여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게끔 한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지 껏 살펴본 것처럼, 언론이 환경 험을 장기 으로 일어나는 알아채기 힘든 사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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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험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단순화하여 특정한 사건으로 보도하거

나 환경 험을 둘러싼 갈등을 립 지향 이고 부정 인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경향, 그리고 언

론사의 보도 이데올로기에 따른 경쟁 인 해석 틀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환경 험 보도가 지속

되게 되면 뉴스 이용자는 환경 험에 한 역사 ·사회  맥락을 악하기 어렵게 되며, 험 

실을 편 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2) 환경 험 보도에서 정보원의 활용

기사에서는 쟁 이 되는 사건에 해 특정 임을 부각하거나 리즘  객 성을 유지하기 

해 정보원을 활용한다(한동섭, 2000; Shoemaker & Reese, 1996). 기자는 정보원 취재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임을 형성해 나가는데, 어떤 정보원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기사의 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자가 사용하려는 임에 따라 활용될 정보원 역시 달라

지게 된다(김 욱 외, 2015; Shoemaker & Reese, 1996). 만약 기자가 특정 쟁 을 기사화

하여 특정한 틀을 지지하는 주장이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원한다면 이를 지지하는 정보원을 활

용할 가능성이 높다. 를 들어, 이건호와 고흥석(2009)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련 보도 분석

을 통해 매체 이념성에 따라 정보원을 서로 다르게 활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기자가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원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역으로 다

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리즘의 객 성과 기사의 사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다(Tuchman, 1978). 

이에 환경 험이나 갈등을 주제로 한 다수의 임 연구에서 정보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김 욱 외(2015)는 미세먼지 련 사안에서 정보원으로 

문가와 정부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을 확인하 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련 방송 뉴스의 취재원 

특성을 분석한 김세은과 이승선(2012)은 방송 3사 모두 쟁 에 해 서로 립하는 견해를 가진 

당사자들을 주로 취재원으로 활용했으며, 립  견해를 지닌 문가보다 정부 료가 취재원으

로 등장한 사례가 많았다고 보고하 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  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한 언론 

보도 특성을 분석한 김지주와 권상희(2020)의 연구에서도 조선일보와 한겨  모두 정부 계자

와 문가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한 박기수

(2011)의 연구에서도 정부와 야당 취재원의 인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게 다수의 환경 험이나 갈등을 다루는 보도에서 정부가 주요 정보원으로 등장하는 

배경은 정부가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한 정책의 결정자이자 지배 인 을 철할 수 있는 

치에 있어 보도 내용에 한 신빙성과 안정성, 객 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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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2006; 양정혜, 2001; Cottle, 2003). 실제로 뉴스 정보원에 한 부분의 연구에서 정부 

료가 체 정보원의 3분의 1에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이 인용된 정보원임이 

밝 졌고(Brown, Bybee, Wearden, & Straughn, 1987; Sigal, 1973), 환경갈등 보도에

서도 정부 료가 기 정보원으로 활용되고(Trumbo, 1996), 재난 상황 보도에서는 정부 료

가 인용된 비 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ood, Stockdale, & Rogers, 1987). 국

가기 이나 정부 표 외에 환경 험 보도에서 자주 인용되는 정보원으로 산업계 계자, 시민

단체나 지역사회 활동가, 연구자 등을 꼽을 수 있다(Robinson, 2002). 그러나 문제는 다양한 

이유로 정작 실제 언론 보도에서 활용되는 정보원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이다(Gans, 1973). 

일 이 홀 등(Hall, Critcher, Jefferson, Clarke, & Roberts, 1978)이 지 했듯이, 뉴스 

정보원으로 국가기 이나 공  기구 같은 특정 정보원이 주요 정의자로 등장하게 되면 언론은 이

들이 생성한 의제들과 해석  틀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언론이 다양한 정보원을 활

용하지 않고, 특정 정보원을 집 으로 활용한다면 해당 사안에 한 공 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 하지 못하고, 보도의 객 성과 균형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특히, 험 사안의 경우, 험의 원인과 향, 해결방안에 해 소수의 의견만이 언 됨으

로써 험이 과장 는 축소되거나, 험 사안이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소수의 갈등 주체의 의

견이 다양한 갈등 이해 계자의 입장을 압도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한동섭·유승 , 

2008). 언론은 환경 험 보도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 계자의 입장이 

논의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알리며, 갈등해결을 한 

안을 제시하기 해 힘써야 한다(김동규, 2000). 따라서 충남지역 미세먼지 이슈와 같이 그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향이 범 하며,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얽  있는 환경 험에 해 

언론이 어떠한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은 정보원을 통해 미세먼지 험 임

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국지와 지역지의 보도 임에 따른 의미구성의 차이

뉴스 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역사  맥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해간다

(양정혜, 2000). 뉴스 임은 뉴스 가치, 형식, 편집 정책, 정보원과의 개인  계에서부터 

시장 유율과 고주의 압력, 소유 구조, 사회  규범과 가치, 이해집단의 압력, 여론 등에 이르

는 범 한 요인들의 향을 받아 결정된다(Anderson, 1997; Shoemaker & Reese, 

1996). 다시 말해, 이  효과가 나타나기 해서는 뉴스 주제와 내용이 실 인 맥락과 공

명(resonance)해야 한다(최낙진, 2004). 잘 알려진 것처럼, 후쿠시마 원  사고 이후,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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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 에 한 인식이 찬성에서 반 로 선회함에 따라 원 에 한 미디어 임 역시 변화했

으며(진상 , 2012), 천성산 고속철도 통 문제에 해서도 도롱뇽 소송을 계기로 여론이 변화

하자, 지역 언론의 입장이 반 에서 찬성으로 선회하 다(원만해·채백, 2007). 

이러한 논의를 지역 언론의 임에 용해 보면, 지역지와 국지는 다른 사회  맥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뉴스 임 구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상해 볼 수 있다. 국지

가 험 문제에 해 국가 인 차원에서 정책이나 이데올로기 차원의 보도를 하는 반면, 지역지

는 국지가 다루지 못하는 세세한 험 이슈들이 지역에 미치는 향과 련한 미시 인 근에 

더 집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국지와 달리 지역지는 지역지가 기반한 지역을 변하는 

역할을 요구받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감시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며, 주민들의 참여를 증

진시켜 지역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길 요구받기 때문이다(최진호·곽은아·한동섭, 2016). 

실제로 한국 신문의 북핵  미사일 보도 양상과 보도 임을 분석한 김동윤(2015)은 국지

에 비해 지역지의 이데올로기  정 성이 상 으로 덜한 것을 확인했다. 천성산 고속철도 통 

문제에 한 보도 임을 분석한 원만해와 채백(2007)은 국지가 이데올로기  정 성에 따

라 개발이나 환경 보 의 입장을 견지한 반면, 지역지인 부산일보는 국지에 비해 상 으로 

립 인 태도를 견지하며, 환경문제에 다각 으로 근하는 경향을 보 다고 보고했다. 정용복

(2020) 한 지역신문이 지역성(locality)과 근 성(proximity)을 바탕으로 지역 내의 사회문

화  유 계와 공동체 의식, 지역 정서를 반 하여 지역 내의 이슈에 한 정한 정보와 지역

주민의 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실제로 제주지역 폭설 재난에 한 

임을 비교한 이서 과 최진 (2017)의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신문은 재난 발생지역에서 발

행되기 때문에 ‘피해 복구 임’을 가장 많이 활용하 고, 국신문은 서울 심의 뉴스 보도가 

이루어진 결과, 항공기 결항으로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한 공항 체류객에 집 한 ‘교통/운항정보 

임’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갈등 사안에 해 국지와 지역지 간에 보도 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상

한 최낙진(2004)은 지역지가 국지와 달리 첫째, 지역 발 과 안정 지향  뉴스 구성 틀을 제

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지역지는 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엘리트 계층과 지역 기득권 

세력을 주 독자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편향보다도 이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 

발  논의에 집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둘째, 지역지는 지역민의 정서와 감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셋째, 재정 문제, 한정된 독자 시장,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에 따른 고주 

확보의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의 정치권력과 자본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보도가 이루어질 것이라

고 보았다. 이러한 가정 하에 경상도와 라도의 지역 언론들이 방폐장 이슈를 어떤 방식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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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지역 언론이 지역민들의 정서를 반 하여 실을 구성한다는 것을 입

증하 다(최낙진, 2004). 북지역은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 고, 구와 주는 이에 반 하

는데, 연구 결과 구 매일신문과 주일보에서는 항 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북일보

에서는 경제효과 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서 과 최진 (2017)의 연

구에서도 확인되는데, 국민 사기극 꼬리표로 이목을 끌었던 세계 7  자연경  선정 캠페인에 

해 지역지들은 캠페인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복 으로 강조함으로써 이들의 주장을 옹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인 자립이 힘든 지역지가 지방정부의 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 발 과 안정, 지역민의 정서를 반 하는 뉴스를 구성했다는 것을 보여 다.

