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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November 15, 2017, a magnitude-5.4 earthquake struck Pohang, a medium-sized city located in 

the Southeastern region of South Korea. This earthquake was recorded as the second largest in 

history since the first observations of earthquakes on the Korean Peninsula. Surprisingly, it turned out 

that the earthquake was not a natural earthquake beyond human control but was triggered by the 

operation of a geothermal power plant near the epicenter. Against this backdrop, primary caregivers 

in the affected families participated in active civic engagement through localized social media known 

as Pohang Mom Playground. They held a press conference and collected signatures to urge the 

dominant group to make the city safe and livable. This study explores several factors that predict 

Pohang moms’ voluntary civic engagement after the earthquake outbreak. Unlike the COVID-19 

global pandemic, the impact of the disaster was limited to the city, Pohang. Therefore, based on social 

identity perspectives,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regional area (periphery) and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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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politan area (center) have become sharper as hundreds of aftershocks continued across two 

years. Accordingly, social identity based in Pohang has emerged as a key element in understanding 

civic engagement. Five hypotheses and one research question were derived from the thre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social identity (self-categorization theory, social identity theory, and social identity 

model of collective action). An online survey (n = 530) with female Pohang Mom Playground members 

was conducted around 22 months after the earthquake outbreak. Results showed the three main 

predictors of civic engagement through localized social media: Pohang based regional identity (or 

ingroup identification) that had existed before the disaster, angry feelings that had been chronically 

accessible due to the disaster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geothermal power plant, and negative 

perception of disaster news stories covered by established media, particularly mainstream news media 

based in Seoul. In addition, regional identity and feelings of anger also tended to contribute to civic 

engagement by differentially predicting the negative perceptions of mainstream news media 

(outgroup information source) and local news media (ingroup information source) that cover 

earthquake disasters. Specifically, the negative perception of disaster news covered by both 

mainstream and local media was strengthened as angry feelings increased. However, regional identity 

revealed a complicated picture. As predicted, the negative perception of local news media was 

weakened as regional identity increased; however, contrary to the prediction, the negative perception 

of mainstream news media was not strengthened as regional identity increased. Overall, the current 

research holds significance in terms of integrating previously independently researched areas, such as 

disaster and civic engagement, social media-based civic engagement, negative perception of the 

established news media and its association with the use of alternative media, and in applying these 

areas to the unprecedented earthquake disaster situation. Furthermore, this study has the implications 

of expanding the realm of disaster citizenship by integrating social structural elements of disadvantage 

and inequality perceived by disaster citizens in the ever-increasing group conflict between Seoul 

metropolitan (center) and non-metropolitan (periphery) areas.

Keywords: Civic Engagement, Localized Social Media, Disaster Citizen, Social Identity, 2017 Pohang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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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7년 11월 15일 한반도 지진 측 이래 역  두 번째로 큰 규모인 5.4의 지진이 경북 포항을 

강타하며 학수학능력시험까지 일주일 연기시켰다. 당일 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지질

학자 고려  이진한 교수는 진앙 부근의 지열발 소 가동으로 인한 유발 지진 가능성을 제기하여 

지역사회에 큰 분노와 충격을 주었다(임재 , 2018).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12월 19일 어린 

자녀들을 둔 엄마들이 자발 으로 모여서 안 한 지역을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기자회견을 포

항시청 리핑룸에서 열었다. 참가자들의 피켓과 수막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앞 생

존배낭뿐!,” “우리 주변의 험시설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하라,” “아이들의 미래를 해 안 이 먼

다,” “반 합니다 NO 건설, 해양CO2매립, 지진유발 지열발 소” 등의 문구가  있었다

(문석 , 2017, 11, 19). 특히 마지막 문구는 기자회견 직  엄마들의 자체 공동구매를 통해 

수막으로 제작되어 포항 내 각 가정에 배포된 바 있다. 기자회견뿐 아니라 이후 지열발 소 폐

쇄, 활성단층 지도 완성, 지진 매뉴얼과 피소 마련 등을 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엄마

들의 이러한 행동은 본인들이 속한 지역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집합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진 재난 후 활발해진 엄마들의 다양한 시민 여는 지역기반 소셜미디어인

(localized social media) ‘포항맘놀이터’(이하 포놀)1) 그리고 일부 포놀 회원들이 독립해서 

만든 지역 밴드 ‘함께 만드는 포항’을 통해 극 으로 진행 다. 시민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포항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보았을 때,2) 지진 재난 상황에서 가족 내 주 돌 주체들의 자발  

시민 여 양상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무엇이 재난 지역의 엄마들로 하여  집합 으로 항하도록 했을까? 기존의 련 연구는 

①재난 상황에서 개인  혹은 집합  행동 응을 한 소셜미디어 이용(Hjorth & Kim, 

2011; Jung, 2012; Kogan, Palen, & Anderson, 2015; Starbird & Palen, 2012), ➁
일상  상황에서의 (지역기반)3) 소셜미디어 이용과 시민 여(Choi, Nah, & Chung, 2021; 

1) 포놀은 2011년 9월 20일 네이버 카페 형태로 만들어졌다. 포놀 가입조건은 포항에 거주하는 혹은 거주할 정인 그

리고 결혼을 한 혹은 앞둔 여성이다. 지진 발생 당시 회원은 약 6만여 명이었다. 수백 차례의 여진이 지속된 2년여 동안 

포놀은 모바일 ‘지진 앱’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지진 발생 이후 1년에 1만여 명씩 회원이 꾸 히 증가하여 2021년 10월 

재 10만 명을 넘었다. 포항 기반 소셜미디어는 포놀 외에 페이스북 내의 ‘포항 드,’ 밴드 내의 ‘흥해라! 흥해읍!!,’ 

‘오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등이 있으나, 포놀이 규모 면에서 가장 크다.  

2) 양만재(2019)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장에 따르면, 포항 내의 시민단체 존재는 불확실하며 심지어 ‘없다’는 주장도 

있다. 행정 권력을 지속 으로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이 부재하며, 인 ·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포항여성회, 포항환

경운동연합 등을 통한 여성, 환경 이슈에 해서는 간헐 으로 의제설정이 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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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hin, Cho, Jung, Shon, & Shim., 2019; Kwon, Shao, & Nah, 2021), ③정치  

상황에서 기성언론에 한 부정  지각과 소셜미디어 등의 안매체 이용(김 지·하승태, 2014; 

Thorbjørnsrud & Figenschou, 2020)의 역에서 각각 독립 으로 수행된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들을 통합하여 포스트-재난 상황에서 지역기반 소셜미디어를 통한 재난 

시민들의 다양한 여 양상과 련이 있을 수 있는 여러 사회구조 , 심리  요인들을 체계 으

로 살피고자 한다. 

COVID-19과 같은 ‘ 로벌’ 재난과 조 으로 포항지진 재난은 인구 약 50만 규모의 지

방 소도시 포항에 그 향력이 제한되었기에 해당 지역에 기반한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체성은 내가 특정 사회집단에 속해있다는 자각

(‘우리’)과 해당 집단에 한 애착 혹은 소속감을 포함한다(Tajfel & Turner, 1979). 특히 지

진이 정부가 주도한 신재생에 지개발사업의 목 으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부근에 지열발 소를 

설립·가동하면서 발생한 ‘인재’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 2019), 수도권과

의 비교(Folger & Martin, 1986)를 통해 자신들이 속한 집단(지역)이 처한 부당함에 한 지

역민들의 집단  분노는 상  박탈감(Group Relative Deprivation; Ellemers, 2002)의 

형태로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진 재난을 보도하는 기성언론( 앙언론과 지역언론)이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안 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부정  지각은 일종의 안매체라 할 

수 있는 지역기반 소셜미디어의 부상 그리고 이에 기반한 시민 여와 련이 있을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집단 간 갈등에 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4) 지진 재난은 포

항지역민들의 사회정체성에 상징  을 가하고 그로 인한 포항과 비(非)포항(특히, 수도권)

의 경쟁 구도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경쟁 계에서 지역민들은 포항지역의 정  차별성

(Positive Distinctiveness)5)을 확보하려는 동기가 높아지는데(Tajfel & Turner, 1979),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가 가능하다(Mummendey, 

Kessler, Klink, & Mielke, 1999; Reid, Giles, & Abrams, 2004; Tajfel & Turner, 

3)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의 다양한 사양들이 지역화(localized)되고 있다(Kim & Shin, 2016). 지방자치단체에

서 운 하는 웹사이트, 블로그, 페이스북, 트 터, 유튜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모여 지역 이야기를 함께 나 는 온라

인커뮤니티(카페), 지역화된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등이 있다. 

4) 최근 국내의 집단별 갈등 인식 조사결과(n = 1,000)에 따르면, 75%의 응답자들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크다고 

답변했다(한국리서치, 2021). 이는 1년  조사보다 7% 증가한 수치이다. 

