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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언론은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은 매우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범죄보도

는 매번 되풀이되듯 그 선정성이 문제로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

고 어떤 범죄들이 선정적으로 보도되는지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온

바가 없다. 이 연구는 범죄 보도에 초점을 두어, 언론이 어떤 범죄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죄의 내용을 범죄자 차원, 피해자 차원, 범죄

행위 차원으로 구분하고 차원 별로 적절한 분석유목들을 두었다.

다음으로 각종 언론의 윤리규범들을 참고하여 내용적 차원의 선정

성을 5개의 하위 개념들을 통해 정리하였고, 각 하위개념 별로

3-4개의 세부적인 선정적 보도행태 항목들을 두어 총 17개의 항목

으로 선정적 범죄보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들을 가지고 국내

대표일간지 3사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도된 살인사건 기사

를 대상으로 살인범죄의 내용과 언론의 선정적 보도행태 간의 관

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언론은 남성·전과가 있는 범죄자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기

에 전형적인 범죄자가 저지른 사건을 더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 차원에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친족

혹은 타인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여러 명이 살해당한 사건의 피

해자와 같이 비교적 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 사건을 선

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행위 차원에서는 계획된

범죄를 그렇지 않은 범죄보다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는 그간 체계화되어 오지 못한 내용적 차원의 선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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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개념화하였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이고 종합적

인 연구를 수행하여 언론의 선정적 보도 행태를 종합적으로 관찰

할 수 있게 된 점, 선정적 범죄보도의 한 원인으로서 범죄의 내용

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선정주의, 보도의 선정성, 선정적 보도, 선정적 범죄보도, 범

죄보도

학 번 : 2017-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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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문제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언론이 어떤 특성을 지닌 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

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언론은 모든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선정적인 보도행태를 보인

다. 이 연구는 범죄보도에 초점을 두고 언론의 선정적 범죄보도 실태는

어떠하며 특히 어떤 범죄를 어떻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는 언론의 주요 보도 대상이며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보도 내용

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는 매년 반복되듯 문제시

되어 오고 있다. 2017년 3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7월 강릉

폭행사건, 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까지 청소년범죄가 잇따라 크게 보

도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에는 대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고, 이에 따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 범죄 증가 및 범죄

심각성 등의 이유로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작성되고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정치권에서는 소년법

개정안을 앞 다투어 발의하였다.1)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 범죄 관련 보도는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

이 되었고, 법이 개정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사회에 행사하였다.2)

그렇다면 법 혹은 형사사법정책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 범죄

보도는 과연 공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언론은 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의 경우 SNS에서 먼저 퍼진 피해자의

피투성이 사진을 기사에 얼굴만 모자이크한 채로 그대로 사용하고, 폭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입수해 그대로 내보내었다. 즉, 언론은 범죄

1) 2017. 9. 1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한달 내에 총 8개의 소년법 개정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것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

2) 실제로 법이 개정되진 않았다.



- 2 -

를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정책의 방

향이 움직이게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범죄보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범죄예방효과 등과 같은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도이다. 하지만 동시에, 범죄자·피해자 등의 인권침해,

형사절차의 공정성 침해, 범죄 두려움 확대 등과 같은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언론은 범죄보도가 갖는 필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범죄를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앞선 예와 같이,

때때로 언론은 사회적 책임에 바탕을 둔 공정한 범죄 보도보다는 흥미와

자극성에 중점을 둔 선정적인 범죄보도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론에 의한 선정적 범죄보도의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다. 선정적 범죄

보도는 범죄의 자극적 내용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범죄보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이경자, 1994). 또한 흥

미롭거나 자극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

을 갖게 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형주의 등과 같은 형

사정책적 입장을 갖게 되어, 선정적 범죄보도는 사회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Fishman, 1978; O’keefe, 1987; 이병기·이기웅, 1993; 고비환,

2012). 앞선 청소년 범죄보도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있

다. 실제 통계상으로는 지난 약 25년 간 청소년 범죄는 전반적으로 지속

적인 감소추세3)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범죄사건의 발생 건수와 심각성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

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정책적 입장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선정적 범죄보도에서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범

행 수법 등이 자세히 보도되어 모방범죄의 조장도 문제로 지적된다(노선

호·이기웅, 1996). 따라서 언론은 범죄보도에 있어서 특히 선정적 보도를

경계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범죄 중, 살인범죄의 경우 1990년 160건, 1995년 65건, 2000년 39건, 2005년 24

건, 2010년 19건, 2015년 16건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폭행범죄의 경우에도 1990년 약

5만 건, 1995년 약 4만9천 건, 2000년 약 5만5천 건, 2005년 약 2만1천 건, 2010년 약

2만1천 건, 2015년 약 2만 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비슷한 추

세를 보인다.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범죄분석 DB」, 「범죄통계 D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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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언론위원회와 언론사에서는 선정적 보도를 경계해야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규범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발행

인·편집인·일선 기자들이 함께 설립한 언론 자율 감시기구인 신문윤리위

원회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선정보도 금지 조항을 두고 자율적 규제 체

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언론사인 KBS나 조선일보, 한겨레 등에서도 내

부 가이드라인에 선정적 보도 금지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정적 범죄보도는 매체와 채널의 급

격한 증가로 언론사 간 경쟁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언론사의 생존전략으

로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유홍식, 2003; 최영재, 2007; 박기묵·김광

재, 2014; 김회승, 2016). 특정 범죄가 발생하면 언론은 이에 주목하여 흥

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를 쏟아내곤 한다. 이 때 주목할 점은 언론이 모

든 범죄를 선정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범죄들은

보도되지 않거나 발생 내용이나 재판 결과들만 간략히 보도된다. 그리고

몇몇 범죄들만이 매우 선정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렇다면 언론은 어떤 범

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일까? 범죄 피해가 크거나 성적 요소를 갖

는 경우, 앞선 예시의 ‘청소년’처럼 범죄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질 때, 혹

은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등에 그 피해자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오히려 가장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가 두

드러지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이러한 판단은 연구자의 섯부른 예단일

까? 아니면 연구자의 판단처럼 동일 유형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언론이

선정적으로 다루는 범죄가 따로 있는 것일까?

해외에서는 피해자·가해자의 인종이나 특성, 범죄 종류 등에 따라 보도

여부나 기사의 길이 등이 달라진다는 연구(Humphries, 1981; Smith,

1984; Pritchard and Hughes, 1997; Dixon, 2008)가 행해진 바 있으나,

범죄 내용과 선정적 보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국내

에서도 가해자의 국적(박상조·박승관, 2016)이나 범죄 종류(박지선·박상

조, 2013)에 따라 보도 여부가 달라진다는 연구는 각각 한 편 씩 존재하

지만, 피해자, 가해자, 범죄 행위 등 범죄의 내용적 특성과 범죄보도의

선정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특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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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는 선정적 보도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선정

적 범죄보도에 대한 연구는 더욱 미흡하다. 범죄보도에 대한 여러 연구

들(이병기·이기웅, 1993; 노성호·이기웅, 1996; 이진로, 2004; 고비환,

2012; 김회승, 2016)에서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범죄보도의 문제점으로 선

정성을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적 범죄보도에 대한 정의나 기

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정 범죄 사건들과 관련된 기사들의 내용

을 분석하여 선정적 요소를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범죄보도가 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

로 보여줄 수 있지만, 보도가 어떻게 선정적이며 선정적 보도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선정적 범죄보도행태가 매번 반복되듯 문제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

황에서, 언론의 선정적 범죄보도의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범죄의 내용이 그 원인의 한 요소로 기능한다는 관찰 하에 언

론이 어떤 특성을 지닌 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특히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가 주로 나타나는 살인

범죄에 집중하여, 언론이 어떤 내용의 살인범죄에 보다 주목하여 선정적

으로 보도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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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범죄

법학자들은 범죄를 형식적 의미의 범죄,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로

구분한다. 사전에서 범죄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4)으로 정의되는

데, 바로 이러한 정의가 형식적 의미의 범죄 개념에 해당한다. 즉 형식적

의미의 범죄란 국가가 정한 법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실질적 의미의 범죄란 사회적 유해성을 지닌 행위로, 이 때 사회적 유해

성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존립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

에서의 범죄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뜻한다.

경찰청에서 발간한 「2016 범죄통계 죄명·죄종 분류표」에 따르면 법에

는 총 20,499개의 죄명이 있고 검찰과 경찰은 각각의 기준으로 이를 분

류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 분류에 있어 다소간 차이를 갖지만, 범

죄들을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강력범

죄란 용어는 아직 정확히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흉기나 강한

물리적 유형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과 같은 중대 법익을

침해하는 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그 사회적 여파가 매우 큰 것

이 특징이다(전대양·김창윤, 2009). 검찰과 경찰은 어떤 범죄를 강력범죄

로 보는지에 대해 다소 차이를 갖는다. 검찰은 강력범죄를 다시 흉악 강

력범죄와 폭력 강력범죄로 나누고,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을 흉악 강력

범죄로, 폭행, 상해,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폭력행위 등을 폭력 강

력범죄로 분류하고 있다.5) 한편 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를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있다.6) 검찰은 강력범죄 외의 범죄들을 재산범

4) 2018. 3. 30 네이버사전 ‘범죄’ 검색결과,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6458

000

5) 「검찰청 2017 범죄분석」 부록1 형법범죄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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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경찰은 강력범죄 외

의 범죄들을 폭력범죄, 절도, 지능범죄, 풍속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분류

하고 있다.

6) 「경찰청 2016 범죄통계 죄명·죄종 분류표」 참고

검찰7) 경찰8)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강력범죄

(흉악)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강력범죄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

제추행, 기타강간·강제추

행 등, 방화

강력범죄

(폭력)

폭행, 상해,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

행위 등(손괴, 강요, 주거

침입 등), 폭력행위등(단

체등의 구성, 활동)

절도 절도

재산범죄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폭력범죄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

박, 약취·유인 등, 폭력행

위 등, 공갈, 손괴

위조범죄
통화, 유가증권/인지/우

표, 문서, 인장
지능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

뢰, 통화, 문서인장, 유가

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

임

공무원

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

뢰, 증뢰
풍속범죄 성풍속범죄, 도박범죄

풍속범죄
도박과 복표, 신앙, 기타

음란행위

특별경제

범죄
특별경제범죄

과실범죄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치사상, 실화
마약범죄 마약범죄

기타형법

범죄

명예, 권리행사방해, 신용

업무경매, 주거침입, 비밀
보건범죄 보건범죄

표 1. 검찰과 경찰의 범죄통계 시 범죄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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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하여 보면, 검찰과 경찰은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를 공통적

으로 강력범죄로 분류하여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검찰은 여기에

폭력과 관련된 범죄들도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강력범죄를 인식하고 있

다. 이 연구에서는 ‘강력범죄’라는 용어 사용 시, 보다 엄밀하고 좁은 개

념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의 범죄 통계에서 이용하는 개념을 채택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경찰 범죄분류 기준9)에 따르면 살인기수의 소분류에는 「형법」 제24

장 살인의 죄의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승낙살인, 자살교사·방

조, 위계·위력·촉탁·승낙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9의 ‘보복살인 등’이 속해있다.

7) 「검찰청 2017 범죄분석」 부록1 형법범죄 분류체계

8) 「경찰청 2016 범죄통계 죄명·죄종 분류표」 참고

9) 「2016 경찰청 죄종 분류표」p.693

침해, 유기, 교통방해, 공

무방해, 도주와 범인은닉,

위증과 증거인멸, 무고,

공안을 해하는 죄, 내란

의 죄, 음용수에 관한 죄,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기타

환경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교통사고, 교통사고 외

노동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병역범죄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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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범죄에는 범죄 행위와 범죄자,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담

겨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살인죄는 범죄 행위를 일반적 차원에서 ‘고의

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한편 존속살해는 ‘살

해’라는 범죄 행위와 ‘직계존속’이라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포함하

고 있고, 영아살해는 ‘살해’라는 범죄 내용과 ‘직계존속’이라는 범죄자의

지위, ‘영아’라는 피해자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서 범죄 분석 및 통계 시 범죄를 정리하는 방식을 살펴보

면, 범죄 행위·범죄자·피해자에 관한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범죄를 분류

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0)

① 범죄 발생·검거 및 처리: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범죄 수사단서, 범

죄 검거단서,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범죄발생부터 검거까

지의 기간, 범죄사건 처리 기간,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② 범죄 발생 상황: 범죄 발생시간 및 장소, 범행수법 및 도구, 공범

③ 범죄자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직업, 생활정도·혼인관계·

부모관계, 교육정도, 범죄시 정신상태, 국적 등), 전과관련 특성(범죄

자 범행 시 전과 여부 및 횟수, 재범종류 및 기간 등), 기타(범행 동

10)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http://www.crimestats.or.kr/main/index.k2?cmd=mai

n)에서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 DB」와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통계

DB」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기 쉽게 통일시켜 제시함.

중분류 소분류 죄명

살인기수

살인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영아살해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

존속살해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

촉탁·승낙살인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 승낙)살인

자살교사·방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교사, 방조)

위계·위력·촉탁·승낙살

인

형법 제253조 (위계, 위력)(촉탁, 승낙)

살인, (위계, 위력)자살결의

특가법(보복살인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

5조의9 중 살인의 경우

표 2. 살인기수의 소분류 및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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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범행 후 은신처, 자백 여부, 마약류 등 사용여부 등)

④ 피해자 특성: 성별 연령, 피해 시 상황,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결과

이상을 살펴보면 범죄 발생·검거 및 처리 외의 요소들은 모두 범죄 행

위, 범죄자, 피해자에 관한 요소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범죄를 구성

하는 요소로,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를 재분류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앞서 언급한 청소년 범죄는 범죄자의 연령을 통해 범죄

를 분류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제 2 절 범죄보도

범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중매체의 가장 흥미로운 기사 거리 중 하

나였다. 2016년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수용자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사회(사건, 사고, 범죄)분야 뉴스는 조사대상자들(5,128명)이 가

장 자주 접하는 뉴스 주제였다.11)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사회(사건,

사고, 범죄)분야 뉴스를 가장 자주 접한다고 조사되었으며, 사건·사고에

관한 뉴스에 대해 조사대상자(5,062명)의 약 60%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

으며 약 11%만 관심이 없다고 답하였다.12)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

들은 범죄 보도를 자주 접하고 관심을 갖고 읽으며 언론 또한 국민들의

흥미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들로 범죄에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 혹은 지

면을 할애해 보도해 왔다(이병기·이기웅, 1993; 박용규, 2001; 고비환,

2012).

이때 범죄보도란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언론매체를 통해 외부로 표현

하는 것”13)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범죄와 관련된 사항이란 범죄 발생사

11)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통계표」, http://www.kpf.or.kr/site/

kpf/ex/board/View.do?cbIdx=248&bcIdx=18356

12)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통계표」, http://www.kpf.or.kr/site/

kpf/ex/board/View.do?cbIdx=248&bcIdx=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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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발생부터 범죄자의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건개요, 사건 원인 및 수사과정, 기소 및 판

결, 피해자 및 범죄자의 심적 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한다(이승선·

김연식, 2008). 대개 범죄사실에 대한 기술 외에도 그 범죄와 관련된 만

평, 사설, 대담, 관련사건과의 비교기사, 평론, 다큐멘터리 등의 형태들을

모두 포괄하여 범죄보도라고 일컫는데(이승선·김연식, 2008), 본 논문에

서는 보다 협의의 ‘보도’로 접근하기 위해 만평이나 사설, 대담, 평론, 다

큐멘터리 등은 제외하고 사건의 발생부터 범죄자의 최종 처리에 이르기

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뉴스나 기사로 제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보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

눠볼 수 있다(이근우, 2012).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과정으로 경찰 출

입 사건기자를 통해 알려지게 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수사기관이 기

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수사 발표나 수사기관이 배포하는 보도자료(양재

규, 2017)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은 우

리나라의 출입처 관행과 관련이 깊다. 출입처 관행이란 취재기자들이 자

신의 출입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취재해서 기사

를 작성하는 관행으로, 대부분의 기자들이 출입처에서 나오는 정보를 중

심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언론사들의 보도를 획일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언론사 간 속보 경쟁, 혹은 자극적 기사 작성 경쟁이

보다 심화되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노성호·이기웅, 1996). 세 번째

는 가장 정통적인 방법으로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하여 단서를 찾고 이를

기사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초 보도가 나가고 해당 사건

이 상품성, 혹은 기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언론도 이를 따라 보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업적 이유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새

롭고 자극적인 내용을 추가하게 되고 이러한 경쟁은 빠르게 퍼져나가게

된다(이근우, 2012).

범죄보도는 사회적으로 여러 순기능을 수행한다(이경자, 1990; 이승선·

13) 이승선·김연식,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19,

2008,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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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2008; 고비환, 2012). 첫째, 언론의 범죄보도는 범죄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언론의 범죄보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행위와

일탈행위 사이에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별적인 범죄 사건

들을 통해 어떤 행동과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지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전반적인 규범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셋

째, 언론은 현행 규범체계와 통제체계를 안정시키고 정당성을 부여해준

다. 미디어의 범죄보도는 국민들이 규범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범과 도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

여한다. 넷째, 미디어의 범죄보도는 단순히 범죄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

라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과 관행을 보여

주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형사사법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사법기관을 감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범죄보도를 통해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면 형사사

법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활동 및 정책수립 방향을 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범죄보도는 여러 역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이경자, 1990; 이승

선·김연식, 2008; 고비환, 2012). 가장 크게 지적되는 역기능은 바로 인권

및 사생활 침해이다. 무분별한 범죄보도로 인한 피의자 및 피해자, 그리

고 그 가족들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과 같은 인권침해는 그 무엇보

다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하여 보도하거나 사법적 판단에 앞서 언론재판이 이루어지는 등 형

사절차의 공정성 침해에 대한 우려도 많다. 국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왜

곡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도 범죄보도의 역기능 중 하나이다. 범죄보도

는 대개 그 내용이 범죄행위나 범죄수사로 한정되어 사회구조적인 발생

원인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범죄보도는 기본적으로 형사사법기관

의 정보를 제공받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이 대표하는 처벌위

주의 가치관이 유포되어 편향된 여론 형성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미디어의 범죄보도는 모방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의 역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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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범죄보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로 인해 범죄보도에 대한 연

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 범죄보도가 그 자체로서 어떤 영향력

을 갖는지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 이는 주로 범죄뉴스를 많이 접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갖는다(O’keefe an

d Reid-nash, 1987; Williams and Dickinson, 1993; Chiricos et al, 2000;

Smolej and Kivivuori, 2006). 이러한 연구결과는 언론에 의한 범죄보도

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범죄보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언론이 보도하는 범죄 내용에 주

목하여, 언론에 의해 그려지는 범죄와 실제 범죄의 통계적 차이에 주목

해왔다(Fishman, 1978; Humphries, 1981; Smith, 1984). 이러한 연구들은

언론이 주로 보도하는 범죄들이 사회적인 고정관념, 혹은 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생산 및 재생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미디

어가 주로 그리는 범죄사건의 종류, 범죄발생 지역, 범죄자의 성·나이·인

종, 범죄 피해자의 성·나이·인종 등 범죄사건의 내용이 실제 통계와는 다

소 차이를 갖는다는 것이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보도 여부, 기사의 길이, 사진 보도 여부, 표지 보도 여부를 통해

어떤 범죄들이 강조되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여러 범죄 종류 가

운데 심각한 범죄, 즉 살인·강간·강도·폭행 등과 같은 강력범죄가 공식

범죄통계 실제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Humphries,

1981). 즉 미디어가 다른 범죄유형보다 대인 강력범죄를 강조하여 보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남성·청소년·소수인종

인 경우, 해당 범죄에 보다 주목하여 보도한다는 연구결과들도 나타나고

있다(Humphries, 1981; Sheley and Ashkins, 1981; Smith, 1984; Dixon,

2008). 살인이나 폭행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제적 지위, 혹은 직업에

따라 보도가 되는 정도나 그 어조가 달라지는 경향도 관찰되었다(Hump

hries, 1981). 한편 피해자 관련 요소에 대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특정한

특성을 갖는 살인범죄들이 언론에서 더 그려지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

명해내기 위해 일탈성 개념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피해자가 백인·여성·아

동·노인인 살인사건 등이 주로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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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계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ritchard and Hughes, 199

7). 또한 소수인종은 범죄자로는 과잉 재현되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자로

서는 축소 재현된다는 지적도 있다(Dixon and Linz, 2000; Mendez and

Alverio, 2003). 이러한 연구들은 범죄의 종류, 범죄자의 인종·성·나이·경

제적 지위·직업, 피해자의 인종·성·나이·범죄자와의 관계 등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범죄 통계와 미디어가 그리는 범죄 현실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

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상의 요소들에서 완벽히 일관된 연구결과를 갖지

않지만, 실제 통계와 보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입증

되었다. 이는 언론이 범죄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

별과 배제를 통해 어떤 내용을 보도할지 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병

기·이기웅, 1993).