한편, 국지와 지역지가 뉴스 임 구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도 소수 

존재한다. 2019년에 발생한 강원도 형 화재에 해 37개 보도 매체를 상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이정훈(2019)의 연구를 보면 거의 모든 매체들의 미디어 의제가 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 피해 지역인 강원도 지역지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은 개별 언론사의 향력이 약화되고 포털 심의 뉴스 

유통 구조가 인터넷 뉴스 생태계를 움직이는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병희, 2015). 실시간으

로 높은 트래픽을 확보해야만 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뉴스 유통 구조 속에서 언론사들이 속보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언론사 간에 유사한 기사들을 쏟아내는 ‘어뷰징(abusing)’ 행태가 심각

한 수 에서 나타나고 있다(김병희, 2015; 신동희, 2014).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사안에 

한 심층 인 분석과  보도보다 ‘ 가 먼  기사를 선 하느냐’하는 이 요해지면서 뉴스 

소스에 따른 기사 내용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지역신문은 근 성과 근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의 이슈에 

한 정한 정보와 지역주민의 을 제공하는 정 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동시에 지역 

발  이데올로기와 재정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권력과 자본의 이익을 바

탕으로 한 보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지역지의 보도 특성은 

국지와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뉴스 유통 환경이 포털 심으로 변화하고, 어뷰징 

기사 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지, 국지를 막론하고 비슷한 의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지가 충남지역 미세먼지 험에 한 보도 임을 어떻게 구성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국지와 비교해 보는 것은 환경 험 구성에 있어 지역 언론의 역

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100 한국언론학보 65권 6호 (2021년 12월)

4) 충남지역 미세먼지 발생 특성  갈등 구조

충남 서해안 지역은 2000년  들어서며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평

택·당진항의 항만 시설이 개발되어 육로와 해상의 물류 인 라가 구축되면서 공업 지 로 빠르게 

변모하 다. 단일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화력발  단지가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 석탄화력발 소 60기  반이 당진, 서산, 태안, 보령 등 충남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김방

, 2020, 11, 4; 이종규, 2020, 12, 14). 당진은 제철·동국제강·KG동부제철·환 철강·휴

스틸 등 규모 제철소가 입주하여 국내 철강 생산의 30%를 담당하는 철강 산업 심지로 성장

하 다. 서산에는 산석유화학 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당진 인근 반경 35km 이내에 화력발

소, 제철소, 석유화학 단지 등의 산업시설이 모두 모여 있다(신석우, 2016, 6, 29). 문제는 석유

와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산업시설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미세먼

지, 온실가스, 오존 등의 기오염 물질 주요 배출원이라는 사실이 과학 으로 입증되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 을 하는 험 시설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 2018년 23㎍/㎥, 2019년 23㎍/㎥를 

기록해 비슷한 수 을 유지한 것과는 조 으로 2018년 비 2019년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충북 등 5개 역 지방자치단체  가장 높은 증

가세를 보 다(김성 , 2020, 4, 5). 이에 더해 석탄화력발 소가 치해 있는 충남 당진 교로

리의 주민들이 국 평균보다 5배 높은 암 발병률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변태섭, 2015, 3, 5)까

지 발표되면서 2017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충남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미세먼지 문제를 심

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종구, 

2017, 9, 11).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당진시는 “온실가스 배출 1  도시(이종규, 2020, 12, 

14)” “미세먼지 발생 국 1 (최선 , 2020, 7, 25)”, “환경화약고(신석우, 2016, 6, 29)”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탄소경제가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기오염 물질로부터 지

역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해야 하는 상호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는 이해

계를 달리하는 핵심 공 들 사이의 공공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내포한다(유종 , 2014, 

12, 19). 실제로 2011년 동일본 지진으로 원 에 한 불안이 거세졌을 때, 이에 한 안으

로 당진, 서산, 보령 지역에 화력발 소 증설이 검토되자(임항, 2012, 9, 25),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화력발 소 증설이 기후 기 응을 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에 역행할 뿐 아니

라 질산화물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런던처럼 스모그 상

으로 인한 집단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임항, 201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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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환경 불평등 문제도 제기되었다. 충남지역의 력 자 률은 300%가 넘는다(신

석우, 2016, 6, 29). 력 생산은 충남과 같은 수도권과 떨어진 해안가에서 이루어지고, 력 

소비는 수도권과 도시에서 주로 이 진다. 생산된 기를 수요처로 보내기 해 설치된 고압송

선로는 자  피해, 소음, 자연환경 괴 등의 험을 생산한다(임항, 2012, 9, 25). 력 생

산지가 력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험을 고스란히 떠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

남도는 지역주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주민의 건강과 안 을 담보하기 해 노후 석탄화력발 소 

조기 폐쇄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공동 응을 한 지방정부 연  행정 의회를 구성하는 등 미

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김방 , 2020, 11, 4). 석탄화력발 소를 비롯한 

제철소 등 미세먼지 배출사업장도 집진설비를 보강하고, 시와 오염물질 감축 약을 맺는 등 강

화된 기오염 리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김태완, 2019, 4, 22; 박승군, 2020, 5, 28; 최

효진, 2019, 4, 1). 그러나 제철소의 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실이 알려지고, 이를 충청남도청 

공무원이 감아  의혹이 보도되면서 사업장과 공무원에 한 불신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제철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국민권익 원회에 제소하는 이 인 태도를 보이면서 주민과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나운규, 2020, 6, 10; 송경화·최 린, 2020, 6, 9). 

3. 연구문제

뉴스는 물리 으로 존재하는 실재와 가상의 이미지를 연결하는 매개자로 기능하며 우리의 험 

실을 구성하는 데 향을 미치게 된다(Lippmann, 1992). 이 연구에서 상으로 하고 있는 

미세먼지 험과 같이 그 발생 원인과 향에 한 불확실성이 높고, 험 해결을 둘러싼 이해

계자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뉴스는 험과 련된 과학  발견과 논쟁, 해결

방안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인 공간으로 존재하며, 험에 한 과학  이해를 돕는 

증거들에 해 비  단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희조, 2012; Ball-Rokeach 

& Defleur, 1976; Bell, 1994). 그러나 뉴스가 험을 표상하는 과정에서 항상 정 인 역

할들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Anderson, 1997; Bennet, 1999).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화

학물질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험은 그 속성 상 느리게 진행되고, 리 

퍼져 있으며(diffuse), 시각  성격(visual quality)이 없어 뉴스 가치성 요건에 잘 맞지 않는

다(Anderson, 1997). 미디어는 그 속성 상 들의 심을 끌 수 있고, 사회  력이 큰 

사건을 강력하고 자극 으로 보도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험의 특정 부분을 과장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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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생략함으로써 선택 이며, 편향된 험 정보를 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김

욱, 2021; Bennte, 1999). 이러한 이유로 언론은 가시 이지 않은 환경 험을 보도하기 

해 환경 험과 연  지을 수 있는 사건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건 심 기사는 험 문제

의 본질에 근하여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  구조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의 

단발성 행동 탓으로 돌리거나, 험을 과장하여 감정 이며, 선정 으로 보도하려는 경향이 나타

난다(Cox, 2010; Houston et al., 201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 내용분석을 통해 충남지역 미세먼지 험의 보도 특성을 

악하고, 미세먼지를 둘러싼 핵심 이슈와 미세먼지 발생 요인, 해결방안, 갈등 주제와 주요 행

자 등에 한 임이 어떻게 형성되며, 어떠한 정보원이 미세먼지 험의 요 정의자로 등장

하는지 국지와 지역지 간에 비교해 보는 것이 뉴스 미디어가 충남지역 미세먼지 험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악해 보는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구체 으로 보도량, 보도 유형, 보도 태도, 자료 제시 형식을 통해 충남지역 미세먼

지 보도 특성을 악해 보고자 연구문제 1을 설정하 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에서는 충남지역 

미세먼지 뉴스 임의 특성을 살펴보기 해 형식 임을 분석하여 충남지역 미세먼지가 표

상되는 형식을 확인하 으며, 내용 임을 분석하여 언론이 충남지역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응 방안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산발 으로 흩어져 있는 사건들의 핵심 스토리를 악해 보고

자 하 다. 연구 문제 3에서는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에 있어서 특정 임을 부각하거나 

리즘  객 성을 유지하기 한 수단으로 정보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문

제 4에서는 충남지역 미세먼지를 둘러싼 갈등이 보도될 때, 갈등의 주요 쟁 은 무엇이고, 갈등 

행 자로 등장하는 주체는 구이며, 갈등에 한 해소 방안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시기 별로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 5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있어 국지와 지역지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방식에 해서도 살펴보고, 그 의의를 논하고자 하 다.

연구문제 1.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 

연구문제 2.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에 사용된 임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 

연구문제 3.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에서 정보원의 활용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 

연구문제 4.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가 갈등 임으로 나타날 때, 갈등의 주요 쟁 과 갈등 행

자, 갈등 해소 방안은 어떻게 제시되는가? 한, 시기에 따른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 특성, 보도 임, 정보원 활용, 갈등의 주요 쟁 과 갈등 

행 자, 갈등 해소 방안에 있어 국지와 지역지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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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1) 분석 상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는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 특성과 보도 임을 알아보기 해 내용분석을 실시했

다. 분석 상 매체는 네이버 뉴스 검색에 설정되어 있는 국 일간지와 충남 지역지로 한정하

다. 최근 10년간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텔 비 , 신문, 라디오, 잡지 등 통 매체 

이용은 고, 인터넷 뉴스 이용률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특히, 

포털에서의 뉴스 이용률은 2019년 72.4%, 2020년 75.8%에 달하며, 이 에서도 네이버를 통

한 뉴스 이용률이 체 뉴스 이용의 68.8%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포털 뉴스 이용자를 기 으로 

하 을 때는 90.7%에 달하는 사람들이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 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언론매체를 

기 으로 국 일간지의 경우,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매일일보, 문화일보, 서

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앙일보, 한겨 , 한국일보 총 13곳의 언론사를 분

석 상으로 선정하 다. 충남 지역지의 경우, 네이버가 제공하는 충청도 는 충청남도 지역지

인 굿모닝충청, 당진신문, 충남일보, 충청리뷰, 충청매일,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충청투데이 총 

8곳의 언론사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분석 상 기사는 ‘충남지역 미세먼지’ 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들이었다. 표집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모든 표집 과정은 연구진이 직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어 검색된 결과를 수

동으로 목록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차로 앞서 선정한 언론사들을 상으로 키워드 검색

을 통해 ‘충청남도 미세먼지’, ‘충청남도 기오염’에 해당하는 체 기사를 추출한 결과, 1,349건

의 기사가 표집되었다. 2차 표집에서는 충남지역 미세먼지 이슈를 직 으로 다루지 않는 미세

먼지 농도 보 기사나, 기업 홍보 기사, 단순 언  기사, 비유 으로 사용된 기사, 같은 언론사 

내 복 기사(타 언론사의 복 기사는 포함), 유료 기사, URL이 존재하지 않는 기사 등은 제외

하 다. 이러한 기 을 용하여 최종 으로 분석 상이 된 기사는 국지 215건(36.4%), 지

역지 376건(63.6%)으로 총 591건이었다. 분석단 는 기사로 하 으며, 제목과 본문을 함께 검

토하 다. 한 기사에서 하나 이상의 임 유형과 정보원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내용 임과 

정보원에 해서는 복수 코딩을 실시하 다.

분석 상 기사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보도된 것으로, 약 

18년 4개월 동안의 언론보도 자료를 수집하 다. 이 기간을 2003년부터로 설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충남지역은 2000년  들어서 육로와 해상의 물류 인 라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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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되면서 공업 지 로 빠르게 변모한 지역이다. 공업화 이 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험 인식이 

국 수 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석탄화력발 소, 제철소, 석유화학 단지 등의 사업장이 미세먼

지 배출의 기여도가 크다는 것이 밝 지면서 지역 갈등 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

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 자리하기 시작한 2000년  반부터 재까지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에 한 뉴스 보도 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단하 다.

