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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hange of weather disaster having occurred in Korea since 1960s was analyzed using newspaper
articles recording objective facts and reflecting consciousness of the times.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on
6 disasters: heavy rainfall, cold wave, heavy snowfall, typhoon, heat wave and drought. To focus on the
events having great social impacts, articles were chosen among top articles on the front page and general
page of the newspapers. Dong-A Daily News articles were sampled from 1960 to 2013, for 54 years. A total
of 315 articles were analyzed, among which typhoon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36%. Heavy
rainfall, heavy snowfall, drought and cold wave followed typhoon, and the topics of heat wave accounted
for the lowest percentage of 6%. Articles of typhoon and heavy rainfall accounted for 57%, which is more
than half of all. Drought and cold wave are concentrated in the 60s to 70s, and heavy snowfall and heat
wave have sharply increased since 2010, due to the tendency of global warming. Articles have decreased
over time because the importance of those articles has declined as a result of soc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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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영하면서 취약한 부분을 골라서 공격하는 형태
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재해 출현빈도와 그로 인

재해는 다양한 양상으로 출현한다. 국민의 생명

한 피해규모 등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가 어

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재해는 지형이나 기상 등

떻게 변하였고 어떤 재해에 어느 정도 취약한 지를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역의 문화, 사회를

확인하는 척도로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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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현황과 특징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잘 나타

능과 인덱스 기능, 기사 요약 기능 등 크게 3가지

내는 것이 언론의 재해와 관련된 보도이다. 신문

로 분류하였다. 한국편집기자협회는 학자들의 다

기사 등의 언론보도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양한 주장을 요약해 신문제목의 기능을 크게 정보

시대의식을 반영한다. 신문에 실려 있는 기상재해

전달 기능과 뉴스 색인 기능, 뉴스밸류 평가 기능,

와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여 시대별 기상재해

지면 미화 기능 등 4가지로 요약하였다.

현황 변화는 물론 사회인식 변화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신문기사 분석을 통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서 이루어졌다(Cho, 2012; Jeong, 2004; Lee,

저널리즘의 주요 의무는 진실을 추구하는 일이

2012). Cho(2012)는 2010년도 신문기사를 분석하

다.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은 사실에 대한 철저한

여 은평구립도서관의 홍보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검증에서 출발한다. 기사 작성은 사실에 대한 정

Jeong(2004)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한

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철저히 검증하여 독자

국의 10대 종합일간지에 보도된 사건 중 동반자살

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이다(Kovach and Rosenstiel,

만 조사·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제안하였다.

2001). 특히 사회면에 실리는 기사는 더욱 객관화

Lee(2012)는 1991년부터 2010년의 20년간 한국

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면 기사는 정치

의 5개 일간지의 기사 제목 중 우울증이라는 단어

나 국제 뉴스와는 달리 보통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를 포함한 기사를 분석하여, 한국신문에서 우울증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며, 이에 따라 뉴스미디어

을 다뤄온 방식과 시각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Lee

의 자의적인 해석을 줄일 수 있다(Jeong, 2010).

and Choi(2005)는 해방이후부터 2000년 이전까

이런 이유에서 신문기사 중에서 사회면 기사를

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등장한 이혼관련 기사

통해 재해 변화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의미를 지

의 시기별 분포 변화와 기사 특성을 파악하여, 신

닌다. 하지만 신문에 보도된 기상재해 관련 기사

문기사의 내용변화를 통해 이혼에 대한 사회적 논

의 양이 너무 많아서 기사를 모두 검색하여 분석하

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조성되고 있

는 일은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50년이 넘는 긴

다고 하였다. 신문기사를 분석한 연구의 대부분은

기간 동안 재해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 신문 기사

한가지의 키워드를 사례로 하여 수행한 연구였으

를 모두 확인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

며, 그 시대의 사회인식을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

신문기사를 활용한 기상재해의 변화 연구는 자료

하여 신문기사 전문에 대한 검색 대신 제목에 대한

의 방대함과 분류의 어려움 때문에 국내외에서 사

검색을 활용하였다. 즉, 기사의 제목이 갖는 독특

례를 찾기 힘들다.