그리고 이렇게 언론이 그려내는 범죄 현실은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가 범죄자로 강조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인구특성에

대해, 국민들이 이들을 실제로 더 폭력적이라고 인식한다는 연구결과가

가장 대표적이다(Sheley and Ashkins, 1981; Dixon, 2008). 미디어가 강

조하여 보도하는 범죄 유형의 발생 빈도를 더욱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도

있다(박지선·박상조, 2013). 한편 Fishman(1978)은 언론의 선별과 배제의

결과가 형사사법정책 전반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범죄파동(crime

wave) 이론을 주장한 바 있다. 즉, 언론이 선별과 배제를 통해 ‘어떤’ 범

죄를 보도하는지의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왜곡

된 인식은 현실의 정책 등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언론은 선별과 배제를 통해 특정 내용

의 범죄들을 보도하는 경향을 가지며, 이러한 범죄보도는 사람들의 인식

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인식이 형사사법정책 전반에 반영되기도 한다.

즉, ‘어떤’ 범죄가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위와 같이 범죄보도의 중요성을 인지

하고 이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언론의 범죄보도는

사회마다 가지고 있는 언론 시스템이나 분위기, 사회적·문화적 인식 등

에 따라 달라지므로(Lundman, 2003; Gurenewald et al, 2013) 각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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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범죄보도를 통해 직접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국내에서는 범죄보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의 범죄보도 관련 연구는 주로 법학 분야와 언론학 분야에서 이루

어져 왔다. 법학 분야에서는 주로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에 대

한 연구(김경호, 2004; 이승선·김연식, 2008)나 재판과 같은 형사 절차의

공정성 침해에 대한 연구(박광배, 2001a, 2001b; 정한중, 2013)들이 이루

어져왔다.

반면, 국내 언론학 분야에서는 범죄보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매우 부

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정 범죄사건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정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거나 사용된 프레임을 분석하여 선정성 등의 문

제를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고(이진로, 2004; 최현주, 2009; 이창호·정의

철, 2016), 범죄 보도가 사람들의 범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들(박지선·박상조, 2013; 우충완·우형진, 2014; 박상조·박승관, 2016)은 강

력범죄 유형별 과잉재현이나 외국인 범죄자의 과잉재현이라는 제한적 범

위 내에서 진행된 바 있다. 범죄보도들에 대한 총체적 연구로는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와 시민들의 범죄인식에 대해 연구한 이병기·이기웅(1993)

의 연구, 사회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범죄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과 언론사의 범죄보도관행을 밝힌 노성호·이기웅

(1996)의 연구,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양적으로 탐구한 박용규

(2001)의 연구, 살인사건과 자살에 대한 보도들을 다방면으로 살핀 박형

민·이민아(2009)의 연구,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의 보도 증가와 이로 인한

대중의 범죄 발생 인식에 대한 박지선·박상조(2013)의 연구 정도가 거의

전부이다.

이들 중 ‘어떤’ 범죄를 보도하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고, 살펴본 요소 또한 제한적이다. 박용규(2001)와 박지선·박상

조(2013)는 범죄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가 살인 범죄를 강조하

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특히 박지선·박상조(2013)는

최근 들어 성폭력 범죄가 강조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한편, 박상조·박

승관(2016)의 연구에서는 외국인범죄 보도 중 중국인과 주한 미군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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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른 범죄가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노성호·이기웅(1996)은 사

회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언론이 어떤 범죄를 보도하는 경향

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언론은 시류에 부합하는 사건, 이야기 거

리를 가진 사건, 유명인이 포함된 사건, 상류층이 포함된 사건 등을 보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문제로 지적 하는 것

은 바로 언론의 선정적 범죄보도행태이다. 범죄보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

구들은 선정적인 범죄보도 행태를 문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보도행태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별다른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노성호·이기웅, 1996; 고비환,

2012; 김회승, 2016; 양성모, 2016) 특정 범죄의 기사를 분석하거나 사례

를 들어(이병기·이기웅, 1993; 이진로, 2004; 이창호·정의철, 2016) 선정적

범죄보도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박용규(2001) 또한 선정적 범죄보도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없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도 결국 선정적 보도

에 대한 구체적 연구보다는 범죄기사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집중하였으

며, 특히 범죄보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편집과 관련된 표현

방식만을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선정적 범죄보도에 대한 보다 엄밀한 개념화의 부족과 국내 범죄보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에

대해 문제만을 제기할 뿐 실증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는 나아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과연 어떤 범죄보도가 선정적 범죄보도인지 알아보기 위

해 이하에서 먼저 보도의 선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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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보도의 선정성

언론학계에서의 선정성, 혹은 선정주의(sensationalism)는 19세기 초 페

니 프레스와 19세기 말 황색 저널리즘의 등장과 함께 쓰이기 시작한 개

념이다. 당시 신문들이 경박하고 사소한 내용, 상스럽거나 가짜 내용, 특

히 폭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행태, 혹은 공격적 어조를 사용하

는 행태 등(Kleemans and Vettehen, 2009)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

다. 특히 19세기에 신문 가격이 내려가면서 신문사는 범죄를 강조하거나

큰 활자를 이용하거나 삽화 비율을 확대시키거나 사건을 지나치게 극적

으로 그리는 등 선정적 전략들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

ism)은 선도자로서 다른 미디어에도 선정주의를 확대시켰다(Kaplan, 200

8). 즉 선정주의는 언론사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각 언론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국가들에서 뉴스 프로그램들 간 경쟁의 심화가 뉴스 프로그램의 선정성

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Vettehen et al, 2006; Vettehen

et al, 2010; Wang, 2012).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한 선정주의는 사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태도나 수법’으로 정의된다.14) Mo

tt(2000)는 미국 저널리즘에 대한 책에서 선정주의를 “불건전하거나 유해

한(unwholesome) 감정적 반응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여 시청자의 호기심을 끌어당

기는 흥미 본위의 내용들을 재미있게 보도하는 방식”으로 정의되곤 한다

(하승태·박범길·이정교, 2010; 이창훈, 2012). 이와 같이 선정주의란 개념

은 연구마다 정확한 정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는 사

람들의 감정적이고 말초적인 반응을 자극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효과’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정의를 기반으로 ‘피부

14) 2018.03.28., 「네이버 사전」 ‘선정주의’ 검색 결과, http://krdic.naver.com/detail.nhn?

docid=21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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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성’이라는 생리학적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교감신경계의 반응을 보는

연구들이 수행되기도 하였다(Grabe et al, 2003; Lang et al, 2005). 또한

수용자들이 느끼는 바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에게 보도를 보여준 후 보

도의 선정성 정도를 설문을 통해 조사한 연구들도 수행된 바 있다(Tann

nenbaum and Lynch, 1960; Williams and Dckinson, 1993; 양진웅·김경

호, 2006).

그러나 선정주의에 대한 언론 분야의 연구들은 대개 시청자 혹은 독자

의 반응을 통해 선정성을 개념화하기 보다는 다른 조작적 정의를 통해

연구를 수행해왔다. 결국 뉴스의 선정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는 뉴

스의 주제 측면에서 접근하여 특정 주제의 뉴스들을 선정적 뉴스로 분류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뉴스의 주제 차원에서 선정적 뉴스를 분류하는

연구들은 각 연구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범죄, 폭력, 자연재

해, 사고, 유명인, 성 등에 대한 뉴스들을 선정적 뉴스로 분류한다

(Adams, 1978; Hofstetter and Dozier, 1986; Knight, 1989; Davis and

McLeod, 2003). 이러한 개념화는 대개 시청자의 반응을 기준으로 정의된

선정성을 연구에 적용하기 힘들어, 특정 주제들이 시청자들에게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다(Nordin, 1979). 이러한 분

류는 뉴스 주제로 선정적 뉴스와 그렇지 않은 뉴스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범죄, 폭력 등과 관련된 뉴

스를 선정적이지 않게 보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는 특정 주제에 관한 보도의 선정성을 당

연시하여 이에 대해 고민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

다.

Slattery & Hakanen(1994)은 뉴스의 주제를 기준으로 선정성을 판단하

는 조작적 정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들은 기존 비선정적인 주제로

분류되던 정치 등과 관련된 뉴스도 선정성을 내포하고(embedded

sensationalism)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비선정적 주제의 뉴스에 대해서도

선정성을 살펴보려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비선정적으로 분류되어

오던 주제들 또한 선정주의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까지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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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갔으나, 선정적으로 분류되어 오던 주제들이 비선정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한편, 뉴스의 주제뿐만 아니라 형식적 차원 또한 시청자들에게 감각적

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뉴스의 형식적 요소들을 선

정성 차원에서 연구한 연구들 또한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Grabe et

al(2001)은 방송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카메라의 줌인, 목격자 시점 카메

라 등과 같은 영상 관련 요인들과 음향, 화면 전환 효과, 비전환 효과 등

과 같은 편집 관련 요인들이 뉴스의 선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

장한 바 있다. 한편 신문과 관련해서는 사진사용 여부, 표제가 차지하는

비율 등이 기사의 선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된 바 있다(박용

규, 2001).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결국 뉴스의 주제 측면에서는 기존의

분류를 받아들였다는 한계가 있고, 뉴스 형식에서는 카메라의 움직임, 편

집기법, 음향 효과, 사진사용 여부, 표제 크기 등에 치우쳐 내용적 차원

에 대한 접근은 부족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선정성 개념은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

고 있어서 관련 연구들에서도 연구자마다 정의에 차이가 있다. 한편, 보

도의 선정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여러 언론사나 언론 관련 위원회에서

도 자율규범 상에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성을 개념화하고 있다. 언론사의

가이드라인이나 윤리규범은 기사의 선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

용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선정성에 접근하고 있다. 따

라서 실제 언론 보도에서 선정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는 윤리규범이 어떻게 선정성을 개념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

가 있다.

대표적으로 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자율적 윤리규범인 「신문윤리실천요

강」에 제3조 ④ 선정보도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본 조항에서는 ‘위법

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

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하며 선정보도를 음란성, 잔인, 저속성의 속성으로 정리하고

있다. 한편, 신문윤리위원회 「재난보도준칙」 제15조 선정적 보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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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서는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본질과 관련 없는 흥

미위주의 보도를 선정적 보도의 속성으로 정리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신

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⑩ 선정보도의 제한 조항에서는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선정

적 보도의 속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위원회 외에 각 언론사에서도 내부적으로 보도 및 취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신문사 조선일보는 자체적으로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고 있는데, 제12장 제2조에 선정보도 금지 조항

을 두고 그 밑에 16개의 세부 조항을 두어 선정적 보도의 다양한 측면을

정리해두었다. 이 세부 조항들은 외설·음란, 편파적 용어, 비윤리적 행위

의 긍정적 묘사, 혐오감 유발 내용, 자극적·선정적 묘사, 경멸적·편파적

표현, 추측·과장 보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서 선정보도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하고 있다. 신문사 한겨레는 「범죄 수사 및 재판 관련 취

재보도 시행세칙」에 선정적 보도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본 조항은

주로 본질과 관련 없이 흥미 유발 및 호기심 충족만을 위한 보도에 대해

경계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보도에 대

한 내용도 부분 담고 있다.

그 외에 국내 공영방송인 KBS는 자체적으로 「KBS 공정성 가이드라

인」을 만들어 7. 재난재해보도 (2) 세부 준칙 ③에 선정적 보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마련해 두었다. 본 조항은 재난재해보도 파트에 포함되어있

지만 KBS에서 기준으로 인용하는 선정적 보도의 하위 구성요소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의의를 갖는다. 해당 조항은 사실과 관련 없는

주관적 논평, 과도한 감정표현, 본질과 관련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 공포

심·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보도 등을 선정적 보도의 속성으로 정리하고 있

다.

이상의 학문적·규범적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는 선정성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은 다소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선정성에 대한 연구들은 ‘감정적·정서적 반응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효과 차원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뉴스의 주제 차원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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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차원에서의 정의 등 여러 차원의 조작적 정의를 갖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언론 윤리 규범에서는 내용적 차원에 집중하여 선정성을 개

념화하고 있다.

선정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규범적 논의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

로 윤리 규범들에서는 주제를 기준으로 선정적/비선정적 보도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윤리 규범이 언론의 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

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은 어떠한 주제의 보도라도 공

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보도해야 할 도의적 책임을 갖는다. 연구자

들이 선정적 주제로 파악하는 주제의 보도들 또한 그 공익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언론은 이를 일정 부분 보도해야 하므로, 각종 윤리규범에서

는 선정성에 대한 주제적 차원의 접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윤

리 규범들에서 내용적 차원의 선정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또한 윤리규범에서는 카메라 효과나 편집 효과, 혹은 활자의 크기 등과

같은 형식적 요소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즉, 사진 게재 여부보다는

사진이 담고 있는 내용에, 카메라 효과나 편집 효과보다는 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에, 활자의 크기보다는 기사가 담고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

어 선정성을 개념화한 것이다. 이는 일면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

된다. 형식적 요소보다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의 문제가

선정성을 인식하는 데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보도의 선정성 개념을 택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선정적이라 분류되어 오던 ‘범죄’보도가 선정

적으로 보도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관찰에서 출발

하므로 주제적 차원의 선정성은 연구의 맥락과 맞지 않는다. 또한, 형식

적 요소보다는 내용적 요소가 선정보도에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내용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선정적 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보도의 선정성에 대해 내용적 차원에서 정리한 각종 언론 윤리

규범들을 통해 선정보도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각종 언론 윤리규범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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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개로 분류하였다. 첫 째, 성(性)과 관련된 항목들을 분류하였다. 성과

관련된 항목들에서는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사진이나 표현에 대해 규제하

고 있는데, 이는 성적인 요소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선정적 보도행태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둘 째,

‘본질과 관련 없는’, ‘흥미 위주의’, ‘혐오감·불쾌감 유발’ 등이 포함된 항

목들을 하나로 묶어 분류하였다. 이는 사건의 핵심 내용보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다른 내용들을 더 부각하여 보도하거나, 보도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강조하여 보도하는 행태에 대한 항목이다. 이와 같은 보도행태

는 사건 자체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들을 보도함으로써 사람들의

흥미를 끈다는 점에서 선정주의의 한 행태로 분류할 수 있다. 셋 째, 비

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사를 경계하는 항목들을 하나로 묶어 분류

하였다. 사회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매력적으로 보도하거나 흥미롭

게 보도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들을 가벼운 흥미꺼리로 소비한다는 점에

서 선정적 보도행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공개할 이유가

없는 사생활’, ‘개인의 특성에 대한 편파적·경멸적 표현’ 등을 함께 분류

하였다. 이는 사건관련자와 관련된 정보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

한 항목들로, 사건관련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부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사

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선정적 보도행태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 표현에 대한 항목들을 분류하였다. 사람들의 오열 등을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나 기자의 개인적인 감정 표현 등을 실어 보도하는

행위에 대한 항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보도행태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보도라는 점에서 선정적 보도행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표 3>에서는 각종 윤리규범에서의 선정성 조항을 정

리·분류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선정성 개념을 음란·외설, 사건 자체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사, 사

건 관련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과도한 감정표현 사용 총

5개의 하위개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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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하위개념
윤리규범 세부내용

음란/

외설

(性과

관련)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12장

품격과 절제

제2조

선정보도 금지

① 성을 다루거나 표현할 때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품위를 잃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② 성과 관련된 위생, 질환 문제 등의 표현은

필요한 경우에나 한정적으로 다룬다.

③ 신체 노출과 관련한 표현을 절제하고, 묘

사할 경우에도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다.

④ 운동 경기, 시사회, 축제, 행사, 시위, 패션

쇼 등의 신체노출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

는 경우 선정적, 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다.

⑤ 외설·음란 사진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

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

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사건

자체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

내용

제시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7. 재난재해보도

(2) 세부 준칙

③ (선정적 보도 지양) …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즉흥적이거나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특히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

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신문윤리위원회

재난보도준칙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

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위원회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

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

표 3. 보도의 선정성 개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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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

건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④ 범죄사건 보도 … , 필요 이상의 구체적

묘사나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는 자칫 범

죄에 대한 무감각증 내지 모방범죄를 불러일

으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12장

품격과 절제

제2조

선정보도 금지

⑫ 자살 또는 타살에 사용한 약물의 명칭을

보도하지 않으며 살인, 폭력, 자살, 도박, 사

기 등에 이용한 흉기와 수법, 정황 등을 구체

적으로 적시하지 않는다.

⑬ 시신이나 사건 현장 등 혐오감을 유발하

는 사진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보도하지 않

는다.

한겨레

범죄 수사 및

재판 관련

취재보도

시행세칙

7. 선정적

보도의 자제

① 범죄의 동기와 과정, 범죄의 성립에 관련

돼 있지 않거나 독자들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④ 범행의 수법과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면

모방범죄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범죄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 인명 등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범죄자 검거에 도움을 줄 수

있거나, 금융사기 등 범죄수법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인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판

단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7조 보도기준

⑩ (선정보도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

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절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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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표현기법

제37조

(충격·혐오감)

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자살 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나 자

살방법을 암시하는 표현

3.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

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

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

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비윤리적

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사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12장

품격과절제

제2조

선정보도 금지

⑨ 폭력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⑩ 범법 행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범인

을 영웅시하지 않는다.

⑪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

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⑭ 마약이나 각성제 등을 긍정적 또는 매력

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⑮ 도박 및 사행 행위 등을 긍정적 또는 매

력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사건

관련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12장

품격과 절제

⑧ 개인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징, 육체적·

정신적 질병 및 장애 등과 관련해 선입견을

담은 용어나 경멸적, 편파적, 선정적인 표현

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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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선정성 범주화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먼저, 기존 연구들에

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내용적 차원의 선정성을 개념화할 수 있도록 해준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에는 선정성의 개념을 효과나 주제 차원에서

정의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선정적 보도 행태를 문제로 지적하는 국

내 연구들에서는 선정성 개념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조차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 결과 현실에서 언론이 윤리규범으로 삼고 있는 선정성, 즉 내용

차원의 선정성에 대한 구체적 개념화는 부재하였다. 그러나 위 범주는

내용적 차원에 기반을 둔 선정성 하위개념들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차원의 선정성을 개념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이러한 범주화는 단순

히 선정성을 개념화하는 것을 넘어 선정성의 내용적 요소들을 좀 더 분

내용

제시

제2조

선정보도 금지

한겨레

범죄 수사 및

재판 관련

취재보도

시행세칙

7. 선정적

보도의 자제

① … 호기심 충족 말고는 달리 공개할 이유

가 없는 범죄 관련자의 사생활은 보도하지

않는다.

