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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국내 방송사업자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재난에 신속히 처할 수 있도록 련 재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고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한국공 방송 KBS는 방송통신발 기본법 제40조의2

에 의하여 ‘재난방송 등의 주 방송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방

송을 송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재난주 방송사가 지카바이러스와 련된 사회 재난 보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재난 응에 도움이 되는 임을 시의 하게 활용하 는지 평가하

다. 분석 결과, 재난이 발생한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실 달 임’의 비 이 가장 많았다.

반면 지카 바이러스의 원인 방법을 소개하거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시 목격되는 증상과 진단 검사

방법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 즉 ‘정보성 임’을 활용한 기사와 책 마련에 한 ‘책임 임’

은 상 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보도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한 방안에 한 실무 함의를 제시하 다.

■ 심어 :∣프  ∣재난 ∣재난보도∣지 러스∣재난주 사∣

Abstract

Domestic broadcasting companies are obliged to provide the disaster information quickly to

protect the public from the disaster, and people can prepare the disaster. Especially, Korea

Broadcasting System (KBS) has a duty to deliver disaster news more quickly and accurately

than other broadcasting companies because it is designated as a host broadcaster for disaster

broadcasting servi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3 of the Broadcasting Ac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KBS deals with social disaster news related to Zika virus, and evaluated

whether they used the frames in a timely manner to help people prepare a disaste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tried to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for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disaster new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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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난(災難, disaster)은 인간이 통제할수 없는해로운

향을 뜻한다. 재난 안 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크게 자연재난과 사

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강풍,

설, 가뭄, 지진과 같이 자연 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가 포함되며, 사회재난에는 화재나 붕괴, 항공

해상사고, 감염병 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된다. 한편 한국기자 회의 재난보도 칙에 따르

면, 재난은지진등 자연재난과화재 등 인 재난, 기

등 국가기반체계가마비되는 재난, 감 병 등 질병재난,

그리고 형사건·사고 등 사회 재난으로 구분된다.

국가는 이와 같은 다양한 재난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재난에 빠르게 처하기 하여 재난 안

리 기본법과 방송통신발 기본법을 제정하고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 등의

주 방송사로 지정하 다(방송통신발 기본법 제40조

의2(재난방송 등의 주 방송사). 이에 KBS는 ‘재난상

황에 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며, 재난지

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피·구조·복구 등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며, 재난방송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

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방송통신발 기본법 제40조(재난방

송 등)).

그러나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MERS: 동호흡기

증후군) 사태로 인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등을 겪으면서 국가

재난에 하는 방송사업자의 시각과 태도에 보완이 필

요하다는 지 이 제기되기 시작하 다. 뿐만 아니라 세

월호 참사 당시에는 신속성에만 치우쳐 정확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재난 보도의

선정성과 정보의 성에 한 비 의 목소리가 제기

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방송사의 재난보도의 양상과

핵심 임을 면 히 분석함으로써 재난 주 방송사

가 실무 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부분에 해 논하고자

하 다.

특히 이 연구는 재난 안 리 기본법이 재난을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에 착안하여, 언론 보도를 통해 재난 발생을 막거나

혹은 인 , 물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단되

는 질병재난에 을 두었다. 컨 근원지가 동인

메르스 바이러스의 경우 동을 비롯한 해외 발병국에

서 한국으로넘어오지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충분히

방이 가능했다는 비 이 있었는데 이는 질병재난의 경

우 정부 언론의 기 응이 요하며, 응에 따라

재난을 원천 쇄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연구는 시기 으로 가장 최근에발생한 질병

재난인 지카바이러스사태에 주목하고 련 언론 보도

의 임을 분석하 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1950

년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에서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

된 것을 시작으로 아 리카에서 간헐 인 유행이 나타

나다가 최근 라질 등지에서 유행하 다. 특히 미국

을 포함한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이 보이자세계보건

기구(WHO)가 2016년 2월 국제공 보건 기상황을 발

표하 다. 한국에서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확인되며 2016년 17명, 2017년

11명의 감염증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다[1]. 한편

질병 리본부가 발표한 ‘감염병 감시연보’에 의하면, 국

외유입 감염질환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에서도 모기 매개 질환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 반면 국외유입 감염 질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과 반 로 오히려 감염질환에 한

방 비, 경각심 인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 구체 으로 자신이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한 질문에 체 응답자