5) 컨 , 포항은 부산, 구 등 역시도 가깝지만, 상 으로 집값이 렴하고 자연환경도 쉽게 릴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지진 재난으로 이러한 믿음은 흔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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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Trepte & Loy, 2017). 좀 더 사회 으로 인정받는 집단으로 소속을 바꾸거나( : 수도

권으로 이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상을 향상시키기 해 지배집단에 항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거나( : 시민 여), 혹은 수도권 등과 비교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갖는 여러 안  장

들( : 지역민들 간의 끈끈한 유 감, 아름다운 주변 자연환경)을 만들어내는 비(非)행동 

략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살기 좋고 안 한 도시로서의 지역 상을 되찾기 한 집단  움

직임에 을 두고, 재난 시민들(특히 가족 내의 주 돌 자들)에 의해 주도된 양상을 살핀다. 

이를 설명하기 해 사회정체성이론과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 Trepte 

& Loy, 2017; Turner et al., 1987)의 사회정체성 시각들 그리고 기성언론( 앙언론·지역언

론) 보도의 부정  지각을 설명하는  매체지각이론(Hostile Media Perception; 

Perloff, 2015; Reid, 2012; Vallone, Ross, & Lepper, 1985)을 통합하여 포스트-재난 맥

락에 확장, 용하도록 한다. 

2. 이론  논의

1) 지진 재난 상황에서 지역기반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여(civic engagement) 측

재난은 개인  수 을 넘어선 공동체의 기다. 재난이 발생한 지역사회에 갈등과 냉소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홍덕화·구도완, 2009), 재난 시민들은 그 상처에 기반하여 집단 연 감을 강화하여 

공동체 지향  시민 여 모습을 보여  수 있다(Kim et al., 2004). 재난 장에서 피해자들에

게 도움을 주거나 재난 지역 재건을 해 헌신하는 등의 이타  모습이나 재난과 련된 사회문

제를 극 으로 해결하기 해 좀 더 비용(시간, 노력 등)을 감수해야 하는 시  등이 시민 여

의 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지향  행동이 포항지역기반 소셜미디어  

하나인 포놀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된 요인들을 탐색한다. 소셜미디어는 련 사회이슈에 한 

불만(Grievance)을 공유하도록 하고 큰 비용이나 자원 없이도 집단을 효율 으로 조직할 수 있

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민 여에 필요한 사회  지지에 한 커뮤니 이션으로 가능토록하여 사

람들에게 힘을 돋아(Empowering)  수 있다(Brunsting & Postmes, 2002; Spears et 

al., 2002). 나아가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  상호작용은 사회자본이 배양되도록 돕고( 희조, 

2010), 지역민들 간의 커뮤니 이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동체를 향한 행동을 진한다(Choi 

et al., 2021; Kim et al., 2019; Kwon et al., 2021). 지진 재난 상황에서 지역기반 소셜미

디어 포놀을 통한 재난 시민들의 여 양상도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재난에 한 정보와 고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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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그에 따른 사회  지지 메시지의 교환, 지역의 ‘안 ’을 확보하여 다시 살기 좋은 도시로 거

듭나기 한 집합  실천 등의 모습을 보 다. 다만, 포놀을 통한 시민 여의 경우, 수도권과 지

방의 집단 간 경쟁 구도가 강화된 상황에서 지배집단의 부당한 처우에 한 지방 소도시에 거

주자들, 특히 돌 자들의 항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포놀 기반 시민 여를 측하기 해 반조메  등(van Zomeren, 

Postmes, & Spears, 2008)이 제안한 집합  사회운동 모델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맥락과 

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들을 선별하여 다루도록 한다. 해당 모델에서 주요하게 다

룬 요소들은 사회정체성(집단정체성), 집단 구성원들의 분노, 그리고 지각된 효능감(Perceived 

Efficacy)6)이다. 이들은 집합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주 (심리 ) 그리고 사회 (구조 ) 

들을 통합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해당 모델을 소규모 지방

도시에서 발생한 지진 재난 맥락에 용하면서 사회정체성(포항지역 기반의 집단정체성)과 지역

민들(특히 각 가정내의 돌  주체들)의 집단  분노에 집 했고, 일종의 안매체라 할 수 있는 

지역기반 소셜미디어의 부상에 한 연결고리로 기성언론에 한 불만을 포함했다. 지진 재난 상

황에서 실시간 정보와 사회  지지 메시지의 즉각  교환을 어렵게 했던 기성언론의 기술  한계

도 있지만, 앙  지방정부 등 지배집단에 한 불신 특히 지역민이 지각한 앙언론의 무 심

과 차별 등 사회  요소들을 집 으로 탐색한다. 

(1) 지진 재난을 다루는 기성언론에 한 부정  지각(Negative Perception of News)

언론학자들은 뉴스 보도에 한 수용자의 부정  지각을  매체지각 에서 탐구했다

(Perloff, 2015; Vallone et al., 1985). 해당 이론의 핵심 주장은 객 이고 균형 잡힌 보도

라도 보도 상에 한 여도가 높은 정  수용자일수록 해당 보도는 자신들의 이해에 반(反)

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  지각은 오지각(Misperception)일 수도 있으나 실제 

태도  행동 변화를 가져온다(Tsfati & Cohen, 2005). 지진 재난 의제가 뚜렷한 상황에서 지

역민들은 기성언론인 앙·지역 언론이 제공하는 재난 보도를 유심히 살피고, 양과 질에 불만을 

표하며 부정 으로 지각할 수 있다. 계속되는 수백 차례의 여진과 지열발 소 논란 속에도 련 

보도에 충분한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그리고 심층 인 정보

를 다루지 않아 자신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2007년 충남 태안

6) 해당 개념은 본 논문의 쟁 인 수도권과 지방의 집단 경쟁, 그에 따른 사회구조  역학의 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고 단되어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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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안 에 없는 과장되고 자극 인 언론보도

는 지역민들에게 사회 으로 배제되는 존재라는 인상을 심어  것으로 보인다(박동균, 2009). 

2008년 경남 양 고압송 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양 지역민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에서도 그들이 지각하는 ‘ 앙언론’의 무 심, 단편  보도, 사실 왜곡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화연·윤순진, 2013). 다만, 기존 연구의 경우, 이러한 지역민들의 부정  나아가 차별  지각

을 극 으로 이론화하기보다는 기술 으로 보고하는 것에 그쳤다.

이처럼 재난을 보도하는 기성언론이 안 과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인식은 결국 지배

집단의 이해 계를 반 하는 해당 언론을 불신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불신은 안매체로 을 

돌리게 한다(Tsfati & Cappella, 2003; Tsfati & Cohen, 2005). 기성언론을 으로 

지각함으로써 드러나는 행  결과로서의 안매체 이용에 한 직 ·경험  논의는 거의 없

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서 드물게 김 지·하승태(2014)가 총선 기간에 유권자들의 지상  

TV뉴스에 한  지각과 팟캐스트 등의 인터넷 안 언론 이용과의 련성을 밝혔다. 유사

하게 최근 유럽연구에 따르면(Thorbjørnsrud & Figenschou, 2020), 집단 간 에 한 

인식으로 규모의 이민과 통합정책에 반 하고 해당 주제를 다루는 기성언론을 부정 으로 바

라보며 불신하는 사람들은(“Alarmed Citizen”) 자신들의 정보욕구를 반 한 안언론이나 의

견 공유가 자유로운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를 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난을 

보도하는 기성언론에 한 부정  지각은 내가 속한 집단의 정보를 즉각 으로 충분히 그리고 

정 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안매체인 소셜미디어(포놀) 활동을 이끌 수 있고 이에 기반한 시민

여의 증가와도 연 될 수 있다. 물론 언론에 한 부정  지각이 항상 시민 여를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Wei, Chia, & Lo, 2011), 특정 의제와 련된 경우( : 지구온난화) 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여론 분 기에 향을 미치기 해 혹은 자신들의 견해에 지지를 모으기 해 시민 여

에 극 일 수 있다(Feldman, Hart, Leiserowitz, Maibach, & Roser-Renouf, 2017). 

다만, 앙·지역 언론에 한 부정  지각은 각각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앙언론의 

경우, 수도권과의 비교를 동반하며(“서울에서 지진이 나도 이 게 보도했을까”), 마땅히 받아야 

할 심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여기며 재난 지역이 주류사회(좀 더 포 인 내가 속한 집단)

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소외감이나 집단 간 (Intergroup Threat) 지각으로 이어질 수 있

고, 나아가 부당한 집단 차별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앙언론의 경우 넓은 도달 범 로 인해 불

특정 타지역사람들에게 포항에 한 부정  인식을 높 을 우려가 있다고 믿기에 내가 속한 집단

에 한 부정  이미지와 열세  상을 시정(Correcting)하고자 시민 여에 열성 일 수 있다

(e.g., Rojas, 2010). 반면 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은 특히 지열발 소와 지진의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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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의 알 권리 보장을 해 정 하게 헤치지 못하거나, 련 책임자들을 규명하는 탐사보도

를 수행하며 지진 책임자 처벌과 련한 의제  여론 형성에 충실하지 못한  등과 련 있을 

수 있다. 지역 신문의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기에 지역 이해 계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불공정 인식도 연 될 수 있다. 고 단  우려 등의 재정  문제나 고질 인 인력부족으로 심층

보도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 언론의 문제  한계 에 해서는 한선과 이오 (2011, 2013)에 

의해 다각 이고 심층 으로 연구되어왔다. 앞서 언 한 이화연·윤순진(2013)의 연구에서도 부

산일보 등 지역언론의 양 송 탑 련 보도에 한 체계  내용분석 결과,  기사량은 많

지만 1,000자 미만의 기사가 압도 으로 많아( : 부산일보 84.5%) 스트 이트성 기사에 치

하여 표피  문제에 을 두고 있는 문제 이 두드러진 바 있다. 특히 지진 재난 상황에서 역

동 이며 비  지역 보도의 부재는 지역민들의 지역언론에 한 신뢰는 더욱 낮아지게 된다. 