② 피의자(피고인, 혐의자)의 전과나 전력은

범죄의 동기와 배경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

한 경우에만 보도한다. 전과나 전력에 대한

보도는 피의자(피고인, 혐의자)에 대한 편견

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혐의 내용과 무관한 국적, 피부색, 지역,

종교, 성별, 학력, 정치적 성향 등을 밝힘으로

써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보도를 배제한다.

과도한

감정

표현

신문윤리위원회

재난보도준칙

제15조 선정적

보도 지양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

등은 하지 않는다.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7. 재난재해보도

(2) 세부 준칙

③ (선정적 보도 지양) 사실과 관련 없는 주

관적인 논평이나 감정 표현을 자제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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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선정성에 대한 국내 연구들에서는 1)

기사를 선정적/비선정적으로 단순히 구분하거나(배진아, 2017; 유흥식,

2007), 2) 보도 행태를 선정적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시작하거나(남재

일, 2014), 3) 기사 사례들을 가져와 선정적 보도 요소들을 지적(김선남

등, 2003)하곤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정성의 범주화를 통해 언론의

보도를 살피고, 선정적 보도의 유형 및 정도까지도 탐색해볼 수 있으리

라 기대된다.

제 4 절 선정적 범죄보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범죄는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기사거리이다. 그

리고 여기에 기사를 더욱 흥미롭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가미하면 사람들

의 관심을 더 많이 끄는 기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치 중 가

장 확실한 것이 보도의 선정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노성호, 이기웅,

1996). 이러한 작전은 언론의 상업주의와 취재경쟁 언론체제로 인해 빈

번히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조사

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5,128명)은 한국 언론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1위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태도, 2위 권력과 유착된 보도태도, 3위 전체 국민

의 입장보다 언론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보도태도에 이어 4위에 자극적

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언론이 보다 더 흥미롭

고 보다 더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언론이 사회 내에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기도 하

지만 동시에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도하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노성호·이기웅, 1996; 고비환, 2012; 문선아,

2015). 선정보도는 언론사들이 시청률이나 클릭 수 등에서 우위를 점하

15)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통계표」, http://www.kpf.or.kr/sit

e/kpf/ex/board/View.do?cbIdx=248&bcIdx=1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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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와 취재경쟁 언론체제 내에서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는 언

론사의 입장에서 일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적 범죄보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계해야 할 필

요성을 갖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적 범죄보도는 범죄보

도의 주요한 기능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범죄보도는 단순히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사

회적 가치관이나 규범 등을 돌아보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범죄사건

보도 이후 교육 문제나 가치관 문제, 폭력적 미디어 환경 문제 등과 같

이 사회에 내재된 다양한 문제들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그 예시이다

(이경자, 1994). 그러나 선정적 보도에서는 자극적 내용만이 강조되어 문

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등 앞서 언급한 언론의 주요 기능이 수

행될 수 없게 된다. 둘째, 선정적 보도는 시청자의 범죄인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선정적 보도는 사실의 전달보다는

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에 더욱 집중하므로, 핵심이 되는 사실 외에 주변

적인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노성호·이기웅, 1996). 그리고

이러한 보도경향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갖

게 할 우려가 있다. 셋째, 선정적 범죄보도는 범죄에 대한 공포를 보다

더 조장하는 경향을 갖기 때문이다(Heath, 1984).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

려움은 형사사법정책 전반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형주의적 태도를 심어주어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협소하

게 만든다(이병기·이기웅, 1993; 고비환, 2012). 넷째, 선정보도는 모방범

죄를 조장할 위험을 갖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선정적 보도에서

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흥미롭고 자극적인 요소가 부각되다 보니 범죄의

수법이나 흉기가 높은 기사가치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자세한 보도가 이

루어지면 모방범죄가 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노선호·이기웅, 1996). 이

렇듯 선정적 범죄보도는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이나 실제 사회 제도 전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선정적 보도가 특정한 성격의 범

죄사건에서 유독 더욱 많이 나타난다면 그 영향은 더욱 더 균형 잡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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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영향일 것이다.

이상의 이유들로 많은 학자들이 국내의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를 문제로

지적하였다. 특히 범죄의 선정적 보도가 가장 두드러졌던 1994년 지존파

사건 때부터 많은 학자들이 선정적 범죄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 범죄보도 행태를

평가한 것은 아니고 선정적 보도가 두드러졌던 사건을 선택하여 관련 기

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국내 범죄보도가 선정적 성격을 갖는다고 비판해

왔다. 사례를 통해 선정적 보도를 문제로 지적한 연구들은 대부분 살인

사건 보도를 통해 이를 지적하였다(이경자, 1990; 이병기·이기웅, 1993;

박형민·이민아, 2009). 고비환(2012)은 강호순 사건,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오원춘 사건 등 강력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언론이 자극적이고 선

정적인 보도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김회승(2016)은 성폭력 범죄,

아동이 피해자인 범죄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적 보도를 문제로 지적

한 바 있다. 한편, 이창호·정의철(2016)은 아동학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선정적 프레임이 사용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선정적 범죄보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실제 사례를 관찰할 기회를 제

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내의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에 대한 거

시적 차원의 고찰은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국내 범

죄보도 관련 연구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선정

적 보도 행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연구도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던가, 총체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

다는 것이다.

거의 유일하게 선정적 범죄보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시도한 이병기·이

기웅(1993)은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형태분석과 질적분

석을 실시하였다. 형태분석에서는 범죄 보도가 얼마나 많은 양을 차지하

며 강력범죄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과도하게 보도되는지 등에 대한 분석

이었다. 연구자는 범죄보도가 과도하게 많이 보도되거나 강력범죄가 지

나치게 강조되는 것이 언론이 선정적 경향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강력범죄가 대개 타 범죄에 비해 자극적이고 강렬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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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일면 타당하게 보인다. 그러나 언론은 강력범죄에 대해 보도할

어느 정도의 현실적 책임이 인정되며, 강력범죄 또한 윤리적이며 공정하

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결국 주제를 통해 선정성을 나

눈 연구와 유사한 한계가 있다. 한편 내용적 차원의 선정성을 분석한 질

적분석에서는 신문 및 방송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한 보도의 윤리성과, 자

극적 표현·극화된 표현으로 개념화한 보도의 선정성을 살펴보았다. 자극

적 표현에는 ‘범죄의 수법·피해상황·범죄과정 상의 실제 사실이 세밀하게

기술됨으로써 사건의 단순한 발생과 경과에 대한 보도를 넘어서 필요이

상으로 자세히 묘사될 경우’, ‘문장 표현에서 강한 느낌을 주는 단어 또

는 자극적인 어휘가 사용되거나, 주관적 느낌, 판단, 감정 등을 드러내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을 포함하였고 극화된 표현에는 ‘범죄사건이 시·공간

적 한계를 초월하여 실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을 포함하여 범죄과정에 대한 자세한 묘사, 동적인 생동감 있는 묘사,

이야기체 표현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선정

적 범죄보도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이를

이용한 분석을 언론 전체가 아닌 선정적 보도가 두드러진 특정 사례들만

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외의 연구들에서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정적 범죄보도의 개념을

연구 내 여러 서술들을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고비환

(2012)은 범죄문제를 범죄자의 문제로만 국한시킴으로써 범죄를 사회문

제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시켜주지 못하는 성격의 보도를 선정적 보

도로 보았다. 문선아 등(2015)은 무분별한 정보 공개로 인해 취재원의

인권이나 사생활과 관련된 부작용이 우려되는/생긴 보도,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용어로 사건을 왜곡·확대·과장한 보도를 선정적 보

도로 보았다. 김회승(2016)은 윤리규범에 근거하여 범죄 과정과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보도 등을 선

정적 보도로 보았다. 노성호·이기웅(1996)은 기사의 표현·사진이 자극적

이거나, 흥미 위주의 보도를 선정적 보도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창호·정의

철(2016)은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를 연구하면서 학대·살해·유기·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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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장례식의 세부적 묘사, 관련 사진·삽화 제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의 공개를 선정적 묘사 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마다 다양한 하위개념을 통해 선정적 범죄보도를 개념

화시켜왔다. 정리해보면, 국내 범죄보도 연구자들은 무분별한 정보공개·

자극적 표현 및 사진 사용·지나치게 자세한 묘사·혐오감을 주는 표현 사

용·흥미 위주 보도 등을 선정적 보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선정적 범죄보도의 개념화는 앞서 본 논문에서 윤리규범들

을 통해 개념화한 선정적 보도와 맥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선정적 범죄보도에 대한 연구들 대부분이 선정적 범죄보도 사례의 내

용을 분석하여 선정적 요소를 추출해낸 것으로 언론의 실제 범죄보도 현

상과 매우 밀접히 맞물려있고, 언론 윤리 규범 또한 언론의 실제 보도

행태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선정보도를 언론의 현실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기존 관련 연구

들을 토대로 종래의 윤리 규범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각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중심으로 선정적 보도에 대해 더욱 자세

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병기·이기웅(1993)은 지존파 사건 사례를 중심으

로 선정적 보도 행태를 분석하였다. 객관적 자극성으로는 범죄행위와 수

법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16)과 ‘피’와 같은 자극적 핵심어를 통해

독자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17)을 지적하였으며, 주관적 자극성으로는

표제에 주목하여 “살인공장”, “짐승만도 못한…” 등과 같이 사실 전달에

기여하는 바 없는 현란하고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주장

하였다. 극화된 표현에서는 서술방식에 주목하여 등장인물의 동작이나

대사, 주인공의 심리적 상태 등이 마치 소설에서처럼 서술되는 것18)을

16) 이병기·이기웅(1993)은 “술을 먹인 뒤 공기총으로 쏴 살해하고 부인 박씨도 칼과 도

끼 등으로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내 소각장에 넣어 태워버린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문장을 지적하며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해 만취시킨 뒤 살해해서 소각하”였다고 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병기·이기웅, 1993; 65-66).

17) “쇠창살 안쪽 콘크리트 침상 곳곳에는 핏자국이 낭자하고 키가 닿지 않는 2m 높이

의 벽면에도 피가 뿌려져 있었다.”(이병기·이기웅, 1993; 66)

18) 이병기·이기웅(1993)에 나온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튿날 밤 범인들은 이씨와 이종

원씨에게 소주와 맥주를 구토를 할 정도로 먹였다. 누군가가 「아가씨는 죽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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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 이경자(1994)도 지존파 사건 기사를 분석하며 선정적 보도

를 문제라고 주장하였는데, “연습으로 사람을 죽였다”, “어머니를 내 손

으로 못 죽여 한이 된다”(이경자, 1994; 25)와 같이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범인의 말이 그대로 보도되는 것, 범행 현장의 핏자국이나 범행에 사용

된 흉기들이 그대로 보도되는 것, 피해자 시신이 보도되는 것 등을 흥미

와 자극의 요소가 강조된 선정보도라고 보았다. 이에 더해 편견적 여성

관을 문제시하며 관련 여성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흥밋거리로 보도하거나

여성들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 또한 자극적이고 흥

미위주의 보도라고 지적하며 선정보도의 일환으로 보았다.

문선아 등(2015)은 성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가해자를 ‘발

바리’, ‘빨간모자’ 등의 용어를 이용하여 지칭하는 것은 범죄를 희화화하

는 선정적 보도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

한 정보 공개 또한 선정적 보도의 한 축으로 보았다. 김회승(2016)은 부

천 초등생 사건, 오원춘 사건 등을 사례로 언급하며 강력범죄에 초점을

두고 선정적 보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아버지 최씨는 숨진 최

군의 신체를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비닐에 싸서 냉동보관하고 시체를 3

일간 안방에 놔뒀다.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자 욕실로 옮겨 신체 부위

를 절단하고 장기와 피부를 훼손했다. (중략) 손목과 발목은 쓰레기봉투

에 넣어 버렸고 장기와 피부 조직은 변기와 쓰레기통에 버렸다.”(김회승,

2012; 66)와 같이 범죄 과정과 수법, 사체의 훼손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선정적이라고 지적하였고, “최군의 부모가 아들의

주검을 훼손하기 전에 동네에서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다.”(김회승, 2016;

67)와 같이 범행 이외의 행적을 총동원하여 피의자를 괴물로 만드는 보

도들 또한 선정적 보도로 보았다. 이창호·정의철(2016)은 아동학대 사건,

그 중에서도 원영군 학대사건에 주목하여 관련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

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욕실에서 상의를 벗은 아동에게 찬

나 고통없이 편하게 죽여주겠다」고 했다. 이종원씨에게는 「당신은 음주운전 사고로

죽은 걸로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종원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 살해하면서 범

인들은 이씨에게 목을 누르라고 강요했다. 시키는대로 시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병기·이기웅, 199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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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뿌리는 삽화, 멍든 사진, 아동센터 상담자료, 아동의 생전 모습 등

을 여과 없이 보여준 점, “락스”, “알몸” 등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한 점

을 선정적이라 지적하였고, 시신수습 장면, CCTV에 찍힌 행적, 장례식

오열 장면, 피의자 압송장면 등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 또한 선정적 요

소라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피의자의 거짓 주장 및 변명을 반복해 보

도하거나, 범행 동기 및 수법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도 선정적 보도의

일면이라 보았다.

한편, 선정적 범죄보도에 대한 학문적 논의 외에,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를 문제로 지적하였다. CBS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19)은 최근 있었던 살인사건 보도 사

례를 분석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부각하는 보도, 별다른 연결고리 없

이 다른 범죄사건과 연관 지은 보도, ‘끔찍한’과 같은 감정적 평가를 포

함한 보도, 본질과 관련 없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을 붙인

보도, 핏자국을 묘사한 이미지 등 자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한 보도 등이

모두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라고 발언하였다. 미투 보도 성폭력 범죄 보

도와 관련해서는20) 평소 습관·기호·질병·주변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평가

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 범죄 발생 당시의 피해

자의 직업이나 평소 행동·성향·결혼 여부·음주 여부·옷차림 등을 언급하

여 피해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 피해자를

자극적인 성적 행위 대상자로 연상시킬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자세하

게 묘사하는 보도, 가해자의 사이코패스·변태적 성향 등을 지나치게 강

조하는 보도 등을 선정적 보도로 지적하였다. 한편 단비뉴스21)에서는 성

범죄 사건에 대한 선정적 보도를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섬마을 여

교사 성폭행 사건’처럼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하는 표현, 성적으로 자극

19)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클릭 수만 높으면 OK? 선정적 범죄사건 보도 부작

용 심각해”, 노컷뉴스, 2018.3.24., http://www.nocutnews.co.kr/news/4943462

20)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민언련 ‘지나치게 선정적인 #미투 보도 문제 많아’,

노컷뉴스, 2018.2.24. http://www.nocutnews.co.kr/news/4929884

21) 고하늘, 잘못된 ‘성범죄 보도’도 범죄다, 단비뉴스, 2018.1.29., http://www.danbinews.

com/news/articleView.html?idxno=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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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제목, 성범죄 발생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식의 태도, 성관계나

성폭행 등과 관련된 자극적 삽화 사용 등을 선정적 보도 행태라며 비판

하였다. 최근 오마이뉴스22)에서는 최근 발생한 살인사건 보도를 사례로

들어, 별다른 연관성이 없음에도 과거 사건과 엮는 흥미위주의 보도, 불

필요하게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부각하는 보도, 특정 지역 명을 활용하

여 사건의 이름을 붙이는 보도, 필요 이상의 묘사를 곁들인 자극적 제목

을 붙인 보도 등을 선정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선정적 범죄보도에 대한 윤리규범과 선행연구 및 관련 기사들을 통해

살펴본 선정적 범죄보도의 구체적 사례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배나은, 연쇄살인 의혹을 전하는 ‘불안한’ 보도들, 오마이뉴스, 2018.3.21., http://ww

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6099&CMPT_CD

=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선정

보도

하위

개념

윤리규범 세부내용
선정적 범죄보도

관찰사례

음란

/외

설

(性

과

관련

)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

라인

제12장

품격과

절제

제2조

선정보도

금지

① 성을 다루거나 표현할 때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품위를 잃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② 성과 관련된 위생, 질환 문제

등의 표현은 필요한 경우에나 한

정적으로 다룬다.

③ 신체 노출과 관련한 표현을

절제하고, 묘사할 경우에도 외설

적이거나 음란한 느낌이 들지 않

도록 한다.

④ 운동 경기, 시사회, 축제, 행

사, 시위, 패션쇼 등의 신체노출

- ‘섬마을 여교사 성폭

행 사건’처럼 피해자

를 성적 대상화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단비뉴스, 2018.1.29)

-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는 것

(단비뉴스, 2018.1.29.)

- 성관계나 성폭행 등

과 관련된 자극적 삽

화를 사용하는 것(단

비뉴스, 2018.2.19.)

표 4. 선정적 범죄보도에 관한 윤리규범 및 관찰사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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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

우 선정적, 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⑤ 외설·음란 사진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신문윤리

위원회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

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

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

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

는 안 된다.

사건

자체

와

관련

된

불필

요한

세부

내용

제시

KBS

공정성

가이드라

인

7.

재난재해

보도

(2) 세부

준칙

③ (선정적 보도 지양) 사실과

관련 없는 주관적인 논평이나 감

정 표현을 자제하며 본질을 호도

할 수 있는 즉흥적이거나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특

히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

다.

- 별다른 연관성이 없

음에도 과거 범죄사

건과 엮어 보도하는

것(오마이뉴스, 2018.

3.21.; 노컷뉴스, 2018.

3.24.)

- 본질과 관련 없는 것

에 대해 호기심을 자

극하는 제목을 사용

하는 것(오마이뉴스,

2018.3.21.; 노컷뉴스,

2018.3.24.)

- 자극적 핵심어를 통

해 독자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병기·

이기웅, 1993)

- 사실 전달에 기여하

는 바 없이 현란하고

자극적인 어휘를 사

용하는 것(이병기·이

기웅, 1993)

신문윤리

위원회

재난보도

준칙

제15조(

선정적

보도

지양)

…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신문윤리

위원회

한국기자

협회자살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

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

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

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 35 -

보도

윤리강령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

는 안 된다.

- 피해자 시신 사진, 핏

자국을 묘사한 이미

지 등이 그대로 보도

되는 것(이경자, 1994;

노컷뉴스, 2018.3.24)

- 범죄 과정, 수법, 사

체 훼손을 구체적으

로 묘사하여 혐오감

을 주는 표현(이병기·

이기웅, 1993; 김회승,

2012; 노컷뉴스, 2018.

2.24.)

- 범행·시신수습 등에

대한 자극적 삽화·사

진·자료·영상 등을 여

과 없이 보여주는 것

(이창호·정의철, 2016)

- 특정 지역명을 활용

하여 사건의 이름을

붙이는 것(오마이뉴

스, 2018.3.21.)