38.6%가 '낮다'고응답했고질병 방활동실천의지역

시 60~70% 정도 수 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2]. 해

외여행을 떠나는 출국자 수가 지속 으로 증가세를 보

이고 있고, 특히 2018년도에는 3,000만 명 이상이 해외

여행을 다녀올 것으로 상되는 시 에, 질병 재난

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책임과 요도는 어느 때 보다

요하다고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모기매개 질환

지카 바이러스에 한 국내 언론 보도 행태를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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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난보도  양상  프   행연

고찰

술한 바와 같이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발 기본

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

황에 재난을 방하고 피,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방

송 송출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에 언론 미디어 학자들은 방송사업자들의 재난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 과 발 방안을 시사하는 연구

를 지속 으로 진행해오고있다[3]. 특히 재난보도의

임을 분석하는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는데 련하

여 Weaver(2007)는 임 연구가 지난 10년 간 가장

활발히 진행된 연구 역 하나라고 언 한 바 있다

[4, 95쪽 재인용]. 임(frame, 틀)이란 언론이 ‘이슈

에 한특정 을 의도 으로선택 혹은배제함으로

써 핵심을 축소하거나 과장하여 달하는 패턴’을 의미

한다[5][6]. 따라서 언론이 어떠한 임을 활용하여

일련의사건, 사고를 달하느냐에 따라 수용자의인식,

나아가 행 까지 달라진다[7]. 학자들은 이처럼 언론보

도의 임이 수용자의 사고에 향을 미친다는 에

착안하여 임 분석을 통해 언론을 끊임없이 분석,

평가하고 있다.

뉴스의 임 유목을 도출하는 방식은 크게 연역

근과 귀납 근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8]. 연역

근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활용되고 검증되어 온

임 유목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귀납

근은연구의 특성에 따라 직 임 유목을 추출하

여 분석에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난보도에 한

임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목 , 재난의 속

성 등에 따라 알맞은 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본 지진 원 사태에 한 국내보도 특성을분석

한 연구는 기사제목에 나타난 핵심 아이디어를 요약하

여, 피해 수 , 복구 노력, 온정, 정치/경제 향, 오염,

험논란, 험 상 확 등 7개 주요 임을 구축하

다[9]. 분석 결과 뉴스 보도의 본문에서 오염 임이

가장 자주 제시되고 있었는데, 이는 국내언론이 일본

지진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태풍 나리에 한 제주지역의

재난방송보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1단계 임은

사 책, 장보도, 원인/책임규명, 사후 책으로 구분

되었고, 보다 세분화된 2단계 임은 사 방, 태풍

상황, 복구활동 등 11개 임으로 구분되었다[10].

한 사회재난에 한 보도 임을 분석한 임연희

(2014)는 텔 비 뉴스가 세월호 참사를 어떠한

임을 활용하여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11]. 분석

결과 1차 임은 장보도, 원인/책임규명, 사후 책,

기타로 구분되었고 2차 임은 장보도(구조 장/

지원상황, 사망·유가족/자원 사, 생존/사망자 조명, 구

조이후 상황 등 4개 소분류 임), 원인/책임규명(침

몰원인, 책임규명/처벌, 재난 리상 문제 등 3개 소분

류 임)과 사후 책(보상 책, 안 책, 정책마련

등 3개 소분류 임)으로 추출되었다. 한편 임분

석 결과 장보도 임이 체의 62%로 가장많았고,

원인/책임규명은 25.7%, 사후 책 임은 2.3%에 그

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언론보도가 구조 장과

사망·유가족에 치우쳐 보도하 고 침몰의 원인이나 안

책, 정책 마련에 한 보도에는 소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재난의 시기에 따른 임 차이를분석한 연구

도 진행되었다[12][13]. 이승희와 송진(2014)은 세월호

조난 소식이 들린 시 부터 사고 반 구조 활동이 이

진 시기를 제1시기로, 세월호 기 사 등의 책임이 제

기된 시기를 제2시기로, 유가족의 시 가 있었던 기간

을 제3시기로, 선장이 살인죄로 기소되는 등 책임규명

이 이 진 시기를 제4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임

차이를 분석하 다[12]. 김태원과 정정주(2016)는 사고

보도 단계를 1시기, 책임 공방 분석 단계를 2시기,

정치 담론화 단계를 3시기로 구분하고 보도 기간별

보도 임의차이를분석하 다. 그 결과, 조선일보의

경우 1시기에 사건 공시 임이 압도 으로많았고 2

시기에는 립과 갈등 임과 비난 임이높은 비

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시기에는 비

난 임 보다 립과 갈등 임이 더욱 높은 비

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자는 이를 두고 조선일보가 3시

기에 특히 여당과 야당, 혹은 유족과 정치권의 립 상

황을 강조한 것으로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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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난보도 임을 연구한 기존의 선행연구