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은 향후 지역 감시자의 역할을 구하며 안 한 포항이 될 수 있도

록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련 있을 수 있다. 

(2) 지역 정체성(Regional Identity)

개인인 ‘나’에서 집단인 ‘우리’로의 인식 환을 다루는 자기범주화이론(Trepte & Loy, 2017; 

Turner et al., 1987)에 기반할 때, 포항사람들은 지진을 함께 겪고 있는 다른 포항사람들과 

자신과의 유사 (소수 내집단) 그리고 지진을 함께 겪고 있지 않은 타지역사람들과 자신과의 차

이 (다수 외집단, 특히 ‘수도권’)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구분에서 포항지역을 둘러

싼 국내의 사회구조 인 요소들이 결합할 수 있는데,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는 지각된 열세  집단 상(Status)과 그에 한 부당함(Illegitimacy)이다(Ellemers, 

1993). 포항지역에 기반한 사회정체성으로서의 지역 정체성(Regional Identity)은 단순히 지

역민이라는 일종의 집단 멤버십과는 구분되는 좀 더 주 이고 내재화된 집단 소속감이라 할 수 

있다.7) 내집단 정체성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자신이 속한 내집단이 차지하는 요성

(Centrality), 해당 집단에 한 연 감(Solidarity), 그리고 만족감(Satisfaction) 등의 요소

를 포함할 수 있다(Leach et al., 2008). 포항기반의 지역 정체성은 지진 재난으로 인해 

하게 부각될 뿐 아니라 상징  에 놓이게 된다. 

재난 이 부터 강한 내집단 정체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해당 정체성에 을 느낄 때 취

7) “지역구성원들의 지역의식(Regional Consciousness)으로서의 ‘지역 정체성’은 인간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한 개

인이 특정 지역과 한 유 에서 발생하는 애착 혹은 귀속감”이다(이강형·문종 , 2006, p.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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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략  하나가 지배집단(외집단)에 한 항을 통한 사회  변화이다(Reid et al., 

2004; Tajfel & Turner, 1979). 특히, 외부 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사회정체성의 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여길 때 더욱 그러하다(Ellemers, 1993; Mummendey et al., 1999). 지각

된 집단 상의 불안정성과 부당함은 포항과 특히 수도권과의 비교를 통한 불균형 지각, 즉 포

 내집단이라 할 수 있는 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과 

맞물리면서 내·외집단 간의 경쟁 구도를 강화한다. 이때 지역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지역이 겪

고 있는 부당함에 마음을 쓰면서 지배집단을 향한 정치  항을 내  의무(Inner Obligation)

로 여긴다(Simon & Klandermans, 2001; Stürmer & Simon, 2004). 이처럼 재난 상황에

서 지역 정체성은 정치  정체성으로 변화될 수 있고 이 변화에는 ‘ 험 도시’라는 낙인으로 흔들

리는 지역의 상에 해 수도권이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부당한 취 이라고 여기는 집단 상  

박탈감이 주요 동인일 수 있다. 사회정체성 회복을 한 사회  변화 략은 다시 안 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서의 포항의 상을 되찾고자 지배집단, 더 나아가 포 으로 한민국 일반 

들을 향한 지역민들의 집단 움직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정체성이 강한 지역민들의 경우, 인

재로 밝 진 지진 재난 이후 지역기반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여가 높아질 것으로 측한다. 

반 조메  등(2008)의 약 60여 개 연구에 한 메타분석의 결과에서도 뚜렷한 사회정체성(페미

니스트, 성소수자 등)과 집단행동의 연 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인 조직없이 어떻게 포놀이라는 소셜미디어 기반의 시민 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포놀 회원들 간의 높은 동질성, 타집단과의 분명한 경계, 그리고 익명 기반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 이션은 지역 정체성과 시민 여의 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포놀 회원

들은 지진 재난 당시 공포와 불안에 맞서 돌 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주  규범’

이 작동하여(Fothergill, 1996) 지역의 안  문제에 민감하게 된다. 구나 한 개 이상의 사회

정체성을 갖기에 이에 한 복잡다단함은 이미 제기되었는데(Roccas & Brewer, 2002), 특히 

집단 구성원들 간의 서로 다른 사회정체성의 복이 많아서 이것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수렴될

(Converge) 경우 구성원들의 집단 응집성이 높아지고 정치참여도 활발해진다(Mason, 2015). 

더구나 소셜미디어 포놀의 활동은 사회  단서가 제거된 시각  익명성8)에 기반하기에 회원들 

간의 수렴된 정체성(즉, 지진 재난 상황에서 주된 돌 자로서의 공  자의식)이 평등한 계에서 

8) 포놀 회원들은 익명 ID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localized) 랫폼 특징을 반 하여 거주하고 있는 행정동과 생년

월일 앞 두 자리를 포함하고 있다( : 튼튼맘V흥해82). ID 에는 첨자로 총 4단계로 구분된 회원의 등 을 표시한

다. ID를 르면, 해당 회원이 작성해온 게시 과 댓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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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부각될 수 있다(Postmes, Spears, & Lea, 1998; Spears & Postmes, 2015). 따라서 

아이들을 해 안 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되찾기 해 집단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강력한 내집단 

규범의 형성이 포놀 내에서 가능했을 것이며, 회원들의 해당 규범에 한 순응(Conformity)도 

컴퓨터 매개 커뮤니 이션의 탈개인화(Deindividuation) 상황에서 높아졌을 것이다(Postmes 

et al., 1998). 

(3) 분노(Anger)

분노는 특정 상이 나의 요한 목표를 방해하거나 나와 내가 소 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부당한 행 를 할 때 느끼는 불쾌한 감정이다(Frijda, 1986; Lazarus, 1991).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포항지진은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자연지진이 아니라 흥해지역의 지열발 소가 야기

한 인재로 밝 졌기에 지역민들의 ‘집단 기반’ 분노는 매우 높았다. 더구나 지진 재난을 둘러싼 일

련의 개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민들의 분노는 수도권과의 비교를 통해(“서울에서 지진이 나도 이

게 했을까?”) 상 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집단 상  박탈감과 연 된다. 나아가, 

각 가정 돌 주체들의 집단 기반의 분노는 규범  감정(“엄마라면 분노해야 한다”)일 수 있다. 

우선 포항지진은 진앙 근처에 ‘인공 류지열시스템(EGS)’ 방식의 지열발 소를 가동하면

서 지하 4.5km까지 주입공을 뚫어 량의 물 주입으로 단층에 향을 미쳐 유발된 지진이라는 

주장이 발생 당일 이진한 교수에 의해 제기되었다(JTBC 뉴스룸, 2017, 11, 15). 해당 주장의 

반박으로 연세  홍태경 교수 등 일부 문가들이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지진의 향으로 인

한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박근태·박상용, 2017, 11, 24), 지진 발생 약 1년 후인 

2018년 10월 지역민 500명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민들의 다수(약 

72%)가 인재라고 믿었다(박효민, 2018). 정부는 논란이 증폭되자 지열발 소와 포항지진의 연

성을 밝히기 해 17명의 국내외 문가로 구성된 정부조사단을 꾸려 약 1년 동안 연구를 진행

한 후, 2019년 3월 20일 공식발표를 통해 ‘ 발’지진(‘Triggered’ Earthquake)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해당 련성을 인정한다(포항지진정부조사단, 2019; 발지진에 한 구체  논의는 

김기흥, 2019 참고). 따라서 인재의 원인인 지열발 소의 추진, 허가, 가동과 련된 책임 주체

들을 강하게 비난할 수 있는 분노 감정을 지역사회에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국책사업이었기 때문

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기 , 컨소시엄에 참여한 연구소, 기업 등 포항과 직  연 이 없

는 집단이 주체에 포함된다.9) 하지만 지진 재난이 ‘자업자득’이라는 타지역 사람들의 조롱섞인 

9) 2011년 포항시는 주 사인 ㈜넥스지오와 업무 약을 체결한다. ㈜넥스지오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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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처럼, 해당 사업은 구·경북 지지기반이 공고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  집 으로 진

행 고 이 과정에서 포항시 표자들(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등)이 연루될 가능성도 

제기 다.10) 뿐만 아니라 진원 깊이가 얕아 큰 재산피해(약 850억)가 있었으나(행정안 부, 

2018), 보상 체계와 차가 제 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김

홍·김원규, 2019). 수백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음에도 재난을 비하기 한 구체  방안(이재민 

주거안정, 지열발 소 사후 리 등)이 미비했고,11)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배상에 해 정부와 