둘째, 미세먼지 험이 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 2013년은 매우 요한 해 다. 세계

보건기구(WHO)가 2013년에 미세먼지를 1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미세먼지 험이 일반인

들에게도 인식되기 시작하 으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 되던 미세먼지 보·경보제가 국립환

경과학원 기 질 통합 보센터로 통합되어 미세먼지(PM10) 보제가 시범운 된 것도 2013

년 8월 31일부터이다(국립환경과학원, 2019). 한 선행연구(김 욱 외, 2015)에 따르면 미세

먼지 언론 보도량이 2013년 4분기부터 2012년에 비해 약 4.5배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된

다. 따라서 미세먼지 험 인식이 으로 확산된 2013년을 기 으로 미세먼지 험이 사회

으로 확산되기 이  10년의 기간과 이후부터 재까지 미세먼지 뉴스에 한 내용분석을 실시

할 경우, 보도 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악하 다.

2) 주요 변인의 설정

(1) 보도 특성

충남지역 미세먼지 련 기사의 보도 빈도, 보도 유형, 보도 태도, 자료 제시 유형 분석을 통해 

보도 특성을 악해 보고자 하 다. 보도 유형(type of reporting)은 김 욱 외(2015), 곽은아

와 한동섭(2017), 백혜진 외(2017) 등의 연구를 토 로 ‘스트 이트 기사’, ‘인터뷰’, ‘해설 기

사’, ‘의견 기사’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사는 ‘기타’로 코딩하여 진행하 다. 보도 태

도(attitude of reporting)는 황애리와 나은 (2018), 정용복(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 정

’, ‘ 립 ’, ‘부정 ’, ‘비 ’으로 구분하 다. 자료 제시 유형(data suggestion)은 실제 데

이터를 검토하여 ‘사진’, ‘인포그래픽’, ‘표’, ‘그래 ’로 구분하고, 자료가 제시되었으나 련 없는 

자료가 제시된 경우에는 ‘ 련 없음’,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 없음’으로 코딩하

다. 구체 인 조작  정의는 <Table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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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임

뉴스 임은 소  ‘형식  임(format analyzing frame)’과 ‘내용  임(content 

analyzing frames)’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형식  임은 아이 거(Iyengar, 

1991)의 분류 방식을 사용하여 일화 심 임(episodic frame)과 주제 심 임

(thematic frame)으로 구분하 다. 일화 심 임은 구체 인 사례 는 특정한 사건을 

심으로 하여 이슈를 틀 짓는 방식인데, 이를테면 미세먼지 사업장 앞에서 벌어진 시 , 폭력 사

Category Operational definition
Krippendorff's 

alpha

Type of reporting .87

   1 = Straight Articles with objective facts on the PM issue, that are written without any opinions or 

biased explanations by the reporter

   2 = Interview Articles written by the reporter who actually conducted the interview, or participated in 

a group or panel discussion on the PM issue.

   3 = Explanation Articles that include a deep analysis on the cause, effect, phenomenon, or expectation 

on the PM issue

   4 = Opinion Articles that include the tone of the press or the reporter on the PM issue

   5 = etc. Articles that do not belong to any of the categories above

Attitude of reporting .74

   1 = Positive Articles that suggest positive opinions on the PM issue

   2 = Neutral Articles that present no clear attitude or position on the PM issue

   3 = Negative Articles that maintain cynical and negative attitudes on the PM issue

   4 = Critical Articles that critically point out the problem and propose a solution that is supported 

with concrete data or grounds on the PM issue

Data suggestion* .94

   1 = Pictures Data shown in pictures to express the severity, vulnerability, health effects of the 

PM(e.g., foggy city area, people wearing masks, smoke from the power plant’s 

chimney, etc.), and protest scenes demanding air quality improvement

   2 = Infographics Graphics that utilize design elements as visual images to convey information related to 

PM issue

   3 = Tables Data in the form of tables(e.g., national ranking of PM concentration, national ranking 

of PM emission, etc.)

   4 = Graphs Data in the form of graphs are mathematical diagrams which show the relationship of 

two or more sets of numbers to analyze the PM situation and show its trend in a 

graphical form

   5 = Irrelevant Data that are unrelated to the effect or harm of the PM(e.g., pictures for window 

dressings on the government building, miscellaneous publicity pictures, etc.)

   6 = None
Data is only in the form text in the article 

Note. * indicates the category that allows multiple coding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s and Krippendorff’s Alphas by Category in Reporting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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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등을 장 보도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주제 심 임은 특정한 사건에 

한 역사  맥락 는 사회구조  상황의 에서 이슈를 공 인 틀로 지어,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가에 을 두고 보도하는 방식이다. 미세먼지가 충남지역의 갈등 사안으로 등장한 사

회·경제  배경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과 주장에 한 보도를 포함한다. 

한편 내용  측면에서는 연역  방법과 귀납  방법을 상호 보완하 다. 연역  방법은 언

론이 정형화된 임 속에서 세계를 바라본다고 가정하고 임을 분석하는 것이고, 귀납  방

법은 정형화된 임에서 벗어나 연구 상의 속성에 근거해 임을 도출하는 방법이다(김성

진·나미수, 2014). 연역  근법을 용하는 것은 임 분석의 타당도를 개선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임을 발견할 수 없는 단 (김 욱 외, 2015)이 있기에 이를 보완하여 귀납  근 

방법을 함께 사용하 다. 본 연구는 벨 버그, 세멧코와 드 스(Valkenburg, Semetko, & 

de Vreese, 1999), 이민규와 이 리(2012), 김 욱 외(2015) 등의 내용 차원 임 분류를 

토 로 충남지역 미세먼지 갈등 양상을 악하여 새롭게 확인된 임을 추가하여 <Table 2>

와 같은 임을 내용분석의 틀로 사용하 다.

Category Operational definition
Krippendorff's 

alpha

Format analyzing frames .73

   1 = Episodic frame Superficial reports that simply describe the problems and the conflicts 

regarding the PM issue as a single event

   2 = Thematic frame Comprehensive reports from a macroscopic viewpoint that analyze the cause, 

the effect, and the solution of problems regarding the PM issues

Content analyzing frames .91

   1 = Conflict Reports focusing on the unyielding confrontations or conflicts among diverse 

interest groups about PM issues

   2 = Human interest Reports that appeal to people’s emotional reactions like anxiety or fear of PM,  

or approach it as just a human interest story related to the PM issue

   3 = Responsibility Reports that mention a specific person or group for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on the PM issue and the conflicts

   4 = Economic 

consequence

Reports that emphasize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M issue such as 

the socio-economic burden, employment stability, the regional economic 

vitalization, tax benefits, etc.

   5 = Health effects Reports that mention diseases caused by the PM in detail and state the health 

effects of the elderly, children and pregnant women, etc.

   6 = Response Reports that introduce response measures focusing on the PM issue such as 

reinforcing the factory facility management, executing the double shift car 

operation, supervising agricultural areas, cutting everyday sources of pollution, etc.

   7 = etc. Reports that do not belong to any of the categories above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s and Krippendorff’s Alphas by Category in the Fram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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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Operational definition
Krippendorff's 

alpha

Sub-level content frames

  Conflict frame_topic and controversial points* .76

   1 = Information opacity or air pollutant leak concealment 

   2 = Early closing of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or no further expansion of new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3 = Inviting industrial complex 

   4 = Construct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s

   5 = More regulations and increased supervision on PM emitting plants

   6 = Regulating investment into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7 = Problems caused by the regional disparity(e.g., region development tax, differential regional 

electricity rates, etc.)

   8 = etc.

Conflict frame_main player* .77

   1 =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or members of the congress

   2 = Local government officials or local members of the congress

   3 = Civic groups or NGOs

   4 = Power plants, factories, and industrial complex

   5 = Local residents in Chungnam

   6 = Experts 

   7 = etc.

  Conflict frame_resolution measures* .71

   1 =  Increased 

communication 

disclosing information transparently, building up a consolidated information 

center,  reciprocating communications based on scientific data, opening panel 

discussions, public hearings, etc. 

   2 = Closing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and energy 

transition

Closing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nullifying the construction plan of 

power plants, converting to clean fuels, developing renewable energy 

businesses, etc.

   3 = Economic 

compensation

Damage compensations resulting from the emission of air pollutants, 

compensations of the sunk cost of the factory, introducing the different 

electricity fee system reflecting regional differences, adopting or raising the 

development tax for the region, etc. 

   4 =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of power 

plants 

Tightening regulations on the emission of air pollutants, introducing factual 

surveys of resident damages, enforcing measures for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s, strengthening the voluntary reduction plan of the 

factory, etc.

   5 = etc. Cases that do not belong to any of the categories above

  Responsibility frame* .88

   1 = Power plants and  

industry

Responsibilities of PM-emitting businesses including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steel mills, and petrochemical complexes, on construction sites, on dust 

scattering factories, etc.

   2 = Mobile emission 

sources 

Responsibilities of automobiles, old diesel vehicles, medium or large-sized vans 

or trucks, vessels or ships, or unpaved road mobile vehicles (cultivators, 

tracto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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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Operational definition
Krippendorff's 

alpha

   3 = Management of the 

agricultural or 

everyday sources of 

pollution

Responsibilities of farms or livestock raising areas that practice outdoor 

incineration or discharge livestock excre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anti-environmental individuals who incinerate daily wastes 

   4 = Central 

governments or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of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that establish and implement 

inconsistent policies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additional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mismanage the factories, and invest the public finance 

into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5 = China Responsibilities of China that emit yellow dust, desertification of the Mongolia 

region, indifference of anti-environmental polities of Chinese government, etc.

   6 = etc. Cases that do not belong to any of the categories above

  Response frame* .80

   1 = Regula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the 

industry sector 

Reinforcing the factory facility management, early closing of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management of waste landfills, increase in region 

development tax, and tightening regulation, management and support in 

areas(e.g., eco-friendly conversion of energy)

   2 = Managing the 

mobile emission 

source

Executing the double shift car operation, prohibiting grade-5 diesel vehicles, 

building the eco-friendly public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reinforcing 

supervision of vessels, ports, unpaved road mobile emission sources, adopting 

hydrogen-fueled car, etc. 