들은 부분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이나 형사건

사고로 인한 사회 재난에 치우쳐 연구되어 온 경

향이 있다. 이 연구는 상 으로 연구가 미비한 감염

성 질병 재난에 을 맞추고, 연구자가 기사를 읽어

가며 직 임을구성하는 귀납 근방식으로 연

구를 진행하 다. 나아가 재난의 시기에 따른 임

유형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 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재난주 방송사가 기 재난 응에 도움이 되는

임을 극 으로 활용하 는지, 는 재난이 수그

러드는 마지막 시기에 합한 임을 활용하 는지

에 한 평가와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Ⅲ. 재난보도 프   

1. 연

이 연구는 국내 재난 주 방송사가 재난보도를 어떠

한 임으로 에게 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

다. 먼 보도 유형, 뉴스 가치, 재난의 객체 등 재난보

도의 양상을 종합 으로 살펴보고, 재난 시기에 따른

핵심 임과 보도의 문성을 살펴보았다.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국내 재난주 방송사의 재난보도의 양상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재난 시기별 재난보도의 핵심 임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3. 재난 시기별 재난보도의 문성은어떠한

가?

2. 연

1.1 표본 

이 연구는 국내 공 방송의 재난보도 행태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재난 보도 재난 방송을 통해지진, 설,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해상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

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일조할 책

무를 지니고 있는 재난 주 방송사인 KBS의 방송뉴스

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 으며, KBS에서 방송 인 뉴

스 로그램(뉴스9, 뉴스7, 뉴스5, 뉴스12, 아침뉴스타임,

930뉴스, 뉴스라인, 4시뉴스집 , 뉴스 장, 지구 뉴스,

로벌24, news today, 속보특보, 뉴스타임, 경제타임)

을 모두 포함하 다. 분석 자료는 KBS 뉴스 홈페이지

(http://news.kbs.co.kr)에서 수집하 다. 구체 으로 국

내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처음 발생한 2016

년 3월 22일부터 2017년 5월 6일까지 방송된 뉴스보도

보도제목(화면 자막)과 내용에 ‘지카’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연구자들이 모은 결과 269개의 기사가 수집되

었다. 다만 보도내용이 정확히 일치, 복되거나 ‘지카’

단어만 언 되었을 뿐보도의 핵심내용이 지카바이러

스가 아닐 경우1 등을 제외한 총 218개 뉴스보도 기사

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1.2  목

1.2.1 보도 유형

기사유형의하 분석 유목 보도 유형은 선행 연구

를 참조하여 스트 이트기사, 인터뷰성 리포트, 기획성

/심층성리포트, 르포성리포트 등네 가지 유목으로 구

성하 다[14]. 스트 이트 유형의 기사는 발생한 사건

을 심으로객 인사실을 나열한기사를 뜻하고 인

터뷰성 리포트 유형은 인터뷰어와의 문답 내용이 보도

의 심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기획성/심층성 리포트

기사 유형은 기자가 사실에 근거하여 보다 심층 으로

취재한 기획성 기사를 뜻하며, 르포성 리포트 유형은

재난 발생 장에 직 가서 취재하거나 장을 심으

로 사실 으로 달하는 기사를 의미한다.

1.2.2 뉴스 가치

뉴스 가치는 리즘 측면에서 뉴스가 어떠한 가치

를 으로 다루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시의성, 향력, 명성, 유용성,

신기성, 흥미성, 갈등성, 심층성 등 8개 하 항목으로

구성하 다[15][16]. 구체 으로 시의성 유목에는 최근

1. ① “미국 로리다 주에 사는 지카리는 친구들이 이런 재주를 직

보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지구 뉴스, 2016. 9. 5) ② “마크 커버

그 페이스북 최고경 자 부부가 AIDS·에볼라·지카 등 질병 퇴치를

한 연구에 우리돈으로 3조 3천억원을 기부하기로...” (뉴스12, 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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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건을 다루거나가까운 곳에서 발생한사건을 다루

는 기사가 포함되며, 향력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건의직 인 향을 받게 되어 사회 요도가 높

음을 강조한 기사가 포함되고, 명성에는 사회 으로

리 알려진 인물이나 장소에 련된 뉴스기사가 포함

된다. 유용성 유목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에 을 맞춘 뉴스 기사가 포함되고, 신기성에는

이상하고 기이한 사건을다룬 기사가 포함되며, 흥미성

에는 요도는 크지 않더라도 독특하고 흥미있는 요소

를 지니고 있는 기사가 포함된다. 한 갈등성 유목에

는 뉴스 내에 주체 간 폭력, 충돌, 싸움, 긴장 등과 련

된 기사가 포함되고심층성 유목에는 해당사건에 한

문제를 심층 으로 다루고 이를 구체 으로 설명, 해석

하는 기사가 포함된다.

