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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라한의 공중 분류의 인지적, 태도적, 행동적
특징에 대한 연구: 부산 ․ 울산 ․ 경남 주민의
원자력 쟁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국문초록

1)

이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근거리에 두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지식과 관여도의 정도를 중심으로 각각 활동공중, 인지공중, 각성공중, 비활동공중
으로 나누어 볼 때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1의 인지적 측면에서
활동공중과 인지공중은 원자력 위험성의 인식이 중립적인 반면에 각성공중과 비활동공중
은 위험성을 높이 인식하였다. 편익 인식에 있어서 활동공중, 인지공중, 각성공중은 그
정도가 모두 높은데 반해 비활동공중은 중립적이었다. 정서적 특징을 조사한 연구문제2
의 결과에 따르면 각성공중과 비활동공중은 나머지 유형의 공중들에 비해 긍정적 감정이
낮고 부정적 감정은 높거나 중립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활동공중과 인지공중이
원자력 수용성이 높은 반면 각성공중과 비활동공중은 수용성이 중립에 가까운 차이를
나타내었다. 행동적 특징을 조사한 연구문제3에서 네 공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자
력의 정보처리 정도가 공통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활동공중은 원자력에 대한 정보추구
정도에서 중립보다 다소 높았고, 인지공중과 각성공중은 중립보다 다소 낮았으며, 비활동
공중은 그 정도가 낮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매체 이용에 있어서도 이들 공중들은 차이를
보였는데 활동공중은 주당 한 시간 정도 적극적으로 종이신문을 이용하였다. 활동공중은
언론사 홈페이지를 주당 2시간 이상 활발히 이용하는 반면 비활동공중은 한 시간도 채
이용하지 않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공중들은 대체로 이메일
이용 정도가 높고 밴드 이용 정도는 낮았다. 일반적으로 정보검색과 뉴스기사 읽기에
모두가 활발하였지만 활동공중은 특히 비활동공중보다 그 정도가 높았다. 네 공중의 인
구･사회통계학적 속성의 차이를 조사(연구문제4)한 결과 활동공중은 남성, 4050, 대학원
이상 학력의 비율이 높았고, 인지공중은 남성이 다수이나 20대는 현격히 낮았으며 각성공
중은 여성과 20대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비활동공중은 여성, 2030, 고졸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할라한의 소통전략에 기초하여
학술적 함의와 실무적 함의를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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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공중을 단순히 긍정 또는 부정 공중으로 구분하기
보다 이들을 명확한 기준을 갖고 세분화하고 각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광고와
PR을 통해 일상적으로 경쟁할 때 사실상 대한민국

공중의 니즈에 맞는 PR을 기획하고 전개해야 한다
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너지 산업은 오랫동안 여기서 한 발짝 비껴나

원자력이라는 과학 쟁점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

PR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지도 않았고 시행할 필요

심 그리고 PR에서의 공중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성도 느끼지 않았으며 그저 발전원을 개발하고 운

깊이 고려하면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

영하는 업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문재인

자력 쟁점에 있어서 어떤 공중들로 구분되는지 이

정부가 제기한 탈 원전의 정책 방향은 사회 전반에

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산업에 대

이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운 시･도민들이

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공론화위원회, 각종

해당 쟁점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과 의견 표명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아직도 찬반의 의견이 대립하

하며 여론을 이끌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먼저 원자

는 형국에 있으며 이러한 정치, 사회적 분위기는

력 발전소에 인접한 그리고 그 영향 반경에 거주하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국민 여론에 영

는 지역민들 즉 확장된 원전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

향을 미치는 전략적인 PR의 중요성을 강하게 각인

로 이들을 탐색적으로 세분화하여 그 특징을 살펴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이제 에너지 산

보고자 한다.

업도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PR학계에서도 공중세분화는 매우 중요한 연

주지하다시피 원자력 에너지를 둘러싼 많은 논

구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론

의들은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 이념적 쟁점으로 부

들로 그루닉(James Grunig)의 공중세분화, 컬크

각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할라한(Kirk Hallahan)의 공중 분류 등을 떠올릴

더더욱 에너지PR은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선택이

수 있다. 먼저 그루닉의 공중세분화는 문제에

아닌 필수가 되었다. 위험성에 대한 인식, 효율성

대한 인식, 자신의 참여나 의견개진으로 상황을

에 대한 인식 등 사람들이 갖는 인식 특히 부정적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약의 인

인식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때

식, 그리고 문제에 대한 관여도라는 세 변인을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PR의 기획과 이행이 아

중심으로 공중들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들 세

니고서는 특정 에너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공중을

독립변인에 따라 구분되는 8개의 상황 국면에

긍정공중으로 이끄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임을 미

있어서 제안된 공중의 유형들이 명쾌하게 구분

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공중에 대한 철저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서 공중의 유형들이

이해가 PR의 성패를 이끌 수 있는 선행 요인이므로

중복되는 등 공중의 구분 측면에서 다소 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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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점을 안고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

한의 공중 분류와 여러 변인들의 관계성을 검토,

연구는 그루닉의 공중세분화 이후에 등장한 할라

요약하였다. 이를 통해 할라한 공중 분류의 학술

한의 공중 분류와 기준들을 주목하였다. 할라한

적 자산을 확대하고 더욱 구체화하는 의의를 갖

은 쟁점에 대한 지식과 관여도라는 두 기준에 따

는다.

라 공중을 명쾌히 네 유형(활동공중, 인지공중,

또한 할라한이 제안한 공중별 소통 전략 그리고

각성공중, 비활동공중)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특

분석된 각 변인들에 입각한 공중별 특징을 함께

징과 그 특징을 고려한 소통 전략들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할라한의 공중 분류를 토대로 이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인 부
산･울산･경남의 확장된 원전 지역 공동체를 공중
세분화하여 이들 공중들이 갖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그리고 인구･사회통계학적 속성의 특징들

고려한 공중별 소통 방향과 제안들은 앞으로 실무
적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온･오프라인 PR
을 기획 및 전개할 때 어떠한 전략을 통해 소구해
야 하는지 매우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
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러한 목적과 중요성을 염두
에 두고 이 연구는 해당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온라
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을 조사하고자 한다. 양기용과 김창수(2018)는 원
전에 물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공동체
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위험의 경험, 편익의 경

문헌연구

험, 지식, 원전과 관련한 활동,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의 정도를 고려하여 확장된 원전지역공동체
를 조사하고 이해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전 정전,
후쿠시마사고, 지진, 해수담수화사업 등 일련의 사
건들이 공동체의 확장에 영향을 미침(양기용･김
창수, 2018)을 주목하면서 이 연구는 원전 주변만
이 아닌 위기 발생 시 실제 물리적 영향력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의 공동체까지 염두에 두면
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고리 원전을 중심으로
비슷한 물리적 반경 안에 있는 부산･울산･경남1)

이 연구는 할라한의 공중세분화 기준을 중심으
로 공중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에 먼저 할라한의
공중세분화와 관련한 연구들을 리뷰한다. 이어서
원자력에 대한 인지적 변인으로 위험성과 편익 인
식에 대해 살펴보고, 정서적 속성으로 원자력에 대
한 감정 및 태도로서의 원자력 수용성 연구들을
요약한다. 나아가 원자력 쟁점을 둘러싼 행동적 변
인으로 쟁점에 대한 정보처리 및 추구 행동과 미
디어 이용 행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설명한다.

권역의 확장된 원전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할라

1. 할라한의 공중 분류
1) 경남의 경우 모든 지역민을 조사하지 않고 고리 원전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양산, 김해, 밀양 세 도시만을 확장된
원전지역공동체로 포함하였음.

할라한(Hallahan, 2000)은 공중을 분류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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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쟁점에 대한 지식과 관여도를 주목하였다.

based strategy), 그리고 예방전략(prevention-based

지식이 높고 관여도가 높은 공중을 활동공중

strategy)을 제안하였다. 그의 앞선 연구(Hallahan,

(active publics), 지식은 높으나 관여도는 낮은 공

2000)에서의 공중별 대응전략과 비교하여 이를 해

중을 인지공중(aware publics), 관여도는 높으나

석해 보면 적극적인 활동공중에게는 대화를 통한

지식이 낮은 이들을 각성공중(aroused publics), 지

협상을, 인지공중에게는 우호적인 인플루언서의

식과 관여도가 둘 다 낮은 공중을 비활동공중(inactive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정보가 부족한 각성공

publics), 그리고 지식도 관여도도 없는 이들을 비

중에게는 오해를 바로 잡고 걱정을 해소할 수 있게

공중(nonpublics)이라 명명하였다. 즉 활동공중은

하는 정보 제공을 통한 개입을, 지식과 관여도 모두

문제나 기회를 이미 인지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

낮은 비활동공중에게는 부정적 활동공중으로 변모

해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로 변화를 이끌어

하지 않도록 여러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예방전략

내기 위한 노력을 표출한다. 인지공중은 이슈를 인

을 제안하였다. 이들 대전략의 구체적인 하위 전략

지하고 그것에 대해 배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들은 다음과 같다(<표 1> 참고).