   3 = Agricultural or 

everyday pollutants 

Management of agricultural or everyday sources of pollution(e.g.,   installation 

support of eco-friendly boiler or solar module), creating urban ecological 

forests or ventilation paths, expanding the supply of road cleaning vehicles, 

sealing livestock production facility, preventing outdoor incineration, etc.

   4 = Building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Cooperation between the factory and the government(e.g., the voluntary 

reduction agreement of air pollutants),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e.g.,  joint regulation), cooperation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e.g., launching the civil environmental surveillance team), 

and building the public-private-school relational governance system(e.g., 

international conferences) 

   5 = Building the 

scientific 

management base

Outsourcing research on the cause of PM, creating differential management 

systems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expanding the PM monitoring 

network, sharing the best practices of the PM issues, etc.

   6 = Health protection 

for the local 

residents

Securing health of the local residents via strengthening quality management of 

air quality in schools, supplying the air purifier and masks, high-pressure water 

spray cleaning of local roads, carrying out surveys about effects on health, 

promoting projects towards the PM free city and child care centers, etc.

   7 = Expansion of 

communication or 

residents’ 

participation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residents, soliciting participation(e.g., policy panel 

discussions), accepting the residents’ proposals, increasing 

communication(e.g., environment education, campaigns and policy public 

relations), etc.

   8 = Individual responses Individual responses in case of the severe PM situation(e.g., indoor air 

ventilation, wearing masks, using an air purifier, staying inside, drinking plenty 

of water, etc.)

   9 =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capability

Creating a countermeasure department to deal with the PM issue, increasing 

manpower and its budget, addition of audit requirement in the PM inspection 

and the countermeasure procedure, strengthening the administrative base on 

countermeasure evaluations and job compensations, etc. 

  10 = etc. Things that do not belong to any of the categories above(e.g. paradigm shift of 

energy)

Note. * indicates the category that allows multiple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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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원 활용

충남지역 미세먼지 이슈를 다룬 기사들이 주로 활용한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은 무엇인

지 악해 보고자 하 다. 기존에 환경 험이나 갈등 이슈를 심으로 언론 보도에 나타난 정보

원을 분석한 선행연구(김 욱 외, 2015; Robinson, 2002)를 참고하여, ‘정부  정치인

(government or politicians)’, ‘시민단체/NGO(civic group/NGO)', ' 문가(experts)’, 

‘밝히지 않음(anonymous)’, ‘기타(etc.)’로 구분한 뒤, 실제 본 연구의 데이터를 검토하여 추가

로 ‘사업장(factory)’, ‘충남 지역주민(local residents in Chungnam)’, ‘충남 역외 시민

(people outside Chungnam)’, ‘기자 취재(reporter’s own coverage)’, ‘자료 인용(data 

quotation)’, ‘국외기 (foreign institutions)’을 유목에 포함하 다. 구체 인 조작  정의는 

<Table 3>에 제시된 것과 같다. 

Category Operational definition
Krippendorff's 

alpha

Information Source* .79

   1 = Governments or 

politicians

Central government officials(e.g.,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etc.), president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congressmen, officials in political parties

   2 = Civic groups or 

NGOs

Civic organiza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or NGOs(e.g.,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an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etc.)

   3 = Factory People or employees at the PM emitting workplace(e.g.,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steel mills, petrochemistry factories)

   4 = Local residents 

in Chungnam

Local residents who reside in Chungnam(e.g., residents who go to school or work 

in Chungnam)

   5 = People outside 

Chungnam

People who reside outside Chungnam

   6 = Experts A group of people or individuals who have the academic or occupational 

knowledge on the PM issue(e.g.,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NINES), 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Chungnam researchers, 

professors, doctors, etc.)

   7 = Reporters’ own 

coverage

Articles written by the reporter’s own coverage with no revealed  information 

source(e.g., interview reports with no designated sources) 

   8 = Data quotation Articles that quote some references or reports in order to present reasonable evidence

   9 = Foreign 

institutions

The representatives of foreign governments(e.g., USA, China, Japan) or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foreign press(e.g., UN, WHO)

  10 = Anonymous Articles written based on anonymous information sources(e.g., according to an 

undisclosed official, according to an undisclosed source, etc.)

  11 = etc. Information source that do not belong to any of the categories above

Note. * indicates the category that allows multiple coding

Table 3. Operational Definitions and Krippendorff’s Alpha by Category in the Informati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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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더 간 신뢰도

기사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내용분석에 한 지식  경험이 있는 3명의 커뮤

니 이션학 공 학원생이 사회과학 분야 내용분석의 표 차(Swimmer & Dominic, 

2005)에 따라 분석 유목에 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코딩을 진행하 다. 연구진은 코드 북을 제

작한 후, 코더들을 상으로 연구 목 과 취지, 분석 유목에 한 사  교육과 테스트를 실시했

다. 3차례의 사  코딩 차를 통해 코딩 스킴의 문제 이나 조작  정의를 수정  보완하 다. 

이후, 체 분석 상 기사  10%에 해당하는 기사 59건을 무작 로 추출하여 세 명의 코더가 

코딩한 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 다. 코더 간 일치하지 않은 분석 유목에 해서는 논의를 통

해 합의를 거친 후, 분석을 진행하 다. 크리펜도르  알 (Krippendorff’s alpha)1) 신뢰도 

계수를 용한 결과, 최소 0.713에서 최  0.966의 신뢰도 계수를 얻어 내용분석을 한 신뢰도

에 이상이 없다고 단하고 코딩을 진행하 다(Krippendorff, 2004). 

5. 연구결과

1) 보도 특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보도 빈도, 보도 유형, 보도 태도, 자료 제시 유형을 통해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 

특성을 악해 보고, 국지와 지역지 간에 보도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 다.

(1) 보도 빈도

충남지역 미세먼지 련 보도 빈도를 분석한 결과, <Figure 1>과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충남지역의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보도는 2009년 이 에는 단 한 건도 보도되지 않았다. 

이후 련 보도가 드문드문 이어지다(2013년 2건, 2014년 3건) 2016년부터 보도량(34건, 

5.8%)이 차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 가장 많은 수의 기사(234건, 39.6%)가 보도되었

다. 김 욱 외(2015)는 언론의 미세먼지 보도 빈도와 실제 미세먼지 농도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

1) 크리펜도르  알  계수를 산출하기 해 SPSS 로그램의 크리펜도르  알  계수를 구하는 매크로를 이용하 다

(Hayes & Krippendorff, 2007). 크리펜도르  알  값은 명목, 서열, 등간, 비율척도의 신뢰도 계산에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코더들 간 신뢰도 계수를 동시에 계산해 낼 수 있다(윤 민, 2019). 크리펜도르 (Krippendorff, 

2004)는 알  값이 0.8 이상인 경우에 코더 간 신뢰도가 높은 수 이며, 잠정 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0.667 정도의 

알  값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미세먼지 언론 보도 내용분석 111

여 언론의 의제 구축 시 과 험의 시간  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를 들어 충남지역의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에 3분기부터 증가해 2017년 1분기를 기 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언론 보도 빈도

는 2017년 2분기에 크게 증가하 다. 이는 2017년에 충남지역 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국 

기오염물질 발생량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 지면서 석탄화력발 소 백지화나 기오염물

질 배출기  강화를 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찬가지로 2019년 1분기에 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언론 보도

는 2019년 4분기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로(용 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제철이 환경부로부터 고로 리더 개방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발표

되면서 보도 빈도가 증가하 다. 한 제철 조업정지 이슈를 계기로 충남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수소산업 육성 조례,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응하기 한 탈

석탄 환경 거버 스 구축 등을 실시하면서 이에 한 기사가 량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미세먼지 보도 빈도는 미세먼지 농도보다 련 정책의 시행이나 규제 결과, 

환경 거버 스 구축을 한 컨퍼런스 개최와 같은 사건들과 보다 한 계를 갖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한편, 보도 빈도에 있어 국지와 지역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국지(215건, 

36.4%)보다 지역지(376건, 63.6%)의 미세먼지 보도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충청남도 미

세먼지’, ‘충청남도 기오염’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지역의 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국지

보다는 지역지의 심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기별로는 국지와 지역지의 차

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지 않았다(χ2 = 12.61, p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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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ends in reporting frequency and periodical amounts in concentration of PM10 and PM2.5 in Chungnam

Note. Source for PM concentrati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 보도 유형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에 해 보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 미세먼지 련 사실을 단순

히 달하는 스트 이트 기사(552건, 93.4%)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이어서 의견 기사

(16건, 2.7%)와 인터뷰 기사(12건, 2.0%)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설기사는 11건인 1.9%에 그

Unit: case(%) 

National newspaper Local newspaper Total

2010 1(0.5) 0(0.0) 1(0.2)

2013 1(0.5) 1(0.3) 2(0.3)

2014 2(0.9) 1(0.3) 3(0.5)

2015 5(2.3) 4(1.1) 9(1.5)

2016 12(5.6) 22(5.9) 34(5.8)

2017 28(13.0) 42(11.2) 70(11.8)

2018 41(19.1) 58(15.4) 99(16.8)

2019 77(35.8) 157(41.8) 234(39.6)

2020 34(15.8) 79(21.0) 113(19.1)

2021 14(6.5) 12(3.2) 26(4.4)

Total 215(100) 376(100) 591(100)

Note. χ2 = 12.61, df = 9, p > .05

Table 4. Reporting Frequencies in National Newspapers and Local Newspapers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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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국지와 지역지를 나 어 살펴본 결과(χ 2= 7.85, df = 3, p = .049), 국지와 지역

지 간에 해설기사( 국지 8건, 3.7%, 지역지 3건, 0.8%)와 의견기사( 국지 4건, 1.9%, 지역

지 12건, 3.2%)의 순 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국지 기사의 93.0%(200건), 지역지 기사의 

93.6%(352건)가 스트 이트 기사로 분류되어 부분의 기사가 단순 사건 보도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가 국지와 지역지 모두에서 충남지역 미세먼지

의 지역  특성이나 발생 배경  원인, 해결 방안 등에 한 심층  분석 없이 단순 사건 보도를 

심으로 피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다. 지역 언론의 경우 앙지와 비교해 투입자원

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에 비춰볼 때 지역의 

사회·경제·문화 인 맥락에 따른 심층 이고 차별화된 시각을 보여  필요성이 요구된다. 