1.2.3 재난의 객체

재난의 상이 되는재난의 객체를분석하기 해연

구자들이 분석 기사를 읽어가면서 귀납 인 방식으로

유목을 분류한 결과 여성(임신부/신생아), 남성, 올림픽

참가자, 특별한 언 이 없는 경우, 기타 등 5개 유목으

로 구분되었다. 질병 재난의 객체의 경우 일반 으로

남성/여성으로 구분되거나 노인/비노인, 국내/국외 등

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의 시기나 특성에 따

라 유목의 구성이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직 기사를 분석하면서 보다 포 으로 유목을 구성

하 다.

1.2.4 핵심 임

핵심 임은 기사가 으로 다루는 핵심 주제

주제를 달하는 틀(frame)을 의미한다. 분석 유목

은 기본 으로 임 분석을 시행한 다양한 선행연구

[14][17-22]를 참조하되, 연구자들이 기사를 살펴보면

서 귀납 으로 유목을 수정하여 재구성하 다. 먼 1

차 범주로 <사실 달 임>, <정보성 임>, <감

정 임>, <책임 임> 등 네 가지 임 유목

을 구성하 다(핵심 임 분류). 다음으로 보다 상

세히 보도 임을 분석하기 해 1차 범주를 세분화

하여 2차 범주를 구성하 다. 구체 으로 <사실 달

임>은 확진/소두증 발생, 기/재난으로, <정보성

임>은 원인/ 방, 증상/진단/검사로, <감정

임>은 험성/불안, 안심/안정으로, <책임 임>은

비난/불참, 책 마련으로 범주화하 다(핵심 임

소분류). 구체 인 핵심 임 분석 유목은다음 [표 1]

과 같다.

핵심 임 분류 핵심 임 소분류

사실 달 프
진/  생 프

/재난 프

보  프
원 /  프

상/진단/검사 프  

감  프
험 / 안 프

안심/안  프

책  프
비난/ 참 프

책 마  프

표 1. 핵심 프   목 

1.2.5 재난보도의 문성

재난 메시지를 달하는 뉴스 보도에서 정보원은 매

우 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원에 따라 수용자에게

달되는 메시지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Hovland

& Weiss(1951)는 신뢰도가 높은 정보원이 수용자에게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주장한 바있다[23]. 반 로

시청자 역시 메시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정보원의

문성이나 신뢰도를 기 으로 삼는다. 따라서 문가

가 달하는 재난 메시지가 비 문가가 달하는 경우

에 비해 효과 으로 달될 수 있다[24]. 따라서 본 연

구는 문성이 담보된 정보원을 활용하 는지, 어떠한

유형의 정보원을 활용하 는지, 의학 문기자가 취재

하 는지를 면 히 분석하 다. 구체 으로 정보원 유

형은 연구자들이 기사를 살펴보면서 앙정부 지자

체, 문유 기 , 문가 등 귀납 으로유목을구성하

다. 한편 의학 문기자는 의사 출신의 기자이거나 오

랜 기간 의학 분야를 담당한 문 기자를 의미한다.

1.3 코딩   

언론학 공 연구자와 언론학 공 학원 졸업생 총

두 명이 코딩에 참여하 다. 체 데이터의 10%를

복 코딩하여코더 간 신뢰도를 검하 으며 코헨의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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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합한 수 임을 확인하 다. 이후 SPSS 18.0

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시행하

으며, 교차분석 결과 기 빈도가 5 미만인 셀의 비율이

체의 20%가 넘는 경우 몬테카를로(Monte Carlo) 유

의 확률을 함께 제시하 다[25].

Ⅳ. 연 결과

1. 연 1  해결:재난보도  양상 결과 

KBS 뉴스 로그램에서 방송된 지카 바이러스 련

기사의 보도 유형을 살펴본 결과, 객 사실을 나열

하여 보도하는 스트 이트 기사가 124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시민이나 재

난 문가와의 담이 주를 이루는 인터뷰성 리포트가

37건(17%)으로 뒤를 이었다. 리포터가 사실에 근거해

심층 으로 기획, 취재, 보도한 기획성/심층성 리포트

와 장의 분 기를 사실 으로 보도하는 르포성 리포

트는 각 29건(13.3%)과 28건(12.8%)으로 상 으로

미미하 다.