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상황

이처럼 2,000년대 초 할라한은 공중을 구분하는

을 예의주시하고 타인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기준으로 지식과 관여도를 주목하였는데 이들 기

수 있지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제

준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

의 당사자가 되는 조직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다. 예를 들어 김동성과 이현우(2014)는 페이스북

경향이 있다. 각성공중은 적어도 쟁점이 되는 문제

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에서도 이들 기

나 기회와 친밀한 이들인데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준들이 관계의 요인과 더불어 소셜 공중을 세분화

줄이기 위해 동기부여 정도나 자원으로의 접근성

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즉 오프라

에 따라 지식(정보)를 추구할 수 있다. 비활동공중

인은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도 공중 분류의 축으로

은 조직, 상품, 서비스, 후보, 원인 등을 잘 알지

서 지식과 관여도가 유용함을 강조하였다. 지식과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들은 소통활동에

관여도는 정책공중들의 인지적 사고와 행동의 과

소극적이고, 근심이나 걱정거리에 초점을 맞추며

정을 연구하는데도 주요한 선행변인으로 주목받

정보를 즉시적으로 찾지는 않는 편이다.

아 왔다. 김찬석과 황성욱(2014)은 고용노동부의

공중 분류 이후 할라한(Hallahan, 2001)은 개별

정책공중 수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공중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요약하였

지식과 관여도, 신뢰와 헌신의 관계성, 구전의도

는데 크게 활동공중, 인지공중, 각성공중, 비활동공

사이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이들 두

중에 대해 각각 협상(negotiation-based strategy),

변인이 헌신을 통해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

교육(education-based strategy), 개입(intervention-

히 관여도의 구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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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할라한의 쟁점관리를 위한 공중 대응 전략2)
공중
활동
공중

인지
공중

각성
공중

비활동
공중

대전략
협상
전략

교육
전략

개입
전략

예방
전략

옹호-수용

소전략

옹호

회피전략

갈등적 공중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회피하는 전략

설명

혼합

인정전략
교섭전략

원전 쟁점을 둘러 싼 활동공중의 주장을 인정
원전 세부 쟁점에 따라 조직이 때로는 양보하거나 때로는 관철시키는 입장을 선택

수용

양보전략

옹호

매체옹호전략

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에 대해 조직의 입장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

갈등적 공중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

혼합

로비전략

정부나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관계자들에게 조직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

수용

동맹구축전략

옹호

가시적협조전략
봉쇄전략

겉으로는 논의에 협조하지만 원자력 관련 부정적 쟁점이 점점 커져 가는 것을 미연에 막는 것
원자력에 관련한 부정적 쟁점에 대한 공중의 인지도를 떨어뜨려 더 부각되고 등장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것

혼합

확대/협력전략

원자력 쟁점 관련 반대편에 선 공중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더 큰 조직화를
막고 조직의 신뢰를 높이는 것

수용

모니터링전략
문의대응전략

원자력 관련 뉴스의 증가와 감소의 정도를 추적 및 모니터링하고 관련 공중의 태도를
예측하는 것
사전에 공중의 원자력 관련 문제제기를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것

옹호

환심사기전략
평판강화전략

원자력 발전이 제공하는 이익을 지식과 관여도가 낮은 공중들에게 알려 설득하는 것
조직의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알려 조직의 평판을 강화하는 것

혼합

성과 모니터링/
품질보장전략

문제의 여지가 있는 원자력 관련 쟁점을 조직이 미리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

수용

여론조사/시장
모니터링 전략

원자력 쟁점에 대한 공중의 의견과 동향을 미리 알고 가능한 공중의 입장을 따르고
수용하는 것

조직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 등을 우군화하는 것

관찰하였다. 다음으로 고광완과 이종민(2018)은

측면에서 다소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 이들 연구

할라한이 제시한 공중별 대응전략이 실증적으로

자들 또한 할라한(2001)의 지식과 관여도에 따라

도 부합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16

공중별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큰 틀에

개 하위 전략들이 반드시 할라한이 제시한 것처럼

서 동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지식과 관여도를 기준

유형화되지 않을 수 있고 활동공중, 인지공중, 각

으로 한 공중 분류와 대응전략은 향후 지속적인

성공중, 비활동공중에 대해 유일한 소통 전략으로

검증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

제안되기보다 복수의 그룹들에 대해 중복적으로

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즉 관념적인 제안
대로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위 전략

2. 원자력에 대한 인지적 특성

들이 여러 공중에 걸쳐 중복적으로 효과적일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표본이 공무원,
전문가, PR실무자 83명에 불과하여 연구의 일반화

2.1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 인식
원자력에 대한 인지적 변인을 떠올릴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위험이라는

2) Hallahan(2001) 및 박종민(2014)이 제시한 전략에 대한 설명
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음.

부정적 인식이고 또 하나는 효율성, 편익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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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인식이다. 먼저 위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살펴보면 위험을 인식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일이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장된 원전 지역

발생할 확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뜻

공동체 주민들을 여러 공중으로 구분할 때 과연

한다(Slovic, 1992). 전문가들은 위험이 확률적으로

위험 인지의 정도가 얼마나 차별적으로 관찰되는

예측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주관적 기준에 의해 위험을 인
지하는 차이를 나타낸다(Slovic, 1992). 즉 일반인

3. 원자력의 편익 인식

들은 확률보다는 심각성 자체에 더 주목하는 경향
이 있다. 원자력 쟁점은 이러한 객관적 위험의 확

원자력에 대한 경제적 편익 인식은 긍정적 인지

률과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위험성 사이에

변인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 영향력을 주목해

매우 큰 격차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심준섭, 2009).

왔다. 먼저 편익은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필

일반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의 인식은 원

요를 뜻하는데 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용

자력 수용성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으로 관

과 관련이 있으며,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찰된다. 경북 울진군 지역을 중심으로 수용성에 영

때 소비자가 기대하는 주관적인 보상이라 말할 수

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박성민과 동료들(박성

있다(Peter & Olson, 1987). 이러한 편익은 다시 여

민･장지상･김채복, 2017)에 따르면 위험인식은 수

러 하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

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커(Aaker, 1992)는 기능적 편익과 심리적 편익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를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 제품을 이용하는 과정

을 대상으로 한 이민창 외(이민창･안주아･김유미,

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제품의 속성이 낳는 혜

2018)의 연구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위

택을 기능적 편익이라 말할 수 있고 소비자가 주관

험지각은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적으로 느끼는 혜택을 심리적 편익이라 볼 수 있다.

관찰되었다. 나아가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들

이러한 편익 인식은 원자력 에너지 커뮤니케이

을 대상으로 한 조사(황성욱･김효정･장익진, 2018)

션 연구 분야에서 두루 유의미한 정적 요인으로

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인식은 원자력

지목되었다. 박성민 외(2017)에 따르면 편익은 신

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원자력 수용성에 걸쳐 유의

뢰에 정적 영향을 신뢰는 다시 위험인식에 부적

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

영향을, 수용성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민감할 수 있는 원전 지

타나 편익 인식의 중요성을 암시하였다. 대체로 기

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존 연구들은 경제적 편익 인식이 원자력 수용성의

위험인식은 공통적으로 수용성에 부적 영향을 미

주요 요인임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김서용･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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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식, 2014; 최진식, 2008; 심준섭, 2009; 한동섭･김

야기된다(Fridja, 1986; Lazarus, 1991). 일반적으로

형일, 2011). 이러한 편익의 인식이 결국 공중이

인지와 감정은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

느끼는 필요라는 점을 상기할 때 부산･울산･경남

아가 행위의도에 있어서의 변화도 야기시킬 수 있

의 확장된 원전 지역 공동체의 원자력 수용성에

다(Shen & Dillard, 2007)고 알려져 있다. 감정은

대해 원자력 필요성이 위험성의 부적 영향과 더불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기능(function),

어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황성욱･김

행동 경향(action tendency), 그리고 가치(valence)

효정･장익진, 2018)도 결국 원자력 에너지의 편익

이다. 예를 들어 두려움의 감정은 기능적 차원에서

인식이 매우 중요한 인지적 변인임을 재강조하는

보호를, 행동 경향에서 회피를, 가치의 차원에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인 정서라고 분류할 수 있는 반면, 행복의

이처럼 위험 인식과 편익 인식이 원자력 커뮤니

감정은 자기보상의 기능을, 접근과 나아감의 행동

케이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본

경향을, 긍정적인 정서를 떠올리게 한다(Shen &

연구는 부산･울산･경남의 확장된 원전 지역 공동

Dillard, 2007). 여기서 부정적 감정은 환경이 한

체를 지식과 관여도를 중심으로 나누어 볼 때 각

개인의 목표와 조화롭지 못한 관계에 있다는 인식

공중별로 어떠한 인지적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보

으로부터 기인하는 반면, 긍정적 감정은 현재의 상

여주는지 연구문제1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황이 개인의 목표를 향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 때 생성된다(Frijda, 1986; Lazarus, 1991).