국회는 소극  처로 일 했다는 비 도 제기되었다( 명훈, 2019년 6월 3일).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재난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부당함의 지각에서 오는 분

노, 특히 수도권과의 비교를 통한 불평등함의 지각으로 인한 억울함, 더구나 문재인 정부로 정권

이 바  상태에서 오는 지각된 소외감 등이 복합 으로 연결,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 인지평가 논의(Cognitive Appraisal; e.g., Lerner & Keltner, 2000)에 따르

면 분노 사건은 상황보다는 개인(집단)에 의해 유발되기에 비난의 상이 뚜렷하고, 향후에 어떻

게 개될지 분명히 측할 수 있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확신을 갖고 책임자들을 비난하

려 한다(Roseman, 1991). 무엇보다 상을 공격하여 제거하고자 험을 감내하는 행동태세를 

발한다(Carver & Harmon-Jones, 2009). 컨 , 발 티노 등은(Valentino et al., 

2011) 유권자의 강한 분노가 사, 시 , 기부 등의 노력과 자원이 요구되는(costly) 참여(의

사)를 독려할 수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내집단에 가해진 불이익에 한 감정  반응으로서의 분

노, 즉 집단 간 혹은 집단에 기반한 분노도 집합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Mackie et al., 

2000; van Zomeren et al., 2012).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안 하게 살 권리를 타인에 의해 심

각하게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거주지에 한 평 이 훼손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특

히 수도권과 비교되는 맥락이 부각될 경우, “왜 우리가 이런 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집단 간 

불평등 인식에 바탕을 둔 상  박탈감과 련된 분노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포항 안 의 책

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미소진동 모니터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추성능 평가), 서울 학교 산학 력단(수리자극기

술), ㈜포스코(발  시스템), ㈜이노지오테크놀로지(지열발  경제성 분석)가 참여했다(이승 , 2015, 6, 5).

10) 더구나 본진 이 에 약 2년 동안 지열발 소를 시험·가동하면서 63차례 미소지진 있었음에도, 포항 안 의 련자

들은 지진 련 험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임재 , 

2018). 2020년 4월 1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규모 2.0 이하의 미소지진 리방안 미흡 등 20건의 법 

부당사항이 확인 다(김민수, 2020년 4월 1일).

11) 특히 지진에 한 응에서 피소 운 , 응 처치, 심리  지원, 지진에 비한 훈련, 경제  보상 등에서 낮은 

수를 받았다(박효민, 2018). 참고로, 2019년 12월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피해구제 등을 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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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주체들을 처단하며, 문제를 극 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나아가 내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집단 기반 감정의 분노는 특히, 주 돌 자 입장에서 집단 규범으로 내재화될 가능성도 있다

(Moons et al., 2009). 따라서 포항지역 돌 자들의 분노는 자녀들을 해 안 한 포항을 되찾

고 책임자들을 엄벌하여 지역이 처한 불공정한 상황을 바꾸려는 시민 여와 련이 있을 것이다. 

이상 지진 재난 상황에서의 재난 시민들의 집합  행동을 측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했다.

가설 1: 지진 재난을 보도하는 앙언론(H1a)  지역언론(H1b)에 한 부정  지각은 각각 지

역기반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여와 정 인 련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지역 정체성은 지역기반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여와 정 인 련이 있을 것이다

가설 3: 지진 재난에 한 분노 감정은 지역기반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여와 정 인 련이 있

을 것이다.

2) 앙언론과 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 측 요소

이  단락에서는 기성언론에 한 부정  지각이 지역기반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여와 련

이 있을 것으로 주장했다. 이번 단락에서는 포항지진에 한 인지 ·감정  여(Involvement)

로서의 지역 정체성과 분노가 어떻게 앙언론과 지역언론 각각에 한 부정  지각과 차별  

련성을 갖고 시민 여를 측할 수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1) 지역 정체성과 앙언론  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

언론보도에서 다루는 주제나 상에 해 높은 여도를 보이는 정  수용자들은 종종 다양한 

역에서 상호 립되는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컨 , 논쟁  주제에 한 강한 

찬반 입장( : 국정교과서 찬성·반 자; 김경모 외, 2016), 립하는 정치  이념 성향(진보·보

수; 기득·서미혜, 2019), 상이한 종교에 한 믿음( : 이슬람·기독교, Ariyanto et al., 

2007), 서로 다른 지지 정당(민주당·공화당; Reid, 2012) 등이다. 자기범주화이론에 따라 이러

한 정  수용자와 사회정체성을 공유하는 언론사들( : 진보·보수 언론사) 역시 ‘집단 간

(intergroup) 상’으로 볼 수 있고, 언론사들도 정  수용자들과의 합치 여부에 따라 내집단

(‘우리’)과 외집단(‘그들’) 정보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Gunther et al., 2017; Reid, 2012).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  수용자를 지역 정체성이 강한 지역민으로, 경북일보, 매일신

문, 포항MBC 등의 지역언론을 내집단 정보원으로, 지상   종편 방송사, 이블 뉴스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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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간지 등의 앙언론을 외집단 정보원으로 분류, 개념화하고자 한다.12) 이를 통해 앙·

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을 기존에 거의 용되지 않았던 수도권·지방의 집단 간 상으로 

살필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내집단 정체성이 뚜렷하여 내집단 동일시나 소속감이 높은 

정  수용자들일수록 련 주제의 언론보도에 해 부정 으로 지각한다(Ariyanto et al., 

2007; Hartmann & Tanis, 2013; Matheson & Dursun, 2001). 컨 , 낙태 찬반론을 

다룬 기사에 한  지각은 찬성  반 하는 내집단과 각각 강한 연 감 등으로 동일시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Hartmann & Tanis, 2013). 유사하게 인도네시아의 무

슬림과 기독교 종교 갈등을 다룬 기사에 한  지각은 각 종교집단과의 동일시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하게 나타났다(Ariyanto et al., 2007). 특히 해당 매체가 내집단보다

는 외집단 정보원일 경우,  지각은 더욱 높아지는데(Gunther et al., 2017; Reid, 

2012), 외집단과 분명히 구분되는 정  특성을 갖는 내집단의 재 이 제 로 이 지지 않는다

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용한다면, 지역 정체성이 강한 지역민일수록 지진 재난을 보

도하는 외집단 정보원인 앙언론의 정확성이나 진정성 등에 의문을 품으며 부정 으로 지각할 

수 있다. 즉, 지역민들이 직  지진을 경험했기에 “매개되지 않은 진실과 매개된 설명에 차이가 

있다(Vallone et al., 1985, p. 584)”는 인식이 강할 수 있다. 특히 내집단의 상이 열세라고 

여겨지는 경우 이러한 부정  지각은 더욱 높아진다(Hartmann & Tanis, 2013). 

반면, 내집단 정보원의 경우, 나와 정보원의 유사성으로 인해  지각이 그러질 수 

있다는 정황을 보여 다(이종 , 2015; Ariyanto et al., 2007; Arpan & Raney, 2003; 

Reid, 2012). 이러한 일종의 동화(Assimilation)효과는 기존 연구에서 항상 유의미하게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Gunther et al., 2017), 유의 지진 재난이 발생하여 지각

된 이 높은 , 발생 지역 규모가 상 으로 작은 , 수도권과 비교하여 지역 상이 열세

로 여겨지는  등을 고려하여 내집단 정보원인 지역 언론과 자신들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지역 

언론에 한 부정  지각이 낮아질 수 있다( : 기자들이 직  경험한 내용이 반 되어 있다는 

인식).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지역 정체성이 강할수록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드(Reid, 

2012)는 언론보도에 한  매체지각을 기존의 사회 단이론(Social Judgment 

Theory)보다는 사회정체성(특히 자기범주화이론) 으로 바라 야 하며 정보원이 뉴스 내용

을 덮는다고도(“can override content,” p. 386)주장한 바 있다. 반면, 건서(Gunther et al., 

12) 앙언론의 특성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재난 상황에서 화된 내·외집단 경쟁 구도에서 외집단의 개별  구성 

요소들은 동일하게 취 되는 경향이 있다(Outgroup Homogeneity, Park & Rothbart,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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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등은 정보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보도 내용의 본질도 함께 역동 으로 살펴야 한

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시각에 기반한 정보원에 을 두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수립했다. 

가설 4: 지역 정체성이 강할수록 지진 재난을 다루는 앙언론에 한 부정  지각은 높고(H4a), 

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은 낮을 것이다(H4b).