(3) 보도 태도

충남지역 미세먼지 련 보도가 어떠한 태도로 이슈를 다루었는지 살펴보기 하여 보도 태도를 

분석한 결과, 과반을 넘는 기사(68.7%, 406건)가 립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으며, 

25.7%(152건)의 기사가 정 인 태도를 보 고, 비  기사는 3.7%(22건), 부정  기사는 

1.9%, 11건에 그쳤다. 이는 앞서 나타난 보도 유형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단순 사건 

보도에 그치는 스트 이트 기사가 부분의 유형을 차지한 결과, 보도 태도 역시 립 인 경우

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흥미로운 은 정  보도 태도를 보인 기사(152건, 

25.7%)가 부정  보도 태도를 보인 기사(11건, 1.9%) 보다 높은 빈도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 내용 임 분석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 발

소  사업장이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응해 지자체나 정부가 

산업부문 규제나 리,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이를 정 인 태도로 보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 태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의  다른 흥미로

운 은 부정  태도를 견지한 기사(11건, 1.9%)와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한 건

설 인 안이 제시되는 보도 역시 3.7%(22건)에 그친다는 것이다. 건설 인 안 제시 없이 

이슈에 해 부정 인 의견을 제시하여 독자들로 하여  냉소 인 태도를 견지하게 하는 부정  

기사가 은 것은 정 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구체 인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미

세먼지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에 하여 건설 인 안을 제시하는 기사 역시 3.7%에 그

친다는 것은 문제로 지 될 수 있다.

이어서 국지와 지역지 간에 보도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χ2 = 4.54, p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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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제시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에서 미세먼지 련 정보를 제공하기 해 자료가 제시되는지, 자료가 제

시된다면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는지 알아보고자 자료 제시 유형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어떠한 

자료도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34.2%(202건) 던 반면, 하나 이상의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는 

65.8%(404건) 다. 그러나 자료가 제시될 경우, 련 없는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3분의 2를 

넘는 73.8%(298건)에 달했고, 미세먼지와 직 으로 련이 있는 자료가 제시된 경우는 

26.3%(106건)에 그쳤다. 이는 정치인  공무원 동정을 보도하거나 신년 정책 목표 등을 제시

하며 핵심 해결 과제로 미세먼지를 언 하는 경우에 행사 사진이 제시된다든지, 환경 거버 스 

체계 구축을 해 지방정부· 앙정부·국외정부·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약 등을 진행하면

서 기념사진이 제시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국지와 지역지 간에 자료 제시 빈도와 자료 제시 형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

다. 우선, 국지와 지역지 간에 자료 제시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χ2 = 2.92, p = .052). 국지와 지역지 모두 자료가 제시되지 않

은 경우보다 자료가 제시되는 비율이 높았다. 구체 으로 국지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29.8%(64건) 고,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70.2%(151건) 다. 지역지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

는 경우가 36.7%(138건)이었고,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는 63.3%(238건) 다.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료가 제시될 경우, 국지와 지역지 모두 련 없는 

자료 제시(각각 100건, 62.5%, 198건, 81.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진( 국지 37건, 

23.1%, 지역지 34건, 13.9%)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뒤를 이어 국지

는 그래 (14건, 8.8%), 표(6건, 3.8%), 인포그래픽(3건, 1.9%) 순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지

는 표(6건, 2.5%)가 그래 (4건, 1.6%) 보다 자료로 조  더 많이 제시되었다.

Unit: response(%), multiple coding

National newspapers Local newspapers Total

Irrelevant 100(62.5) 198(81.1) 298(73.8)

Pictures 37(23.1) 34(13.9) 71(17.6)

Graphs 14(8.8) 4(1.6) 18(4.5)

Tables 6(3.8) 6(2.5) 12(3.0)

Infographics 3(1.9) 2(0.8) 5(1.2)

Total 160(100) 244(100) 404(100)

Table 5. The Types of Data Represented in National Newspapers and Local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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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임 분석

(1) 형식 임 분석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에 사용된 임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하여, 각 기사에 나타난 뉴스 

보도 임을 형식 인 면과 내용 인 면에서 분석하 다. 먼  형식 임을 분석한 결과, 주

제 심 임(121건, 20.5%)보다 일화 심 임(470건, 79.5%)이 압도 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주제 심 임에는 기획연재의 형태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과 결과, 갈등  배경까지 다룬 기사들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높은 비 을 차지한 일화 

심 임에는 “김홍장 당진 시장, 단식농성 6일째 건강악화 속 링거투혼”(서세진, 2016, 7, 

25), “충남도, 기오염 측정망 38곳 통합 리”(차순우, 2020, 11, 15), “양승조, 7조 원 투자

규모 ‘맑은 충청 로젝트’ 발표”(김정모, 2018, 3, 27) 등의 기사가 다수 나타나 미세먼지 이슈

를 사건 심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형식 임 측면에서 국지와 지역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χ2 = 3.62, 

p = .057),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국지의 경우 일화 심 임(162

건, 75.3%)이 주제 심 임(53건, 24.7%)보다 큰 비 을 차지했고, 지역지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일화 심 임(308건, 81.9%)이 주제 심 임(68건, 18.1%)보다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지와 지역지 모두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에 

해 체 인 맥락이나 배경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과 안을 진단하는 내용보다는 단순한 사

실 달에 그치는 수 으로 다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 내용 임 분석

내용 임을 응 임(response frame), 책임 임(responsibility frame), 경제  

결과 임(economic consequence frame), 갈등 임(conflict frame), 건강 피해 

임(health effects frame), 인간 흥미 임(human interest frame), 기타 임(etc.)

으로 구분하고, 복 코딩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임은 응 임

(585건, 45.7%)과 책임 임(477건, 37.3%)이었으며, 뒤를 이어 경제  결과 임(117

건, 9.1%), 갈등 임(74건, 5.8%), 건강 피해 임(27건, 2.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간 흥미 임과 기타 임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문제에 한 언

론 보도에서 응 임과 책임 임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화력발 소, 제

철소, 석유화학공단 등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들이 집해 있다는 지역  특성이 반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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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일반 인 경우에는 미세먼지 발생의 불확실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충남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것이 과학 으로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세먼

지 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부와 지자체, 사업장을 상으로 책임을 부여하여, 한 응을 제

시하거나 실천하는 내용에 언론이 주목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내용 임 측면에서 국지와 지역지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지의 경우에는 총 467건의 내용 임이 발견되었는데, 가장 많이 나타

난 순서 로 응 임(212건, 45.4%), 책임 임(174건, 37.3%), 경제  결과 임

(45건, 9.6%), 갈등 임(29건, 6.2%), 건강 피해 임(7건, 1.5%)이었다. 지역지의 경

우, 총 813건의 내용 임이 발견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응 임(373건, 45.9%), 책임 

임(303건, 37.3%), 경제  결과 임(72건, 8.9%), 갈등 임(45건, 5.5%), 건강 피

해 임(20건, 2.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어떤 내용 임이 많이 나타났는지는 국지

와 지역지 간에 순서의 차이가 없었지만, 기사 내에 사용된 내용 임이 국지보다 지역지가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국지보다는 지역지가 

다각 이고 다양한 임을 사용해서 보도했음을 보여 다.   

내용 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해, 응 임과 책임 임의 하  임을 

각각 분석해 보았다. 먼 , 언론이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하  

임을 나 어 분석하 다. 하  임은 1) 발 소  산업 책임(power plants and 

industry responsibility), 2) 이동 배출원 책임(mobile emission source responsibility), 

3) 농업  생활 오염원 책임(agricultural or daily pollutant responsibility), 4) 정부  

지자체 책임(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y), 5) 국 책임

Unit: response(%), multiple coding

National newspapers Local newspapers Total

Response frame 212(45.4) 373(45.9) 585(45.7)

Responsibility frame 174(37.3) 303(37.3) 477(37.3)

Economic consequence 

frame
45(9.6) 72(8.9) 117(9.1)

Conflict frame 29(6.2) 45(5.5) 74(5.8)

Health effects frame 7(1.5) 20(2.5) 27(2.1)

Human interest frame 0(0) 0(0) 0(0)

etc. 0(0) 0(0) 0(0)

Total 467(100) 813(100) 1280(100)

Table 6. Content Frames in National Newspapers and Local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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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responsibility), 6) 기타(etc.)의 총 6개 항목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충

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발 소를 포함한 사업장으로 돌리는 발 소  산업 책임 임

(412건, 55.2%)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이동 배출원 책임(163건, 21.8%), 정부  

지자체 책임(82건, 11.0%), 국 책임(45건, 6.0%), 농업  생활 오염원 책임(41건, 5.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어서 책임 임의 하  임이 국지와 지역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을 살펴보면, 국지(151건, 54.5%)와 지역지

(261건, 55.5%) 모두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발 소와 사업장에 귀인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이동 배출원 책임( 국지 55건, 19.9%, 지역지 108건, 23.0%), 정

부  지자체 책임( 국지 30건, 10.8%, 지역지 52건, 11.1%), 국 책임( 국지 24건, 

8.7%, 지역지 21건 4.5%), 농업  생활 오염원 책임( 국지 17건, 6.1%, 지역지 24건 

5.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5가지 하  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임이 국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역지(4건, 0.9%)에서는 소수가 찰되었는데, 그 내용은 미세먼지 문제

와 에 지 환에 한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문제를 지 하는 것이었다. 