 연구문제1: 응답자들을 활동공중, 인지공중, 각성공

개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 위험을 인식할 때 다

중, 비활동공중으로 구분할 때 이들의 원자력에 대

음으로 파생되는 감정반응은 다분히 부정적일 수

한 위험 인식과 편익 인식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

있으며 이 같은 추론은 일련의 기존 연구들에서

는가?

밝혀진 바 있다. 그 예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
식은 미국 대학생들에게 우려, 불안, 걱정의 부정

4. 원자력에 대한 정서적 특성

적 감정을 낳는데 영향을 미쳤고(Yang et al., 2014),
메르스에 대한 위험 인식도 부정 감정에 영향을

4.1 원자력에 대한 감정

미쳤으며(서미혜, 2016), 이 연구가 주목하는 원자

원자력 쟁점을 접할 때 공중은 특정한 감정을

력에 대한 위험 인식도 두려움과 분노의 부정 감정

느끼고 이를 표출하기도 한다. 감정은 한 개인이

에 정적 영향을 미침(김효정, 2019)을 관찰하였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평가한 결과로 나타나는 자

이처럼 위험의 인식 이후 부정 감정 반응을 파생시

동적이거나 의식적인 반응으로 행복, 희망, 분노,

키는데 영향을 미침을 고려해 볼 때 반대로 편익이

슬픔 등 여러 감정은 서로 다른 평가 과정에 따라

나 필요성 등 사건이나 쟁점의 긍정적 장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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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긍정적 감정 반응을 낳는데 기여할 수도

하여 위험, 편익, 부정 감정 및 지식의 영향력을

있다고 자연스레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조사하기도 하였다. 왕재선(2013)은 발전소 수용

는 확장된 원전 지역 공동체를 다양한 공중으로

성 차원에 집중하여 원자력 수용성을 현재 원전

나누어 볼 때 이들이 인지하는 인지적 특징에 부가

유지, 원전 추가 건설, 그리고 핵폐기장 건설 등으

적으로 감정 차원에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

로 구분하여 이들 수용성에 대해 기관 또는 사람

조사해 보고자 한다.

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뢰가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여 정책 강도가 약할 때 기관에 대한 인지적

4.2 원자력 수용성

신뢰가, 정책 강도가 강할 때 사람에 대한 정서적

정서적 차원에서 감정에 부가적으로 또 다른 중

신뢰가 영향력이 커짐을 관찰하였다. 이를 종합

요한 변인은 태도이다. 감정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

해 볼 때 원자력 수용성은 매우 다차원적 속성을

다고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태도는 정서적 차원에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전소가 지어진지

서 살펴 볼 중요한 특징이다. 원자력 쟁점에 있어

이미 오래된 원전 지역 주변의 확장된 원전 지역

서 공중들의 원자력에 대한 태도는 원자력 수용성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수용성 연구(김태완･황성

이라는 변인 및 연구주제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욱･강주현, 2018)에서는 발전소의 물리적 수용은

왔다. 수용성이란 한 개인이 어떤 대상의 가치를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러한 차원보다는 건강

받아들이는 태도나 의지의 정도라고 사전적으로

과 환경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의 영향, 개인 경제

정의된다(김영곤･김주경･최일환, 2015). 이를 고

에 대한 영향, 그리고 국가의 경제에 대한 영향이

려할 때 원자력 수용성이란 국가의 원자력 정책

라는 세 구성 요인이 지역민의 원자력 수용성을

및 시설에 관한 입지 정책에 대해 공중이 인지적

구성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공유과정을 거쳐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하는 것(정
현주･정은이, 2018)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원자력에 대한 감정과 더불어 원자력
수용성은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주요한 정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적 변인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연구는 확장

먼저 정주용과 정재진(2011)은 후쿠시마 사고와

된 원전 지역 공동체를 네 유형의 공중으로 구분

같은 외부적 충격이 감정, 객관적 요인, 신뢰 요인

할 때 각각 어떠한 감정 차원의 그리고 수용성 차

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궁극적

원의 특징을 보여주는지 이를 연구문제2를 통해

으로 원자력 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주장하였다. 왕재선과 김서용(2013)은 원자력 수
용성을 발전수용성, 에너지수용성, 발전소 수용

 연구문제2: 응답자들을 활동공중, 인지공중, 각성공

성, 지역수용성, 그리고 비교 수용성으로 세분화

중, 비활동공중으로 구분할 때 이들의 원자력에 대한

할라한의 공중 분류의 인지적, 태도적, 행동적 특징에 대한 연구

감정과 원자력 수용성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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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관여도가 높아지며 더욱 더 적극적인 정보추
구행동을 보임을 관찰하였다. 또한 이들은 오프라

5. 원자력에 대한 행동적 특성

인보다 온라인 상황에서 활동공중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상황에서 공

5.1 정보처리/정보추구

중이 훨씬 쉽게 활동공중으로 변모하고 현실에서

일반 국민들이 원자력과 같은 과학 쟁점과 관련

도 이들이 활동공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여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할 것인가를 떠

이유나 외(이유나･문비치･박건희･정지은･윤여진,

올려보면 먼저 뉴스를 접하고 보다 깊이 있는 정보

2009)는 수돗물 직접 음용의 공공쟁점을 대상으로

를 원한다면 정보를 검색하고 찾는 행위를 할 것이

공중상황이론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정

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일찍이 그루닉은 자신의

보처리와 정보추구가 기존에 이분법적으로 논의

공중세분화 이론에서 공중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되어왔지만 사실 동시 발생이 가능하며 정보처리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를 그리고 종속변인으

나 정보추구 등의 커뮤니케이션 변인이 태도와 의

로는 수동적인 정보처리와 능동적인 정보추구라

도를 예측하는 독립변인으로 향후 연구될 필요가

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포함시켰다. 즉 정보처리

있다고 주장하였다. 송해룡과 김원제(2014)는 지

는 뉴스에 노출되었을 때 해당 정보를 회피하지

구온난화 쟁점에 대해 공중상황이론을 적용하여

않고 읽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추구는

특히 공중의 관여도가 정보처리 및 정보추구행동

매체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 행위

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즉 해당 이슈

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문제인식 정도가 높고 제

에 대해 관심이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관련

약인식이 낮으며 관여도가 높은 활동공중일수록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또 유관 정보를 적극적

정보처리는 물론 적극적으로 정보추구를 하는 경

으로 찾는다고 주장하였다. 저출산 쟁점을 주목한

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방성곤과 신호창(2013)은 정보처리변인이 젊은 여

이 같은 정보처리, 정보추구를 변인으로 둔 기

성들의 출산에 대한 태도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

존 연구들은 주로 그루닉의 공중세분화 즉 공중상

침을 관찰하였다. 그들은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을

황이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에 걸쳐 연구되었

극복하기 위한 PR캠페인 전략을 개발하는데 있어

다. 혼전동거 이슈와 관련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의

서 정보처리 특징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공중세분화 변인에 미치는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정보처리와 정보추구

영향을 실험한 한정호와 동료들(한정호･박노일･

가 공중들의 커뮤니케이션 행동 변인으로서 폭 넓

정진호, 2007)은 오프라인과 비교하여 온라인 상황

게 연구되어왔음을 인지하면서 이 연구 또한 확장

일 경우 응답자들의 제약인식이 약해지고 문제의

된 원전 지역 공동체를 공중 세분화할 때 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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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어떤 행동적 특징이 관찰되는지 살펴보고자

전 지역 공동체를 공중세분화 할 때 공중별로 어떠

한다.

한 행동적 차원의 특징들을 보여주는지 연구문제3
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5.2 미디어 이용행태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고려할 때 또 하나

 연구문제3: 응답자들을 활동공중, 인지공중, 각성공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 미디어를

중, 비활동공중으로 구분할 때 이들의 원자력에 대

이용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수용자의 특징을 연구

한 정보처리와 정보추구 그리고 미디어 이용행태는

할 때 이러한 공중의 미디어 이용행태는 중요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세부 요소로서 함께 조사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예
를 들어 황성욱 외(황성욱･배지양･최홍림, 2014)

6. 인구사회통계학적 특성

는 지역 미디어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서 인터넷 이용목적, 소셜미디어 이용정도, 미디어

공중들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특성

별 하루 평균 이용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원자력

에 부가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인은

관련 연구에서도 미디어 이용행태는 주요 변인으

다양한 인구･사회통계학적 속성들을 생각해 볼 수

로 연구되었다. 곽천섭과 이양환(2014)은 태풍, 지

있다. 기존 연구들은 각 공중들이 어떤 인구통계적

진, 원자력 사고 등 재난의 특징에 따라 수용자들

특징을 보여주는지 조사하는 것이 학술적으로도

의 미디어 이용정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강조한다. 해밀턴(Hamilton,

하였고 그 결과 재난의 유형에 따라 전통적 미디어

1992)은 그루닉의 상황이론을 중심으로 선거 쟁점

및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관

에 있어서 연령, 교육 등 다양한 인구･사회통계학

찰하였다. 나아가 이종혁과 윤호영(2018)은 원자

적 속성들과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라는 상황

력 이슈에 대한 뉴스 미디어 이용이 수용자들의

변인들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 있음을 밝히고 이들

지식, 소통,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인구통계적 변인들을 포함하는 세분화가 필요하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뉴스미디

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남경태(2006)가 외

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더

모지상주의 이슈를 놓고 공중상황이론을 적용하

강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참고

여 연구하였는데 그는 공중을 분류하는 상황변인

해 볼 때 원자력 쟁점 관련 공중의 특성을 연구하

들과 성, 나라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조합될

는데 있어서 미디어 이용행태는 함께 조사되어야

경우 더 섬세한 공중분류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

할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였다. 이를 할라한의 공중 분류에 적용하면 세부

상술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이 연구는 확장된 원

공중들의 특징들로 인구･사회통계학적 속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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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

회사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부산

인 공중 특징의 요약이자 변인들 사이의 관계성

390명, 울산 111명, 경남 86명의 총 587명의 자료를

진단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를 염두에 두면

수집하였다.