한 함축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분

신문 기사 제목은 다른 정보매체에서 보기 어려

석하여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비교적 안

운 독특한 정보 전달 수단이기도 하다. 신문 기사

정화 단계로 들어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

제목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보의 가치와 내용을 전

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기상재해의 변화 추이를

달하는 하나의 저널리즘 역할을 한다. Copperud

파악하고자 하였다.

and Nelson(1983)은 언론보도에 있어 기사 제목
의 정보전달 기능을 강조했고, Russial(2004)은 기
호학 이론을 활용해 제목의 기능을 아이콘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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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 기사를 대상으로 출현 빈도의 변화와 10년
단위의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사는 한국전쟁 이후 사회
가 서서히 안정 단계로 들어서는 1960년부터 2013

3. 결과 및 토의

년까지 54년 동안 동아일보에 실린 기상재해와 관
련된 기사이다. 분석 대상 기사의 일관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보도 매체를 동아일보로 한정하였다.

1) 재해 원인별 기사 점유율

분석 대상이 된 기상재해는 태풍, 호우, 대설,

분석기간 동안 1면과 사회면 머리기사로 실린

폭염, 한파 등 기상청에서 특보를 발표하는 대상

기상재해 관련 기사는 총 315건으로 연 평균 5.8회

인 5개의 재해와, 특보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 영

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많이 출현한 기사는 태풍과

향력이 큰 가뭄을 포함하여 6가지이다. 이런 재해

관련된 것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재

호우와 관련된 기사가 26%로 뒤를 잇는다. 두 재

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언론에서 비교적 높

해 관련 기사를 합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

은 기사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 소위 풍수해에 대한 기사가 가장 높은 출현빈도

6개 기상재해를 다룬 기사는 양이 방대하고, 신

를 차지하였다. 폭설과 가뭄, 한파와 관련된 기사

문의 지면마다 기사 내용이 중복된 경우가 많아 효

는 각각 13%, 12%, 12%를 차지하여 보도된 빈도

율적인 분석이 어렵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줄이

가 비슷하였다(Figure 1).

기 위해 기사제목에 6개의 재해가 포함된 기사를

게재된 지면별로 보면, 태풍의 경우, 1면에 보

선택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재해의 변화를

도된 빈도가 42%로 사회면에 보도된 26%보다 높

분석하기 위해 분석대상 기사를 1면의 머리기사나

았다. 사회면 머리기사의 경우는 태풍이나 호우와

사회면의 머리기사로 제한하였다. 이와 같이 기사

관련된 기사의 빈도가 각각 26%로 같았다. 한파와

의 지면을 제한함으로써 중복 분석 가능성을 줄이

가뭄과 관련된 기사의 빈도는 사회면에서 보도된

고 분석 결과를 명료화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경우가 1면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런

있다.

결과는 신문 편집자가 재해의 영향력을 고려해 한

기사검색은 일반 인터넷 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이

파와 가뭄 관련 기사의 비중을 낮추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서비스는 신문의 전체 판형과 내용을 모두 볼 수

월별 빈도를 보면, 1월은 폭설, 5월은 가뭄, 7월

있어서 기사내용 확인은 물론 기사배치와 크기 등

은 호우, 8월은 태풍과 관련된 기사가 가장 많았

을 통해 기사의 비중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장점

다. 이것은 분석대상인 신문기사가 실제 기상재해

이 있다. 그러나 1999년에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

의 발생 경향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었기 때문에 2000년부터는 동아일보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관련 기사를 선택하였다.
기사 검색에서 선택된 기사는 재해의 원인별로

2) 재해별 분석
(1) 가뭄

구분하여 각각 재해관련 기사를 다시 1면 머리기

가뭄과 관련된 기사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사와 사회면 머리기사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많았고, 1980년대 이후 찾아보기 힘들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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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portion of disaster article on front page(a), and general news page(b) of the Dong-A Daily News
(1960~2013). (c) is proportion of sum of front and general page (a+b).

2). 특히 2000년대에는 가뭄 관련 머리기사가 한

이 컸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상수도망이 갖

차례도 검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사의 출현

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 관리에 효과적인 다

분포는 실제로 분석기간인 54년 동안의 강수량 분

목적 댐이나 저수지도 적어 식수난과 농업 용수난

포와 큰 차이를 보인다(Figure 3). 예를 들어, 각 지

등 가뭄피해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점별로 연강수량이 1,100mm에 못 미쳤던 1967년

할 수 있다.

과 1968년은 가뭄과 관련된 머리기사가 각각 3건

계절별 가뭄관련 기사의 출현 빈도를 보면,

과 5건이었다. 반면, 대부분 관측지점에서 연강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봄철 가뭄관련 기사가 두

량이 1,000mm 미만에 머물렀던 1988년에는 가뭄

드러졌다. 당시는 모내기를 앞둔 시점에 가뭄이 발

과 관련된 머리기사가 단 1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생할 경우, 벼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이

이와 같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가뭄과 관련된

라 판단된다. 또한 이에 따른 식량난을 피할 수 없

기사가 집중된 것은 시기적으로 사회기반 시설이

었기 때문에, 물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시기일수

잘 갖춰지지 않아 대부분 지역이 가뭄에 취약한 상

록 봄 가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을 것이다.