그 다면,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해 어떤 안과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하여, 응 임의 하  임을 1) 산업부문 규제· 리·지원

(regulation·management ·support of the industry sector), 2) 이동 배출원 리

(managing the mobile emission source), 3) 농업  생활 오염원 리(management of 

the agricultural or daily source of pollution), 4) 환경 거버 스 체계 구축(building 

environmental governance), 5) 과학  리 기반 구축(building the scientific 

Unit: response(%), multiple coding 

Responsibility National newspapers Local newspapers Total

Power plants and  industry 151(54.5) 261(55.5) 412(55.2)

Mobile emission sources 55(19.9) 108(23.0) 163(21.8)

Central governments or local 

governments
30(10.8) 52(11.1) 82(11.0)

China 24(8.7) 21(4.5) 45(6.0)

Agricultural or daily pollutants 17(6.1) 24(5.1) 41(5.5)

etc. 0(0) 4(0.9) 4(0.5)

Total 277(100) 470(100) 747(100)

Table 7. Sub-level Categories of the Responsibility Frames in National Newspapers and Local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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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base), 6) 지역주민 건강보호(health protection for the local residents), 7) 

소통 강화  주민참여 확 (expansion of communication or residents’ participation), 8) 

개인  응(individual response), 9) 행정기반 강화(strengthening administrative 

capability), 10) 기타(etc.)의 총 10개 항목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하  임 역시 복 코

딩을 허용하 다. 분석 결과, 언론은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에 한 응으로 산업부문 규제·

리·지원(378건, 24.6%)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다. 뒤를 이어 환경 거버 스 체계 구축(337건, 

21.9%), 소통  주민참여 확 (208건, 13.5%), 과학  리 기반 강화(174건, 11.3%), 이동 

배출원 리(157건, 10.2%), 지역주민 건강보호(95건, 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  임이 국지와 지역지 간에 달리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8>을 살펴보면, 국지(145건, 27.2%)와 지역지(233건, 23.2%) 모

두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에 응하는 방안으로 산업부문 규제· 리·지원을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었고, 뒤를 이어 환경 거버 스 체계 구축( 국지 116건, 21.8%, 지역지 221건, 22.0%) 순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언론이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응 임으로 다룰 때, 산업부문 규

제· 리·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충남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상당량이 발 소  사업장에서 발생하

Unit: response(%), multiple coding 

National newspapers Local newspapers Total

Regula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the industry sector
145(27.2) 233(23.2) 378(24.6)

Building environmental governance 116(21.8) 221(22.0) 337(21.9)

Expansion of communication or 

residents’ participation
57(10.7) 151(15.1) 208(13.5)

Building the scientific management 

base
62(11.6) 112(11.2) 174(11.3)

Managing the mobile emission 

source
47(8.8) 110(11.0) 157(10.2)

Health protection for the local 

residents
29(5.4) 66(6.6) 95(6.2)

Management of the agricultural or 

daily sources of pollution
31(5.8) 39(3.9) 70(4.6)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capability
21(3.9) 43(4.3) 64(4.2)

Individual responses 15(2.8) 18(1.8) 33(2.1)

etc. 101.9) 10(1.0) 20(1.3)

Total 533(100) 1003(100) 1536(100)

Table 8. Sub-level Categories of Response Frames in National Newspapers and Local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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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사실(김종범 외, 2019)에 근거해 볼 때 일면 타당한 근이다. 한편, 거의 비슷한 비

율로 환경 거버 스 체계 구축 임이 나타난 것은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의 복잡성을 반 한

다고 볼 수 있다. 충남지역은 발 소와 사업장을 심으로 규모 기오염원 배출시설을 보유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지리 으로도 서해안과 근 하여 국 등 국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월경

성 오염물질의 향권에 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언론이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응 

임으로 다룰 경우, 주변 지자체  앙정부와의 력, 국외 정부와의 력, 민 력 등의 

상호 조 인 방안에 주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언론이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과 응 사이에 일 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지 살펴보고자 책임 임과 응 임 간의 연 성을 살펴보았다. 를 들어, 미세먼지 문제

의 책임을 발 소  산업 책임으로 보는 경우에 그 응 방안을 산업부문 규제· 리·지원 등 발

소  산업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이기 해 합리 인 안이 언 되면 원인과 응에 일

성이 있는 것으로 본 반면, 문제의 책임을 발 소나 사업장으로 보면서도 국과의 외교  

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그 해법을 제시하면 원인과 응 간에 일 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 다. 

그 결과, 체로 미세먼지 원인과 응 간에 일 성 있는 시각이 나타났다. 구체 인 내용을 살

펴보면 첫째,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발 소  산업 책임으로 보는 경우, 그 응 방

안으로 산업부문 규제· 리·지원(356건, 31.1%)을 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와 더불어 

환경 거버 스 체계 구축(246건, 21.5%), 과학  리 기반 구축(134건, 11.7%), 소통 강화 

 주민참여 확 (127건, 11.1%)가 함께 언 됨으로써 발 소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산업부문에 한 규제· 리·지원 외에도 인근 지역 지자체와의 

력, 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력, 지역 발생원의 특성을 고려한 리 필요성, 주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함을 지 하고 있었다. 

둘째,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이동 배출원으로 보는 경우, 이동 배출원 리

(146건, 25.6%)를 응 방안으로 제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산업부문 규제·

리·지원(94건, 16.5%)도 함께 언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지역에 조성

된 규모 산업단지가 수도권 물류기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물류  수송을 한 형 트럭의 이

동량이 많아짐에 따라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의 주요한 책임을 이동 배출원에 귀인 하는 동시에 

산업부문 규제 등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오류를 지 하는 경우, 

그 응 방안으로 산업부문 규제· 리·지원(73건, 35.3%), 환경 거버 스 체계 구축(52건, 

25.1%)이 함께 언 되었다. 이는 충남지역에 석탄화력발 소나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등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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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배출 사업장이 이미 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을 추가로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무

능함을 지 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앙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

리가 커지고 있음이 반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충남지역의 기오염원 배출 허용 기 이 

수도권 기 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 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 기 을 강화해달라는 지자체

의 요구(박보성, 2017, 6, 12; 이선우, 2018, 1, 24)가 앙정부에 빈번히 달되었고, 결국 

이 내용은 산업부문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넷째,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으로 국을 지목하는 경우, 환경 거버 스를 구축

(33건, 22.0%) 해야 한다는 응 방법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와 함께 산업부문 규제· 리·지

원(32건, 21.3%) 방안도 두 번째로 많이 언 되었다. 이처럼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 

임에서 국을 언 하면서 주된 응 임으로 환경 거버 스 구축을 제시한 이유는 당진, 

서산, 보령, 태안 등 서해안에 근 하거나 해안선을 따라 치한 도시들을 심으로 지자체들이 

연합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응하거나 국, 일본과 함께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

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농업  생활 오염원을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지목하는 경우, 그 해법으로 농업 

 생활 오염원 리(33건, 21.3%)를 제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와 함께 환경 거버 스 

구축(27건, 17.4%), 소통 강화  주민참여 확 (25건, 16.1%), 산업부문 규제  리 지원

(24건, 15.5%) 순으로 함께 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천소각이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리하기 해서 주거 집 지역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한 생태 숲이

나 바람길을 조성하고, 지역 내 농축 산업을 운 하는 가구를 상으로 지도  검을 시행하는 

등 지자체 간의 력과 주민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가정의 력 사

용에 석탄화력발  비 을 낮추기 해 으로 친환경 보일러나 태양  모듈 보  사업이 진

행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단된다. 

3) 정보원의 활용 분석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에서 정보원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장 두드러지

게 활용된 정보원은 정부  정치인(83.5%, 457건)이었다. 이는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에 있

어서 다른 어떤 정보원보다 정부  정치인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뿐만 아니라,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문제에 한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가 반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

과이다. 이어서, 국지와 지역지에서 정보원 활용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해 본 결과, 국지

(158건, 54.3%)와 지역지(299건, 74.6%) 모두에서 정부  정치인 활용 비율이 압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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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 정보원은 자료 인용( 국지 34건, 11.7% 지역지 

23건, 5.7%)로 정부  정치인 정보원과 큰 격차를 보 다.

한편, 임에 따라 충남지역 미세먼지 련 보도의 정보원 활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교

차분석을 실시하 다. 먼 , 내용 임에 따라 충남지역 미세먼지 련 보도의 정보원 활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 갈등 임(47건, 35.9%), 책임 임(366건, 63.7%), 경

제  결과 임(82건, 56.9%), 건강 피해 임(16건, 37.2%), 응 임(453건, 

66.3%) 모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정보원은 정부  정치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지역 미

세먼지 련 보도에 있어서 정보원 활용이 상당히 불균형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

과이며, 충남지역 미세먼지 련 보도가 객 성을 상실함으로써 언론에 의해 제 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4) 갈등 임 분석과 시기에 따른 변화 

(1) 갈등 임 분석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는 시 히 해결해야 할 지역 안인 동시에 력 수   산업시설 입지

와 직결되는 국가 차원의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계자

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갈등의 소재가 될 쟁 들 역시 산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충남지역 미

세먼지 문제에 한 언론 보도가 갈등 임의 측면에서 어떻게 근하고 있는지 면 히 살펴보

고자 했다. 앞서 분석된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체 내용 임  갈등 임은 74건

(5.8%)으로 다소 은 비 을 차지하 지만, 갈등 임에서 드러난 갈등 주제, 갈등 행 자, 

갈등 해소 방안 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지와 지역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심층 인 분석이 필

요하다고 단하 다. 나아가, 한 시기 구분을 통하여 시기에 따른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짚

어보고자 하 다. 

먼 ,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갈등 임으로 다룬 기사에서 주요하게 나타난 갈등 주

제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규제  리 강화(28건, 29.2%), 정보 불투명성  기오염물질 

출 은폐(24건, 25.0%), 화력발 소 조기 폐쇄(17건, 17.7%),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17건, 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해 규제와 리를 더욱 

강화해달라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요구가 사업장  앙정부의 입장과 치하면서 갈등이 생

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업장의 단속 결과를 두고 지자체가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에 해 

후속 조사를 구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충남도가 앙정부를 상 로 기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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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허용 기  강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인상, 지역 차등 기 요 제 도입, 기보 특별

책지역 지정 등 국가 차원의 지역 균형 발 을 근거로 법안 개정이나 조례 제정을 구하는 내

용을 최근의 기사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갈등 주제가 국지와 지역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반 인 순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에서처럼 국지(11건, 30.6%)와 지역지(17건, 

28.3%) 모두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규제  리 강화를 둘러싼 갈등을 가장 두드러지게 다루

었으며, 뒤를 이어 정보 불투명성  기오염물질 출 은폐( 국지 9건, 25%, 지역지 15건, 

25%), 화력발 소 조기 폐쇄( 국지 5건, 13.9%, 지역지 12건, 20%)가 주요한 갈등 주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갈등 행 자를 살펴보았을 때, 갈등 사안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한 주체는 

지방정부(71건, 34.1%), 앙정부(57건, 27.4%), 사업장(43건, 20.7%), NGO(19건, 

9.1%), 지역주민(9건, 4.3%) 순으로 나타났다. 상 권에 지방정부, 앙정부, 사업장이 나타

난 것은 갈등 주제에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규제  리 강화가 가장 많았던 것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갈등이 벌어지는 이슈 자체가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려는 정부 측과 이윤

추구 논리를 앞세워 합리  수 의 규제를 요구하는 사업장 측이 맞서면서 갈등의 행 자로 주요

Unit: response(%), multiple coding

National newspapers Local newspapers Total

More regulations and increased 

supervision on PM emitting plants
11(30.6) 17(28.3) 28(29.2)

Information opacity or air pollutant leak 

concealment
9(25.0) 15(25.0) 24(25.0)

Early closing of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or no further expansion of 

new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5(13.9) 12(20.0) 17(17.7)

Problems caused by the regional 

imbalance
5(13.9) 12(20.0) 17(17.7)

Construct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s
2(5.6) 1(1.7) 3(3.1)

Inviting the industrial complex 1(2.8) 1(1.7) 2(2.1)

Regulating investment into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1(2.8) 0(0) 1(1.0)

etc. 2(5.6) 2(3.3) 4(4.2)

Total 36(100) 60(100) 96(100)

Table 9. Represented Conflict Topics in Conflict Frames in National Newspapers and Local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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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난 것이다. 