방송심의

위원회

방송심의

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23조(

범죄사건

보도 등)

④ 범죄사건 보도 … , 필요 이

상의 구체적 묘사나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는 자칫 범죄에 대한

무감각증 내지 모방범죄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

다.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

라인

제12장

품격과

절제

제2조

선정보도

금지

⑫ 자살 또는 타살에 사용한 약

물의 명칭을 보도하지 않으며 살

인, 폭력, 자살, 도박, 사기 등에

이용한 흉기와 수법,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다.

⑬ 시신이나 사건 현장 등 혐오

감을 유발하는 사진은 특수한 경

우 외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한겨레

범죄

수사 및

재판

관련

취재보도

시행세칙

7.

선정적

보도의

자제

① 범죄의 동기와 과정, 범죄의

성립에 관련돼 있지 않거나 독자

들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

지 않은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

다.

④ 범행의 수법과 과정을 상세하

게 묘사하면 모방범죄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범죄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 인명 등 중대한 피

해가 예상되는 진행 중인 사건에



- 36 -

서 범죄자 검거에 도움을 줄 수

있거나, 금융사기 등 범죄수법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인 유사한 범

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

우에는 그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

을 보도할 수 있다.

인터넷

신문

위원회

인터넷

신문

윤리강령

제7조

보도

기준

⑩ (선정보도의 제한) 인터넷신

문은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

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

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

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제37조

(충격·

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

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

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

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자살 장면에 대한 직접적

인 묘사나 자살방법을 암시하

는 표현

3.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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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신문윤리

위원회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

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

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

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

는 안 된다.

비윤

리적

인

것에

대한

긍정

적

묘사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

라인

제12장

품격과

절제

제2조

선정보도

금지

⑨ 폭력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⑩ 범법 행위를 긍정적으로 묘사

하거나 범인을 영웅시하지 않는

다.

⑪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

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⑭ 마약이나 각성제 등을 긍정적

또는 매력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다.

⑮ 도박 및 사행 행위 등을 긍정

적 또는 매력적으로 묘사하지 않

는다.

-

사건

관련

자와

관련

된

불필

요한

세부

내용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

라인

제12장

품격과

절제

제2조

선정보도

⑧ 개인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징,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

애 등과 관련해 선입견을 담은

용어나 경멸적, 편파적,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관련자의 신상이나,

평소 습관·기호·질병·

주변인들의 평가 등

과 같은 사생활을 보

도하는 것(이경자, 19

94; 김회승, 2012; 문

선아 등, 2015; 노컷

뉴스, 2018.2.24.; 오마

이뉴스, 2018.3.21.;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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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금지 컷뉴스, 2018.3.24)

- 가해자를 ‘발바리’, ‘빨

간모자’ 등의 용어를

이용하여 지칭하는

것(문선아 등, 2015)

- 피해자의 직업이나

평소 행동·성향·결혼

여부·음주 여부·옷차

림 등이 사건의 원인

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경자, 1994; 단비

뉴스, 2018.1.29.; 노컷

뉴스, 2018.2.24.)

-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범인의 말이 그대로

보도되는 것(이경자,

1994)

-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변태적 성향 등을 지

나치게 강조하는 것

(노컷뉴스, 2018.2.24.)

한겨레

범죄

수사 및

재판

관련

취재보도

시행세칙

7.

선정적

보도의

자제

① … 호기심 충족 말고는 달리

공개할 이유가 없는 범죄 관련자

의 사생활은 보도하지 않는다.

② 피의자(피고인, 혐의자)의 전

과나 전력은 범죄의 동기와 배경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만 보도한다. 전과나 전력에 대

한 보도는 피의자(피고인, 혐의

자)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

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혐의 내용과 무관한 국적, 피

부색, 지역, 종교, 성별, 학력, 정

치적 성향 등을 밝힘으로써 사회

적 편견을 강화하는 보도를 배제

한다.

과도

한

감정

표현

신문윤리

위원회

재난보도

준칙

제15조

선정적

보도

지양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 등은 하지 않는다.

- 장례식 오열 장면 등

을 반복해서 보여주

는 것(이창호·정의철,

2016)

- ‘끔찍한’, ‘공포’와 같

은 감정적 평가를 포

함하여 보도하는 것

(오마이뉴스, 2018.3.2

1.; 노컷뉴스, 2018.3.2

4.)

- 등장인물의 동작·대

사·심리적 상태 등을

KBS

공정성

가이드

라인

③ (선정적 보도 지양) 사실과

관련 없는 주관적인 논평이나 감

정 표현을 자제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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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범죄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문헌들은 공통적으로 강력범죄

범주에 속하는 범죄들에 대한 보도에 한정하여 선정적 보도 행태를 분석

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살인범죄와 성폭력범죄 보도에 특히 주목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① 살인범죄와 성폭력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그 내용에 자극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고 ② 실제로 언

론은 살인과 성폭력을 실제 발생하는 비율보다 더욱 강조하여 보도하고

있으며(박지선·박상조, 2013) ③ 이러한 상황에서 두 유형의 범죄에 대해

선정적 보도가 나타나기 쉽고 실제로도 두 유형의 범죄에 대한 보도에서

선정적 행태가 많이 관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요소라도 어떤 범죄에 대한 보도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다

른 요소도 있다. 예를 들어 범행 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살

인범죄 보도에서는 사건 자체와 관련된 불필요한 내용을 제시하는 보도

에 가깝지만, 성폭력범죄 보도에서는 경우에 따라 사건 자체와 관련된

불필요한 내용을 제시하는 보도에 속할 수도, 음란/외설적인 보도에 속

할 수도 있다. 그 외에 여러 요소들 또한 선정보도의 하위개념에 중첩적

으로 속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범죄보도를 상정하

여 <표 4>에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선정적 범죄보도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한편, 앞서 윤리규범에서는 확인 가능하였던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

정적 묘사’ 개념은 앞선 선행연구나 관련 기사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기사에서 강력범죄나 강력범죄와 관련

된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다루기는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는 앞서 정리한 선정성 개념을 바탕으로, 선정적 범죄보도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관련 기사들을 통해 선정적 범죄보도를 보다 구체적

7.재난

재해보도

(2) 세부

준칙

소설처럼 서술하는

것(이병기·이기웅, 19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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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강력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 살인범죄와 성폭

력범죄에서 선정적 보도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이

둘의 선정적 보도행태는 약간의 차이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강력범죄 중에 살인범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살인범죄는 전통적으로 가장

강조되어 보도되는 범죄고(박용규, 2001; 박지선·박상조, 2013) ② 관련

문헌들을 보면 선정적 살인범죄 보도 관찰사례가 많으며 ③ 범죄 결과의

중함 정도가 ‘피해자의 죽음’으로 비교적 일관되어 범죄 결과 외의 요소

들에 따른 보도행태 차이를 비교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정적

범죄보도 실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대표

적인 강력범죄인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일종의 상징성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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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범죄보도에 대한 여러 국내 연구들에서는 강력범죄

보도에 특히 주목하여 언론의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해온 바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언론이 선정적으로 범죄를 보

도한 사례를 보여주는 데 그칠 뿐, 언론의 선정적 범죄보도 실태에 대한

분석은 시도한 바가 없다. 즉, 선정적 보도행태가 ‘있다’는 사실은 보여주

지만, 그 행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행태가 어떤 범죄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극대화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선정적 범죄보도가 매번 반복되듯 문제시 되는 현 상황에서 언

론의 선정적 범죄보도 실태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

서는 살인범죄에 주목하여 언론의 선정적 범죄보도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정적 범죄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이 연구에서 특히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언론이 살인범죄 중에서도 과

연 어떤 내용의 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앞서 많

은 해외 연구들에서는, 언론이 특정한 성격의 범죄자·피해자 등과 관련

된 범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

어준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선정적 범죄보도는 일반적 보도보

다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언론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지, 있

다면 어떤 범죄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지 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언론이 범죄 내용에 따라 보이는 선정적

보도 행태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언론의 선정적 보도 실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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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

들을 바탕으로 범죄의 특성을 범죄 행위·범죄자·피해자 세 요소로 나누

고, 그 안에 다양한 분석유목들을 두어 과연 언론은 어떤 내용의 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 우리나라 언론은 범죄 내용에 따라 어떠한 선정적 보도 행태

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1: 범죄자 차원에서, 언론은 어떠한 선정적 보도 행태를 보

이는가?

연구문제 2: 피해자 차원에서, 언론은 어떠한 선정적 보도 행태를 보

이는가?

연구문제 3: 범죄 행위 차원에서, 언론은 어떠한 선정적 보도 행태를

보이는가?

제 2 절 연구방법

언론의 선정적 범죄보도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언론이 어떤 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통해 살인사건을 이하에서

제시하는 범죄 특성 분석유목들에 따라 정리하고, 각각의 범죄기사에 대

하여 이 연구에서 구성한 선정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겼다. 분석 단위는

범죄기사로 하여 기사별로 코딩하되, 해당 기사 내에 나타나 있지 않은

범죄 특성이라 하더라도 이전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인 경우 사건에

대한 기자 및 독자의 인식을 고려하여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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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유목의 조작적 정의

① 범죄보도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범죄보도’란, 범죄사건 발생부터 범죄

자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한 보도로, 범죄자 및 피해자

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사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이 때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기사로 한정하였고,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기사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여러 범죄들 중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형법에서는 살인, 존속살해, 영아살해, 촉

탁·승낙에 의한 살인,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미수, 예비, 음모 등을

모두 살인의 죄에 대한 형법 제24장에서 다루고 있고, 앞서 살펴본 경찰

청 죄명·죄종분류표에서도 형법과 비슷하게 분류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해당하는 보복살인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사에서 이러한 정확한

죄명을 확인하여 살인범죄 보도로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범죄보도는 재판 전 보도가 89.5%, 재판 중 보도가 3.4%, 재판 후 보도

가 6.5% 등으로 발생 및 경찰수사 단계의 범죄보도가 대부분이기 때문

이다(박광배, 2001; 119).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범죄에 의해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기사를 모두 수집하였고, 후속 기사 검색을

통하여 실제 죄명이 살인으로 정해진 사건에 대한 기사들만을 연구대상

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사의 범위는 국내의 대표적인 종합일간지인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

레 3사의 일간지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도된

범죄 기사로 정하였다. 국내 종합일간지 3사는 각 신문의 정치적 색채를

고려하여 정했으며, 해당 시기에 실제 발생한 범죄와의 기본적인 비교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에 수사기관에 인지된 사건에 대한 기사로 한정

하였다. 2015년 이전에 수사기관에 인지된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 기사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더라도 수사기



- 44 -

관이 2015년 이후에 인지하였다면 이는 포함하였다.

이 때, 보도된 기사들의 기본적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 신문사, 보도날

짜, 기사시기를 기록하였다. 기사 시기는 선행연구를 따라 사건 발생 및

수사, 피의자 검거 및 경찰조사, 검찰수사 및 기소, 재판과정 및 결과 등

4개 단계로 구분하였다. ‘검거 및 경찰조사’는 피의자 검거 이후부터 검

찰로 송치할 때까지의 기사, ‘검찰수사 및 기소’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

치 받거나 검찰이 직접 검거하여 수사하고 기소할 때까지의 단계로 규정

하였다(박용규, 2001).

② 범죄자

여기에서 범죄자란 살인 범죄에 가담한 자를 의미한다. 범죄자라는 용

어보다는 수사단계에 따라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과 같은 용어가 보다

바람직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직관적 이해를 위하여 범죄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법적으로는 살인 범죄자는 정확히 ‘살인 행위’에

가담한 자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언론 및 국민들이 인식

하는 살인 범죄자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 범죄자를 ‘살인을 위한 피해자의 유인부터 살인 행위, 그리고 시신 유

기 행위 중 하나 이상에 가담한 자’ 혹은 ‘살인 교사를 한 자’로 정의하

고 이들을 모두 범죄자로 포함하였다. 이 때, 여러 명의 공범들이 동시에

부각되어 보도되는 경우보다는 몇 몇의 주된 범죄자들이 부각되어 보도

된다는 관찰 하에, 범죄자의 수는 범죄에 가담한 모두를 포함하여 기록

하되 그 외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주된 범죄자 2명에 대해서만 기록하였

다.

범죄자 요소로는 범죄자의 수(數)·성(性)·나이·국적·직업·전과 여부를 살

펴보았다.

이 때 범죄자의 수란 기사화된 사건에 가담한 범죄자들의 수를 의미한

다. 한편, 앞서 살펴본 해외 연구들에서는 범죄자의 인종·성·나이 등과

같은 인구학적 요소가 보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주장한 바

있고, 노성호·이기웅(1996)은 국내 언론이 유명인이나 상류층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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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소로서 성·나이·국적 직업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성(性)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나이의 경우, 형법을

참고하여 분류하였으며, 경찰범죄통계를 참고하여 보도 당시가 아닌 범

행 당시의 나이로 코딩하였다. 형법에서는 만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법적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을 ‘촉법소년’

으로 규정하여 형벌의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보호처분의 대상엔 포함하

며,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소년법 특례를 받아 완화

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는다. 이에 따라 0-10세(범법소년 기준 고려),

11-14세(촉법소년 기준 고려), 16-19세(범죄소년 기준 고려), 20대, 30대

등으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국적의 다양성이 높지 않

으므로 국적이 부각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상조·박승관(2016)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실

제 범죄자 비율보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범죄기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과 주한 미군의 경우에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일부 이용하여 이 연구에서는 범죄자의 국

적을 한국과 중국,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직업의 경우,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23)에 공개되어 있는 「경찰청

범죄통계 DB」에서는 전문직/공무원/피고용자/자영자/기타/무직자/미상

으로 대분류하고, 각 분류 내에 업종 별로 소분류하고 있다.24) 이 연구에

서는 대분류를 이용하여 직업 분류를 구성하였다. 직업은 기사 내에서

알 수 있는 경우에만 분류에 따라 코딩하였고, 3사의 보도를 통해 알 수

없다면 ‘알 수 없음’으로 코딩하였다.

23)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http://www.crimestats.or.kr/main/index.k2?cmd=mai

n

24)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가, 언론인, 예술인, 기타전문직), 공무원, 피고용자(사

립교원, 사무원, 기술자, 점원, 공원, 운전사, 경비원, 외판원, 국공영기업체직원, 일반

회사원, 금융기관직원, 유흥업종사자, 요식업종사자, 요식업종사자, 일용노동자, 기타피

고용자). 자영자(농·임·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무역업, 요식업, 숙박

업, 유흥업, 금융업, 부동산업, 의료보건업, 차량정비업, 노점, 행상, 기타사업), 기타(학

생, 주부, 전경·의경, 공익요원, 기타), 무직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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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전과 여부는 언론을 통해 범죄자의 전과가 알려진 경우에는

‘전과 있음’으로 코딩하였고, 아무런 언급이 없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알 수 없음’으로 코딩하였다.

③ 피해자

여기에서 피해자란 살인 범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자를 의미한다. 살인

범죄의 과정 중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상해에 그친 자는 피해자로 포함하

지 않았다.

피해자 요소로는 피해자의 수(數)·성(性)·나이·직업·범죄자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때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모든 피해자에 대하

여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수란, 기사화된 사건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수를 의

미한다. 범죄자가 시간적 간격 없이 여러 명을 살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범죄자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적 간격 하에 비슷한 수법으

로 여러 명을 살해하였고 이러한 범죄들이 한 기사를 통해 기사화되었으

며 이들이 모두 해당 시기에 수사기관에 인지된 경우에도 여러 명으로

코딩하였다.

앞선 해외 연구들에서는 피해자의 인종·성·나이 등과 같은 인구학적 요

소가 보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

로 범죄자 요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성·나이·직업을 살펴보았다. 범죄

자 요소에서는 나이를 형법적 기준을 반영하여 구분하였으나, 피해자 요

소에서는 경찰범죄통계에서 구분하는 방식을 반영하여 6세 이하, 7-12

세, 13-15세, 16-20세, 20대, 30대 등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한편, 피해자-범죄자 관계는 보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동학대, 존속살인 등과 같이 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연인 간 발생한 범죄 등이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사례들이

관찰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피해자-범죄자 관계도 피해자 요소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청의 「2017년 경찰범죄통계」에서는 ‘국가, 공무

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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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미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적

정보만이 보도되는 신문 기사 상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를 대폭 수정·축약하여 친족, 지인, 타인으로 분

류하였다. 가족의 범위 안에 있는 관계는 친족으로, 가족의 범위는 아니

지만 서로 알고 지냈거나 어떠한 설명을 통해 이어지는 관계인 경우 지

인으로, 그 외에 범죄자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거나 일회성 관계인 경

우(예를 들어, 편의점 직원과 손님) 타인으로 분류하였다. 범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기사를 통해 가장 강조되는 관계, 혹은 여러 관계 중 가장 가

까운 관계로 코딩하도록 하였으며 이 둘이 서로 다른 기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④ 범죄 행위

범죄 행위 요소로는 범행도구, 범죄의 계획성 여부, 시신유기 여부에 대

해 살펴보았다.

범행도구란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의미한다. 경찰범죄통계에서는 범행

도구를 총기/모의총기/칼/도끼·낫·농기구류/유리병/돌/몽둥이/공구/줄·끈·

테이프·밧줄·전선/마취제/독극물/컴퓨터/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보도에 대한 윤리규범 상 정확한 흉기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기사에 자세한 흉기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가 다수일 것이라 생

각하여, 경찰범죄통계의 분류를 축약하여 ‘총기/예기/둔기/줄·끈·테이프·

밧줄 전선/마취제/독극물/컴퓨터/신체/기타’와 같은 범주를 만들었고, 코

딩 중 2개 이상의 범행도구가 사용된 범죄 사건이 발견되어 ‘2개 이상’이

라는 범주를 하나 더 추가하였다. 기사를 통해 알 수 없는 경우 ‘알 수

없음’으로 코딩하였다.