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4를 파생하였다.

2. 측정 문항

 연구문제4: 응답자들을 활동공중, 인지공중, 각성공
중, 비활동공중으로 구분할 때 이들은 인구･사회통

먼저 공중 분류의 기준이 되는 원자력에 대한

계학적 속성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문헌들(Kuklinski, Metlay,
& Kay, 1982; Stoutenborough, Sturgess, & Vedlitz,
2013)의 관련 문항들을 참고하고 이를 수정 및 보

방법론

완한 총 10개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2019년 3월
기준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는 몇 기가 있는

1. 자료 수집

가?’ (정답: 24기),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
는 위치가 아닌 곳은 어디인가?’ (정답: 여수), ‘우리

이 연구는 부산･울산･경남의 확장된 원전 지역

나라 총 전기 생산량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

공동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관련

는 비중은?’ (정답: 20%이상), ‘우리나라가 최초로

문헌들을 폭 넓게 리뷰하여 필요한 문항의 풀을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한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구성하였고,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문항들을 수정,

(정답: UAE),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원료는 무엇

보완하였다. 다음으로 언론홍보학 및 조사연구 박

인가?’ (정답: 우라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건

사급 전문가 5인의 리뷰를 거쳐 문항을 점검하였

설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정

으며 나아가 문항의 내적타당도에 문제가 없는지

답: 원자력 안전위원회), ‘아래 제시한 발전 에너지

최종 확인하기 위해 학부 및 대학원생 10명에게

원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에너지원은?’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여 의미 전달에 오류가 없

(정답: 원자력), ‘원자력의 국제적 공동관리를 통해

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원자력 발전소에 인접한

군사적 전용을 막고 평화적 이용증진을 위해 설립

그리고 문제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향을 받는

된 국제기구는 무엇인가?’ (정답: IAEA), ‘우리나라

부울경 지역의 범위를 고려하면서 이 연구는 부산

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의 이름은 무엇인

과 울산의 모든 구 그리고 경남의 경우 양산, 김해,

가?’ (정답: 고리 1호기), ‘핵폭탄의 원료이며, 사용

밀양의 세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비례할당 표집을

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은?’ (정

수행하였다. 2019년 4월 약 2주에 걸쳐 전문 조사

답: 플루토늄). 각 문항별 5개의 선택 답안을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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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모르겠다 포함)한 뒤 문제를 맞춘 경우 1점,

적인 에너지 자원이다’, ‘현재 원자력 발전으로 인

맞추지 못한 경우 0점으로 이를 코딩하였다. 이를

한 이익은 그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 ‘원자력 산업

합산하고 평균값을 산출(α= .738)하여 지식을 총

은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원자력 발

0점~10점의 분포를 보이는 인덱스화 하였다. 또

전소는 나에게 이익이 된다’)으로 측정하였고 문항

다른 공중 분류 기준인 관여도는 사전적으로 특정

들의 신뢰도(α = .790)를 바탕으로 평균값을 산출

한 상황에서 자극에 의해 유발되어 지각된 개인적

하였다.

인 관심도의 수준으로 정의된다(네이버국어사전,

정서적 특성인 원자력에 대한 감정은 평가이론

2021). 이 연구에서 살펴 본 원자력에 대한 관여도

(appraisal theory)에 기반한 기존 문헌(Shen &

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응답자의 관심도라고 조

Dillard, 2007)을 참고로 하여 총 7문항으로 측정하

작적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

였다. 이어서 주축요인추출, 배리맥스 회전방식을

라 원자력 에너지는 나와 관련이 있다’, ‘지역 원자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고 두 요인에

력 발전소의 운영은 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두 문항

걸쳐 .4 이상의 요인적재치를 나타내는 두 문항을

을 이용하였으며 그 값의 평균값을 산출(α= .844)

제외하였다. 나머지 문항들은 두 개의 요인하에 수

하였다.

렴되었는데 요인1은 총 2문항(α = .849)으로 구성

인지적 특성인 위험성은 총 8문항(김창수･김동

되었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희망과 행복의 감정으

현･김정훈, 2013; 김효정, 2017; Cox & Cox, 2001)

로 구성되어 이를 긍정의 감정으로 명명하였다. 요

으로 측정하였고 문항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α

인2는 총 3문항(α = .830)으로 구성되었고 원자력

= .826). 이를 열거하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에 대한 분노, 혼란, 불안의 감정을 열거하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역코딩)’, ‘원자력 발전

로 이를 부정의 감정으로 명명하였다.

전반이 안전하게 관리, 감시, 통제되고 있다 (역코

원자력 수용성은 기존 문헌(심준섭, 2009; 이민재

딩)’, ‘우리나라 원전 안전성에 대해 우려가 크다’,

외, 2014; 한동섭 외, 2011)을 기반으로 세 문항으로

‘원자력 에너지는 폭발이나 방사선 누출 등의 사고

측정하였다. ‘전력공급 방식의 하나로 원자력을 사

가능성이 높다’, ‘원전의 중대사고 발생 시 결과는

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 이용

사람과 자연환경에 치명적이다’, ‘원자력 발전소 사

해야 한다’, ‘앞으로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를 더 건설

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역코딩)’, ‘원자력 에

해야 한다.’이상 세 문항 간의 높은 신뢰도(α = .901)

너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안한 느낌이 든다’, ‘원

를 바탕으로 이들 문항들을 인덱스화 하였다.

자력 발전소는 우리 가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다’이다.
원자력의 편익 인식은 총 4문항(‘원자력은 효율

행동적 특성인 원자력에 대한 정보추구는 박노일
(2010)의 문항을 참고하여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 정보 검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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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방문, 토론 참석 등의 노력을 한 적이 있다’,

노비스의 거리를 측정하여 기준치(χ2=48.29[df=26],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해 보았다’,

p<.005)를 초과하는 값을 가진 23개의 케이스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친구(동료)와 이야기해 보았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지식(6.00)과 관여도(3.50)

다’의 총 3문항을 통해 측정하였고 이들의 평균값을

변인의 중위수를 산출하였다. 엄밀한 공중 분류를

산출하였다(α = .853). 원자력에 대한 정보처리 또한

위해 이들 중위수에 하나라도 같은 값을 보여주는

박노일(2010)의 문항들을 참고하여 ‘우연히 TV를

자료 162건을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나아가 원자력

켰을 때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뉴스 보도가 나온다
면 뉴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
트에서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기사의 헤드라인을
접한다면 뉴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의 두 문항
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문항들의 높은 신뢰도(α =
.898)를 바탕으로 이를 인덱스화 하였다.
다음으로 미디어 이용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먼
저 매체(종이신문, 언론사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에 대한 지식의 최저값 0와 관여도의 최저값 1을
동시에 나타내는 쟁점과 무관한 비 공중 3명도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에 포함
된 최종 표본은 399명이었고, 구체적으로 지식과
관여도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그 값이 모두 큰 활동
공중은 123명, 지식은 높으나 관여도는 낮은 인지
공중 46명, 지식은 낮으나 관여도는 높은 각성공중
103명, 지식과 관여도 모두 중위수보다 작은 비활
동공중 127명으로 구분되었다.

지상파방송, 종편채널, 케이블방송, 잡지, 라디오,

이들 표본의 인구･사회통계학적 특징은 다음과

소셜미디어)별 주 평균 이용시간을 질문하였다. 또

같다. 먼저 여성이 208명으로 52.1%를 차지하였고,

한 소셜미디어를 이메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약 40세였으며, 20대 24.6%,

북, 밴드,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카카오톡, 카카오

30대 24.6%, 40대 24.6%, 50대 26.3%의 분포를 보여

스토리, 유튜브, 기타로 세분화하여 유형별 이용정

주었다. 거주 지역은 부산 261명(65.4%), 울산 81명

도를 조사하였다. 대다수가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20.3%), 경남 57명(양산 22명, 김해 30명, 밀양 5명,

PC 등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함

14.3%)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10.8%, 대졸(재

을 인지하면서 이를 기능별(SNS를 통한 일상 공유,

학 포함) 77.4%, 대학원 이상 11.8%의 비율을 보여주

게임, 음성/영상통화, 문자메시지, 음악감상, 정보

었다. 응답자들의 직업은 사무/기술/전문/관리직이

검색, 뉴스기사 읽기, 자료공유, 기타)로 어떻게 이

59.9%, 전업주부 11.8%, 자영업 7.3%, 대학생/대학

용하는지 부가적으로 질문하였다.