갈등 행 자가 국지와 지역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방정부를 갈등 행 자로 제시한 비율이 국지(24건, 27.6%)보다 지역지(47건, 38.8%)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국지와 지역지 모두에서 지방정부가 주요한 갈등 행 자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어서, 앙정부( 국지 24건, 27.6%, 지역지 33건 27.3%), 사업장( 국

지 20건, 23%, 지역지 23건, 1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언론이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갈

등 임으로 다루는 경우, 주요한 갈등 행 자는 지방정부, 앙정부, 사업장이 다수(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역 환경단체 등 NGO나 지역주민이 갈등 행 자로 등장한 비율

을 매우 미미한 수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나 일상

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직  반 되지 못하고, 이를 리하는 NGO

들도 갈등의 주요 행 자로 등장하지 못함으로써 갈등 이슈에 한 해석과 해결 방안 등에 있어 

이들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갈등 해소 방안을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구체 인 해소 방안으로 사업장 

리 감독  규제 강화(31건, 31.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뒤를 이어 탈석탄과 에 지 환(22

건, 22.0%), 소통 강화(20건, 20.0%), 경제  보상(13건, 13.0%), 기타(14건, 14%)로 나타

났다. 이 역시 가장 많이 나타난 갈등 주제가 사업장 규제  리 강화임에 따라 해소 방안도 같

은 맥락에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사에서는 “당진환경운동연합, ‘ 제철 오염물

질 배출 리 사각지  존재’ ”(정윤성, 2020, 7, 21), “충남도의회, 노후 석탄화력발 소 조기 

폐쇄 강력 건의”(당진신문, 2019, 3, 6), “[기획] 재생에 지 발 시설‧에 지 약 캠페인 확  

실”(인택진, 2017, 4, 2)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갈등 해소 방안이 국지와 지역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반 인 경향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지(13건, 34.2%)와 지역지(18건, 29%) 모두 

사업장 리 감독  규제 강화를 갈등 해소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 하 으며, 뒤를 이어 탈석

탄과 에 지 환( 국지 8건, 21.1%, 지역지 14건, 22.6%), 소통 강화( 국지 8건, 21.1%, 

지역지 12건, 19.4%) 순으로 언 하 다. 한 가지 주목할 은, 기타 응답의 비 이 국지(6

건, 15.8%)와 지역지(9건, 12.9%)에서 모두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인데, 기타 응답에 나타난 갈

등 해소 방안은 주로 기오염 특별 책 리지역 지정 등 지역 불균형 해소  균형 발 과 

련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타 응답이 국지보다 지역지에서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

아, 충남지역 언론이 미세먼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으로 지 까지 충남지역이 감수해 온 

피해를 알리고 장기 인 균형 발 을 구하는 방향으로 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4 한국언론학보 65권 6호 (2021년 12월)

(2) 갈등 임의 변화: ‘갈등 잠재기’에서 ‘갈등 표면화기’로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는 앞서 빈도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2019년을 기

으로 증하 다. 그 배경에는 충남지역 미세먼지 안이 환경 험을 심으로 한 갈등  요소

를 내포하고 있다는 이 작용하기도 했고, 실제로 2019년에 충남 당진지역에 소재한 제철

이 고로를 통해 유해 물질을 기 으로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갈등의 도화선을 건드린 셈

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9년을 기 으로 후의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서 언론이 충남지

역 미세먼지 갈등에서 주목한 요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체 기

사 수집 기간  2003년부터 2018년까지를 제1기 갈등 잠재기로 상정하고, 2019년부터 2021

년까지를 제2기 갈등 표면화기로 상정하 다. 

먼 , 갈등 주제에서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제1기에는 갈등 주제로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12건, 37.5%)와 화력발 소 조기 폐쇄(10건, 31.2%)가 큰 비 을 차지

하 고, 제2기에는 사업장 규제  리 강화(25건, 39.1%)와 정보 불투명성  은폐(21건, 

32.8%)가 큰 비 을 차지하 다. 이로써, 제1기와 제2기의 언론 보도 갈등 주제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 으로, 제1기에는 국가 발  정책에서 소외된 충남

지역이나 에 지 환 패러다임에서 불거지는 반 인 불 화음이 주된 갈등의 소재 다면, 제

2기에서는 갈등이 한층 구체화되어 특정 사업장의 잘못된 행태와 잠재되어 있던 비리들이 드러

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Unit: response(%), multiple coding 

Period 1 Period 2 Total

More regulations and increased supervision on 

PM emitting plants
3(9.4) 25(39,1) 28(29.2)

Information opacity or air pollutant leak 

concealment
3(9.4) 21(32.8) 24(25.0)

Early closing of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or no further expansion of new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10(31.2) 7(10.9) 17(17.7)

Problems caused by the regional imbalance 12(37.5) 5(7.8) 17(17.7)

Construct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s 2(6.2) 1(1.6) 3(3.1)

Inviting the industrial complex 1(3.1) 1(1.6) 2(2.1)

Regulating investment into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0(0.0) 1(1.6) 1(1.04)

etc. 1(3.1) 3(4.7) 4(4.2)

Total 32(100) 64(100) 96(100)

Table 10. Conflict Topics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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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갈등의 주제가 달라진 만큼, 등장하는 갈등의 주체들도 변화했는지 확인하고자 

갈등 행 자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갈등 주제와 마찬가지로 제1기와 제2기 간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즉, 제1기에는 지방정부(25건, 34.7%)와 앙정부(25건, 34.7%)가 비슷한 비 으

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제2기에는 지방정부(46건, 33.8%)에 이어 사업장(39건, 

28.7%)이 큰 비 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사업장의 등장인데, 제1기에는 4건(5.6%)에 불

과하던 것이 제2기에 폭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갈등 주제가 사업장의 규제와 단속으로 구체화되

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갈등 해소 방안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 다. 이 역시 제1기와 제2

기 사이에 확연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제1기에는 갈등 해소 방안으로 탈석탄과 에 지 환

(14건, 35.9%)과 경제  보상(12건, 30.8%)이 큰 비 으로 제시된 반면, 제2기에는 사업장 

리 감독  규제 강화(25건, 41%)와 소통 강화(16건, 26.2%)가 새롭게 큰 비 을 차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갈등 주제와 갈등 행 자의 양상이 달라진 배경과 마

찬가지로, 사업장을 심으로 한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만, 주목할 것은 경제  보상이 제2기에는 가장 후 순 로 려났다는 인데, 이는 갈등을 해결

하는 방식에 있어 근시안 인 태도로 일 하기보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고 원만한 소통을 우선

시하려는 사회 인 변화가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Unit: response(%), multiple coding 

Period 1 Period 2 Total

Local government officials or local 

members of the congress
25(34.7) 46(33.8) 71(34.1)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or 

members of the congress
25(34.7) 32(23.5) 57(27.4)

Power plants, factories, and industrial 

complex
4(5.6) 39(28.7) 43(20.7)

Civic groups or NGOs 10(13.9) 9(6.6) 19(9.1)

Local residents in Chungnam 5(6.9) 4(2.9) 9(4.3)

Experts 2(2.8) 0(0.0) 2(1.0)

etc. 1(1.4) 6(4.4) 7(3.4)

Total 72(100) 136(100) 208(100)

Table 11. Conflict players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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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논의

이 연구는 충남지역 뉴스 보도 분석을 통해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 특성과 임, 정보원 활

용,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국지와 지역지 간에 비교함으로써 충남지역 미세먼지 험이 

언론에 의해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 악해 보고자 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역 미세먼지 련 기사는 2009년까지 한 건의 기사도 검색되지 않았고, 2016

년에 들어서야 두 자릿수 보도가 있었으며, 보도량은 2019년에 히 증가하 다. 이는 2016

년부터 미세먼지를 포함한 충남지역 기오염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고, 2019년에는 당진제철

과 제철의 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사건과 련한 조업정지가 내려지면서 사업장 심의 언

론 보도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이는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가 미세먼지 농도보

다 련 정책의 시행이나 규제 결과, 환경 거버 스 구축을 한 컨퍼런스 개최와 같은 사건들과 

보다 한 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충남지역 미세먼지에 한 보도는 스트 이트 기사(93.4%)가 거의 부분을 차지했

으며, 해설기사는 1.9%에 그쳤다. 한 보도의 형식 임에 있어서도 일화  임(79.5%)

이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났고, 68.7%에 달하는 기사가 립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보도 유형에 스트 이트 기사가, 형식 임에 일화  임이, 보도 태도에 있어서는 립  

태도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충남지역 미세먼지에 한 언론 보도가 단편 이고, 편 이

며, 피상 으로 이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미세먼지 련 정보가 제시되는 경우는 65.8%

로 나타났으나, 이  미세먼지 정보와 련 없는 시행정을 한 동정(動靜) 사진이 2/3를 넘

는 73.8%에 달했다. 

Unit: response(%), multiple coding

Period 1 Period 2 Total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of 

power plants
6(15.4) 25(41.0) 31(31.0)

Closing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and energy transition
14(35.9) 8(13.1) 22(22.0)

Increased communication 4(10.3) 16(26.2) 20(20.0)

Economic compensation 12(30.8) 1(1.6) 13(13.0)

etc. 3(7.7) 11(18.0) 14(14.0)

Total 39(100) 61(100) 100(100)

Table 12. Conflict resolutions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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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임은 응 임(45.7%)과 책

임 임(37.3%)이었으며, 뒤를 이어 경제  결과 임(9.1%), 갈등 임(5.8%), 건강 

피해 임(2.1%)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응에 있어 일 성 있는 해법을 내

놓는지 살펴보고자 책임 임과 응 임의 하  임 간의 연 성을 분석한 결과, 체

로 미세먼지 원인과 응 간에 일 성 있는 시각이 나타났다. 