범죄의 계획성이란 우발적 범죄와 대치되는 것으로, 범죄자가 사전에

피해자를 죽일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만난 경우를 의미한

다.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경우, 피해자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여 기다

린 경우 등을 이에 포함하였다. 범죄 계획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기사

의 경우에는 따로 코딩하였고, 이는 범죄 행위의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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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시신유기란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방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신

등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25) 이 때, 유기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시신의 장소를 옮겨버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절차로 시신을 장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는 시신을 명백히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거나 들키지 않을 목적

등으로 시신을 집 등에 방치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이상의 범죄자 요소, 피해자 요소, 범죄 행위 요소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25) 2018. 12. 11 두산백과 ‘사체유기죄’ 검색결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

Id=1108002&cid=40942&categoryId=31716

범죄

내용
분석 유목 코딩 방법

범죄자

수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⑤ 알 수

없음

성 ① 남자 ② 여자

나이

① 14세 미만 ② 14-18세 ③ 19-30세 ④ 31-4

0세 ⑤ 41-50세 ⑥ 51-60세 ⑦ 61세 이상 ⑧

알 수 없음

직업
① 자영자 ② 피고용자 ③ 전문직 ④ 공무원

⑤ 기타 ⑥ 무직 ⑦ 알 수 없음

국적 ⓪ 대한민국 ① 중국 ② 그 외

전과 ⓪ 알 수 없음 ① 전과 있음

피해자

수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⑤ 알 수

없음

성 ① 남자 ② 여자

나이

① 6세 이하 ② 7-12세 ③ 13-15세 ④ 16-20

세 ⑤ 21-30세 ⑥ 31-40세 ⑦ 41-50세 ⑧ 51

-60세 ⑨ 61세 이상 ⑩ 알 수 없음

직업 ① 자영자 ② 피고용자 ③ 전문직 ④ 공무원

표 5. 분석유목 및 코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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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정적 범죄보도

앞서 선정보도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과 윤리규범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마다 선정보도에 대한 개념화가 다양하며, 선정보도에 대한 학

문적·규범적 접근은 서로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서 선정

보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① 독자의 반응을 통해 선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선정적 범죄보도행태를 거시적 차원에서 살피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용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고 ② 보도의 주제를 통해 선정성

을 판단하는 것 또한 연구자의 주장 및 본 연구의 취지와는 맞지 않으며

③ 보도의 선정성 여부에는 내용적 차원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므로 윤리규범을 통한 선정보도 개념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선

정적 범죄보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윤리규범을 통해 정리한 선

정보도 개념과 범죄보도를 연결시켜 살펴본 바 있다. 이에 <표 6>에서

는 윤리규범을 통해 정리한 선정성 구성개념들을 바탕으로 하여, 앞서

살펴본 선정적 범죄보도에 대한 윤리규범과 선행연구들, 그리고 각종 기

사들을 참고하여 선정적 범죄보도를 판단하는 항목 총 17개를 제시하였

다.26) 그리고 모든 기사마다 항목별로 0부터 4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점

26) 참고한 법 및 규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해설집」,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사건보도 가이드라인」,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

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신문윤리위원회 「재난보도준칙」, 인터넷신문

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강령」,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한겨레 범죄 수사 및 재판 관련 취재보도 시행세칙」, 「한겨레 취재

보도준칙」 / 참고한 선정적 범죄보도 관련 신문기사: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⑤ 기타 ⑥ 무직 ⑦ 알 수 없음

범죄자-피해자

관계
① 친족 ② 지인 ③ 타인 ④ 알 수 없음

범죄

행위

범행 도구

① 총기 ② 예기 ③ 둔기 ④ 줄, 끈 류 ⑤ 마

취제 ⑥ 독극물 ⑦ 신체 ⑧ 기타 ⑨ 2개 이상

⑩ 알 수 없음

범죄 계획성 ⓪ 없음 ① 있음 ② 의혹 제기

시신 유기 ⓪ 없음 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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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매겼다.

“클릭 수만 높으면 OK? 선정적 범죄사건보도 부작용 심각해”, 노컷뉴스, 2018.3.24., h

ttp://www.nocutnews.co.kr/news/4943462, 고하늘, 잘못된 ‘성범죄 보도’도 범죄다, 단

비뉴스, 2018.1.29.,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97, C

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민언련 ‘지나치게 선정적인 #미투 보도 문제 많아’, 노

컷뉴스. 2018.2.24., http://www.nocutnews.co.kr/news/4929884, 배나은, 연쇄살인 의혹

을 전하는 ‘불안한’ 보도들, 오마이뉴스, 2018.3.21., http://www.ohmynews.com/NWS_

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6099&CMPT_CD=P0010&utm_source=nav

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선정적

범죄보도

하위범주

선정적 범죄보도 항목

음란/

외설

(性과

관련)

- 음란한 느낌이 드는 신체 부위 사진을 사용하였는가?

(김현아, 교실에서도 몰카 동영상 심각‥ 해외

SNS 삭제 가이드북 필요, 이데일리, 2017.9.30.,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

newsId=01505526616065368&mediaCodeNo=257

&OutLnkChk=Y)

- 성관계나 성폭행 등과 관련된 자극적 삽화를 사용하였는가?

(김지원, 10대들, 무인모텔서 또

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TV조

선, 2016.6.29., http://news.tvch

osun.com/site/data/html_dir/201

6/06/29/2016062990135.html)

(MBN, ‘13세 소녀를 간음한 73

세 할아버지… 왜?’, 2015.11.3.,

http://www.mbn.co.kr/pages/vo

d/programView.mbn?bcastSeq

No=1109713)

-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

표 6. 선정적 범죄보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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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목을 달았는가?(’만취한 20대 여교사 몸속 3명의 정액, 학

부형이 집단강간‘27))

사건

자체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 범죄 및 기사 내용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작성하였는가?(‘시신은 끔찍한 반부패 상태 옷은? 빚

2000만원 때문에 의정부서 연쇄살인 가능성도’28))

- 공포심을 자극하거나 자극적 보도를 위해 과거 유사 범죄 사례

와 연결 지어 보도하였는가?(‘장기 없는 토막시신 “오원춘 사건

지역 1km 떨어진 지역” 장기매매 가능성은?’29), ‘연쇄살인 가능

성도, 화성시 ’살인의 도시‘로 만든 화성 연쇄 살인사건 재조

명!’30))

- 범죄과정, 수법, 사체 훼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

가?(“살해한 후에는 욕실에서 시체를 해체하였으며 머리와 뼈

를 아이스박스와 대형 수납장에 고양이 배설물 처리용 모래 등

과 함께 넣어 보관했다.”31))

- 범죄자의 범행·훼손된 신체 및 시신 등에 대한 자극적인 삽

화·CCTV·사진 등의 자료들을 사용하였는가?

(김연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

해자, 가해자 1명과 부둥켜안고 울면

서 화해‘, 서울경제, 2018.2.5., http://

www.sedaily.com/NewsView/1RVL4

6BWAG)

비윤리적

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사

- 범죄행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는가?

-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였는가?

- 범죄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는가?

사건

관련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 개인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징,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종교,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신념, 인종, 피부색 등과 관련하여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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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성한 항목들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예시들에

27) 헤럴드경제, 만취한 20대 여교사 몸속 3명의 정액, 학부형이 집단강간, 2016.6.3., 논

란 이후 삭제됨, 관련 기사 http://ppss.kr/archives/156895

28) 온기동, 시신은 끔찍한 반부패 상태 옷은? 빚 2000만원 때문에 의정부서 연쇄살인

가능성도, 글로벌이코노믹, 2018.3.14.,,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31

41532445484e4869c120_1&md=20180314155024_J

29) 온라인뉴스부, 장기 없는 토막시신 “오원춘 사건 지역 1km 떨어진 지역” 장기매매

가능성?, 서울신문, 2014.12.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

07500276

30) 윤지훈, 연쇄살인 가능성도, 화성시 ‘살인의 도시’로 만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재조

명…, 인사이트코리아, 2018.3.14.,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

ml?idxno=23448

31) 장원재, 집에 머리 9개, 뼈 240조각… 日 엽기살인, 동아일보, 2017.11.2., http://news.

donga.com/3/all/20171102/87072694/1

세부내용

제시

-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범죄발생 당시

상태 등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였는가?

-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말·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보도하

였는가?(‘“피냄새 좋으니까 더 때리자”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

자가 한 말(영상)’32))

-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범죄관련자의 신상이

나 사생활(평소 습관, 기호, 질병,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보도

하였는가?(‘“준희양 친부·내연녀, 유치장서 밥 잘 먹고 예능 보

며 웃기도…”’33))

과도한

감정표현

-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는가?(‘경기

의정부시 살인사건, 연쇄살인 가능성도 커… ’공포‘’34), ‘연쇄살

인 가능성도… 실종 여성 시신 발견에 떠오른 ’데이트 폭력‘ 경

악 왜?’35))

- 등장인물의 동작·대사·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술하였는

가?(“승아양은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을 치며 엄마의

손을 힘겹게 잡았지만 소용없었다.”36))

- 유족의 오열, 시민들의 분노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는가?(“19일

밤 10시,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유족들은 사고 소식이 믿기

지 않는다는 듯 응급의료센터 안을 서성거렸다. 의료센터 바깥

으로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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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 신문윤리위원회의 선정적 보도에 대한 심의를 살펴보았다. 범죄 행

위 등에 대한 구체적/자극적 묘사와 관련하여 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재

판 과정 중 나온 범인의 직접 진술이라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잔인한 범행 수법과 과정을 여과 없이 기사화하는 것은 선정보도에 해당

한다고 명시하였고37) 범행 도구를 흉기나 둔기로 표현하지 않고 원목

절구공이, 플라스틱 끈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또한 선정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38) 또한 범행과 관련된 삽화에 대해서는, 신문

지에 싼 피 묻은 칼이 강조되어 있고, 마치 범행 현장인 것처럼 벽과 문

에 혈흔이 보이고 폴리스 라인이 그려 넣어진 그래픽을 사용한 삽화는

잔혹한 범죄를 연상케 하므로 선정보도라고 심의하였다.39) 편파적 표현

과 관련하여서는 「초등생 살해범은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은 제목은

정신질환 환자 ‘낙인찍기’에 해당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

장한다며 편파적 보도로 심의결정을 내린 바 있다.40) 사건관련자의 신상

32) 황규정, “피냄새 좋으니까 더 때리자”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한 말(영상), 인사

이트, 2017.9.5., http://www.insight.co.kr/news/118551

33) 한영혜, “준희양 친부…내연녀, 유치장서 밥 잘 먹고 예능 보며 웃기도…”, 중앙일보,

2018.1.13., http://news.joins.com/article/22255636

34) 권미성, 경기 의정부시 살인사건 연쇄살인 가능성도 커‥ ‘공포’, 탑스타뉴스,

2018.3.14.,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6309#08e1

35) 김은수, 연쇄살인 가능성도… 실종 여성 시신 발견에 떠오른 ‘데이트 폭력’ 경악 왜?,

2018.3.14., 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803141630418721980_1

36) 신정훈, “소변 못가린다” 욕조서 물고문 사망하자 계부와 완전범죄 도모, 충청일보,

2016.03.20.,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410

37)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제912차 심의결정현황(2017. 9. 1

3) 일부 발췌, http://www.ikpec.or.kr/sub/sub_0201_view.asp?Year=2017&DecideBase

No=Y20170913&DecideNo=2017-1126

38) 「한국신문윤리위원회」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제891차 심의결정현황(2015. 10. 1

4) 일부 발췌, http://www.ikpec.or.kr/sub/sub_0005-06_view.asp?DecideBaseNo=Y201

51014&DecideNo=2015-3142&Decide_Kind=01&Page=3

39)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제920차 심의결정현황(2018. 5. 2

9) 일부 발췌, www.ikpec.or.kr/sub/sub_0201_view.asp?Year=2018&DecideBaseNo=Y2

0180509&DecideNo=2018-3177

4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제910차 심의결정현황(2017. 6. 1

4) 일부 발췌, http://www.ikpec.or.kr/sub/sub_0201_view.asp?Year=2017&Decide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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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사생활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그는 2013년 12월엔 경기 의정부

시 한 상가건물 3층을 임차해 애견 카페를 열고 여자친구와 함께 운영했

다’와 같이 범죄자의 과거 행적이나 주변인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범죄자 및 주변 인물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심의 결과가 참고할 만하다.41) 등장인물의 대사 등을 소설처럼 서술

하였다는 항목과 관련하여서는 ‘승아 양은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에 몸부

림치며 엄마의 손을 힘겹게 잡았지만 소용없었다.’는 식의 기사에 대해서

는 상황을 직접 겪지 않은 기자가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기자 자

신의 감정을 기사내용에 이입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심의결과

를 참고할 만하다.42)

항목들 중 예시가 없는 항목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범죄행위에

대한 긍정적 묘사는 범죄행위 자체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경우에 대한 것

이며, 범죄행위의 정당화는 범죄자가 정당한 사유로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서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범죄자에 대한

긍정적 묘사는 범죄행위와는 별개로 범죄자의 특성 등에 대해 긍정적으

로 서술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특성 등을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는 행태는 피해자의 어떠한 특징이나 행동을 서술하며 마치 그것

이 범죄를 유발하였다는 듯이 보도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2. 자료의 수집과 분석

연구대상인 범죄보도 수집을 위해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의 각

No=Y20170614&DecideNo=2017-3192

41)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제899차 심의결정현황(2016. 6.

8) 일부 발췌, http://www.ikpec.or.kr/sub/sub_0201_view.asp?Year=2016&DecideBase

No=Y20160608&DecideNo=2016-1124

42)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제897차 심의결정현황(2016. 4. 2

0) 일부 발췌, http://www.ikpec.or.kr/sub/sub_0201_view.asp?Year=2016&DecideBase

No=Y20160420&DecideNo=2016-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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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지면보기 서비스

는 인터넷을 통해 해당 날짜의 지면 신문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서비스로

3사 모두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2017

년까지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된 살인사건(살인, 존속

살해, 영아살해)에 대한 기사를 모두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수집된

기사의 개수는 총 461건이었고, 이는 총 113건의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코딩은 서울 소재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두 명이 참여하였으며, 본 코

딩에 앞서 1차 교육 후 기사 80건에 대해 사전조사를 1차례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 선정성에 대한 코더 간의 불명확한 기

준을 조절하였다. 그 후 다시 80건의 기사를 코딩하여 코더 간 신뢰도를

높였다.

코더 간의 신뢰도는 크리펜도르 알파 계수(Krippendorff’s α)를 사용하

여 검사하였다. 크리펜도르 알파 계수는 명목척도부터 비율척도까지 모

든 수준의 척도에 이용 가능하며 관찰자 수나 표본의 수에 상관없이 적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신뢰도 검사 방법으로, 단순

히 코더 간 일치하는 비율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 나타

나는 코더 간 일치정도를 보정하는 방식이다. 코더 간 신뢰도를 확보하

기 위해서는 계수의 값이 0.80을 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Krippendorff,

2004). 선정성 항목들은 모두 비율척도로 간주하고 Krippendorff’s α를

이용하여 코더 간의 관계를 검사하였으며, 이 때 코딩 결과가 상수값인

항목의 경우 Krippendorff’s α 값을 정의할 수 없어 일치도

(전체
코더간일치한답변의개수

×)를 함께 제시하였다. Krippendorff’s α 값

이 모두 0.90을 넘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록하였고, 그 외 범죄 내

용에 대해 명목척도로 측정한 요소들은 코더 간 이견 없이 모두 일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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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일치도

(%)

Krippendorff’s

α 

1
음란한 느낌이 드는 신체 부위 사진을 사

용하였는가?
100 undefined

2
성관계나 성폭행 등과 관련된 자극적 삽

화를 사용하였는가?
100 undefined

3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 성적으로 자

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100 undefined

4
범죄 및 기사 내용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작성하였는가?
89.53 0.959

5
자극적 보도를 위해 과거 유사 범죄 사례

와 연결 지어 보도하였는가?
100 1

6

범죄과정, 수법, 사체 훼손 등 사건 내용

에 대해 구체적으로/자극적으로 묘사하였

는가?

91.86 0.967

7

범죄자의 범행·훼손된 신체 및 시신 등에

대한 자극적인 삽화·사진 등의 자료들을

사용하였는가?

97.67 0.95

8 범죄행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는가? 100 undefined

9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였는가? 100 1

10 범죄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는가? 100 1

11

사건관련자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징,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종교,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신념, 인종, 피부색 등과

관련하여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96.51 0.951

12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

여부, 범죄발생 당시 상태 등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였는가?

100 1

13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말·행동을 지나

치게 부각하여 보도하였는가?
93.02 0.972

14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평소 습관,

기호, 질병,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보도

86.04 0.958

표 7. 선정성 항목별 코더 간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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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여러 기준에서 구분된 각 집단들이 모두 정규성이 검증

되지 않아 비모수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문제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에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규성이 검증되지 않으므로 표본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은 비모수적 검정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독립표본 T 검정의 비모수적 대응 방법인 Mann-Whi

tney U 검정을 실시하여 두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 검정법

은 데이터를 각 데이터의 혼합순위로 대체한 후 집단 별 순위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이다(서의훈, 2018).

또한 세 개 이상의 집단에 대한 평균을 비교할 때에는 일원배치분산분

석을 사용하여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원배치분산

분석은 모수적 통계방법으로 각 집단들의 정규분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집단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은 이 연구에서는 일원배치분산분석

은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원배치분산분석에 상응하는

비모수적 통계방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사용하였다. 이 검정법은

데이터를 각 데이터의 혼합순위로 대체한 후 분산분석표를 만들어 집단

별 순위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이다(서의훈, 2018).

Kruskal-Wallis 검정은 일반적인 분산 분석과 달리 사후 분석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단 간 세부적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두 집단

씩 짝을 지어 독립표본 T 검정에 대응되는 비모수적 방법인 Mann-Whi

tney U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 때 여러 개의 집단들을 비교할 때 집

단이 많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1종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하였는가?

15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

을 사용하였는가?
93.02 0.913

16
등장인물의 동작·대사·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술하였는가?
95.41 0.922

17
유족의 오열, 시민들의 분노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는가?
97.67 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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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본페로니 보정법(Bonferroni correction method)을 사용해야 하는

데, 이 연구에서 사용한 SPSS 25.0에서는 Kruskal-Wallis 검정 이후 두

개 집단씩 묶어 Mann-Whitney U 검정의 보정된 유의 수준을 제공해주

므로 이를 이용하여 통계표를 작성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증은 유의수준 0.05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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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언론이 보도한 범죄사건

1. 기사 특성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는 조선일보가 190개, 한국일보가 190개, 한겨레

가 81개였고, 이는 각각 77개의 사건, 73개의 사건, 32개의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위의 3사가 보도한 살

인사건 기사의 개수는 총 461개였고, 이는 총 113건의 사건에 대한 것

이었다. 이 중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가 공통적으로 보도한 사건은

24건,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만 공통적으로 보도한 사건은 18건, 조선일보

와 한겨레만 공통적으로 보도한 사건은 3건, 조선일보만 보도한 사건은

32건, 한국일보만 보도한 사건은 31건, 한겨레만 보도한 사건은 5건이었

다.

<표 8>과 같이 기사를 기사시기에 따라 정리한 결과, 사건 발생 및

수사 단계에서의 기사가 28개(6.1%), 피의자 검거 및 경찰조사 단계의

기사가 332개(72.0%), 검찰수사 및 기소 단계의 기사가 26개(5.6%), 재

판과정 및 결과 단계의 기사가 75개(16.3%)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살인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를 다뤘던 박용규(2001)의

연구에서는 1996년 국내 범죄보도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발생 및 수

사 단계에서의 기사가 22%, 검거 및 경찰조사 단계의 기사가 42.5%,

검찰조사 및 기소 단계의 기사가 20.4%, 재판과정 이후 단계의 기사가

15.0%로 나타난 바 있다. 1996년과 비교하여 최근의 기사들은 경찰 조

사단계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판 전과 이후로 구분하

여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5년에는 전체 125개 기사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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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사 단계에서의 기사가 14개(11.2%), 검거 및 경찰조사 단계의 기

사가 99개(79.2%), 검찰조사 및 기소 단계의 기사가 5개(4.0%), 재판과

정 이후 단계의 기사가 7개(5.6%)였다. 2016년에는 전체 191개 기사 중,

발생 및 수사 단계에서의 기사가 13개(6.8%), 검거 및 경찰조사 단계의

기사가 150개(78.5%), 검찰조사 및 기소 단계의 기사가 12개(6.3%), 재

판과정 이후 단계의 기사가 16개(8.4%)였다. 2017년에는 전체 145개 기

사 중, 발생 및 수사 단계에서의 기사가 1개(0.7%), 검거 및 경찰조사

단계의 기사가 83개(57.2%), 검찰조사 및 기소 단계의 기사가 9개

(6.2%), 재판과정 이후 단계의 기사가 52개(35.9%)였다.

2017년도에는 재판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사의 비율이 매우 크게 증가

하였는데, 살펴본 결과 2017년 재판과정 이후 단계의 기사 52개 중 32개

가 모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

건’은 재판 과정에서 공범의 존재 및 공범 간 관계 등이 드러나면서 부

각된 사건이다.