(2) 분노 감정과 앙언론과 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

지역 정체성과는 독립 으로 보도 상에 한 부정  감정 여가  매체지각을 유의미하

게 설명한다는 기존 연구(Matthes, 2013; Matthes & Beyer, 2017)를 내·외집단 정보원으

로 구분되는 언론보도 맥락으로 확장할 수 있다.  매체지각에서 보도 상에 한 강한 감

정  여의 요성은(‘affectively engaged’) 이미 발론 등의(Vallone et al., 1985, p. 582) 

논문에서 제기되었고, 건서와 동료들(Gunther et al., 2009) 역시 여의 다차원  측면에서 

감정의 요성을 언 한 바 있지만,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매씨즈는 주장한다

(Matthes, 2013; Matthes & Beyer, 2017). 즉, 언론보도에서 다루는 주제에 한 기존의 

강한 감정, 특히 부정  감정은 수용자들에게 만성 으로 근가능하고, 그들이 보도를 했을 

때 해당 감정이 활성화, 투 되며 편향  지각을 진한다는 것이다(e.g., Bower & Forgas, 

2001; Forgas & Bower, 1987). 유럽·미국 응답자들의 세계경제포럼, 법인세 개 , 난민, 불

법 이민 등의 사회  주제에 한 부정  감정(분노 포함)과 해당 주제를 다룬 언론보도에 한 

 지각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rlt, Dalmus, & Metag, 2018; Matthes, 

2013, Study 1&3; Matthes & Beyer, 2017).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차별 으로 지진 재난의 감정 여로서 개별 감정(Discrete 

Emotion)인 분노에 을 두고 련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화하여 지진 재난을 보도한 기성언

론에 한 부정  지각과 련이 있음을 측하고자 한다. 우선 분노가 다른 부정  감정과 구분

되는 몇 가지 특징은 ①비난 상이 존재한다는 , ➁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기에 확실성이 높다

는 , 그리고 ③비난 상에 근하여 그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다는  등이 있다

(Roseman, 1991; Smith & Ellsworth, 1985). 이러한 특성들은 기성언론에 한 불만과 연

결될 수 있다. 첫째, 지진 재난에 한 강한 분노의 상은 재난 거버 스의 핵심 주체인 앙정

부( 앙정부 기  등)와 지방정부(포항시 등) 등의 지배집단일 수 있다. 앙·지역언론이 이들의 

논의를 각각 변하고 있다면, 지진 재난에 한 강한 분노의 감정은 해당 재난을 보도하는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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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더욱 가혹하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높은 확실성 평가 차원은 분노로 인해 쉽게 

근 가능한 정보( : 비난 상자, 처벌)에 의존하여 정보를 주변 으로 처리하도록 도울 수도 있

지만(Tiedens & Linton, 2001), 메시지가 확신을 주지 않는 경우는(즉, 상이 처벌을 받는 

정보의 부재) 비 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Nabi, 2002). 발지진이라는 다소 모호한 정부조

사단의 공식  결론 속에 분노한 지역민들은 기성언론이 제 로 책임자들을 규명하거나 처벌하

는 정보(탐사보도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있다. 셋째, 분노의 비난 상에 한 강

력한 근(Approach) 동기는 고도의 에 지로 집 하도록 하는데,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인지  편향( : 선택  집   범주화, Gable et al., 2015)이다.13) 분노한 지역민들은 기성

언론의 보도에서 분노에 근 가능한 정보( : 지열발 소를 둘러싼 책임주체들)를 극 으로 

추구하고 선택 으로 집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고, 이에 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단하거나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련 역에 배타 으로 범주화되지 않는다며 부정 으로 인식할 가능성

이 크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진 재난에 한 분노와 앙·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을 

측하는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되, 어느 정보원을 좀 더 부정 으로 지각할지에 해서는 연구문제

를 설정했다. 

가설 5: 지진 재난에 한 분노가 높을수록 앙언론(H5a)  지역언론(H5b)에 해 부정 으

로 지각할 것이다.

연구문제(RQ1): 지진 재난에 한 분노는 앙언론과 지역언론  어느 정보원에 한 부정  

지각과 좀 더 강한 련이 있는가?

이상 변인들 간의 계를 측한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를 <Figure 1>에 제시했다. 

13) 이러한 분노의 특징은 불확실성이 높고 비난의 상이 불명확하며 피하고자 하는 행동태세가 강한 불안(공포)이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원인이 뚜렷하고 비활동성 동기가 강한 슬픔 등 다른 부정  감정과는 차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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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ypothesized Relationships among Focal Variables

Notes. MM = Mainstream Media, LM = Local Media, LSM = Localized Social Media.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포항지진이 발생한 후 약 22개월이 지난 2019년 9월 에 포항 지역기반 소셜미디어 포놀 회원

들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에도 간헐 으로 여진이 이어져 지진에 해 민

감한 시기 다. 카페지기에게 이메일을 통해 자료수집 차와 련한 허락을 얻은 후 포놀 게시

에서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참가자들은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제공된 링크를 클릭한 후 설문에 

응답했다. 지진 재난과 포놀 활동 경험이 부족한 회원들을 제외하기 해 조사 시 을 기 으로 

포항에 거주한 지 2년 이상 그리고 포놀 활동을 한 지 1년 이상 된 만 19세 이상 회원들만 조사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설문 참여를 완료한 회원들에게는 소액의 사례품을 달했다. 

2) 응답자

총 530명 응답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평균나이는 35.98세(SD = 4.54) 다. 진앙과 가까운 북

구(56%) 지역의 회원들이 남구보다 좀 더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자 부분이 기혼인 동시에 자

녀가 1명 이상이었다(90.2%). 자녀의 부분은 미취학 아동(N = 357)과 등학생(N = 188)

이었으며, 고등학생(N = 52)은 소수 다.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회원  부분은 자녀 1명

(73.85%)으로 보고했고, 2명(24.90%), 3명(1.26%)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수 의 경우, 

문 학을 포함한 학 졸업자 (79.2%)가 부분을 차지했다. 직업의 경우, 업주부(51.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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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으며, 교사  강사(13%), 사무직(11.5%), 문기술직(8.3%) 등이 뒤를 이었다. 정

치  성향의 경우, 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57.7%, 진보  보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3%, 

9.10% 다. 포놀 회원의 등 은 활동량(방문 빈도, 게시  숫자, 댓  숫자 등)에 따라 한살나

무부터 어른나무까지 총 4단계로 나뉜다.14) 설문조사 응답자  두살나무(75.5%) 등 의 회원

이 가장 많았고, 한살나무(14.3%), 세살나무(6.4%), 그리고 어른나무(3.8%)가 그 뒤를 이었

다. 응답자의 다수(98.5%)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포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에 살아온 기간의 경우 20년 이상(55.8%)이 가장 많았고, 5년~10년 미만(20.8%), 2년 

이상~5년 미만(11.9%), 10년~15년 미만(7.5%), 그리고 15년~20년 미만(4.0%) 순이었다. 

3) 주요 변인의 측정

(1) 지진 재난을 보도하는 앙언론과 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

포항지진을 보도해 온 앙언론(KBS, MBC, JTBC, YTN 등 방송  조선, 동아, 경향 등)에 

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측정하기 해 기존의 항목들을 변형하여(Schmuck et 

al., 2017; Sellers & Shelton, 2003) 총 6개의 진술문을 5  척도로 제시했다(1  =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앙언론은 포항지진에 

해 충분한 지면 혹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뤘다(R)”, “...포항 사람들에게 닥친 요한 걱정거리를 

무시했다”, “...포항과 포항사람들을 부정 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꾸 한 심을 기

울 다(R)”, “...포항과 포항사람들에게 호의 인 편이었다(R)”, “...포항사람들이 겪는 고충을 

충분히 담았다(R)”, 각 항목에 한 답변 값을 평균내어 지진 재난을 다룬 앙언론에 한 부정

 지각 변인을 형성했다(α = .78, M = 3.42, SD = .62). 유사하게, 지역언론(포항MBC, 

경북매일, 경북일보, 남일보 등)에 한 부정  지각도 앞서 언 한 6개의 항목으로 측정했다

(α = .84, M = 3.12, SD = .64). 참고로 응답자들의 부정  지각은 앙언론(M = 3.42, 

SD = .62)이 지역언론(M = 3.12, SD = .64)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t(df = 529) = 

11.38, p < .001.

14) 각 등 에 한 구체  기 이 설정되어 있고, 이 기 을 만족시키면 등 은 자동 업그 이드된다. 컨 , 회원이 

두살 나무 등 을 얻기 해서는 포놀에 가입한 지 최소 2주가 지나야 하며, 20개의 게시 , 50개의 댓 , 10번의 방문 

기 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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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정체성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포항에 한 생각을 측정하고자 총 7개의 진술물을 제시하고 해당 진술문

이 응답자의 생각과 얼마나 가까운지 5  척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1  =  그 지 않다, 5

 = 정말 그 다). 해당 진술문들은 기존 연구에서 특정 집단에 해 개인이 얼마나 동일시하

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변형해서 활용했다(Leach et al., 2008). 주요 진술문 시로

는 “포항은 나에게 요한 도시이다”, “나는 포항에 애착을 느낀다”, “내가 포항사람이라는 것이 

만족스럽다” 등이 있다. 각 항목에 한 답변에 한 값을 평균내어 지역 정체성 변인을 형성했

다(α = .93, M = 2.92, SD = .88).

(3) 분노

포항지진에 한 감정  여는 분노 감정으로 측정했다. 응답자들은 “포항지진에 해 어떻게 

느끼는지” 총 2개의 감정 항목에 5  척도로 답변했다(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 “분노가 치민다”와 “화가 난다”에 한 응답의 평균값을 분노 감정(r = .86, p < .001, M 

= 4.12, SD = .93) 변인으로 형성했다.