원생 5.8%, 무직 5.0%, 판매/서비스/영업직 4.8%,
생산/노무직 3.0%, 기타가 2.5%를 차지하였다. 월

3. 데이터 정화 및 최종 표본의 특징
다변량극단치를 제거하고자 이 연구는 마하라

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 2.5%, 100-200만원 미만
5.8%, 200-300만원 미만 14.8%, 300-400만원 미만
23.3%, 400-500만원 미만 17.8%, 500-600만원 미만

250

광고PR실학연구

14.3%, 600-700만원 미만 5.8%, 700-800만원 미만

위험성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보여주었다(F[3, 395]

7.0%, 800-900만원 미만 4.5%, 900만원 이상 4.3%의

= 13.06, p < .001). 구체적으로 활동공중(평균: 3.20,

비율을 나타내었다. 정치 성향은 보수(2.0%), 중도

표준편차: .72)과 인지공중(평균: 3.10, 표준편차:

보수(14.3%), 중도(46.4%), 중도 진보(34.6%), 진보

.61)이 그리고 각성공중(평균: 3.63, 표준편차: .58)

(2.8%)를 차지하였다.

과 비활동공중(평균: 3.42, 표준편차: .63)이 서로
유사한 수준의 위험성의 인식을 보여주었지만 크
게 이들 두 그룹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4. 통계분석

위험인식의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즉 활동공
중과 인지공중에 비해 각성공중과 비활동공중은

연구문제1, 2, 3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일원

상대적으로 더 위험을 강하게 인식하였다.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연구문

다음으로 원자력에 대한 편익인식은 아래 <표

제4는 카이자승검정 및 교차분석을 통해 결과를

2>와 같이 상이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요약하였다.

의미하였다(F[3, 395]=12.51, p < .001). 활동공중은 가
장 높은 수준의 편익인식을 보여주었으나 인지공
중과는 차이가 없었다. 인지공중은 비활동공중과

결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활동공중이
나 각성공중과는 유사하였다. 각성공중은 활동공

1. 공중의 인지적 특성(연구문제1)

중보다 낮고 비활동공중보다는 높은 수준의 편익
인식을 보여주었으며 비활동 공중은 모든 다른 공

<표 2>가 보여주듯이 인지적 특성의 하나인 위

중보다 낮은 수준의 편익인식을 보여주었음.

험성에 관해 먼저 살펴보면 네 그룹의 공중들은

<표 2> 공중별 원자력 위험 및 편익에 대한 인식
변인

위험인식

공중 유형

표준편차

활동공중

ab

3.20

.72

인지공중

3.10cd

.61

각성공중

ac

3.63

.58

3.42bd

.63

활동공중

ac

3.72

.76

인지공중

3.54b

.56

각성공중

ad

.65

비활동공중

편익인식

평균

비활동공중

3.46

cd

3.22b

.55

*p < .05, **p < .01, ***p < .001, 공중별로 같은 알파벳을 공유한 경우 그 평균값은 서로 통계적으로 상이함.

F
13.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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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평균: 2.83, 표준편차: .77)은 서로 유사한 수
준의 부정 감정을 보여주었다.

<표 3>이 보여주듯이 공중별 원자력에 대한 긍

부울경의 확장된 원전 지역 공동체내 네 개의

정적 감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

공중들은 원자력 수용성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

었다(F[3, 395] = 5.77, p < .01). 구체적으로 활동공

를 보여주었다(F[3, 395] = 11.85, p < .001). 즉 활동

중(평균: 2.85, 표준편차: 1.02)과 인지공중(평균:

공중(평균: 3.41, 표준편차: 1.12)과 인지공중(평균:

2.92, 표준편차: .80)이 그리고 각성공중(평균:

3.43, 표준편차: 1.00)이 유사하였고, 각성공중(평

2.48, 표준편차: .91)과 비활동공중(평균: 2.52, 표

균: 2.77, 표준편차: .94)과 비활동공중(평균: 2.94,

준편차: .71)이 각각 서로 비슷한 수준의 긍정 감정

표준편차: .72)이 유사하였지만 크게 이들 두 그룹

을 보여주었으나 크게 이들 두 그룹의 긍정 감정의

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 < .05).

정도는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3. 공중의 행동적 특성(연구문제3)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있어서도 공중별
로 차이가 관찰되었다(F[3, 395] = 17.22, p < .001).
특히 각성공중(평균: 3.46, 표준편차: .72)이 다른

우선 공중별로 원자력 정보추구의 정도는 유의

세 유형의 공중들과 비교할 때 모두 유의미한 차이

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3, 395] = 22.94, p <

를 보여준 반면 활동공중(평균: 2.94, 표준편차:

.001). 활동공중은 다른 세 유형의 공중들과 모두

.91), 인지공중(평균: 2.59, 표준편차: .81), 비활동

차이를 보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활발한 정보추구

<표 3> 공중별 정서적 특성
변인

원자력
긍정감정

원자력 부정감정

공중 유형

평균

표준편차

활동공중

2.85ab

1.02

인지공중

2.92cd

.80

각성공중

2.48ac

.91

비활동공중

2.52bd

.71

활동공중

a

2.94

.91

인지공중

2.59b

.81

각성공중
비활동공중

원자력
수용성

abc

3.46

2.83c

.72

F

5.77**

17.22***

.77

활동공중

ab

3.41

1.12

인지공중

3.43cd

1.00

각성공중

2.77ac

.94

비활동공중

2.94bd

.72

*p < .05, **p < .01, ***p < .001, 공중별로 같은 알파벳을 공유한 경우 그 평균값은 서로 통계적으로 상이함.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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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었고, 인지공중은 활동공중과는 차이가

다. 이는 개인에 따라 매체별 주 평균 이용시간의

나지만 각성 및 비활동공중과는 유사한 수준이었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각성공중은 활동공중보다 낮고 비활동공중보

이들 매체를 중심으로 공중별 차이를 비교한 결

다 높은 수준의 정보추구를 보여주었으며 비활동

과 종이신문(F[3, 395] = 7.70, p < .001)과 언론사

공중은 활동공중 및 각성공중보다 낮은 수준의 정

홈페이지(F[3, 395] = 4.59, p <.01)의 이용시간에

보추구를 시도하였다(p < .05).

대해서만 공중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종

다음으로 원자력 정보에 노출될 시 정보처리에

이신문에 대해서는 활동공중(평균: 61.29분, 표준

대한 관심을 조사한 결과 그 값은 대체로 매우 높은

편차: 142.81분)이 다른 세 공중의 이용시간에 비

편이었다. 이를 공중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통계

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인지공중(평균:

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 395] = 24.56, p < .001).

19.04, 표준편차: 50.91), 각성공중(평균: 24.61, 표

이들 공중들 사이의 차이(p < .05)의 패턴은 정보추

준편차: 61.33), 비활동공중(평균: 9.68, 표준편차:

구의 결과와 동일하였으나 그 개별 평균값은 정보

29.79)의 종이신문 이용시간은 차이가 없었다. 언

추구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았다(<표 4> 참고).

론사 홈페이지 이용에 있어서 활동공중(평균:

미디어 이용 행태 측면에서 응답자들(N = 399)

138.31, 표준편차: 300.63)은 인지공중(평균: 63.91,

은 평균적으로 종이신문을 약 31분, 언론사 홈페이

표준편차: 101.27)이나 각성공중(평균: 97.37, 표준

지 92분, 포털사이트 294분, 지상파방송 272분, 종

편차: 143.29)과는 비슷한 반면 비활동공중(평균:

편채널 211분, 케이블방송 151분, 잡지 12분, 라디

51.83, 표준편차: 88.90)과는 유의미한 차이(p <

오 87분, 소셜미디어 251분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05)를 보여주었고, 비활동공중도 마찬가지로 인

관찰되었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개별 평균의 1/3

지공중과 각성공중과는 유사하나 활동공중과는

을 훨씬 상회하여 안정적인 값이라고 볼 수는 없었

이용시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4> 공중별 원자력 정보추구 및 정보처리
변인

공중 유형
활동공중

정보추구

abc

3.21

표준편차

2.64a

.81

각성공중

bd

2.74

.87

2.31cd

.81

abc

.55

활동공중

4.23

F

.90

인지공중
비활동공중

정보처리

평균

인지공중

3.64a

.76

각성공중

3.94bd

.78

비활동공중

3.45cd

.87

*p < .05, **p < .01, ***p < .001, 공중별로 같은 알파벳을 공유한 경우 그 평균값은 서로 통계적으로 상이함.