다음으로 지카 바이러스 련 보도가 어떠한 뉴스가

치에 을 두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최근의 소식

혹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는 ‘시의성

(38.1%)’ 가치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이 사건의 향을 직 으로 받을 수 있어

사회 으로 요도가 높은 ‘ 향력(24.8%)’ 가치가 뒤

를 이었고, 사회 으로 리 알려진 인물 혹은 장소에

련된 뉴스를 의미하는 ‘ 명성(12.4%)’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에 을 둔 ‘유용성’ 가치

(12.4%), 특이한 사건을 다루는 ‘신기성(7.3%)’ 가치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흥미 요소에 을 두는 ‘흥미

성(2.8%)’가치와 다양한 주체 간 폭력, 충돌, 긴장 등과

련된 뉴스를 의미하는 ‘갈등성(1.4%)’ 가치, 문제를

심층 으로 다루고 구체 으로 설명하는 ‘심층성(0.9%)’

가치에 을 둔 기사는 상 으로 었다.

아울러 뉴스에서 재난의 상을 구로 한정하여 보

도하고 있는지를 뜻하는 재난 보도의 객체를 분석하

다. 그 결과 객체에 한 특별한 언 이 없는 경우, 즉

재난이 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일임을 내포하는 기

사가 154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임신부, 신생

아)이 29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올림픽 참가자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는 기사는 25건(11.5%),

남성을 재난의 객체로 본 기사는 9건(4.1%)이었다.

2. 연 2  해결:재난보도  프  결과

1) 재난보도  시 별 핵심 프  결과

재난 보도의 핵심 임을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나 소두증 환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 재난 사실을 단순히 달하는 ‘사실 달

임’이 95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재난의 험성

을 강조해불안을 야기하거나 혹은지카 바이러스가

어들고 있고 방이 가능해 안심해도된다는 내용이 주

를 이루는 ‘감정 임’이 58건(26.6%)으로 뒤를 이

었다. 한 지카 바이러스의 원인이 무엇이며 방법은

어떠한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진단, 검사 방법을 달하는 ‘정보성 임’과 재난으

로 인한 피해 상황이나 재난의 책임 소재를 가려 비

하는 목소리와 재난 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으

로 보도한 ‘책임 임’은 각각 17.4%, 12.4%에 그쳤

다.

한편 재난 시기에 따른 핵심 임을 교차 분석한

결과, 시기×핵심 임 분류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

으로 분석되었다(χ²=33.998, df=6, p<.001). 구체 으

로 1기에는 ‘사실 달 임’과 ‘감정 임’이

체의 69%로 가장 많았고 ‘정보성 임’과 ‘책임

임’은 각 19%, 12.1%에 그쳤다. 반면 2기에는 네 가지

핵심 임이 상 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정 임’이 35.4%로 가장 많았고,

‘사실 달 임’이 29.2%, ‘정보성 임’이 20.4%,

‘책임 임’이 15%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3기의

경우 ‘사실 달 임’이 78.7%로 부분을 차지하

고, 나머지 세 임의 비 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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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임 분류

1 2 3 합계

사실 달 프
25

(43.1)
33

(29.2)
37

(78.7)
95

(43.6)

보  프
11

(19.0)
23

(20.4)
4

(8.5)
38

(17.4)

감  프
15

(25.9)
40

(35.4)
3

(6.4)
58

(26.6)

책  프
7

(12.1)
17

(15.0)
3

(6.4)
27

(12.4)

합계
58

(100)
113

(100)
47

(100)
218

(100)

χ²=33.998, df=6, p<.001

표 2. 시 별 핵심 프  류 차  N(%)

다음으로 재난 보도의 핵심 임을 2차 범주로 소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 기/재난 임’이 53건

(24.3%)으로 가장 많았고 ‘ 험성/불안 임’이 46건

(21.1%), ‘확진/소두증 발생 임’이 42건(19.3%), ‘원

인/ 방 임’이 26건(11.9%), ‘ 책 마련 임’이

16건(7.3%)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증상/진단/검사

임(5.5%)’과 ‘안심/안정 임(5.5%)’, ‘비난/불참

임(5.0%)’의 비 은 상 으로 매우 었다.

한편 재난 시기에 따른 핵심 임 소분류를 교차

분석한 결과, 시기×핵심 임 소분류의 차이는 유의

미한 수 으로 분석되었다(χ²=81.517, df=14, p<.001).