(4) 지역기반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여

설문 응답자들은 지진 재난 발생 이후 일련의 포놀 기반 시민 여 활동에 참여한 이 있는지 ‘

(1)’ 혹은 ‘아니오(0)’로 응답했다.15) 련 활동으로는 ①포놀에서 회원들과 공동구매한 항의 

수막(‘NO 지열발 소’) 이미지를 소셜미디어 등의 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이 있는지, ②포놀

에서 댓  등을 통해 시민 활동에 참여한 다른 회원들을 격려한 이 있는지, ③포놀 회원들이 

지진 이후 따로 만든 ‘함께 만드는 포항’ 밴드에 가입한 이 있는지, ④포항시의 환경과 안 에 

해 포놀 회원들과 화나 토론을 한 이 있는지, ⑤포놀에서 회원들과 공동구매한 수막을 

집 밖의 베란다 등에 게시한 이 있는지, ⑥포놀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포항시청에서 개최한 기

자회견에 참여한 이 있는지, ⑦지진 련 시민활동에 참여하고 그 사실을 포놀에 공유한 이 

있는지, ⑧지역의 안 에 을 가하는 사건·사고를 포놀에 공유한 이 있는지, ⑨태풍이나 홍

15) 발 티노 등(Valentino et al., 2011)은 정치참여의 유형을 선거 등에 해 이야기를 나 는 손쉬운 참여(Cheap 

Participation)와 집회 등에 나가 항의하는 어려운 정치참여(Costly Participation)로 구분한 바 있다. 이를 용한다

면, ⑤~⑨의 경우 ①~④에 비해 노력과 자원(비용 등)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시민 여 구분은 본 

연구의 주요 이론  목 은 아니지만, 익명의 심사 원 요청으로 이와 련한 추가 분석내용을 연구결과에 보고했다(후

속 각주 16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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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등의 재해가 있을 때 사진 등을 직  어 실시간 상황을 포놀에 올린 이 있는지 등 총 9개 

항목을 측정하여 모두 더한 값을 분석에 이용했다. 해당 시민 여 변인은 정규분포보다 다소 왼

쪽으로 쏠려있어 로그 변환을 실시했다(Tabachnick & Fidell, 2001; M = .37, SD = 

.30).

(5) 통제변인

응답자의 나이, 포놀 회원등 (4등 ), 정치성향(5  척도, 매우 보수  ~ 매우 진보 ), 교육

수 (6  척도, 학교 졸업  그 이하 ~ 학원 졸업 이상), 포항 내 거주 행정 지역(1 = 북

구, 0 = 남구), 혼인상태  자녀 여부(1 = 기혼이고 자녀 1명 이상, 0 = 자녀가 독립한 기혼, 

사별, 미혼 등 나머지 가족 형태) 변인들이 통제 변인으로 투입되었다. 통제 변인을 제외하고 회

귀분석에 포함된 핵심 변인들 간의 상 계는 <Table 1>에 제시했다.

1 2 3 4 5

1 Regional Identity 1 -- -- -- --

2 Anger -.04 1 -- -- --

3 Negative Perception of News(MM) -.08 .16*** 1 -- --

4 Negative Perception of News(LM) -.19*** .19*** .52*** 1 --

5 Civic Engagement(LSM-Based) .12** .17*** .16*** .13** 1

Note. M = Mainstream Media, L = Local Media, LSM = Localized Social Media

 **p < .01; ***p < .001.

Table 1. Zero-Order Correlations Among Focal Variables (N = 530)

4. 연구결과

1) 지역 기반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여 측

포놀 기반 시민 여를 측하는 가설 1, 2, 3을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Table 2>, 세 번째 칼럼). 시민 여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통제 변인들 외에 지역 정체성과 

지진 재난에 한 분노 그리고 앙·지역 언론에 한 부정  지각 각각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투

입했다. 분석 결과 통제 변인  포놀 회원등 이 높을수록(β = .26, p < .01) 그리고 정치  

성향이 다소 진보 일수록(β = .08, p = .06) 시민 여 양상이 높은 경향을 보 다. 시민 여

와 련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에서 앙언론(H1a)  지역언론(H1b) 모두 

부정 으로 지각할수록 시민 여가 높아질 것으로 측했으나, 오직 앙언론에 한 부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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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만이 유의미한 측 변인으로 나타났다(β = .12, p < .05). 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은 

포놀 기반 시민 여와 유의미한 련이 없었다(β = .05, p = .32). 가설 2에서 지역 정체성이 

강할수록 포놀 기반 시민 여가 높아질 것으로 측했는데, 이는 지지되었다(β = .16, p < 

.001). 가설 3에서 지진 재난에 한 분노 감정이 강할수록 시민 여가 높아질 것으로 측했는

데, 이 한 지지되었다(β = .12, p < .01). 

요약하자면, 지진 재난을 보도한 지역언론(H1b)보다는 앙언론(H1a)에 한 부정  지

각, 강한 지역 정체성(H2), 지진 재난에 한 강한 분노(H3)가 포놀 기반 시민 여와 유의미한 

계가 있었다.16) 

Predictors
Negative Perception of 

News(MM)

Negative Perception of 

News(LM)

Civic Engagement

(LSM-Based)

Age .08+ .00 .03

Membership Rank .01 .04 .27***

Political Attitude .06 .03 .08+

Education Level .09* -.04 -.05

Ward(1 = Buk-Gu) .02 .02 .00

Family Type(1 = Child) -.01 -.03 -.02

Regional Identity -.07 -.18*** .16***

Anger .16*** .17*** .12**

Negative Perception of News(MM) - - .12*

Negative perception of News(LM) - - .05

F 3.42**. 5.07*** 8.99***

R2 .05 .07 .15

Notes. Entries are standardized βs. For political attitude, high number represents liberal tendency. MM = 

Mainstream Media, LM = Local Media, LSM = Localized Social Media. 
+p < .10, *p < .05, **p < .01, ***p <.001

Table 2. Predictors of Negative Perception of News Media and Civic Engagement (N = 530) 

16) 노력이나 비용의 소요에 따라 비교  손쉬운 시민 여와 어려운 시민 여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종속변인 값을 구

한 뒤(이  각주 15번 참고) 동일한 독립변인들을 회귀식에 투입하여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교  수월한 시민 여의 경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어려운 시민 여의 경우, 지역 정체성 그리고 분노와 달리 앙

언론에 한 부정  지각(β = .07, p = .17)은 더이상 유의미한 측 요소가 아니었다. 내가 속한 지역에 가해진 불이

익에 맞서 보다 근본  문제해결을 구하기 해서는 강한 지역 정체성과 분노가 요한 요소로 보인다. 기성언론에 

한 불만은 다른 사람과의 화 등 재난을 둘러싼 부정  감정을 그러뜨릴 수 있는 의견 표출 련 시민 여와 련이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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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앙언론과 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 측

지진 재난을 보도하는 앙언론과 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을 각각 측하는 가설 4, 5를 검

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했다(<Table 2>, 첫 번째와 두 번째 칼럼). 앙언론과 지역언

론에 한 부정  지각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통제 변인 외에 지진 재난에 한 인지 (지역 정체

성) 그리고 감정  여(분노)를 주요 독립변인으로 투입했다. 우선 앙언론에 한 부정  지각

이 종속변인일 경우, 통제 변인  교육수 이 주요 측 변인이었다. 즉, 교육수 이 높을수록(β 

= .09, p < .05) 앙언론을 좀 더 부정 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 다. 앙언론에 한 부정  

지각과 련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H4a)에서 지역 정체성이 강할수록 앙언론 

보도에 일 것으로 측했으나, 상과 달리 회귀계수는 오히려 음의 값을 보이며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07, p = .11). 따라서 가설(H4a)는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H5a)에서 지진에 한 분노 감정이 강할수록 앙언론을 부정 으로 지각할 것으로 측했는

데, 이는 지지되었다(β = .16, p < .001). 참고로 회귀식에서 분노 변인을 투입했을 때, R2값이 

.03(p < .001) 만큼 증가하여 감정  여 변인이 앙언론에 한 부정  지각을 지역 정체성과 

독립 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에는 제시되지 않음). 

이어서 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이 종속변인일 경우, 통제 변인  유의미한 측 변인

은 없었다. 련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H4b)에서 지역 정체성이 강할수록, 지역

언론을 덜 부정 으로 지각할 것으로 측했는데 이는 지지되었다(β = -.18, p < .001). 즉, 

지역언론을 호의 으로 지각하는 동화효과가 나타났다. 가설(H5b)에서 지진에 한 분노 감정

이 강할수록 지역언론도 부정 으로 지각할 것으로 측했는데, 이 한 지지되었다(β = .17, 

p < 0.01). 참고로 회귀식에서 분노 변인을 투입했을 때, R2값이 .03(p < .001) 만큼 증가하여 

감정  여 변인(분노)이 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을 지역 정체성과 독립 으로 유의미하

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에는 제시되지 않음). 