사건 당 기사 개수가 10개가 넘는 사건은 3년 간 총 11건이었으며 이에

대해 <표 9>에 정리하였다. 가장 보도 건수가 많았던 사건은 앞서 언급

한 2017년 3월 29일에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총 42개의 기

2015 2016 2017 계

발생 및 수사
14

(11.2%)

13

(6.8%)

1

(0.7%)

28

(6.1%)

검거 및

경찰조사

99

(79.2%)

150

(78.5%)

83

(57.2%)

332

(72.0%)

검찰조사 및

기소

5

(4.0%)

12

(6.3%)

9

(6.2%)

26

(5.6%)

재판과정 및

결과

7

(5.6%)

16

(8.4%)

52

(35.9%)

75

(16.3%)

계
125

(100%)

191

(100%)

145

(100%)

461

(100%)

표 8. 2015-2017 연도별 기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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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보도되었다. 2017년 9월 30일에 발생한 ‘어금니 아빠 사건’이 총 32

개의 기사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3사 전체를 통틀어 1개의 기사만 보

도된 사건은 61건이었다.

사건

발생

날짜

기사

개수

최초

보도

날짜

사건 별칭 사건 내용

1
2017.

3. 29
42

2017.

3. 3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0대 여성 2명이 초등생 여아를

납치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한 사건

2
2017.

9. 30
32

2017.

10. 8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희귀병을 앓고 있는 남성이 중학

생인 자신의 딸을 이용해 딸의

친구를 유인하여 살해하고 시신

을 유기한 사건

3
2016.

5. 17
31

2016.

5. 18

강남역

살인사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이 화

장실에서 여성만을 기다리다 20

대의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한

사건

4
2012.

11
28

2016.

1. 16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20대 남성이 자신의 초등학생 아

들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

손해 냉장고에 숨긴 사건

5
2015.

5. 13
25

2015.

5. 14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사건

20대 남성이 예비군 사격 훈련

도중 총기를 난사하여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

6
2016.

10. 19
24

2016.

10. 20

오패산 경찰

총격사건

성범죄 전과가 있던 4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

찰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사건

7
2015.

7. 14
17

2015.

7. 15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를 나눠

마신 고령 여성 7명 중 2명이 사

망하였고, 조사 결과 사이다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었고 같은 마을

의 80대 여성의 범행으로 밝혀진

사건

표 9. 2015-2017년 언론 3사를 합쳐 10개 이상의 기사가 보도된 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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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자

언론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어떤 범죄자를 보도하였는지 살펴보았

다.

이 연구에서 살인 범죄자의 조작적 정의는 실제 형법상의 정의와 다르

므로 경찰범죄통계와의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성과 나이와 같은 인구

통계학적 기본 정보는 실제 발생한 범죄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표에 함께 표시하였다. 코딩 결과 범죄자의 수가 각각 1명, 2명, 3명, 4명

이상인 사건들이 모두 나타났으나, 언론에서 3명 이상의 범죄자를 동시

에 비중 있게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코딩된 주 범죄자 2명만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리하였다.

8
2016.

2. 1
15

2016.

3. 9

평택 신원영

학대

사망사건

친부와 계모가 7세 아들을 학대

하고 이로 인해 사망하자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

9
2015.

9. 9
14

2015.

9. 12

김일곤

트렁크

살인사건

4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납치하

여 살해한 후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사건

10
2015.

1. 6
13

2015.

1. 7

서초 세 모녀

살인사건

40대 남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

유로 자신의 아내와 딸 둘을 살

해하고 본인은 자살하려다 실패

한 사건

11
2017.

6. 24
13

2017

6. 28

창원 골프장

납치

살해사건

남성 두 명과 여성 한 명이 경제

적 이득을 위하여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여성을 골프장에서

납치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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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살인 범죄의 공범 수

보도된 사건들 중 범죄자가 1명인 사건은 89건, 범죄자가 2명인 사건

은 18건, 범죄자가 3명인 사건은 8건이었으며, 범죄자가 4명 이상인 사건

은 3건이었다. 각각에 대해 보도된 기사의 수는 279개, 128개, 26개, 8개

였다. 사건 당 기사 개수는 범죄자가 1명인 경우 3.1개, 범죄자가 2명인

경우 7.1개, 범죄자가 3명인 경우에 13개, 범죄자가 4명 이상인 경우는

2.7개로, 범죄자가 2명 혹은 3명인 경우에 사건 당 기사 개수가 전체 평

균보다 많았다. 이 때 범죄자가 3명인 사건과 4명 이상인 사건의 수가

너무 적어 연구결과에서는 이 둘을 함께 묶어 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② 살인 범죄자의 성과 나이

아래 <표 11>에서는 경찰범죄통계 상의 살인 범죄자의 성과 나이가 나

타나 있고, 이 연구에서 코딩한 주 범죄자 2명의 성과 나이가 나타나 있

다. 이 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기소 및 형사처벌이 불가능

하여 경찰범죄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보도된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만11세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표 11>을 살펴보면 경찰범죄통계 상으로는 전체 살인범죄자 중 78%

가 남성이고 22%가 여성이었으며, 보도 상으로는 코딩된 살인범죄자 중

70%가 남성이고 30%가 여성이었다. 나이를 살펴보면 경찰범죄통계와

보도된

사건 수(건)

보도된

기사 개수(개)

사건 당

기사 개수(개)

범죄자 1명 89 279 3.1

범죄자 2명 18 128 7.1

범죄자 3명 2 26 13

범죄자 4명 이상 3 8 2.7

범죄자 미상 1 20 -

계 113 461 4.1

표 10. 범죄자 수에 따라 정리한 보도된 사건 수와 기사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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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40대까지의 범죄자는 실제 비율보다 더욱 높게 보도되었으나

50대 이상의 범죄자는 실제 비율보다 낮게 보도되었다.

이 때 단독범이 저지른 사건만을 추려 범죄자의 성과 나이를 정리해보

았다. 그 결과 보도된 살인사건 중 단독범이 저지른 사건들 중 남성범죄

자가 저지른 사건이 78%, 여성범죄자가 저지른 사건이 22%로, 실제 경

찰범죄통계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건 당 기사개수를 살펴본 결과,

남성범죄자가 저지른 사건은 3.4개로, 여성범죄자가 저지른 사건은 2.2개

로 나타났다.

단독범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2건에 불과하여

범죄자의 나이에 따른 선정적 보도행태의 차이는 연구결과에서 제시하지

남성 여성 계

통계
보도된

범죄자
통계

보도된

범죄자
통계

보도된

범죄자

14세

미만
0 1 0 0

0

(0%)

1

(1%)

14-18세 9 1 12 3
21

(2%)

4

(3%)

19-30세 118 20 46 10
164

(15%)

30

(22%)

31-40세 161 23 59 12
220

(20%)

35

(26%)

41-50세 237 30 54 9
291

(26%)

39

(29%)

51-60세 216 13 42 3
258

(23%)

16

(12%)

61세

이상
128 7 30 3

158

(14%)

10

(7%)

계
869

(78%)

95

(70%)

243

(22%)

40

(30%)

1112

(100%)

135

(100%)

표 11. 범죄통계와 보도된 살인사건 범죄자 나이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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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③ 살인 범죄자 국적

2011년, 2012년 10개 전국종합일간지와 4개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도된

사건 기사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한 박상조 박승관(2016)의 연구에서는

살인범죄에서 실제 외국인 범죄자 비율(7.7%)보다 범죄기사의 비율

(17.4%)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과잉재현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보도된 범죄자의 국

남성 여성 계

보도

된

사건

수

(건)

기사

개수

(개)

사건

당

기사

개수

(개)

보도

된

사건

수

(건)

기사

개수

(개)

사건

당

기사

개수

(개)

보도된

사건

수

(건)

기사개

수

(개)

사건

당

기사

개수

(개)

14세

미만
1 1 1 0 0 -

1

(1%)

1

(0%)
1

14-

18세
1 1 1 0 0 -

1

(1%)

1

(0%)
1

19-

30세
9 42 4.7 4 4 1

13

(15%)

46

(16%)
3.5

31-

40세
14 54 3.9 7 8 1.1

21

(24%)

62

(22%)
3.0

41-

50세
24 100 4.2 6 10 1.7

30

(34%)

110

(39%)
3.7

51-

60세
13 21 1.6 0 0 -

13

(15%)

21

(8%)
1.6

61세

이상
7 16 2.3 3 22 7.3

10

(11%)

38

(14%)
3.8

계
69

(78%)

235

(84%)
3.4

20

(22%)

44

(16%)
2.2

89

(100%)

279

(100%)
3.1

표 12. 보도된 단독범의 나이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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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비율을 실제 경찰범죄통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표 13>)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기사 개수에서도 과잉재현이 관찰되지 않았다.

④ 살인 범죄자의 직업

아래 <표 14>에는 보도된 범죄자의 직업이 나타나있다. 그러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범죄자의 직업에 따른 선

정적 범죄보도 행태 차이와 관련하여 통계적 결과를 얻더라도 의미 있는

해석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연구결과에서 통계를 제시하지 않

았다.

보도된 범죄자 직업

자영자 5

피고용인 25

전문직 2

공무원 1

기타 8

무직 15

미상 0

알 수 없음 79

표 14. 보도된 범죄자 직업

대한민국 중국 기타 미상 계

경찰범죄통계

범죄자(명)

1002

(90.0%)

60

(5.4%)

50

(4.5%)
-

1112

(100%)

보도된 범죄자

수(명)

125

(92.0%)

5

(3.7%)

5

(3.7%)

1

(0.6%)

136

(100%)

보도된 사건

개수(건)

103

(91.2%)

5

(4.4%)

3

(2.7%)

2

(1.7%)

113

(100%)

기사 개수(개)
421

(91.3%)

9

(2.0%)

9

(2.0%)

22

(4.7%)

461

(100%)

표 13. 보도된 살인사건 범죄자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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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살인 범죄자 전과 여부

범죄자의 전과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실제 경찰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검거된 살인범죄자 1112명 중

333명만이 전과가 없고, 그보다 약 1.7배 많은 565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15>에 따르면 3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전체

113개의 살인사건 중 범죄자에게 전과가 있다고 보도된 사건은 15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5개의 사건에 대한 기사 개수는 98개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과 언급이 없는 사건의 경우 사건 당 기사 개수가 3.7개였

고, 전과 언급이 있는 사건의 경우 사건 당 기사 개수가 6.5개였다.

그러나 범죄자의 전과 여부는 범죄가 발생하자마자 언론이 알 수 있는

요소라기보다는 언론의 취재 이후에 밝혀지는 요소이다. 따라서 언론이

관심을 갖는 사건에서 범죄자의 전과 여부가 밝혀지는 것인지 범죄자가

전과를 가진 경우 언론이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지 그 선후 관계에 대해

서는 알 수 없으며 사건마다 그 선후관계가 상이할 수도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범죄자 미상 1

계 136

범죄자 전과

언급 없음

범죄자 전과

있음
미상 계

경찰범죄통계(명) 333 565 214 1112

보도된 범죄자(명) 121 15 - 136

사건 수(건) 98 15 - 113

기사 개수(개) 363 98 - 461

사건 당

기사개수(개)
3.7개 6.5개 - 4.1개

표 15. 2015-2017년 3사 보도 전체 살인사건 범죄자 전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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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① 살인 범죄의 사건 당 피해자 수(數)

피해자가 1명인 사건은 93건, 피해자가 2명인 사건은 15건, 피해자가 3

명인 사건은 5건이었으며, 각각에 대해 보도된 기사의 수는 375개, 60개,

26개였다. 사건 당 기사 개수는 피해자가 1명인 경우 4.0개, 피해자가 2

명인 경우 4.0개, 피해자가 3명인 경우에 5.2개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

② 살인 범죄 피해자의 성(性)과 나이

언론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어떤 피해자를 보도하였는지 살펴보았

다. <표 17>에서는 3년간 살인 범죄로 인해 실제로 사망한 피해자의

성과 나이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피해자의 성과 나이가 나타나있다. 피

해자의 성을 살펴보면 실제 발생한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비와 보도된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나이를 살펴보면 20세 이하의 피해자를 실제 피해자 비율보다

더 높게 보도되었고, 51세 이상의 피해자는 실제 피해자 비율보다 더

낮게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도된

사건 개수(건)

보도된

기사 개수(개)

사건 당

기사 개수(개)

피해자 1명 93 375 4.0

피해자 2명 15 60 4.0

피해자 3명 5 26 5.2

계 113 461 4.1

표 16. 피해자 수에 따라 정리한 보도된 사건의 개수와 기사 개수



- 69 -

보도된 살인사건 중 피해자가 1명인 사건들만 추려 피해자의 성과 나

이, 기사개수를 <표 18>로 정리해보았다. 그 결과 남성 피해자와 여성

피해자의 비율을 보면, 남성이 46%, 여성이 54%로 앞선 경찰범죄통계의

전체 피해자 성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사개수를

살펴보면 남성이 피해자인 살인범죄 기사는 137개로 전체 기사 중 37%

를,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범죄 기사는 232개로 73%를 차지하여 차이가

컸다.

남성 여성 미상 계

통계 보도 통계 보도 통계 보도 통계 보도

6세 이하 39 10 38 10 0 0
77

(8%)

20

(14%)

7-12세 10 3 10 5 0 0
20

(2%)

8

(6%)

13-15세 2 0 4 4 0 0
6

(1%)

4

(3%)

16-20세 9 3 11 2 0 0
20

(2%)

5

(4%)

21-30세 46 5 47 10 0 0
93

(9%)

15

(11%)

31-40세 56 4 72 6 0 0
128

(13%)

10

(7%)

41-50세 99 13 124 15 0 0
223

(22%)

28

(20%)

51-60세 117 13 103 11 0 0
220

(22%)

24

(17%)

61세

이상
102 13 127 11 0 0

229

(22%)

24

(17%)

미상 2 0 0 0 4 0
6

(1%)

0

(0%)

계
482

(47%)

64

(46%)

536

(52%)

74

(54%)

4

(0%)
0

1022

(100%)

138

(100%)

표 17. 경찰범죄통계 및 보도된 살인사건 피해자 나이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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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살인 범죄 피해자의 직업

살인 범죄 피해자의 직업을 살펴보았다. 보도된 피해자의 직업을 살펴

보면 범죄자 직업과 마찬가지로 기사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어 알 수 없

남성 여성 계

보도

된

사건

개수

(개)

기사

개수

(개)

사건

당

기사

개수

(개)

보도

된

사건

개수

(개)

기사

개수

(개)

사건

당

기사

개수

(개)

보도된

사건

개수

(개)

기사

개수

(개)

사건

당

기사

개수

(개)

6세

이하
8 8 1 7 16 2.3

15

(16%)

24

(7%)
1.6

7-12

세
2 43 21.5 3 51 17

5

(5%)

94

(25%)
18.8

13-

15세
0 0 - 1 32 32

1

(1%)

32

(9%)
32

16-

20세
2 5 2.5 0 0 -

2

(2%)

5

(1%)
2.5

21-

30세
3 3 1 8 43 5.4

11

(12%)

46

(12%)
4.2

31-

40세
4 13 3.3 5 22 4.4

9

(10%)

35

(9%)
3.9

41-

50세
6 10 1.7 12 36 3

18

(19%)

46

(12%)
2.6

51-

60세
10 36 3.6 8 13 1.6

18

(19%)

49

(13%)
2.7

61세

이상
8 19 2.4 6 19 3.2

14

(15%)

38

(10%)
2.7

계

43

(46%

)

137

(37%)
3.2

50

(54%)

232

(63%)
4.6

93

(100%)

369

(100%)
4.0

표 18. 보도된 피해자가 1명인 살인사건 피해자의 나이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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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범죄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와 관련하여 통계적 결과를 얻더라도 의미 있는 해석을 하

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연구결과에서 통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④ 살인 범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보도된 사건들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경찰범죄통계

에서는 공범이 있을 경우 범죄자 별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모두 기록하여

통계로 집계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 사건에서 가장 부각된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혹은 여러 관계들 중 가장 가까운 관계만을 기록하였으

므로 경찰범죄통계와의 비교는 생략하였다. 그 결과 보도된 사건의 수를

살펴보면 지인 간 살인 범죄가 47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되었고 그 다음

으로는 친족 간 살인 범죄가 45건, 타인 간 살인 범죄가 21건이었다. 반

면 사건 당 기사 개수는 타인 간 범죄가 8.6개로 가장 높았고 친족 간

범죄가 3.0개, 지인 간 범죄가 2.8개였다. 이 때 <표 20>에서 ‘알 수 없

음’에 해당하는 기사는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가 특정되기 전 단계에

작성된 기사이다.

보도된 피해자 직업

자영자 5

피고용인 17

전문직 0

공무원 3

기타 15

무직 1

알 수 없음 97

계 138

표 19. 보도된 피해자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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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사건 수(건) 기사 개수(개) 사건 당 기사개수(개)

친족 45 133 3.0개

지인 47 131 2.8개

타인 21 180 8.6개

알 수 없음 0 17 -

계 113 461 4.1개

표 20. 보도된 사건의 범죄자-피해자 관계

4. 범죄 행위

① 살인 범죄의 범행 도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도된 사건들의 범행 도구를 정리한 결과는

<표 21>와 같았다. 범행도구별로 사건 개수와 기사 개수, 그리고 사건

당 기사 개수를 정리하였다. 이를 보면 줄, 끈 류를 이용하여 살인 범죄

를 저지른 사건의 사건 당 기사 개수가 17.7개로 가장 높았고, 총기를 이

용한 살인 범죄의 사건 당 기사 개수가 14.5개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 범죄의 사건 당 기사 개수가 4.2개로

세 번째로 높았으나 앞 선 두 개의 범행 도구 사건과는 차이가 컸다.