구체 으로 1기와 2기 모두 ‘확진/소두증 발생 임’

과 ‘ 험성/불안 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기에는 ‘확진/소두증 발생 임’이, 2기에는 ‘

험성/불안 임’의 비 이 가장 높았다. 1, 2기 모두

구체 인 지카 바이러스 진단법이나 검사 방법을 소개

하거나 바이러스에 한 공포심을 덜어주는 안심

임의 비 이 매우 었다. 한편 2기에 ‘비난/불참

임’이 8.8%로 상 으로 많이 발견된 것은 라질 리

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2016 하계 올림픽 선수

객이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어 올림픽 불참 선

언을 한 보도가 많았기 때문이다.

3기의 경우 ‘ 기/재난 임’과 ‘확진/소두증 발생

임’이 체의 78.7%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재난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는 재난에 한

구체 인 정보나 재난의 험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바

이러스감염자가 발생한 지역과발생 수를단순히 나열

하는보도가 주를이룬 것을 알 수있다. 한 싱가포르

에서 발생한 지카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 재

난이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인 재난

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시기이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시기
임소분류

1 2 3 합계

사
실

달

진/  생
15

(25.0)
23

(20.4)
4

(8.5)
42

(19.3)

/재난
10

(17.2)
10

(8.8)
33

(70.2)
53

(24.3)

보

원 /
7

(12.1)
16

(14.2)
3

(6.4)
26

(11.9)

상/진단/검사
4

(6.9)
7

(6.2)
1

(2.1)
12

(5.5)

감 험 / 안
12

(20.7)
33

(29.2)
1

(2.1)
46

(21.1)

안심/안
3

(5.2)
7

(6.2)
2

(4.3)
12

(5.5)

책
비난/ 참

0
(0)

10
(8.8)

1
(2.1)

11
(5.0)

책마
7

(12.1)
7

(6.2)
2

(4.3)
16

(7.3)

합계
58

(100)
113

(100)
47

(100)
218

(100)

χ²=81.517, df=14, p<.001, Fisher's Exact Test P<.001, Monte 
Carlo p<.001, Cramer’s V=.43

표 3. 시 별 핵심 프  류 차  N(%)

3. 연 1  해결:재난보도   결과 

문성 있는 정보원을 활용한 기사가 148건(67.9%),

정보원을 활용하지 않은 기사가 70건(32.1%)으로 분석

되었다. 재난 시기에 따른 시기별 정보원 문성 유무

의 차이를 교차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시기×정보원 유

무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 으로 분석되었다(χ²=8.163,

df=2, p<.05). 1~3기 모두정보원을 활용한 기사가 더 많

았지만 특히 3기에는 정보원을 활용한 기사가 체의

85.1%로 부분을 차지하 다.

시기
정보원 문성

1 2 3 합계

37

(63.8)

71

(62.8)

40

(85.1)

148

(67.9)

없
21

(36.2)

42

(37.2)

7

(14.9)

70

(32.1)

합계
58

(100)
113

(100)
47

(100)
218

(100)

χ²=8.163, df=2, p<.05

표 4. 시 별 보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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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보원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국내 문유

기 을 활용한 기사가 49건(33.1%)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앙정부 지자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기사가

36건(24.3%), 해외 문 유 기 을 활용한 경우가 27

건(18.2%)으로 뒤를 이었다. 의사, 교수 등 의학 문가

를 활용한 경우가 15건(10.1%), 국제기구의 발표나 통

계자료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우가 10건(6.8%)으로

나타났다. 해외 앙정부 지자체를 정보원으로 활용

한 경우에 비해 국내 앙정부 지자체를 활용한 경

우는 5건(3.4%)으로 매우 었다.

한편 시기×활용 정보원 유형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

으로 분석되었다(χ²=38.177, df=12, p<.001). 1기에는

국내 문유 기 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우가 반

이상이었고(56.8%), 2기의 경우 국내/외 문유 기

과 국내 문가, 해외 앙정부 지자체를 비교 고

루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기에는 해외 앙정부

지자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우가 47.5%로 반 가

까이 차지하 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발견된 집단 감염

사건 때문으로 짐작된다.