태였으며, 그로 인하여 가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상대적으로 가뭄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1980년

Figure 2. Distribution of decadal article of front and general page on drought (left) and seasonal distribution of
decadal ‘Drought’ articl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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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stribution of annual precipitation anomaly (1960~2013, KMA) and distribution of ‘Drought’ article
reported on front page and general news page of newspaper (1960~2013, Dong-A Daily News).

대 이후에는 1982년과 1994년에만 가뭄 관련 기

는 기사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물 관리 기술경험

사가 등장하였다. 두 해 모두 실제 관측된 강수량

이 축적된 1994년 이후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이 관측지점별로 1,000mm 안팎으로 매우 적었던

해에도 식수난이나 공업용수 난으로 비상상황에

해이다. 1982년은 가뭄에 의한 피해가 남부지역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집중되면서 대구와 부산, 광주에서 식수용 수자원
이 부족하여 제한급수를 겪었고, 전국적인 가뭄에

(2) 호우

시달린 1994년에는 가을까지 가뭄이 이어지면서

호우와 관련된 기사는 거의 해마다 신문의 헤드

정부가 제한송전을 추진하였고 공업용수 난으로

라인을 장식하면서 매년 비교적 고른 출현빈도를

포항철강공단이 조업단축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보였다(Figure 4). 호우와 관련된 기사의 출현빈도

이 해에 제주도에서는 8월에도 산불이 발생하였다

의 편차가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1960년대 후

Figure 4. Distribution of decadal article of front and general page on heavy rainfall (left) and seasonal
distribution of decadal ‘Heavy rainfall’ article (right). (1960~2013, Dong-A Dail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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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stribution of decadal article of front and general page on cold wave (left) and seasonal distribution
of decadal ‘Cold wave’ article (right). (1960~2013, Dong-A Daily News)

반과 1990년대 후반에 기사가 비교적 많다. 이는

197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Figure 5). 전지구적인

이 시기에 전국에 큰 피해를 준 호우사례가 많았

온난화가 진행되기 이전인 이 시기는 ‘소빙하기’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1

라는 기사가 등장할 정도로 겨울철 기온이 낮았으

면과 사회면을 장식한 호우 관련 기사가 점차 줄

며, 언론이 이 점에 주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고 있다. 이는 호우 사례 자체가 줄었기보다 호우

한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한파의 영향이 현재보다

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물 관리 시설이 완비되었

컸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호우는 발생하였지
만, 홍수의 빈도가 감소한 것이다.

1980년대 이후에는 한파와 관련된 기사의 출현
빈도가 10년에 1-2회로 감소하였다. 이는 1980년

호우와 관련된 기사를 계절별로 보면, 1960년대

대 들어 기온이 상승하면서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

와 1970년대만 봄에 발생한 호우 관련 기사가 등

다 높았던 해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판

장하였다. 이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사회의 기반

단된다. 2010년 이후부터는 한파와 관련된 기사의

시설이 호우에 취약해 여름철 호우에 비해 상대적

빈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0년대 들

으로 강수량이 적은 봄철 호우에도 피해가 커졌기

어 갑자기 낮아진 겨울철 기온과 관련이 있다. 이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전구적으로 기온상승이 시

시기부터 한국에서도 북극진동과 관련하여 겨울

작된 1980년대 이후에는 여름과 가을 호우기사가

철 한파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기 시작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1990년대는 호우와 관

였다.

련된 기사의 90% 이상이 여름철(6, 7, 8월)에 집중
되었다.

(4) 폭설

2000년대에 들면서 호우관련 기사가 크게 감소

폭설과 관련된 기사는 한파나 호우와 관련된 기

하고 있다. 이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

사와 달리 1990년대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Fig-

해지면서 호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감소하는 것

ure 6). 전 지구적인 온난화로 겨울철 기온이 상승

이 신문기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면서 대기 중 수증기의 양이 늘어 눈이 많이 내
릴 조건이 형성된 점이 중요한 이유라 생각된다.

(3) 한파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겨울철 날씨가 다시 추워

한파와 관련된 기사의 출현빈도는 1960년대와

지면서 상대적으로 폭설기사가 주춤하는 경향을

한국에서 신문보도에 나타난 기상재해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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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istribution of decadal article of front and general page on heavy snowfall (left) and seasonal
distribution of decadal ‘heavy snowfall’ article (right). (1960~2013, Dong-A Daily News)

볼 수 있다.