요약하자면, 지진 재난에 한 인지  여인 강한 지역 정체성은 상과는 반 로, 비록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앙언론에 한 부정  지각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경향과 

련이 있었다(H4a). 상 로 강한 지역 정체성은 지역언론에 해서는 부정  지각을 그러뜨

리는 양상과 련이 있었다(H4b). 한 포항지진에 한 감정  여인 분노는 앙언론(H5a)

과 지역언론(H5b) 모두에 한 부정  지각과 유의미한 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모델을 기반으로 AMOS를 통해 경로분석을 함께 실시했다(Figure 2). 그 결

과 연구문제에서 제기한 ‘분노 → 앙언론’에 한 부정  지각(β = .16) 그리고 ‘분노 → 지역

언론’에 한 부정  지각(β = .17)의 계수 값을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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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ratio = .39, p > .05. 추가로 앙-지역언론에 한 각각의 부정  지각이 ①지역 정

체성과 시민 여 그리고 ②분노와 시민 여의 양  계를 각각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해 PROCESS Model(4) 매크로를 이용하여 95%의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n = 5,000)분석을 실시했다(Hayes, 2017). 그 결과 모델에서 가능한 총 

네 개의 간 효과  ‘분노 → 앙언론에 한 부정  지각 → 시민 여’로 이어지는 경로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 다, b = .007, SE = .003, CI(.002, .015).  

Figure 2. Results of Hypothesized Relationships 

Notes. Control variables were not pictured for a parsimonious presentation. Entries are standardized βs. 

*p < .05, **p < .01, ***p <.001. MM = Mainstream Media, LM = Local Media, LSM = Localized Social Media.

5. 결론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지진 재난이라는 유의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기반한 소셜미디어에 재

난 시민들, 특히 가족 내의 주 돌 주체들이 도모한 시민 여를 측할 수 있는 사회 ·심리  

요소들을 탐색했다. 소규모의 지방도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서, 지역 기반 사회정체성의 역할

에 주목하여 련한 다양한 기존 이론의 근들, 즉 자기범주화이론, 사회정체성이론, 집합  행

동 모델 등에 기반하여 가설과 연구문제를 도출했다. 특히 포항에 기반한 지역 정체성(내집단에 

한 애착과 동일시), 재난을 둘러싼 분노, 그리고 지진 재난을 보도한 기성언론( 앙·지역언론)

에 한 부정  지각 등의 요소에 주목하여 지역 기반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여를 측했다. 

지진 재난 상황에서 재난 시민이었던 포놀 회원들의 시민 여는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 

안 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서의 상을 되찾아 정 이고 차별 인 내집단 정체성의 회복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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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자아존 감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결과 지역 정체성, 분노, 기성

언론  앙언론에 한 부정  지각이 포놀 기반의 시민 여와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측 요소들을 통하는 맥락은 수도권과 포항의 집단 경쟁에서 지진 재난을 

둘러싼 처우가 수도권과 비교하여 부당하다고 여기는 집단 상  박탈감이며, 활발한 시민 여

를 통해 지배집단( 앙정부, 지방정부, 앙언론 등)에 항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기성

언론인 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도 포놀 기반의 극  시민 여와 련이 있을 것으로 측

했으나 이는 지지되지 않았다. 아마도 해당 지각의 경우 시민 여를 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언론에 한 기 나 희망이 없어 냉소주의(“참여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

까?”)로 흐를 수도 있기에 효과가 상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희망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동

기의 원천으로서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정  감정으로는 드문 특성이 있다

(Lazarus, 1991; Snyder, 2002). 따라서 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과 시민 여의 계가 

약한 이유는 지역민들이 갖고있는 지역언론의 변하기 어려운 상에 한 망이나 체념 등의 특

수성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한 정  재난 시민들이 재난 발생 이 부터 갖고 있던 지역 정체성(인지  

여) 그리고 재난 이후 좀 더 만성 으로 근 가능했던 분노 감정(감정  여)이 어떻게 

앙·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에 차별 으로 향을 미쳐 시민 여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역 정체성이 강할 경우, 외집단 정보원인 앙언론을 평가 하하며 

일 것으로 상했으나, 이는 지지되지 않았다. 아마도 구·경북(TK) 지역 정체성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구체  내용은 후술함). 한편, 지역 정체성이 강할 경우는 내집단 정보원인 지

역언론을 덜 부정 으로 지각했다. 이러한 인지  여 외에, 포항지진에 한 부정  감정(분

노) 여와 앙·지역 언론의 부정  지각의 계도 유의미했다. 특히, 내집단 정보원인 지역언

론에 한 부정  지각도 앙언론과 큰 차이 없이 높았던 은 흥미롭다. 얼핏 보았을 때, 지역 

정체성이 강할수록 지역언론에 호의 이고 지진 재난에 한 분노의 감정이 높을수록 동일 상

인 지역언론에 인 결과는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집단을 옹호하거나 내

집단에 속한 검은 양(Black Sheep Effect; Marques, Yzerbyt, & Leyens, 1988)을 제거

하고자 하는 동기의 궁극 인 목 은 정 이며 차별 인 내집단 정체성의 회복이다. 특히, 내

집단 정보원에 한 부정  지각은 기존에 직 으로 연구되지 않았으나, 내집단 정보원 언론이 

내집단 잘못을 꼬집어 비 하는 경우, 해당 언론보도에 한  지각이 그러지고 오히려 

공정하다고 인식한다는 기존 결과들(이종 , 2015; Reid, 2012)과 맞닿아 있다. 후속 연구에

서 내집단 정보원에게 일 수 있는 여러 맥락이 좀 더 탐색 될 수 있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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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달리 지역 정체성의 강도가 높을수록 앙언론에 한 부정  지각은 유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소 그러지는 양상을 보 는데, 이는 기존  매체지각 연구의 

측에 반(反)하는 결과이다. 외집단 정보원에게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포항

을 포함한 구·경북(TK) 지역 정체성의 정치  복잡성 때문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통  

보수지역으로 재 야권인 ‘국민의 힘’의 오랜 텃밭이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앙정부의 큰 경제

 혜택을 받아왔기에, 집단  우월의식이 지역 정체성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김용

철·조 호, 2015). 흥미로운 은 우세한 내집단에 해 강한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의 경우, 내

집단 상에 (Ingroup Status Threat)이 가해졌을 때 그 의 실을 부정하며 보수

으로 기존 태도를 유지하려는(the status quo) 동기가 높아진다는 것이다(Mutz, 2018; 

Scheepers et al., 2009). 지진 재난  그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 되면서 포항기반

의 지역 정체성이 강한 이들은 우세 던 내집단의 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지각할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내집단 편애가 강한 이들은 주류사회의 변자인 앙언론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여 

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동화해야(assimilated) 할 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들의 앙언

론에 한 다소 낮은 부정  지각은(β = -.07, p = .11) 어쩌면 우세 던 내집단 상을 여

히 표출하고자 하는 일종의 자기보호 동기를 반 한 것일 수도 있다. 사회정체성 개념의 다층

이고 복잡다단함을 고려할 때, 집단에 한 만족감(Satisfaction)과 구분될 수 있는 우월성

(Superiority)을 하나의 독립된 차원으로 제시한 연구도 있는 만큼(Roccas et al., 2008) 후

속 연구에서 포함시켜 살펴볼 수 있길 기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기존에 다소 분리된 역

에서 독립 으로 진행되었던 연구들, 컨  재난 상황에서의 시민 여, 일상  상황에서 이 지

는 소셜미디어 기반의 시민 여, 선거기간 등 정치  상황에 주로 을 둔 기성언론에 한 

 지각과 그에 따른 안매체 이용 등의 논의를 통합하여 지진 재난이라는 국내 유의 상황

에 용했다. 더 나아가 수도권·지방의 집단 간 구조  갈등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평등 요소를 

끄집어내어 지방 소도시의 지역민들이 겪을 수 있는 집단 상  박탈감을 제기한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진 재난 상황에서 지역 정체성의 핵심  역할에 주목하여 집단 내 그리고 

집단 간 상 모두에서 동시에 살펴본 의미가 있다. 지진 재난 상황에서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부당한 기를 타 하기 한 정치  정체성으로 변모하면서 지배집단을 향해 항하는 구심  

역할을 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지역 정체성이 돌 자들의 규범  역할에 수렴되면서 안 한 

도시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극  시민 여와 연 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구에서 특히 지

역 정체성은 연구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개념화가 되기도 했으나, 지역 언론의 이용행태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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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주목받아왔다( : 강명 ·홍석민, 2005; 이강형·문종 , 2006). 그러나 

지역 정체성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룬 앙언론에 한 지각의 련성을 집단 간

(intergroup) 상으로 시민 여와의 연 성을 살핀 연구는 드물다. 소규모의 지역에 큰 재난

이나 사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언론의 보도에 한 지역민들의 불만이 간헐 으로 제시되기도 

했으나(박동균, 2009; 이화연·윤순진, 2013), 사회정체성 근틀 등에 기반하여 이론 으로 다

지지는 않았다. 연구결과 앙언론의 지진 재난 보도에 한 지역민들의 부정  지각은 수도권

-지방의 갈등을 첨 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재난 이외의 맥락으로 확

장해 해당 갈등에서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집단 간 커뮤니 이션 맥락으로 좀 더 깊

이 있게 다 질 필요가 있다. 