시기
정보원 유형

1 2 3 합계

내/ 앙 ,지 체
1

(2.7)
3

(4.2)
1

(2.5)
5

(3.4)

해 / 앙 ,지 체
7

(18.9)
10

(14.1)
19

(47.5)
36

(24.3)

내/
21

(56.8)
20

(28.2)
8

(20.0)
49

(33.1)

해 /
6

(16.2)
15

(21.1)
6

(15.0)
27

(18.2)

내 가
1

(2.7)
14

(19.7)
0

(0.0)
15

(10.1)

해 언
0

(0.0)

4

(5.6)

2

(5.0)

6

(4.1)

1
(2.7)

5
(7.0)

4
(10.0)

10
(6.8)

합계
37

(100)
71

(100)
40

(100)
148

(100)

χ²=38.177, df=12, p<.001, Fisher's Exact Test P<.001, Monte 
Carlo p<.001, Cramer’s V=.36

표 5. 시 별 보원  (N=148) N(%)

마지막으로 의학 문기자가 취재, 작성한 기사의 비

율을 조사한 결과 체의 3.7%에 그쳤다. 218건의 보도

에서 210건이 일반기자가 작성한 기사로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기에 계없이 동일하게 찰되었다.

시기
기자 유형

1 2 3 합계

학  언
4

(6.9)
4

(3.5)
0

(0.0)
8

(3.7)

학  언 안
54

(93.1)
109

(96.5)
47

(100)
210

(96.3)

합계
58

(100)
113

(100)
47

(100)
218

(100)

χ²=3.504, df=2, p>.1, Fisher's Exact Test P>.1, Monte 2Carlo 
p>.1, Cramer’s V=.13

표 6. 시 별 학  취재 여  N(%)

Ⅴ. 결   시사

이 연구는 국내 언론이 국가 재난 상황을 수용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달하고 있는지를살펴보았다. 구체

으로 재난 주 방송사인 KBS의 뉴스 로그램에 나타난

재난보도 양상과 임을 분석함으로써 언론이 수용자

에게주지시키고있는재난의담론을 악하고자하 다.

먼 재난보도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체 지카 바

이러스 련 보도의 반 이상이 스트 이트형 기사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우려)으로 인한 사회 재난을 단

순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사가 많았다. 동일한 맥

락에서 최근에 발생한 사고나 사건을 다루는 뉴스의

‘시의성’ 가치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국내 언론이 재

난 발생 사실을 국민에게 서둘러 알리기 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은 재난의 선포에만

집 하고 있을 뿐, 재난 련 이슈를 구체 으로 해석,

설명해주는 ‘심층성’ 가치는 매우 었다. 리포터가 재

난 상황을 심층 으로 기획, 취재, 보도하는 기획성/심

층성 유형의 기사 역시 다른 유형에 견주어볼 때 상

으로 비 이 매우 었다.

한편 뉴스 보도에 나타난 재난의 객체, 다시 말해 재

난으로부터피해를 입을수 있는 당사자를 구로 지목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분의 보도가 재난의

상에 한 특별한 언 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주목할 만할 은 여성을 재난의 상으로 지

목한 경우가 남성을 재난의 상으로 본 경우의 세 배

를 넘는다는 이다. 가임기 여성 혹은 임신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에 걸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성(임신부, 신생아)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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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사가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지카 바이

러스는성 계에 의한 감염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남성

의 몸에 두 달 이상 생존해있다 양성으로 밝 진 사례

도 있다. 남성의 몸에 잠복해있다 여성에게 염될 가

능성도 매우 크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2016년 국내 지

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남성이

76.5%로 여성의 세 배 이상 많았다[1]. 반면 가임기 여

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임신을 했을 때 소

두증의아이가 태어난 경우는 매우 은 것으로 보고된

다 바 있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소두증 감염

신생아라는 자극 이고 선정 인 보도를 많이 한 것은

시청자의 이목을 끌기 한 황색 리즘(yellow

journalism)의 일면은 아닌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재난보도의 핵심 임을 분석한 결과, 재

난이 발생한 사실을 달하는 ‘사실 달 임’이

체의 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

서 살펴본 ‘스트 이트형’ 기사와 ‘시의성’ 뉴스 가치가

담긴 기사가 많았다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재난의 시기를 1~3기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을 때 재난의 1기가 아닌 3기에서 ‘사실 달

임’의비 이 훨씬 높았다는 에주목해야한다. 방송통

신발 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재난방

송을 할때 수해야할 첫번째 사항은 “재난상황에

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다. 지카 바

이러스가 처음 목격된 발생 기가아닌 3기에재난 사

실을 알리는 보도가 많았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반면 지카 바이러스의 원인 방법을 소개하거나 지

카 바이러스 감염 시 목격되는 증상과 진단 검사 방

법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기사, 즉 ‘정보성 임’