과 후반에는 헤드라인을 장식한 폭염과 관련된 기

1면과 사회면 머리기사의 빈도 비교에서는 1990

사가 전무하였다. 2010년대로 들어서 폭염과 관련

년대와 2000년대에 1면의 폭설 관련 기사 비중이

된 기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폭염이 건강에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볼 수 있다. 1980년대까지는 폭설 관련 기사가 대

보도 기사에 이런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기 때문

부분 사회면에서 다뤄졌으나, 1990년대는 전체의

이다. 또한 2012년과 2013년 여름 폭염일수가 크

절반가량이 1면에 보도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게 증가한 것도 폭염기사가 증가한 원인으로 들 수

도 1면에 게재되는 빈도가 4회나 되어 1960년대와

있다.

1970년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사회적 관심을 반영
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폭설 관련 기사의 비중

(6) 태풍

이 높아진 것은 산업화의 결과로 비닐하우스와 같

태풍은 해마다 큰 피해를 내지만, 실제 기사 분

은 폭설에 취약한 시설물이 많아진 점과 관광산업

량은 시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Figure 8).

의 활성화로 겨울철 관광객이 늘면서 폭설에 대한

1980년대 중반처럼 태풍과 관련된 기사가 없던 시

관심이 높아진 것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기도 있는 반면, 1990년대 초반에는 신문의 헤드

폭설 관련 기사의 계절별 분포를 보면, 2000년

라인을 장식한 태풍과 관련된 기사가 큰 폭으로 증

대 들어 봄에 그 빈도가 크게 늘어 전체의 40%가

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엘니뇨와 라니냐 등 태풍

량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2004년 3월에 나타난 충

발생 지역의 종관규모 시스템의 변화가 태풍의 발

청남도 지방의 폭설처럼 2000년 이후 잦아진 3월

생이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과 4월의 폭설현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있다.

1980년대 중반과 후반, 1990년대 중반은 태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에 이른 시기이다. 이 시

(5) 폭염

기의 1면에 게재된 기상재해와 관련된 기사 중 태

폭염과 관련된 기사는 연구 대상 6개 기상재해

풍 관련 기사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 1987년

관련 기사 중 게재된 빈도가 가장 낮다(Figure 7).

태풍 ‘셀마’의 진로 왜곡으로 사회적 충격이 컸던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1990년대 중반

영향이 반영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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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istribution of decadal article of front and general page on heat wave (left) and seasonal distribution
of decadal ‘Heat wave’ article (right). (1960~2013, Dong-A Daily News)

Figure 8. Distribution of decadal article of front and general page on typhoon (left) and seasonal distribution of
decadal ‘Typhoon’ article (right). (1960~2013, Dong-A Daily News)

태풍과 관련된 기사의 계절별 출현빈도를 보면,

3) 기상재해의 시대별 변화

여름철의 태풍과 관련된 기사가 가장 두드러졌지

Figure 9는 54년 동안의 기상재해와 관련된 보

만, 2000년대에는 가을철의 태풍 관련 기사 비중

도의 누적 출현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된 6 가

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02년 태풍 ‘루

지의 기상재해와 관련된 머리기사가 일정한 패턴

사’와 2003년 태풍 ‘매미’와 같이 9월에 막대한 피

을 갖지 않고 해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1990년대

해를 남긴 태풍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판단

중반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기상재해와 관련된

된다. 연평균 출현빈도의 변화(자료 미 제시)를 살

머리기사 게재건수가 점차 줄고 있다. 이는 사회

펴보면, 평균 1회 미만이었던 태풍 관련 기사의 빈

기반시설이 갖춰지면서 기상재해의 충격이 줄고,

도가 1990년대 이후 연 1회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사회적인 관심도 자연스럽게 감소한 때문으로 보

이는 1990년대 이후 강력한 태풍의 영향이 잦아지

인다. 다만 2000년대 후반 급격하게 줄던 기상재

면서 사회적으로 태풍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

해 기사가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이라 판단된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는 우면산 산사태 등 대형 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2회 정도의 태풍과 관련된 기사가 게재되었다.

결과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기상재해가 가장 많이 보도된 해는 1968년과
1994년, 1995년으로 기상재해 관련 머리기사의 누

한국에서 신문보도에 나타난 기상재해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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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umulative distribution of disaster article reported on front page and general news page of
newspaper. (1960~2013, Dong-A Daily News)

적 빈도가 14회에 이르렀다. 반면 1983년과 2009

시기 중 가장 빈도가 높았다. 2000년대 역시 호우

년은 기상재해와 관련된 머리기사가 단 1회도 보

와 태풍과 관련된 기사의 비중이 높았다. 1990년

도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보도의 누적 출현빈

대 이후 폭설 관련 기사의 증가도 눈에 띠는 특징

도가 많은 1968년과 1994년, 1995년을 비교하면,

가운데 하나이다.