22.94***

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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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이용정도를 5점 척도(1: 전혀 이용

사이의 차이는 단지 활동공중과 비활동공중 사이

하지 않는다-5: 매우 자주 이용한다)로 측정하고

에 유의미하였다(p < .05). 카카오스토리는 활동공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N = 399)은 카카오톡을 가

중(평균: 2.23, 표준편차: 1.12), 인지공중(평균: 2.15,

장 활발히 이용(평균: 4.35, 표준편차: .90)하고 이

표준편차: 1.11), 각성공중(평균: 1.84, 표준편차:

어서 이메일(평균: 3,86, 표준편차: .96), 유튜브(평

1.12), 비활동공중(평균: 1.93, 표준편차: 1.01)들

균: 3.50, 표준편차: 1.14), 블로그(평균: 2.84, 표준

중 활동공중과 각성공중 사이에 근사하게 유의미

편차: 1.26), 인스타그램(평균: 2.40, 표준편차:

(p = .051)한 차이가 있었다.

1.40), 페이스북(평균: 2.32, 표준편차: 1.23), 밴드

전체적으로 응답자들(N = 399)은 모바일 서비

(평균: 2.30, 표준편차: 1.20), 카카오스토리(평균:

스 기능 중에 정보검색을 가장 활발히 이용(평균:

2.03, 표준편차: 1.09), 트위터(평균: 1.73, 표준편

4.24, 표준편차: .76)했고, 이어 뉴스기사 읽기(평

차: 1.03), 링크드인(평균: 1.35, 표준편차: .69)의

균: 3.79, 표준편차: .88), 기타 기능(평균: 3.79, 표

순으로 이용정도를 보여주었다. 즉 순서대로 볼 때

준편차: 1.02), 음성/영상통화(평균: 3.57, 표준편

블로그까지는 대체로 폭 넓은 이용정도를 보이지

차: 1.00), 문자메시지(평균: 3.46, 표준편차: .98),

만 인스타그램부터 링크드인까지는 이용정도가

음악감상(평균: 3.38, 표준편차: 1.13), 자료공유(평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균: 3.17, 표준편차: .99), SNS를 통한 일상의 공유

이들 소셜미디어의 유형별로 공중들 사이에 이

(평균: 2.65, 표준편차: 1.19), 게임(평균: 2.56, 표준

용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한 결과 이메일

편차: 1.29)의 순으로 이용정도를 나타었다. 즉 SNS

(F[3, 395] = 3.37, p < .05), 밴드(F[3, 395] = 3.29,

를 통한 일상의 공유나 게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p < .05), 카카오스토리(F[3, 395] = 2.92, p < .05)

그 전반적인 이용정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세 매체에 있어서 공중들 사이에 차이가 관찰되었

기능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활발한 이용을 하

다. 즉 이메일에 있어서 활동공중(평균: 4.02, 표준

고 있었다.

편차: .93), 인지공중(평균: 3.97, 표준편차: .77),

위 기능들에 대해 공중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

각성공중(평균: 3.88, 표준편차: .92), 비활동공중

한 결과 정보검색(F[3, 395] = 5.35, p = .001), 뉴스

(평균; 3.65, 표준편차: 1.04)들 사이에 차이는 활동

기사 읽기(F[3, 395] = 8.65, p < .001), 그리고 음성/

공중과 비활동공중 사이에서만 유의미하였다(p <

영상통화(F[3, 395] = 2.74, p < .05)에 있어서 공중

.05). 다음으로 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활동

들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정보검색에 있어서 활동

공중(평균: 2.57, 표준편차: 1.18), 인지공중(평균:

공중(평균: 4.41, 표준편차: .66), 인지공중(평균:

2.21, 표준편차: 1.30), 각성공중(평균: 2.25, 표준

4.26, 표준편차: .57), 각성공중(평균: 4.25, 표준편

편차: 1.30), 비활동공중(2.11, 표준편차: 1.07)들

차: .84), 비활동공중(평균; 4.04, 표준편차: .79)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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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차이는 활동공중과 비활동공중 사이에서

개별 공중별로 연령의 구성이 어떠한지 살펴 본

만 유의미하였다(p < .05). 다음으로 음성 및 영상

결과 활동공중은 주로 40대(28.5%)와 50대(35.0%)

통화 이용에 있어서도 활동공중(평균: 3.76, 표준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지공중은 20대

편차: .96), 인지공중(평균: 3.41, 표준편차: .91),

(6.5%)가 현격히 낮은 가운데 30대(30.4%), 40대

각성공중(평균: 3.59, 표준편차: 1.04), 비활동공중

(28.3%), 50대(34.8%)에 걸쳐 그 비율이 거의 비슷

(3.43, 표준편차: 1.03)들 사이에 차이는 활동공중

하였음. 각성공중은 20대(31.1%)의 비율이 상대적

과 비활동공중에 한해 유의미하였다(p < .05). 뉴

으로 높았고 비활동공중은 20대(34.6%), 30대

스기사를 읽는 정도에 있어서 활동공중(평균:

(27.6%)의 비중이 높음을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차

4.07, 표준편차: .70)은 각성공중(평균: 3.77, 표준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χ2[df=9] = 30.06, p

편차: .91) 및 비활동공중(평균: 3.53, 표준편차:

< .001). 또한 이들 공중들의 평균 나이를 비교한

.98)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결과도 차이(F[3, 395] = 11.51, p < .001)를 보여주는

(p < .05). 인지공중(평균: 3.85, 표준편차: .67)은

데 활동공중이 평균 43세(표준편차: 10.14), 인지공

나머지 그룹들과 유사하였고, 각성공중은 활동공

중이 44.3세(표준편차: 9.32), 각성공중이 38.17세

중과만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비활동공중 또한 활

(표준편차: 10.70), 비활동공중이 36.74세(10.34)로

동공중과만 차이를 보여주었다.

나타났다. 즉 활동공중과 인지공중의 평균 나이가
비슷하였고, 각성공중과 비활동공중의 나이가 서로

4. 공중의 인구･사회통계학적 속성(연구문제4)

비슷하였으며 크게는 활동공중과 인지공중이 나머
지 두 공중들보다 평균 나이가 더 많았다(p < .01).

총 399명 중 남자는 191명(47.9%), 여자는 208명

다음으로 공중별로 학력을 분석한 결과 대졸이

(52.1%)으로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공중별

가장 많은 공통적인 특징 속에서 활동공중은 다른

로 나누어 성별 비교를 해 보면 빈도의 차이가 관

공중에 비해 대학원 이상 응답자 비율(19.5%)이 높

2

찰되었다(χ [df=3] = 48.24, p < .001). 즉 활동공중

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비활동공중은 고졸 응

과 인지공중은 남성이 약 70%내외를 차지한 반면,

답자 비율이 다른 공중들보다 높은 특징(15.0%)을

각성공중과 비활동공중은 반대로 여성이 2/3 정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를 차지하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였다(χ2[df=6] = 19.99, p < .01).

<표 5> 성별
활동공중

인지공중

각성공중

비활동공중

남성

82 (66.7%)

33 (71.7%)

35 (34.0%)

41 (32.3%)

여성

41 (33.3%)

13 (28.3%)

68 (66.0%)

86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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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령
활동공중

인지공중

각성공중

비활동공중

전체

20-29세

19 (15.4%)

3 (6.5%)

32 (31.1%)

44 (34.6%)

98 (24.6%)

30-39세

26 (21.1%)

14 (30.4%)

23 (22.3%)

35 (27.6%)

98 (24.6%)

40-49세

35 (28.5%)

13 (28.3%)

25 (24.3%)

25 (19.7%)

98 (24.6%)

50-59세

43 (35.0%)

16 (34.8%)

23 (22.3%)

23 (18.1%)

105 (26.3%)

활동공중

인지공중

각성공중

비활동공중

전체

<표 7> 학력

고졸

9 (7.3%)

6 (13.0%)

9 (8.7%)

19 (15.0%)

43 (10.8%)

대졸(재학포함)

90 (73.2%)

36 (78.3%)

79 (76.7%)

104 (81.9%)

309 (77.4%)

대학원 이상

24 (19.5%)

4 (8.7%)

15 (14.6%)

4 (3.1%)

47 (11.8%)

토론

동적, 인구사회통계학적 특징들을 차별적으로 보
여주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일부 학자들이 할라한

1. 결과의 요약

의 공중세분화 이론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조사를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이론과 개념들을 통합

이해를 돕기 위해 위의 주요 결과들을 일목요연

하여 종합적으로 그 관계성을 고찰하였다는 점에

하게 요약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지식과 관여

서 이 연구의 학술적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도에 따라 구분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확장된