 매체지각 연구에서 감정  여의 요성이 매씨즈(Matthes, 2013)에 의해 환기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인지  여 변인인 지역 정체성을 통제하고도 지진 재난

에 한 감정  여인 분노는 앙·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지각의 선행 변인으로서 ‘ 여’ 개념의 복잡성(Perloff, 2015)을 더할 수 

있는 결과로서 감정  여 요인이 함께 규명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

노의 감정은 개인  수 이라기보다는 내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즉, 재난을 겪는 돌 자들)이 공

유하고  규범화할 수 있는 집단 기반의 감정에 가까워 시민 여에 매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매체지각을 집단 간 상으로 바라본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집단 기반의 다양한 감

정(Intergroup Emotion; Mackie & Smith, 2017)의 여 변인들을 탐구하여 련 연구를 

이론 으로 확장할 수 있길 기 한다. 

본 연구의  다른 의의는 앙언론에 한 부정  지각과 시민 여의 유의미한 계를 밝

힌 것이다. 본인이 속한 집단을 주류 미디어에서 자주 다루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 으로 묘사한

다는 지각은 집단 소외감(Tsfati, 2007), 정부에 한 불신(Saleem, Wojcieszak, et al., 

2019), 포  내집단과의 비동일시(Dis-Identification, Saleem, Wojcieszak, et al., 

2019) 등과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주류언론으로부터 받

은 사회정체성을 회복하기 해 소수자들이 어떠한 략을 추구하는지에 해서는 크게 주목하

지 않았다. 종종 자신이 속한 집단을 정 으로 묘사하는 메시지에 개별  수 에서 선택  노

출하거나(Knobloch-Westerwick & Hastall, 2010), 소수집단 우 정책을 지지하는

(Fujioka, 2005) 등의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내집단 기반의 안매체를 토 로 시민 여가 증

가할 수 있다는 논의는 많지 않았다(단, 외 으로 Saleem, Hawkins, et al., 2021).

이러한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갖고 있다. 우선 설문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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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이 포항을 표하는 지역민들의 표본은 아니다. 지진 재난 상황에서 자녀를 보호해야 하

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리고 포놀에 속한 회원으로서 더 강한 과 분노의 감정을 느 을 수 있

고, 기성언론에 한 부정  지각도 좀 더 높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에서 가

족 내의 주 돌 주체들이 유사한 목 으로 지역 기반 소셜미디어에 모여들어 문제 을 공유하고 

해당 재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비해야 하며 더 나아가 지배집단에 집합 으로 항을 할 수 있

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본 연구는 한 재난을 보도하는 앙·지역언론에 해 

편향 일 수도 있는 부정  ‘지각’에 을 두어서 측정했다. 련된 두 가지 한계 은 첫째, 응

답자들이 실제 언론보도에 한 상세한 비 보다는 내·외집단 정보원을 한 단서로 삼아 다소 

어림짐작하여 해당 보도를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회상에 기반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평가했기

에 더욱더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내·외집단 정보원과 보도내용( : 내집단에 

호의  혹은  내용) 모두를 실험자극물로 제작하여 정보원과 보도내용이 동시에 역동 으

로 미칠 수 있는 부정  지각을 살펴볼 수 있길 제안한다. 둘째, 지진 재난이 실제로 어떻게 기성

언론, 특히 앙언론에 보도되었는지 양 ·질  내용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왜곡 보도의 정도나 

지방배제의 정도를 객 으로 알기 어렵다. 태풍이나 홍수 등의 피해가 소규모 지역에서 발생

했을 때와 수도권에서 발생했을 때 앙  해당 지역 언론 보도 내용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는

지 후속 연구에서 체계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지진 재난이 발생한 후 약 22개월이 지나서 수집되었고, 횡단 연구

로서 주요 변인 간의 인과 계 규명이 어렵다. 특히 지진 재난에 한 분노가 활발한 시민 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이론  근거는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각 개념을 측정

하지는 못했다. 비록 지진 발생 첫날부터 인재의 가능성이 제기되었기에 분노가 재난의 개 과

정에서 시기 으로 시민 여보다 먼  유발 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시

을 기 으로 시민 여 ‘의도’가 아닌 재난 이후의 여 활동이 측정된 한계 이 있다. 유사하게, 

활발한 시민 여를 통해 지역 정체성이 강화될 수도 있고 기성언론을 더욱 부정 으로 지각할 수

도 있다. 종단 연구를 수행한다면 변인 간의 인과 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련하여 

지진 재난 이슈에 해 지역민이 느끼는 감정  여를 분노로 개념화하고 해당 감정이 기성언론

에 한  지각을 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동시에 언론에 한  지각이 분노

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노는 앙·지역언론 ‘보

도’에 한 부정  반응(Media Indignation, Arpan & Nabi, 2011; Hwang et al., 2008)

이기 보다는 지진 재난이라는 ‘이슈’에 한 돌 자 집단의 분노 반응으로 측정되었다. 포항지진과 

지열발 소의 련성이 지진 발생 첫날부터 꾸 히 두되었고, 재난 이후 처가 제 로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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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며, 수도권과 비교하여 부당한 우를 받고 있다는 상  박탈감 등 때문에 본 연구의 

감정  여인 분노는 재난 발생 이후 안정 이고 만성 으로 근 가능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감정  여로서의 이슈에 한 분노(Emotional Involvement)

와 편향된 언론 보도에 한 분노(Media Indignation)를 구분시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반도 지진 측 사상 역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수도권이 아닌 소규모 지방도시에서 발생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사회정체성에 한 상징

 , 재난 이후(수도권과 비교하여)의 부당한 처에 한 집단  분노, 그리고 기성언론의 

지진 재난 보도에 한 불만을 이론화하고자 시도했다. 특히 사회정체성 들에 기반한 집단 간 

커뮤니 이션 틀을 통해 포항을 기 으로 내·외집단의 범주화가 다양한 층 (지진을 겪는 사람

과 그 지 않은 사람, 수도권과 지방, 나와 유사한 정보원과 그 지 않은 정보원, 지열발 소 건

립 련 포항 안 의 책임자들 등)에서 일어날 수 있고, 해당 범주화가 화된 상황에서 특히 

돌 자들의 지역기반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여 양상을 탐색한 의의가 있다. 재난 상황에서 돌

자들의 지역 정체성은 불공정한 처사가 불러온 지역의 고충을 해소하기 해 정치화된 정체성

으로 환되어 지배집단을 향해 항하도록 했다. 돌 자들의 분노는 “포항에 사는 것이 억울하

다(익명의 포놀 회원)”는 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을 하루아침에 ‘ 험 도시’로 만든 

련자들과 이후 차별  재난 처에 한 공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억울함’은 수도권과의 비교

를 통해 상 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집단 기반의 울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 사

회정체성 근이 비교  덜 활발히 용되어 온 통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역에서 해당 근을 

다매체 정보원에 용함으로서 특히 외집단 정보원인 앙언론에 한  지각과 안매체

인 내집단 포놀 기반 시민 여와의 련성을 밝혔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에 독립 으로 수행되었

던 연구들, 즉 재난 상황에서의 시민 여, 일상 상황에서의 소셜미디어 기반 시민 여, 국내외 

정치  상황에 따른 기성언론의 불신과 안매체 이용 증가 등의 역을 통합한 의의가 있다. 기

성언론의 부진으로 주목받았던 돌 자들의 주요 활동 무 로서의 지역기반 소셜미디어는 수도권

과 지방의 첨 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지진 재난 상황에서 재난 시티즌십의 당당한 주체로서 그 

임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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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 발생 이후 나타난 가족 내 주 돌 주체들의 지

역기반 소셜미디어인 ‘포항맘놀이터’를 통한 자발  시민 여를 측하는 요소들을 탐색했다. 지진 재난은 

인구 약 50만 정도의 소규모 지방도시에서 발생했고, 재난의 향력도 해당 도시에 제한되었다. 따라서 

포항과 비(非)포항(특히 수도권)과의 집단 간 경쟁이 첨 해지면서, 재난 발생 지역에 기반한 사회정체성

이 시민 여를 이해하는데 핵심  요소로 부각된다. 지역기반 소셜미디어 회원인 돌 주체들을 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n = 530) 결과, 포항기반의 지역 정체성, 인재로 밝 진 재난을 둘러싼 만성  

분노, 그리고 기성언론(특히 수도권 기반의 앙언론)에 한 부정  지각이 시민 여를 측하는 주요 

요소로 밝 졌다. 한 지역 정체성과 분노는 외집단 정보원인 앙언론과 내집단 정보원인 지역언론에 

한 부정  지각을 각각 차별 으로 측하면서 시민 여에 상이하게 기여하는 양상을 보 다. 본 연구

는 기존에 독립 으로 연구되었던 재난과 시민 여, 소셜미디어 기반의 시민 여, 기성언론에 한 부정

 지각에 따른 안매체 이용 등의 역을 통합하여 유의 지진 재난 상황에 용한 의의가 있다. 나아

가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집단  갈등에서 재난 시민들이 지각한 사회구조  불평등 요소를 결

합하여 지배집단에 항하는 시민 여를 밝힘으로써 재난 시티즌십 역의 확장을 시도했다.

핵심어 : 시민 여, 지역기반 소셜미디어, 재난시민, 사회정체성, 2017 포항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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