보도된 기상재해의 비율이 각각 다르다. 1968년의

Figure 11은 각 연대별로 기상재해별 비율을 나

경우 가뭄과 관련된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타낸 것으로 시대별 재해의 변화경향을 볼 수 있

높지만, 1994년과 1995년의 경우는 태풍과 관련된

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20%를 웃돌았던 가뭄

기사가 가장 많이 보도된 것을 볼 수 있다.

과 관련된 기사는 1980년대 이후에 5% 안팎까지

Figure 10은 기상재해별로 각 10년 동안의 누적

줄었다. 반면,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5% 안

보도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1960년대는 호우와 관

팎에 머물던 폭염과 관련된 기사는 2010년대 들어

련된 기사가 23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뭄

25%까지 증가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줄어

과 관련된 기사가 16회를 차지하였다. 1970년대

들던 한파와 관련된 보도의 비율도 2010년대에 다

역시 호우나 가뭄과 관련된 기사가 많았으며, 한

시 증가하는 점도 눈에 띠며, 이는 최근 추워진 겨

파와 관련된 기사가 가뭄 관련 기사와 빈도가 같

울 날씨와 관련이 있다.

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만큼 1970년대의 기온이

폭설과 관련된 기사의 시대별 변화도 명확하다.

낮아 한파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라 판단된

1960년대 이후 폭설과 관련된 보도의 비율이 점차

다. 1980년대는 기상재해 관련 기사가 현저히 줄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0년대는 전체 재해 가운

어든 것을 볼 수 있으며, 가뭄과 관련된 기사의 감

데 29%나 차지하였다. 태풍과 관련된 기사는 1990

소폭이 가장 크다. 1990년대는 호우나 태풍과 관

년대 이후 40%를 웃돌면서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하

련된 기사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진 점이 눈에 띤

였다. 태풍이 해마다 큰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사

다. 특히 태풍과 관련된 기사의 경우는 분석대상

회적인 관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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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istribution of decadal disaster article reported on front page and general news page of newspaper.
(1960~2013, Dong-A Daily News)

Figure 11. Share of decadal disaster article reported on front page and general news page of newspaper.
(1960~2013, Dong-A Daily News)

4. 요약 및 결론

1) 분석기간의 기상재해 관련 기사 중 태풍과 관
련된 것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호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 이후 언론 보도에 나타
난 기상재해 관련 기사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자

우가 26%, 폭설 13%, 가뭄과 한파가 12%, 폭염
6%를 차지하였다.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아일보를 사례로 1면과 사

2) 가뭄이나 한파와 관련된 기사는 1960년대와

회면의 머리기사 중 기상재해와 관련된 기사를 분

1970년대에 집중되고, 1980년대 이후에는 크게 줄

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었다. 반면 폭설과 폭염 관련 기사는 2010년 이후

한국에서 신문보도에 나타난 기상재해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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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of Eunpyeong public liblary, Journal of the

에 급증하는 경향이다.
3) 호우나 태풍과 관련된 기사의 빈도는 시대별
로 차이가 크지 않지만, 1990년대 이후 태풍 관련
기사의 비중이 호우의 경우보다 높아지고 있다.
4) 1960년대 이후 봄철의 가뭄과 호우 관련 보도
가 등장하지 않았다.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1), 223-240 (in Korean).
Copperud, R. H. and Nelson, R. P., 1983, Editting the
News, Wm. C. Brown.
Jeong, I., 2010, A trend analysis of the metro sections
of news media in Korea during 1988 and 2009,

5) 기상재해를 다룬 기사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
을 보였다.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50, 143-163 (in Korean).

이 연구는 보도에 나타난 재해의 비중을 시대별

Jeong, S. M., 2004, A study on the murder-suicide -An

로 분류해 한국에서 출현한 기상재해의 변화를 연

analysis on status of murder-suicide in Korea by

구한 최초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
만 대상 언론이 동아일보에 한정된 점이 한계로 지
적된다. 따라서 앞으로 언론사를 확대하고 그 영

reviewing newspaper articles-, Korean Academy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18, 415454 (in Korean).
Kim, J. D. and Heo, J. W., 2011, Analysis of current

역도 방송까지 확장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

affairs and assignment of regional tourism on

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newspaper articles using content analysis,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3(8), 493-512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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