즉 할라한의 공중세분화 기준을 바탕으로 공중을

원전 지역 공동체는 네 개의 공중으로 구분되었고

분류하고 이들 공중의 특징을 일련의 다양한 관점

인지, 정서, 행동 및 인구통계학적 특징 측면에서

에서 고찰하여 할라한 공중세분화 이론의 자산을

요약한 바와 같은 차이점들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를 바탕으로 학술적, 실무적 의미를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

먼저 인지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공중 유형별로
위험인식과 편익인식이 상이함을 관찰하였다. 상
대적으로 각성공중과 비활동공중은 위험인식 정

2. 학술적 함의

도가 높았고, 비활동공중은 다른 공중들과 달리 편
익인식 정도가 낮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할라한의

이 연구는 할라한의 공중세분화의 기준인 지식

공중 분류 기준인 지식과 관여도에 따라 원자력PR

과 관여도를 중심으로 부울경 지역민들을 공중세

의 주요 요인인 위험성, 편익인식이 달라짐을 의미

분화하고 각 공중별로 어떠한 인지적, 정서적, 행

하며 공중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이러한 패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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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결과의 요약

른 쟁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해 볼 필

도라는 인지적 요인을 강조하는 이론적 틀임을 상

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중 분류 기준과 위험인식,

기할 때 이 같은 감정 요인들과의 연결과 관계성

편익인식의 관계성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확인은 그 이론적 함의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정서적 차원에서 이 연구는 공중별로 긍정감정,

다음으로 할라한의 지식과 관여도라는 공중 분

부정감정 정도가 상이하였고, 원자력 수용성이라

류 기준과 그루닉의 공중상황이론의 주요 종속변

는 태도도 달랐음을 관찰하였다. 각성공중은 긍정

인인 정보처리 및 정보추구 행동 사이의 관계성을

감정이 낮고 부정감정이 높았으며 비활동공중도

조사하여 이 연구는 활동공중, 인지공중, 각성공

긍정감정이 낮은 편인 차이를 나타냈다. 원자력 수

중, 비활동공중 사이에 정보처리 및 추구행동의 정

용성 측면에서도 각성공중과 비활동공중은 평균

도가 상이함을 관찰하였다. 이는 지식과 관여도가

적으로 중립적이지만 다른 유형의 공중들에 비해

정보처리 및 추구행동에 대해 영향요인임을 확인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식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공중상황이론의

과 관여도에 따른 다양한 정서적 차이를 확인한

문제인식이 지식과 관련성이 높고 관여도는 그루

것이다. 할라한의 공중세분화 이론이 지식과 관여

닉과 할라한 공중세분화의 두 이론 모두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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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임을 상기할 때 종속변인인 정보 관련 행

타낸 점을 주목한다. 아울러 활동공중과 인지공중

동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결과는 매우 놀

에 비해 비활동공중이 중립이라는 상대적으로 낮

라운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은 원자력 수용성을 보여준 점을 함께 살펴 보면서

연구문제4에서 이 연구는 공중별 인구통계학적

이 연구는 편익인식을 높여 줄 수 있는 지식을 전

속성의 차이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공중별로 연령

달하는 것이 확장된 원전지역공동체 내 적지 않은

대, 성별, 그리고 학력이 상이함을 관찰하였다. 원

수를 차지하는 비활동공중의 수용성을 증진시키

자력이라는 에너지 과학 쟁점에서 남성, 4050, 고

는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실무자들에게 암시

학력자들은 활동공중을 주로 구성하고, 여성, 2030,

하였다.

고졸 학력자들은 비활동공중을 주로 구성하였으

또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원자력 에너지PR에서

며, 각성공중 또한 여성과 20대가 주 구성원임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타깃 공중은

보여주었다. 이 같은 뚜렷한 인구통계학적 차이는

아마도 각성공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관여도

할라한 공중세분화 이론을 보다 정교화시키는데

는 높으나 정확한 정보나 지식의 수준이 부족하고,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요인임을 암시한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찾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에게 지식을

3. 실무적 함의

전하고 소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마도 어려운 용어나 기술적인 설명보다는

먼저 이 연구는 원자력에 대한 지식 수준이 상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짧게 정보를

대적으로 높은 활동공중이나 인지공중에 비해 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원자력 쟁점에 대해

식이 낮은 각성공중과 비활동공중이 위험을 더 강

긍정감정이 낮고 부정감정이 높으므로 장황한 이

하게 인식한다는 결과를 주목한다. 이는 원자력에

성적 정보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것에 대한 위험

높아 보인다. 각성공중은 적극적으로 원자력 정보

인식은 낮아짐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과 위

를 검색하거나 찾으려는 의도는 낮다 해도 주어진

험 인식 사이의 부적(-) 관계를 보였던 기존 연구

정보에 대해 체계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는 낮지

결과(Huang et al., 2013)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원

않으므로 쉽고 간결한 지식 제공을 받아들일 가능

자력 에너지PR에 있어서 위험 인식을 낮추기 위해

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구

서는 공중들의 원자력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수준

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이벤트나 퀴즈 등을

을 높여야 함을 자연스럽게 시사한다.

통해 정보와 이슈를 접할 기회를 높여주어야 할

다음으로 활동공중, 인지공중, 각성공중에 비해

것이다. 각성공중의 특징을 살펴보면 뉴스기사 읽

비활동공중이 편익인식 차원에서 낮은 결과를 나

기도 낮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언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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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메시지를 송출하는 것도 여전히 효율적인 방

원자력이 위험한 에너지 발전원이 아니라는 것을

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쉽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생활 속에서 짧은 형태

부정감정으로 인한 거부 반응의 가능성을 고려할

의 메시지로 전하는 상술한 노력이 여기에 해당한

때 원자력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보다는 미세먼지,

다. 비활동공중에 대해서는 조직이 제공하는 다양

전기세 등 쉬운 생활 밀착형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

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알려 설득하는 환심사기

하면서 2차 정보로 유도, 연결시키는 방안이 필요

전략과 조직이 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책임활

할 것이다.

동(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과 긍정적

다음으로 할라한이 공중별로 제시한 소통전략
(Hallahan, 2001)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기여를 알려 평판을 제고하는 평판강화전략이 중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공중과 인지공중이 원자력 수
용성이 높은 공중이고, 각성공중과 비활동공중은

4.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에 대한 제안

위험성 인식 정도가 높고 원자력 수용성이 중립적
이거나 중립에 가까운 상대적 차이들을 보여주었

이 연구는 할라한의 공중세분화 이론을 중심으

다. 즉 이 연구에서의 활동공중과 인지공중은 PR

로 부울경의 지역민을 공중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주 입장에서 긍정적인 우군에 가깝고 각성공중과

특징들을 다차원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많

비활동공중은 부정적인 공중이라 볼 수 있다. 이러

은 의의를 내포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한계점 또한

한 현실을 고려하면서 할라한의 공중별 소통전략

함께 안고 있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분석의 용

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선택이 가능하리라 예상

이함을 위해 감정요인을 축약하여 긍정감정과 부

한다. 먼저 활동공중에게는 공중의 주장을 받아들

정감정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명료한 결과 제시와

이는 양보전략이나 활동공중의 주장을 인정하는

요약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상 개별 감정과의 관

인정전략을 펼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인지

계성을 살피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공중에게는 원자력 쟁점 논의에 대한 이들의 참여

에서는 공중들이 원자력 에너지 쟁점에 대해 느끼

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입장을 대변하도

는 개별 감정들을 조사하는 것이 후속과제가 될

록 우군화시키는 동맹구축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관여도를 하

각성공중에 대한 개입전략은 먼저 원자력 쟁점 및

나의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관여도도 인지

각성공중의 동향과 태도를 꾸준히 살피는 모니터

적으로 생각하는 관여도와 감정적으로 연루되는

링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이들이 염려하는 위험성

관여도의 차원으로 구분이 가능할 수 있다. 이 점

에 대한 쟁점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쟁점 부각이

을 고려하여 관여도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공중세

되지 않도록 차단, 봉쇄하는 전략이 요청된다. 즉

분화이론의 정교화를 이끌 것이라 생각한다.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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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비록 이 연구가 기존의 해외문헌 내 원자력 지
식 관련 문항들을 참고 및 수정하여 원자력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였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에너지 쟁
점과 지식은 계속 새로이 변화하고 추가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유관 연구들은 지식에
대한 문항들을 현실에 맞게 더 보완하여 측정하는
것이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
식과 관여도를 중심으로 분류된 각 공중별 특징을
살피는 현재의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잡한
사회환경과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환경의 영향
력을 감안하면서 보다 새롭게 다듬어진 공중세분
화를 후속연구들이 시도하길 추천한다. 아마도 이
연구에서 주목한 위험인식, 편익수준, 감정과 같은
여러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공중 분류를
추후 제시한다면 보다 진일보한 학술적 함의를 제
공하는 후속 연구가 되리라 예상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주어진 결과를 놓고 할라한이 제시한 공중
별 소통전략을 비교하여 정성적으로 가능한 전략
들을 판단하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전략이 정
말 효율적인지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한
후속 연구주제라 생각된다. 요컨대 이 연구가 부울
경 지역민, 원자력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중
특징들을 고찰하였는데 포함된 여러 변수들을 중
심으로 다양한 쟁점에서의 변수 간 관계성을 지속
적으로 조사하여 지식과 관여도와의 관련성을 더
정확하게 밝혀 나갈 수 있기를 연구자들은 기대한다.