보도된 사건 수(건)
보도된

기사 개수(개)

사건 당

기사 개수(개)

총기 4 58 14.5

예기 32 103 3.2

둔기 11 14 1.3

줄, 끈 류 5 88 17.7

독극물 9 38 4.2

신체 8 31 3.9

기타 13 32 2.5

2개 이상 3 11 3.7

표 21. 범행도구 별 보도된 사건 수 및 기사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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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범죄통계를 확인한 결과 총기를 이용한 살인 범죄의 경우는 2015년

에 3건, 2016년에 1건, 2017년에 1건 발생하였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

건을 살펴보면 2015년에 발생한 사건 3건, 2016년에 발생한 사건 1건으

로 총 4건이었다. 즉, 총기를 이용한 살인 범죄의 경우 실제 발생하는 사

건의 수가 적기도 하지만, 거의 전수 보도되어온 것이다. 한편, 각 사건

별 기사의 개수는 각각 25개, 24개, 6개, 3개였다. 이 중 기사 개수가 6

개, 3개인 각각의 사건은 피의자가 범행 도구로 이용한 총기로 자살하면

서 사건 보도가 빠르게 마무리 된 사례이고, 25개의 기사가 보도된 사건

은 언론에 의한 별칭이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사건’이었고, 24개의 기

사가 보도된 사건은 ‘오패산 경찰 총격사건’이었다. 이처럼 총기를 이용

한 범죄 사건들이 거의 전수 보도되어온 점, 언론이 붙인 사건의 별칭에

‘총기’가 포함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총기라는 범행 도구가

언론의 관심을 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줄, 끈 류의 범행도구는 어떠한가. 줄, 끈 류를 이용하여 살인

을 저지른 사건 5건을 살펴보면 각각 보도된 기사 개수가 42개, 31개, 13

개, 1개, 1개였다. 42개의 기사가 보도된 사건은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

이었으며, 31개의 기사가 보도된 사건은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이었고,

13개가 보도된 사건은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아래 표상에서 줄, 끈 류를 범행 도구로 사용한 사건의 사건 당 기

사 개수가 많은 것은 범행 도구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우연히

다른 요소들로 인해 언론의 관심을 받은 살인 사건이 줄, 끈 류를 이용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행도구에 따른 선정적 범죄보도 행

태에는 범행도구가 아닌 다른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연구결과

에서 관련 통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알 수 없음 28 86 3.1

계 113 46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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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살인 범죄의 계획성 여부

살인 범죄의 계획성 여부 요소는 경찰범죄통계로 집계하지 않는 항목으

로 연구자가 범죄 내용의 하나로 살펴보고자 하는 요소이다. <표 22>에

서 보도된 사건 개수에서의 ‘알 수 없음’이란 범죄자 미상인 사건이며,

보도된 기사 개수에서의 ‘알 수 없음’이란 피의자가 검거되기 전 단계의

기사여서 범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기사나 계획적 범죄에 대

한 의혹이 제기된 기사이다. 이에 따르면 계획되지 않은 범죄사건은 총

74건, 관련 기사는 213개였고 계획된 범죄사건은 총 38건, 관련 기사는

239개로 나타났다. 사건 당 기사 개수는 계획되지 않은 범죄가 2.9개, 계

획된 범죄는 6.3개로 나타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③ 살인 범죄의 시신 유기 여부

살인 범죄에서 시신 유기 여부에 따른 보도된 사건 개수와 보도된 기사

개수를 살펴보았다. 시신 유기 여부 또한 경찰범죄통계 상 나타나지 않

으므로 보도된 사건의 개수와 기사의 개수만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시신유기가 포함되지 않은 살인 사건은 총 79건이 보도되었으며 관련 기

사는 257개였고, 시신유기가 포함된 살인 사건은 34건이 보도되었으며

관련 기사는 204개였다. 사건 당 기사 개수는 시신유기가 없는 살인사건

이 3.3개, 시신유기가 포함된 살인사건이 6.0개로 나타나 시신유기가 있

었던 사건이 사건 수에 비해 더 많이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된

사건 개수(건)

보도된

기사 개수(개)

사건 당

기사 개수

계획되지 않은 범죄 74 213 2.9개

계획된 범죄 38 239 6.3개

알 수 없음 1 9 -

계 113 461 4.1개

표 22. 범죄 계획성 여부에 따른 보도된 사건 개수와 기사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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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사건 수(건)

보도된

기사 개수(개)

사건 당

기사 개수(개)

시신유기 없음 79 257 3.3개

시신유기 있음 34 204 6.0개

알 수 없음 0 0 -

계 113 461 4.1개

표 23. 시신유기 여부에 따른 보도된 사건 개수와 기사 개수

제 2 절 언론의 범죄보도 선정성 행태

1. 언론의 전반적 범죄보도 선정성 행태

이 연구에서는 살인범죄 사건에 대한 기사 각각에 대하여 선정성 항목

별로 0부터 4까지 리커트 척도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하의 <표

24>는 선정성 항목 별로 다른 기사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한 기사

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음란한 느낌이 드는 신체 부위

사진 사용’, ‘성관계나 성폭행 등과 관련된 자극적 삽화 사용’, ‘범죄행위

의 긍정적 묘사’ 항목에서는 모든 기사가 0점으로 나왔고,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과 ‘범죄행위의 정당화’ 항목은

3점 이상을 기록한 기사가 없어 기사 예시를 제시하지 않았다.

선정성 항목 기사 예시

음란한 느낌이 드는

신체부위 사진을 사

용하였는가?

-

성관계나 성폭행 등 -

표 24. 선정성 항목별 해당 기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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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자극적 삽

화를 사용하였는가?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 성적으로 자극

적인 표현을 사용하

였는가?

-

기사 내용의 본질과

는 관련 없는 호기심

을 유발하는 제목을

작성하였는가?

- 조선일보 2016. 3. 14, 12면 “애 죽여놓고 다음날

“애 잘 있지” 부부끼리 거짓문자“

기사에서는 사건 전체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고 제목의 내용은 한 문장에 불과함

자극적 보도를 위해

과거 유사 범죄 사례

와 연결 지어 보도하

였는가?

- 한국일보 2016. 6. 21, 3면 “원양어선 한국인 선장·

기관사, 베트남 선원 2명에게 피살” 기사 중

‘이번 사건은 1996년 발생한 페스카마호의 악몽을 떠

올리게 한다. … 1996년 8월 2일 발생한 페스카마호

사건은 중국인 동포 선원 6명이 한국인 선원 7명 등

선원 11명을 참혹하게 살해한 일이다. 피의자들은 한

국인 선원 6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한국인 실습기관사

1명은 산채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나머지 선

원 4명은 냉동 창고에 가둬 동사시키고 배를 침몰시킨

뒤 일본 밀입국을 시도키도 했다.’

범죄과정, 수법, 사체

훼손 등 사건 내용에

대해 구체적/자극적

으로 묘사하였는가?

- 조선일보 2017. 8. 30, 10면 “‘인천 초등생 살해’ 10

대에 이례적 무기징역 구형” 기사 중

‘이에 대해 김양은 “새끼손가락을 투명한 약병에 넣

었는데 피가 살짝 배어 나와 있었고, 절단면이 울퉁불

퉁해 뼈가 드러났다. 투명·검정 봉지에 두 번 포장해

건넨 허벅지 살엔 지방이 몽글몽글하게 나와 있었다.

모형이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범죄자의 범행, 훼손

된 신체 및 시신 등

에 대한 자극적인 삽

화, 사진 등의 자료

들을 사용하였는가?

- 한국일보 2015. 5. 15, 5면 “흩뿌려진 혈흔 위로 주

인잃은 군화·방탄모만 뒹굴어” 기사 중

예비군 훈련장 내 총기난사 사고 현장 바닥의 핏자국

을 사진으로 찍어 보도함

범죄행위를 긍정적으

로 묘사하였는가?
-



- 77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

였는가?
-

범죄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는가?

- 조선일보 2017. 2. 22, 11면 “기부천사 변신 73세 전

과 11범, 그는 왜 다시 교도소 갔나”

‘10년 넘게 성실히 일했더니 1억원 넘는 돈이 모였

다.…제2의 인생 개척에 성공하는 듯 보였던 장씨는

그러나 출소 14년 만인 작년 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

다.…법원 관계자는 “악착같이 새 삶을 살려던 70대

노인이 10년 넘게 쌓았던 선행들이 한순간의 범죄로

모두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사건관련자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징,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종교,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신

념, 인종, 피부색 등

과 관련하여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였는

가?

- 조선일보 2015. 1. 26, 12면 “같은 부대 관심兵 둘, 1

명은 모친 살해 1명은 자살”

‘지난 22일 서울 도봉구 화재 현장에서 시신으로 발

견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강원도 화

천 모 육군 포병대대 소속 강모(22) 일병이 지목됐다.

같은 날 같은 부대 소속 하모(22) 이병은 첫 휴가를

나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병사는 모두

부대에서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었다.’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

여부, 범죄 발생 당

시 상태 등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

하였는가?

- 조선일보 2016. 1. 19, 10면 “”그만 쫓아다녀“ 20대

女, 40대 총각을 끝내…” 기사 중

‘이씨는 “오면 죽이겠다”고 했다. 유도 등 운동으로

다져진 체구의 김씨는 가녀린 여자가…’ 하는 생각에

이씨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

다.…이씨는 집으로 온 김씨와 현관문 앞에서 승강이

를 벌이다 “집에 들어오려면 당신 손발을 묶어야겠다”

고 했다. 김씨는 ‘설마’ 하는 생각에 순순히 응했다.…’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말, 행동을 지

나치게 부각하여 보

도하였는가?

- 조선일보 2015. 9. 19, 8면 “‘살생부’엔 28명이… “이

것들 다 죽여야 중얼”” 기사 중

‘…원한을 품은 인물들을 적어둔 메모를 검거 당시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옷 주머니에

지니고 있던 2장의 쪽지에는 28명의 이름이나 직업이

적혀 있었다.…“판사는 1998년 절도사건 때 내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적대감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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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고 한다.…수사팀 관계자는 “김이 진술 도중 혼잣

말로 ‘(쪽지에 적어놓은) 이것들을 다 죽어야 하는

데…’라고 중얼거렸다”고 말했다.’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이

나 사생활(평소 습

관, 기호, 질병, 주변

인들의 평가 등)을

보도하였는가?

- 한국일보 2015. 3. 10, 10면 “도곡동 재력가 할머니

살해 용의자 긴급체포”

‘정씨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함씨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던 세입자로 최근에는 인근 인테리어 가

게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왔다.…최근 우울증 약을 복

용할 정도로 우울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함씨는 도곡동에 아파트 한 채와 2층짜리 주택

등 3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달 200만~3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재력가로 알려졌다. 또 6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생활해오다 변을 당했

다.’

감정적 평가나 주관

적 느낌이 담긴 표현

을 사용하였는가?

- 한국일보 2016. 1. 21, 12면 “최씨, 씻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구타… 의식 잃자 엄마가 인공호흡

만” 기사 중

‘최모(34)씨 부부는 잔인하고 태연했다.…부모로서의

양심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인간실격 그 자체였다.…

시신은 냉장고에 여전히 보관된 상태였지만 아들은 잊

혀졌다.…한씨는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일에

가담하고서도 “딸의 육아를 위해 신고할 수 없었다”고

태연히 진술했다.’

등장인물의 동작, 대

사, 심리적 상태 등

을 소설처럼 서술하

였는가?

- 한국일보 2016. 1. 21, 1면 “맞고 짓밟히며 그 아이

가 불렀을 “아빠…”” 기사 중

‘최모(사망 당시 7세)군은 술에 취한 아버지의 2시간

이 넘는 폭행에 끝내 숨을 거뒀다. 폭행을 견디지 못

해 몇 번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렀지만, 외면당했

다. 최군의 울부짖음에도 이웃은 그저 그런 가정 폭력

으로 치부한 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유족의 오열, 시민들

의 분노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는가?

- 조선일보 2017. 7. 13, 11면 “피해자 엄마 “도망치듯

이사했죠, 거기선 숨 쉴 수 없어서””

‘“아이 얼굴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잠도 잘 수 없고 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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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던 기사는 한겨레 2015년 4월 14일

3면에 보도된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사건’에 관한 기사(「최씨 현역 때

‘관심병사’… 괴롭힘 당한 듯 유서에 “GOP때 더 죽이고 자살할 걸…”」)

였다. 해당 기사에서는 범죄자의 유서의 문구 중 자극적인 문구를 그대

로 인용하여 제목에 작성하고, 기사 앞부분에 유서 문구를 직접 인용하

였다. 또한 관심병사였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우울증이 확인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제에 ‘“인생이 허무하다” 우울증 보여’라고

작성하였으며 기사 내용에서도 우울증으로 추측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한 문단 전체에 걸쳐 서술하였고, 복무 중 부대에서 우울증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는 국방부의 입장까지 덧붙여 마치 범죄자에게 우울증이 있

었고 그것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였다. 또한 범죄자의 아버지에

대하여, 범죄자가 한 살 때 작고하였으며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온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는 정보를 전달하며 범죄 자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범죄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흥미 유발을 위해 기사로 작성하였

다. 그 외에도 범죄자 가족의 화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나 범죄자의 군

복무 당시 가족의 행태 등을 서술하기도 하였다. 이 기사는 [사건관련자

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범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선정성 점수의 기사는 한국일보 2017년 9월 2일 9면에

보도된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김양 “사냥 나간다” 메시

지… 2시간 만에 유인·살해·신체훼손」)였다. 해당 기사는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의 진행 과정을 시간 대 별로 그림으로 만들어 마치 한 편의 만

화 같은 삽화를 이용하였다. 만화에는 ‘김양, 태블릿 PC 케이블로 두 차

례에 걸쳐 목 졸라 살해’, ‘김양, 피해 아동 시신을 훼손해 손가락, 일부

장기를 챙기고 나머지를 옥상 물탱크 위와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 등

과 같이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흉기 및 시신

쉴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이사했습니다. 그곳만 벗어

나면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증언

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여러 차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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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해놓았다. 또한 기사에서는 사건을 시간

대별로 매우 자세히 서술해두었는데, 단순히 범행만을 자세히 정리한 수

준이라기보다는 공범 간의 대화를 그대로 옮겨 쓰거나 ‘자신의 집이 있

는 15층이 아닌 13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이동했다’거나 ‘통화 후 김양은

시신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고,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가서

4.5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물탱크 위에 버리고 집에 돌아왔다’

는 등 사건을 최대한 자세히 묘사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이 기사는 [사건과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범주에서 높은 점수

를 기록하였다.

위 기사와 같은 선정성 점수를 받은 기사는 조선일보 2016년 5월 9일

12면에 보도된 기사로 ‘대부도 토막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옆집 총각

같은데… 악마였다」)였다. 기자는 해당 기사에 본인의 주관적 평가를

강하게 담은 제목을 달아 선정성을 높였다. 또한 사용된 흉기를 직접적

으로 언급하고 그 외에 신체에 있던 상처들을 자세히 언급하였다. 더불

어 범죄자가 개인 SNS에 올린 글을 그대로 인용하고, ‘2013년 12월엔

경기 의정부시 한 상가건물 3층을 임차해 애견 카페를 열고 여자 친구와

함께 운영했다’는 등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범죄자 및 범죄자 지인의

개인적 정보들을 함부로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사건과 관련된 불필요

한 세부내용 제시] 범주와 [사건관련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

시] 범주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위 기사들을 포함한 전체 기사의 선정성을 항목별로 모두 코딩한 결과

3사 전체의 기사 461개에 대하여 아래 <표 25>와 같은 선정성 항목별

평균 점수가 나타났다.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

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 보도’와 관련된 항목이 평균값 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범죄과정 등 사건 내용에 대한 구체적/자극적 묘사’와 관련된

항목이 0.80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음란 및 성(性)’에 대한 항목

들과 ‘범죄행위나 범죄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범죄행위를 정당화시

키는 것’에 대한 항목들은 평균이 매우 낮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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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항목
전체

(n=461)

음란한 느낌이 드는 신체부위 사진을 사용하였는가? 0.00±0.00

성관계나 성폭행 등과 관련된 자극적 삽화를 사용하였는

가?
0.00±0.00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하였는가?
0.00±0.07

기사 내용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

을 작성하였는가?
0.55±1.01

자극적 보도를 위해 과거 유사 범죄 사례와 연결 지어 보

도하였는가?
0.13±0.48

범죄과정, 수법, 사체훼손 등 사건 내용에 대해 구체적/자극

적으로 묘사하였는가?
0.80±1.04

범죄자의 범행, 훼손된 신체 및 시신 등에 대한 자극적인

삽화, 사진 등의 자료들을 사용하였는가?
0.12±0.52

범죄행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는가? 0.00±0.00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였는가? 0.02±0.20

범죄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는가? 0.01±0.20

사건관련자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징, 육체적·정신적 질

병 및 장애, 종교,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신념, 인종, 피부

색 등과 관련하여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0.23±0.63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범죄 발생

당시 상태 등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였는가?
0.05±0.33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말,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보

도하였는가?
0.71±1.23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

상이나 사생활(평소 습관, 기호, 질병, 주변인들의 평가 등)

을 보도하였는가?

1.07±1.24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0.35±0.75

등장인물의 동작, 대사, 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술하

였는가?
0.21±0.66

유족의 오열, 시민들의 분노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는가? 0.17±0.63

표 25. 선정성 항목별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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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선정성에 대해 항목별로 코딩한 것을 선정성의 하위범주별로 합

산하여 계산한 결과 3사 전체의 기사 461건에 대하여 아래 <표 26>과

같은 선정성 하위범주별 평균 점수가 얻을 수 있었다. ‘사건관련자와 관

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가 평균 0.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건

자체와 관련된 불필요한 내용 제시’가 평균 0.40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

타났다. ‘음란/외설’과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사’는 둘 다 평균

이 거의 0.00으로 기사의 선정적 범죄보도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러 선정적 보도 행태 중 사건관련자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보도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기사의 선정성에 대해 항목별로 코딩한 것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한 결

과 3사 전체의 기사 461건에 대하여 아래 <표 27>과 같은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가 나타났다.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는 0.26으로 그리 높지 않

게 나타났다.

전체(n=461)

선정성 전체 평균 0.26±0.21

표 27.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

선정성 하위범주 전체(n=461)

[음란/외설] 0.00±0.02

[사건 자체와 관련된 불필요한 내용 제시] 0.40±0.42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사] 0.01±0.09

[사건관련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0.52±0.52

[과도한 감정표현] 0.24±0.47

표 26. 선정성 하위범주별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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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사별 범죄보도 선정성 행태

위에서는 3사의 범죄보도가 모두 합쳐진 선정성 항목별, 범주별, 전체

평균 점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는 서로 다

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 신문들이다. 그렇다면 3사는 과연 범죄

보도의 선정성에 있어서는 과연 차이를 갖는지, 갖는다면 어떠한 차이

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항목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 사용’과 관련된 항목과 ‘오열,

분노 등을 그대로 표현’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 사

용’ 항목에서는 한겨레가 조선일보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오열, 분노 등을 그대로 표현’ 항목에서는 한겨레가 조선일보와 한

국일보 모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평균
평균

순위

카이

제곱

근사유

의확률

사후

검정

음란한 느낌이 드는

신체부위 사진을 사

용하였는가?

조선일보

(n=190)
0.00±0.00 231.00

0.000 1.000
한국일보

(n=190)
0.00±0.00 231.00

한겨레

(n=81)
0.00±0.00 231.00

성관계나 성폭행 등

과 관련된 자극적

삽화를 사용하였는

가?

조선일보 0.00±0.00 231.00

0.000 1.000한국일보 0.00±0.00 231.00

한겨레 0.00±0.00 231.00

음란하거나 외설적

인 표현,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

조선일보 0.01±0.07 231.21
2.063 0.356

한국일보 0.00±0.00 230.00

표 28. 언론사 별 선정성 항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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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는가? 한겨레 0.01±0.11 232.85

기사 내용의 본질과

는 관련 없는 호기

심을 유발하는 제목

을 작성하였는가?

조선일보 0.74±1.21 245.07

5.867 0.053한국일보 0.37±0.74 218.96

한겨레 0.51±0.98 226.25

자극적 보도를 위해

과거 유사 범죄 사

례와 연결 지어 보

도하였는가?

조선일보 0.12±0.43 230.07

2.532 0.282한국일보 0.11±0.44 227.70

한겨레 0.22±0.63 240.93

범죄과정, 수법, 사

체훼손 등 사건 내

용에 대해 구체적/

자극적으로 묘사하

였는가?

조선일보 0.89±1.11 239.29

1.856 0.395한국일보 0.75±0.96 228.03

한겨레 0.72±1.03 218.50

범죄자의 범행, 훼

손된 신체 및 시신

등에 대한 자극적인

삽화, 사진 등의 자

료들을 사용하였는

가?

조선일보 0.12±0.52 230.87

0.004 0.998한국일보 0.14±0.57 231.00

한겨레 0.09±0.36 231.31

범죄행위를 긍정적

으로 묘사하였는가?