을 활용한 기사는 체의 19%에 불과한것으로 조사되

었다. 언론은 재난 상황을 신속히 수용자들에게 알리는

의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피해가고, 보다 발 빠르게 재난에 처할 수 있도록 도

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내 언론보도는 재난을

개별 인사건으로 달하고 있을 뿐 사건의정황에

을 맞춰 재난이발생한 원유나해결 방안을 구체 으

로 해석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핵심 임을 소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언론은

‘ 기/재난 임’과 ‘ 험성/불안 임’, ‘확신 소두

증 발생 임’의 순으로 많이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반면 ‘증상/진단/검사 임’과 ‘안심/안정

임’의 비 은 매우 었다. 마찬가지로 국내 언론이 재

난에 한 험성만 강조할 뿐, 국민이 재난에 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에 한 안내는 부족했던 것

으로 평가된다. 련하여 일본의 NHK의 경우 재해

책 규정을마련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언론사취재인력

을 훈련시키고 있다. 구체 으로 재해를 단순히 계,

달하거나 제3자의 치에서 객 사실을 나열하는

보도를 지양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27][28]. 한 신속

한 응만큼이나 상황을 정확히 악하여 필요한 정보

를 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언론사도 선진 인

재난 보도 칙을 보다 극 으로 따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보도의 문성을 살펴본 결과, 문

인 정보원을 활용한 기사가 반 이상으로 분석되었

고 그 에서도 질병 리본부와 같은국내 문유 기

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카 바

이러스에 한 문 인 지식과 정보를 갖춘 정보원을

극 으로 활용하 다는 것은 수용자에게 달되는

메시지 효과를 높일 수있다는 에서 매우 고무 으로

평가된다. 다만 의학 분야를 문 으로 담당하는 기자

나 의사 출신의 기자가 취재한 기사의 비 은 체의

3.7%로 매우 미미하 다. 질병,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

하는 사회 재난에 보다 정확하게 응하기 해서는

언론사 차원에서 문 기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문성이 담보된 정보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재난 사건

을 취재하는기자가 정보의 신뢰도를직 검증하는

차를 한 번 더 거친다면 언론을 하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효율 으로 재난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일

본의 경우 언론사에 지진이나 원 분야를 문 으로

취재하는 기자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언론사도 재난 문 취재 인력을 편성하고 지속 으로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가재난방송사의 재난 보도 행태를 살펴

으로써 재난 보도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한 방안에 한 실무 함의를 제시하 다. 정리하자면,

첫째재난시기에따른 한정보를제공해야 한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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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의 발생과 동시에 서둘러 재난을 공표하는 것이 무엇

보다 요하며, 단순히재난을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재

난을 방하거나 재난에 비할 수 있는 구체 인 정보

를 함께제시하는 노력이필요하다. 재난이 마무리 되는

시 에는동일한재난이발생하 을때보다효율 으로

처하기 한제도마련 개선에 한보도가필요할

것이다. 둘째, 재난의 험성을 알리는 것에만 주력하지

말고재난의 험성과재난에 비하는구체 인방안을

균형 있게 보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하 듯이

선정 이고 자극 인 내용으로 험성만 강조하는 것은

황색 리즘으로 비 받아 마땅하다. 셋째, 재난의 객

체를 주의 깊게 선정하여 보도함으로써 재난의 상자

( :노인, 남성, 어린이등)가효율 으로재난을 방,

비할 수있도록 도와야한다. 만약특별한재난의객체가

없을경우, 남녀노소 구나재난에주의를기울일수있

도록보도해야할것이다. 넷째, 재난보도의정보원활용

에 있어 문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재난의

상황을정확히 악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있는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정보원을활용해야 한다. 언론사가 재난

문 인력을확보하는 것도 요하다. 이와 같은실무

함의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재난보도

다만 본 연구는 언론 보도의 측면만 조명하 을 뿐

실질 으로 재난 보도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재난 보도

의 임에 따라어떠한 차별 향을 받고 있는지를

포함하지 못하 다. 후속 연구를 통해 재난 보도의

임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실질 인 효과를 규명할 필

요가 있다. 한 이 연구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도 상반기 사이에 지카 바이러스 련 보도량이 매우

어 이를 분석 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은 한국과 같이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아닌 재난이 재 발생 인, 다

시 말해 직 인 감염률이 높은 동남아 국가의 뉴스

기사 데이터를 참고하여국가 간 비교 연구로진행하는

방식으로 한계를 보완해나갈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

해 국외 재난 국가의 데이터를 추가하여 분석하거나 국

가 간 비교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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