넷째,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에 활용된 부분의 정보원은 정부  정치인(83.5%)이었

다. 이는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정부  정치인이 주요 정의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뿐 아니라,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문제에 한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가 반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다.

다섯째,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에서 갈등 임(5.8%)이 차지하는 비 은 높지 않았지

만, 갈등 임이 등장할 경우 갈등 주제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규제  리 강화와 정보 불

투명성  기오염물질 출 은폐에 한 것이 주요했으며, 갈등 주요 행 자로는 지방정부, 

앙정부, 사업장이 다수(약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사업장 리 감독 

 규제 강화(31.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뒤를 이어 탈석탄과 에 지 환(22.0%), 소통 강

화(20.0%), 경제  보상(13.0%) 등으로 나타났다. 시기에 따라 갈등 주제와 주요 행 자, 갈

등 해소 방안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2019년을 기 으로 갈등 주제는 지역 불균형에 

한 것에서 사업장 규제  리 강화로 환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갈등 행 자 역시 지방정부

와 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사업장으로 변화하 다. 갈등 해소 방안에 있어서는 탈석탄과 에

지 환, 경제  보상이 큰 비 을 차지했던 데서 사업장 리 감독  규제 강화와 소통 강화를 

더 시하는 방향으로 환되었다. 시기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화력발 을 비롯한 사업장이 미세

먼지 배출원으로 지목되면서 사업장을 심으로 갈등 주제가 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악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지와 국지 간에 보도 특성과 보도 임에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

다.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도 유형 분석에서만 나타났는데, 스트 이트 기사가 기사 유

형의 거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동일하 으나, 국지의 해설기사(3.7%)가 지역지의 해설기

사(0.8%)보다 다소 많았으며, 의견 기사는 지역지(3.2%)가 국지(0.9%)보다 다소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지와 국지가 다른 사회  맥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뉴스 임 구성

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이서 ·최진 , 

2017; 정용복, 2020; 최낙진, 2004), 지역지와 국지 모두 충남지역 미세먼지에 한 심도 있

고, 한 취재가 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다. 



128 한국언론학보 65권 6호 (2021년 12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충남지역 미세먼지 언론 보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가 미세먼지의 발생 배경과 원인, 향, 해결책을 분석 이고, 

사회·문화·역사 인 맥락에서 다루지 않고, 사건 심으로 피상 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미

세먼지를 포함한 기오염 문제의 경우, 어려운 과학  용어들이 거 등장하고, 그 원인과 향

이 복합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련한 정보를 독자가 종합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의 

높이에서 기사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지와 지역지 모두에서 충남지역 미세먼지 

험에 한 심도 있는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둘째, 충남지역 미세먼지 발생 책임과 응 간의 유기  연결이 언론 보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 욱 외(2015)의 연구에서 언론이 미세먼지 험을 ‘ 국발’로 보도하고, 개인  응

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충남지역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서는 국내 사업장의 기여도를 고려함으

로써 미세먼지 험이 우리가 힘쓸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정책

 노력을 통해 감할 수 있는 험으로 여기도록 언론의 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 다. 한 언론은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발 소  산업을 언 하더라도 응 임에는 산업

부문 규제· 리·지원 뿐 아니라 환경 거버 스 구축, 과학  리 기반 구축, 소통 강화  주민

참여 확  등을 함께 언 하 는데, 이는 언론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각 이고, 입

체 인 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소한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에 있어서는 미세먼지 험을 유발하는 구조  원인과 제도  차원의 

응에 언론이 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과 응 

간에 유기  일 성을 보여주는 경우에조차, 이를 과도하게 단순화하여 특정한 사건으로 보도한 

결과, “왜 석탄화력발 이 문제가 되고, 에 지 환 정책이 요하게 다 져야 하는지, 경제발

에 한 패러다임 환은 왜 요구되며, 지역 균등 발 은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등에 한 복합

인 맥락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정부  정치인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보원일 뿐 

아니라 갈등의 주요 행 자이며,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로 다 지는 경향

을 확인하 다. 충남지역에 규모 산업단지와 석탄화력발 소가 다수 치해 있기 때문에 이를 

리하고 규제할 당사자로 정부와 정치인을 소환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

러나 언론이 지역주민·NGO 등 다양한 공 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특정 정보원을 집

으로 활용한다면 해당 사안에 한 공 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 하지 못하고 보도의 객 성과 

균형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특히, 험 사안의 경우 험의 원인과 향, 해

결방안에 해 특정 집단의 의견만이 언 됨으로써 험의 크기가 과장 는 축소되거나 갈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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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화하게 되면 소수의 갈등 주체의 의견이 다양한 갈등 이해 계자의 입장을 압도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한동섭·유승 , 2008). 따라서 언론은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

해 계자의 입장이 논의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알리기 

해 보다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다수의 선행연구(원만해·채백, 2007; 이서 ·최진 , 2017; 정용복, 2020; 최낙진, 

2004)에서 지역지와 국지 간에 보도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남지역 미세먼

지 험에 해서는 지역지와 국지 간에 보도 특성, 임, 갈등 구조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이 신문 구독률이 히 떨어지고 포털을 심으로 뉴스 유통

이 이루어지면서 언론들이 자사의 콘텐츠 트래픽을 증가시키고, 뉴스 이용자를 유인하여 고 수

익을 창출하는 략으로 선회하게 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병희, 2015; 신동희, 2014; 이

정훈, 2019; 조 신·유수정·한 주, 2015). 국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클릭 수를 유

도하여 고 수익을 높여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더 취약한 경 구조를 가진 지역 

언론에 지역 내의 사회문화  유 계와 공동체 의식, 지역 정서를 반 하여 지역 내의 이슈에 

한 정한 정보와 지역주민의 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정용복, 2020)고 요구하

는 것은 지 과 같은 언론 환경에서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문제는 지역 언론이 정상 인 언론

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자생력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지 나름의 지역 문제에 한 고유

하고, 지역 맥락 인 시각이 무시된 채, 국  차원(서울 심)의 여론이나 커뮤니 이션이 획

일 으로 나타날 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달라진 뉴스 유통구조와 소비 환경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임 이론을 바탕으로 국  단 에서 언론이 미세먼지 험을 어떻게 표상하

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장을 심으로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진 충남지역을 상으로 국지와 지역지 간에 보도 특성과 내용 임, 정보원 활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후, 언론보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해 논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 확인된 임을 참조하여 임의 인지  효과를 알아보기 한 후속 연구의 발

을 마련하 다는 에서 이론  기여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 방법론  측면에서 내용분석의 핵심은 코더 간 신뢰도를 정수  이

상으로 확보함으로써 연구의 분석틀에 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제해야 하는데, 체로 3명의 

코더 간 신뢰도는 만족할만한 수 이었으나 구체 으로 구성된 임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일부 

복수코딩 항목에서 .71과 같은 다소 낮은 수치가 나오기도 하 다. 둘째, 책임 임과 응 

임의 하  임을 구성하여 충남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복잡성을 언론이 어떻게 표상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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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 방안을 제시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 소와 형 사업

장, ·소형 사업장, 농·축산 가공시설 등 사업장의 유형을 구분하지 못해 어떤 사업장에 발생 책

임이 과 하게 부과되고, 어떤 사업장의 발생 책임이 간과되고 있는지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

다. 셋째, 이 연구는 언론의 보도 임이 미세먼지라는 환경 험에 한 뉴스 이용자의 인식과 

단에 향을 미친다는 인지  효과를 가정하면서도 실제로 뉴스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향까지

는 함께 검증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충남지역 미세먼지에 한 언론의 보도가 뉴

스 수용자의 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입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는 환경 이슈들을 분석하기 한 틀로 주제  임과 일화  임만을 활용하 지만, 후속연

구에서는 환경 이슈 임에 자주 활용되는 공포소구나 희망소구 등 감성 임 혹은 경제 

임 등이 함께 논의된다면 보다 포 이고 진 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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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미세먼지와 같은 험들은 존재론  보편성을 띠지만 인식론  특수성으로 인해 

동일한 험에 해서도 상이한 험 인식이 나타난다. 이는 험과 연 된 다양한 공 들에 의해 험이 

정의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스 미디어는 험에 한 과학 정보와 험 특성, 험에 한 다

양한 의견들을 들이 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뉴스가 험을 표상

하는 과정에서 항상 정 인 역할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는 그 속성 상 들의 심을 끌 수 

있는 사회  력이 큰 사건을 강력하고 자극 으로 보도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험의 특정 부분을 과

장하고 나머지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선택 이며 편향된 험 정보를 달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험의 원인이 불확실하고 그 향이 크게 나타날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

황에서 의제설정이론과 이 이론을 토 로 내용분석을 통해 충남지역 미세먼지 험의 보도 특성을 

악하고, 미세먼지를 둘러싼 핵심 이슈와 미세먼지 발생 요인, 해결방안, 갈등 주제와 주요 행 자 등에 

한 임이 어떻게 형성되며, 어떠한 정보원이 미세먼지 험의 요 정의자로 등장하는지 국지와 

지역지 간에 비교해 보는 것은 뉴스 미디어가 충남지역 미세먼지 험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악해 보는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보도 특성 분석 결과, 충남지역 미세먼지 이슈는 2019년

부터 석탄화력발 과 제철소 등 사업장을 심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으며, 사건 심의 단순 정보 달 

기사, 미세먼지와 련 없는 자료 제시, 립  보도 태도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분석 결과, 충남지역 미세먼지 보도는 미세먼지 발생 책임과 응 간의 유기  연결 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었으나, 이를 과도하게 단순화하여 특정한 사건으로 보도하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충

남지역 미세먼지 보도가 단편 이고, 편 이며, 피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정부  

정치인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보원일 뿐 아니라 갈등의 주요 행 자이며, 미세먼지 험을 해결해야 하

는 주체로 등장해 충남지역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주요 정의자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지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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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간에 보도 특성과 보도 임, 정보원 특성, 갈등 구조에서 통계 으로 확인 가능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성과 근 성을 기반으로 지역 내 험 문제에 해 지역 언론의 보다 심도 있는 보도가 요구

된다.

핵심어 : 미세먼지, 내용분석, 험 커뮤니 이션, 뉴스 임, 환경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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