259

260

광고PR실학연구

참고문헌
고광완, 이종민 (2018). 정부 정책 PR에 있어서 공중별 특성에 따른 조직의 대응 전략 연구 : 할라한(Hallahan)의
이슈 처리 모델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116), 5~37.
곽천섭, 이양환 (2014). 재난의 특성에 따른 미디어 이용과 정보 전달 채널로서의 사회적 자본: 재난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4(3), 5~41.
김동성, 이현우 (2014). 소셜 공중에 적합한 새로운 공중 세분화 이론: 페이스북 페이지의 소셜 네트워크
요인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8(3), 394~429.
김서용, 김근식 (2014).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인의 원자력 수용성 태도변화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3(3), 57~89.
김영곤, 김주경, 최일환 (2015). 원자력 갈등해결을 위한 수용성 확보에 관한 연구: 수용성 측정지표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3(2), 41~76.
김찬석, 황성욱 (2014). 공중의 성향, 정책-공중 관계성, 행위변인 간의 PR효과모형: 고용노동 정책PR 공중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102, 5~34.
김창수, 김동현, 김정훈 (2013).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사선 및 원전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281~287.
김태완, 황성욱, 강주현 (2018). 원자력 수용성 지수 개발: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9(8), 113~134.
김효정 (2017). 원자력 기사 프레이밍이 수용자의 심리적 저항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1(5), 130~164.
김효정 (2019). 위험인식, 두려움, 분노가 원자력정보 탐색과 처리, 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위험정보탐색처리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3(2), 7~45.
남경태 (2006). 외모지상주의 문제에 관한 공중별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관한 연구: Grunig의 상황적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광고홍보학보, 8(3), 237~270.
네이버국어사전 (2021). 관여도.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A%B4%80%EC%97%AC%EB%8F%84
박노일 (2010). 상황이론의 블로거 공중 세분화 적용 연구. 홍보학연구, 14(3), 69~105.
박성민, 장지상, 김채복 (2017). 원자력발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울진군 지역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5(3), 5~43.
방성곤, 신호창 (2013).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을 적용한 저출산 극복 PR캠페인 전략연구. 정치정보연구,
16(2), 349~375.
서미혜 (2016). 메르스 관련 위험정보 탐색과 처리가 메르스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78, 116~140.
송해룡, 김원제 (2014). 공중의 환경위험이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행동 연구: 지구온난화 쟁점(상황)을 중심으
로. 한국소통학보, 23, 273~309.

할라한의 공중 분류의 인지적, 태도적, 행동적 특징에 대한 연구

261

심준섭 (2009).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신뢰, 인식된 위험과 혜택, 그리고 수용성. 한국정책학회보, 18(4), 93~122.
양기용, 김창수 (2018). 원전지역공동체 재구조화에 대한 시론적 연구: 고리원전지역공동체 확장과정에 대한
개념적 접근. 지방정부연구, 21(4), 181~207.
왕재선 (2013). 신뢰와 원자력 수용성. 한국행정학보, 22(3), 235~266.
왕재선, 김서용 (201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수용성 및 인식구조 변화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행정

학보, 47(2), 395~424.
이민재, 정진섭, 박기성 (2014). 원자력 발전의 위험인식, 효용인식, 투명성이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56, 253~279.
이민창, 안주아, 김유미 (2018).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위험지각, 정부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원자력
발전소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광고PR실학연구, 11(3), 54~74.
이유나, 문비치, 박건희, 정지은, 윤여진 (2009).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수돗물 직접음용 태도 및 의도에
관한 연구: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의 재해석. 광고학연구, 20(3), 7~28.
이종혁, 윤호영 (2018). 원자력 이슈에 대한 미디어 이용이 수용자 지식, 소통,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치-경제-사회-과학 관점의 다차원적 접근. 2018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17~150.
정주용, 정재진 (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국민 원자력 수용성 변화.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321~361.
정현주, 정은이 (2018). 원자력 수용성 영향요인과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원자력 안전 규제 및 규제기관
신뢰도의 조절효과 연구. 언론과학연구, 18(1), 79~127.
최진식 (2008). 주민투표 후 방폐장에 대한 위험판단과 위험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2), 149~168.
한동섭, 김형일 (2011). 위험과 커뮤니케이션: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한국위기관

리논집, 7(2), 1~22.
한정호, 박노일, 정진호 (2007). 온라인과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공중 세분화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7(1), 319~350.
황성욱, 김효정, 장익진 (2018).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인식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조사를 중심으로. 광고PR실학연구, 11(4), 135~164.
Aaker, D. A. (1992). The value of brand equity. Journal of Business Strategy, 13(4), 27~32.
Cox, D., & Cox, A. D. (2001). Communicating the consequences of early detection: The role of evidence
and fram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65(3), 91~103.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llahan, K. (2001). The dynamics of issue activation and response: An issues processes model.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3(1), 27~59.
Hamilton, P. K. (1992). Grunig's situational theory: A replication, ap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4(3), 123~149.

262

광고PR실학연구

Huang, L., Zhou, Y., Han, Y., Hammitt, J. K., Bi, J., & Yang, L. (2013). Effect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on the risk perception of residents near a nuclear power plant in China. Proceeding of

Notational Academy Science U S A, 110(49), 19742~19747.
Kuklinski, J. H., Metlay, D. S., & Kay, W. D. (1982). Citizen knowledge and choices on the complex issue
of nuclear energ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6(4), 615~642.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eter, J. P., & Olson, J. C. (1987). Consumer behavior, marketing strategy perspectives. Irwin.
Shen, L., & Dillard, J. P. (2007). The influence of behavioral inhibition/approach systems and message framing
on the processing of persuasive health messages. Communication Research, 34(4), 433~467.
Slovic, P. (1992). Perceptions of Risk: Reflections on the Psychometric Paradigm. In D. Golding & S. Krimsky
(Eds.), Social theories of risk. Praeger.
Stoutenborough, J. W., Sturgess, S. G., & Vedlitz, A. (2013). Knowledge, risk, and policy support: Public
perceptions of nuclear power. Energy Policy, 62, 176~184.
Yang, Z. J., Rickard, L. N., Harrison, T. M., & Seo, M. (2014). Applying the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RISP) model to examine support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y. Science Communication,
36(3), 296~324.
투고일 : 2021년06월30일/ 수정일 : 2021년10월27일/ 게재확정일 : 2021년11월02일

할라한의 공중 분류의 인지적, 태도적, 행동적 특징에 대한 연구

Abstract

The Examination of Characteristics of Publics
Classifed by Hallahan: Based on the Perception
of Busan, Ulsan, and Gyeongnam Residents around
Nuclear Power Plant Issues
Sungwook Hwang
Professor, Dept. of Media &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Adjunct Researcher, Institute of Social Science Research, Pusan National University
Hyo Jung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edia &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Focusing on residents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near nuclear power plants, this study classified
them as four publics with two standards of knowledge about nuclear power and the level of
involvement: active public, aware public, aroused public, and inactive public. After then, this study
investigated each public’s characteristics. RQ1 examined each public’s cognitive features. Active public
and aware public showed neutral risk perception, whereas aroused public and inactive public highly
perceived risk around nuclear power. Three publics of active public, aware public, and aroused public
highly perceived the benefit of nuclear power, whereas inactive public was quite neutral in terms
of benefit perception. RQ2 investigated affective and attitudinal features of the classified publics.
Compared with active public and aware public, aroused public and inactive public showed low positive
emotion and relatively high or neutral negative emotion for nuclear power. Active public and aware
public showed the high level of nuclear power acceptance, whereas the other publics were close
to neutral in terms of nuclear power acceptance. RQ3 analyzed behavioral features of publics. Four
publics showed the high level of information processing in common, although they were slightly
different. Active pubic showed slightly higher level of information seeking than neutral, aware public
and aroused public were rather lower than neutral, and inactive public was not active in seeking
nuclear power information. Regarding media use, active public read print newspaper for about one
hour per week. Active public also actively used newspaper or broadcasting websites at approximately
longer than two hours per week, whereas inactive public used the media for less than one hour
per week. Most publics actively used email, but few publics actively used band service. In general,
all publics were very active in searching information and reading news articles. Active public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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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 more active than inactive pubic in doing those tasks. RQ4 examine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four pubics. Active public consisted of male, people in their 40s and 50s, and graduate
level of education. Aware public also consisted of a lot of men but few people in their 20s. Aroused
public included many female respondents and people in their 20s. Inactive public also showed the
high rate of female, respondents in their 20s and 30s, and less educated peopl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va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keywords: Hallahan, Public Segmentation, Busan, Ulsan, Gyeongnam, Active public, Aware public,
Aroused public, Inactive publ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