조선일보 0.00±0.00 231.00

0.000 1.000한국일보 0.00±0.00 231.00

한겨레 0.00±0.00 231.00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였는가?

조선일보 0.03±0.22 230.17

0.791 0.673한국일보 0.03±0.16 232.54

한겨레 0.01±0.11 229.33

범죄자를 긍정적으

로 묘사하였는가?

조선일보 0.03±0.30 232.43

1.859 0.239한국일보 0.01±0.15 230.00

한겨레 0.00±0.00 230.00

사건관련자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

징,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종교,

조선일보 0.25±0.66 231.44
0.112 0.946

한국일보 0.22±0.59 2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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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직업,

학력, 신념, 인종,

피부색 등과 관련하

여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한겨레 0.25±0.62 233.17

피해자의 직업, 평

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범죄 발

생 당시 상태 등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

럼 서술하였는가?

조선일보 0.04±0.32 229.37

0.869 0.648한국일보 0.05±0.30 232.94

한겨레 0.06±0.40 230.27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말, 행동을 지

나치게 부각하여 보

도하였는가?

조선일보 0.84±1.38 237.61

1.250 0.535한국일보 0.62±1.11 225.67

한겨레 0.63±1.12 227.98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

이나 사생활(평소

습관, 기호, 질병,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보도하였는

가?

조선일보 1.25±1.38 245.04

4.299 0.117한국일보 0.91±1.10 218.61

한겨레 1.00±1.17 227.13

감정적 평가나 주관

적 느낌이 담긴 표

현을 사용하였는가?

조선일보 0.28±0.73 218.61

10.097 0.006**
조선*

한겨레

(0.004)

한국일보 0.34±0.74 231.32

한겨레 0.52±0.82 259.31

등장인물의 동작,

대사, 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술

하였는가?

조선일보 0.16±0.55 225.06

2.105 0.349한국일보 0.25±0.73 234.94

0.25±0.72 235.69한겨레

유족의 오열, 시민

들의 분노 등을 그

대로 보도하였는가?

조선일보 0.11±0.52 223.59
14.294 0.001**

조선*

한겨레

(0.001)한국일보 0.11±0.43 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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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으로 선정성 하위범주에 대해서도 언론사 간 평균 차이를 알

아보았다. 그 결과 ‘과도한 감정표현’ 범주에서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정 결과 한겨레가 조선일보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선정성 항목 점수 비교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겨레

는 살인 범죄 보도에 있어서 다른 신문사들보다 비교적 기사에 감정을

표현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감정이 일어나도록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사는 피해자에 대한 연민을 자극하는 방향이 될 수

도 있고, 범죄자의 비인간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는데 살

인 범죄를 보다 감정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 볼 수 있

다.

한국*

한겨레

(0.005)
한겨레 0.46±1.06 255.11

df=2
**p<.01

언론사 평균
평균

순위

카이

제곱

근사유

의확률

사후

검정

[음란/외설]

조선일보

(n=190)
0.00±0.02 231.21

2.063 0.356
한국일보

(n=190)
0.00±0.00 230.00

한겨레

(n=81)
0.00±0.03 232.85

[사건 자체와 관련

된 불필요한 세부

내용 제시]

조선일보 0.47±0.48 246.73

4.885 0.087한국일보 0.34±0.34 218.30

한겨레 0.38±0.41 223.90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사]

조선일보 0.02±0.13 231.39

0.280 0.869
한국일보 0.01±0.05 231.33

표 29. 언론사별 선정성 하위범주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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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으로 선정성 전체 평균에 대하여 언론사 별 차이를 알아보았

다. 그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사후검정에서는 집

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살인범죄 보도에 있어서 언

론사 별로 선정성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3. 기사시기별 범죄보도 선정성 행태

우리나라는 재판 전 보도가 89.5%, 재판 중 보도가 3.4%, 재판 후 보도

가 6.5% 등으로 발생 및 경찰수사 단계의 범죄보도가 대부분이라는 연

구결과가 있다(박광배, 2001; 119).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연구에서도 재

판 전 보도, 특히 경찰조사 단계의 보도가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음을

한겨레 0.00±0.04 229.30

[사건관련자와 관

련된 불필요한 세

부 내용 제시]

조선일보 0.59±0.57 247.23

5.043 0.080한국일보 0.45±0.45 218.45

한겨레 0.48±0.53 222.38

[과도한 감정표현]

조선일보 0.18±0.41 214.13

10.749 0.005**
조선*

한겨레

(0.004)

한국일보 0.23±0.42 235.06

한겨레 0.41±0.65 261.06

df=2
**p<.01

언론사 평균
평균

순위

카이

제곱

근사

유의확률

사후

검정

선정성

전체 평균

조선일보(n=190) 0.29±0.23 244.74

6.111 0.047*한국일보(n=190) 0.23±0.18 212.29

한겨레(n=81) 0.28±0.21 242.67
df=2
*p<.05

표 30. 언론사 별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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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각 단계별로 선정성에서도 차이가 나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 때

<표 31>, <표 32>, <표 33>에는 공간상의 이유로 사건 발생 및 수사를

A로, 피의자 검거 및 경찰 조사를 B로, 검찰 수사 및 기소를 C로, 재판

과정 및 결과를 D로 표시하였다.

선정성 항목별로는 ‘범죄 내용에 대한 구체적/자극적 묘사’,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등을 강조하여 보도’,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 및 사생활 보도’,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 사용’ 등 총 4개 항목에서 기사시기 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범죄 내용에 대한 구

체적/자극적 묘사’ 항목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기사가 재판과정 및

결과 단계에서의 기사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값을 가진 것으로 드러

났다.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등을 강조하여 보도’ 항목에서는 피의자

검거 전 단계의 기사가 검찰 수사 이후 시기의 기사보다 유의미하게 낮

은 평균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의자 검거 후의 단계들 사이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

는 사건관련자의 신상 및 사생활 보도’ 항목에서는 경찰수사 단계의 기

사가 검찰수사 단계의 기사와 재판 시작 이후 단계의 기사보다 유의미하

게 높게 나타났다.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 사용’ 항목

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정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기사

시기
평균

평균

순위

카이

제곱

근사유

의확률

사후

검정

음란한 느낌이 드는

신체부위 사진을 사

용하였는가?

A

(n=82)
0.00±0.00 231.00

0.000 1.000
B

(n=332)
0.00±0.00 231.00

C

(n=26)
0.00±0.00 231.00

표 31. 기사시기별 선정성 항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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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75)
0.00±0.00 231.00

성관계나 성폭행 등

과 관련된 자극적

삽화를 사용하였는

가?

A 0.00±0.00 231.00

0.000 1.000
B 0.00±0.00 231.00

C 0.00±0.00 231.00

D 0.00±0.00 231.00

음란하거나 외설적

인 표현,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

용하였는가?

A 0.00±0.00 230.00

7.576 0.056
B 0.00±0.05 230.69

C 0.04±0.20 238.87

D 0.00±0.00 230.00

기사 내용의 본질과

는 관련 없는 호기

심을 유발하는 제목

을 작성하였는가?

A 0.46±1.00 220.38

2.281 0.516
B 0.56±1.01 234.00

C 0.69±1.16 244.81

D 0.45±0.98 216.89

자극적 보도를 위해

과거 유사 범죄 사

례와 연결 지어 보

도하였는가?

A 0.18±0.48 244.25

6.420 0.093
B 0.15±0.52 233.56

C 0.12±0.43 229.69

D 0.03±0.23 215.18

범죄과정, 수법, 사

체훼손 등 사건 내

용에 대해 구체적/

자극적으로 묘사하

였는가?

A 0.71±0.85 229.23

11.599 0.009**
B*D

(0.005)

B 0.89±1.08 241.73

C 0.62±0.85 213.62

D 0.51±0.95 190.17

범죄자의 범행, 훼손

된 신체 및 시신 등

에 대한 자극적인

삽화, 사진 등의 자

료들을 사용하였는

가?

A 0.07±0.38 225.71

1.293 0.731
B 0.14±0.55 232.78

C 0.04±0.20 225.94

D 0.09±0.47 226.84

범죄행위를 긍정적

으로 묘사하였는가?

A 0.00±0.00 231.00

0.000 1.000B 0.00±0.00 231.00
C 0.00±0.00 231.00
D 0.00±0.00 231.00

범죄행위를 정당화 A 0.00±0.00 226.50 3.081 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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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가?
B 0.02±0.12 229.96
C 0.08±0.39 235.50
D 0.05±0.28 235.74

범죄자를 긍정적으

로 묘사하였는가?

A 0.00±0.00 230.00

5.412 0.144
B 0.00±0.00 230.00
C 0.04±0.20 238.85
D 0.05±0.46 233.08

사건관련자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

징,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종교,

성별, 나이, 직업, 학

력, 신념, 인종, 피부

색 등과 관련하여

편파적 표현을 사용

하였는가?

A 0.39±1.00 239.05

4.083 0.253

B 0.25±0.63 234.73

C 0.08±0.27 212.65

D 0.15±0.48 217.83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

여부, 범죄 발생 당

시 상태 등이 범죄

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였는가?

A 0.00±0.00 224.50

1.149 0.765
B 0.05±0.34 230.76

C 0.04±0.04 233.25

D 0.07±0.20 233.70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말, 행동을 지

나치게 부각하여 보

도하였는가?

A 0.07±0.26 175.18

13.204 0.004**

A*C

(0.004)

A*D

(0.019)

B 0.67±1.16 229.05

C 1.23±1.51 274.00

D 0.97±1.52 245.59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

이나 사생활(평소

습관, 기호, 질병, 주

변인들의 평가 등)

을 보도하였는가?

A 0.71±1.01 197.75

15.193 0.002**
B*D

(0.028)

B 1.20±1.29 244.97

C 0.54±0.81 179.29

D 0.77±1.10 199.51

감정적 평가나 주관 A 0.07±0.38 189.05 7.89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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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식으로 기사시기별로 선정성 하위범주의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았다. ‘사건 자체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사건관

련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과도한 감정표현’ 등 세 소분류

에서 기사시기 별 평균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을 통해 자세히 살펴본 결과, ‘사건 자체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

부내용 제시’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의 기사가 재판 시작 이후 단계의 기

사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관련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의 기사

가 피의자 검거 전 단계의 기사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값을 가지고 있었

다. ‘과도한 감정표현’에서는 피의자 검거 전 단계의 기사가 피의자 검거

및 경찰 조사 단계의 기사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으며 그 외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적 느낌이 담긴 표

현을 사용하였는가?

B 0.38±0.77 236.64
C 0.35±0.63 239.98
D 0.31±0.80 218.56

등장인물의 동작, 대

사, 심리적 상태 등

을 소설처럼 서술하

였는가?

A 0.04±0.19 212.20

5.233 0.156
B 0.22±0.70 229.15

C 0.19±0.57 230.90

D 0.27±0.62 246.25

유족의 오열, 시민들

의 분노 등을 그대

로 보도하였는가?

A 0.00±0.00 211.50

3.593 0.309
B 0.19±0.66 233.09

C 0.15±0.78 221.02

D 0.15±0.56 232.51

A=사건 발생 및 수사, B=피의자 검거 및 경찰조사, C= 검찰수사 및 기소,

D= 재판과정 및 결과

df=3
**p<.01

기사 평균 평균 카이 근사유 사후

표 32. 기사시기별 선정성 하위범주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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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시기 별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경찰수사 단계의 기사가 피의자 검거 전 단계의 기사와

재판 시작 이후 단계의 기사보다 유의미하게 선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의 기사와 검찰 수사 단계의 기사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기 순위 제곱 의확률 검정

[음란/외설]

A(n=82) 0.00±0.00 230.00

7.576 0.056
B(n=332) 0.00±0.01 230.69

C(n=26) 0.01±0.06 238.87

D(n=75) 0.00±0.00 230.00

[사건 자체와 관

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A 0.36±0.36 222.66

11.792 0.008**
B*D

(0.004)

B 0.44±0.44 242.47

C 0.37±0.38 222.37

D 0.27±0.34 186.33

[비윤리적인 것

에 대한 긍정적

묘사]

A 0.00±0.00 223.50

4.004 0.261
B 0.00±0.04 229.75

C 0.04±0.20 232.50

D 0.04±0.18 238.80

[사건관련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 내용 제시]

A 0.29±0.45 165.13

9.301 0.026*
A*B

(0.023)

B 0.55±0.52 240.00

C 0.47±0.44 229.12

D 0.49±0.56 216.41

[과도한 감정표

현]

A 0.04±0.14 172.43

9.131 0.028*
A*B

(0.019)

B 0.26±0.48 236.50
C 0.23±0.43 240.23
D 0.24±0.50 225.31

A=사건 발생 및 수사, B=피의자 검거 및 경찰조사, C= 검찰수사 및 기소,

D= 재판과정 및 결과

df=3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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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언론은 다른 단계와 비교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더 선정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 때 선정보도의 방식은

범죄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호기심 충족 말고

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보

도하는 것이다.

몇몇 국내 연구들에서 국내 범죄보도가 경찰 수사단계에 집중되어 있음

을 지적하고 이러한 보도행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

에서는 범죄 보도가 단순히 양적으로 경찰 수사단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선정적인 행태 또한 더욱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선정적 보도 행태는 어떤 형태로도, 어떤 시기에도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히 재판 전 단계에서의 선정적 보도는 우리

나라의 사법 체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너뜨린다

는 점에서 특히나 유의하여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는 원칙43)을 의미한다. 즉,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언론은 경찰 수사

43) 2018. 12. 14., 「법률용어사전」 ‘무죄추정의 원칙’ 검색 결과, https://terms.naver.co

m/entry.nhn?docId=3654650&cid=42131&categoryId=42131

기사시기 평균
평균

순위

카이

제곱

근사

유의확률

사후

검정

선정성

전체 평균

A(n=28) 0.16±0.15 161.46

17.659 0.001**

A*B

(0.008)

B*D

(0.015)

B(n=332) 0.28±0.20 245.51

C(n=26) 0.25±0.18 228.29

D(n=75) 0.23±0.24 193.67
A=사건 발생 및 수사, B=피의자 검거 및 경찰조사, C= 검찰수사 및 기소,

D= 재판과정 및 결과

df=3
**p<.01

표 33. 기사시기 별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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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해볼

점은 선정적 보도의 방식으로 사건관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

보를 기사로 작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는 정식

재판 이전의 언론재판 등을 유발해서 범죄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나 그 가족 그리고 피의자의 개인 명예

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이승선·김연식,

2008)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문제 결과

이하에서는 범죄 내용을 범죄자 차원, 피해자 차원, 범죄 행위로 구분하

여 언론이 어떤 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지 기사 461개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1. 범죄자 차원

범죄자 차원에서는 사건에 개입한 범죄자의 수(數), 범죄자의 성(性), 국

적, 전과 여부에 따른 선정적 보도행태를 살펴보았다.

1) 범죄자 수

범죄자 수에 따른 살인범죄 보도의 선정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때,

코딩 시에는 범죄자 1명, 2명, 3명, 4명 이상 등 4개로 구분하였으나 코

딩 결과 범죄자가 3명인 사건이 2건, 범죄자가 4명 이상인 사건이 3건으

로 적어서 통계 검증 시에는 이 둘을 묶어 총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언론 전체적으로 범죄자의 수에 따라서 선정적 보도행태에 차이가 있는

지 <표 34>과 같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범죄자가 2명 혹은 3명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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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단독범이 저지른 사건 기사에서 ‘사건관련자의 특성 등과 관련된

편파적 표현 사용’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선정성 항목, 하위범

주(<표 35>), 전체 점수(<표 36>)에서는 범죄자 수에 따른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

범죄자

수
평균

평균

순위

카이

제곱

근사

유의

확률

사후

검정

음란한 느낌이 드는

신체부위 사진을 사

용하였는가?

1명

(n=279)
0.00±0.00 221.00

0.000 1.000
2명

(n=128)
0.00±0.00 221.00

3명

(n=34)
0.00±0.00 221.00

성관계나 성폭행 등

과 관련된 자극적

삽화를 사용하였는

가?

1명 0.00±0.00 221.00

0.000 1.0002명 0.00±0.00 221.00

3명 0.00±0.00 221.00

음란하거나 외설적

인 표현,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

용하였는가?

1명 0.00±0.06 220.79

0.514 0.7732명 0.01±0.09 221.72

3명 0.00±0.00 220.00

기사 내용의 본질과

는 관련 없는 호기

심을 유발하는 제목

을 작성하였는가?

1명 0.51±0.97 216.75

1.508 0.4712명 0.64±1.09 230.18

3명 0.59±1.13 221.32

자극적 보도를 위해

과거 유사 범죄 사

례와 연결 지어 보

도하였는가?

1명 0.17±0.54 225.94

5.191 0.0752명 0.08±0.39 213.36

3명 0.03±0.17 209.22

범죄과정, 수법, 사

체훼손 등 사건 내

용에 대해 구체적/

1명 0.77±1.00 218.67
4.488 0.106

2명 0.78±1.10 215.42

표 34. 범죄자 수에 따른 선정성 항목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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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으로 묘사하

였는가?
3명 1.18±1.17 261.16

범죄자의 범행, 훼

손된 신체 및 시신

등에 대한 자극적인

삽화, 사진 등의 자

료들을 사용하였는

가?

1명 0.16±0.58 225.32

5.267 0.0722명 0.05±0.36 213.23

3명 0.09±0.51 214.76

범죄행위를 긍정적

으로 묘사하였는가?

1명 0.00±0.00 221.00

0.000 1.0002명 0.00±0.00 221.00

3명 0.00±0.00 221.00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였는가?

1명 0.03±0.21 222.04

1.167 0.5582명 0.02±0.12 219.93

3명 0.00±0.00 216.50

범죄자를 긍정적으

로 묘사하였는가?

1명 0.02±0.25 221.58

1.164 0.5592명 0.00±0.00 220.00

3명 0.00±0.00 220.00

사건관련자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

징,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종교,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신념, 인종,

피부색 등과 관련하

여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1명 0.32±0.72 232.02

15.993 0.000***

1*2

(0.007)

1*3

(0.006)

2명 0.13±0.48 206.00

3명 0.00±0.00 187.00

피해자의 직업, 평

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범죄 발

생 당시 상태 등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

럼 서술하였는가?

1명 0.06±0.33 222.38

1.564 0.4582명 0.05±0.38 219.71

3명 0.00±0.00 214.50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말, 행동을 지

1명 0.65±1.16 214.17
3.842 0.146

2명 0.98±1.44 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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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게 부각하여 보

도하였는가?
3명 0.68±1.07 220.54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

이나 사생활(평소

습관, 기호, 질병,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보도하였는

가?

1명 1.18±1.30 228.11

3.369 0.186
2명 0.92±1.17 204.61

3명 1.06±1.13 224.40

감정적 평가나 주관

적 느낌이 담긴 표

현을 사용하였는가?

1명 0.33±0.72 217.89

3.603 0.1652명 0.44±0.82 232.66

3명 0.21±0.54 202.66

등장인물의 동작,

대사, 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술

하였는가?

1명 0.22±0.67 219.93

0.189 0.9102명 0.22±0.65 223.27

3명 0.26±0.79 221.26

유족의 오열, 시민

들의 분노 등을 그

대로 보도하였는가?

1명 0.22±0.74 224.50

4.345 0.1142명 0.15±0.60 218.55

3명 0.00±0.00 201.50

df=2
***p<.001

범죄자 수 평균
평균

순위

카이

제곱

근사

유의

확률

사후

검정

[음란/외설]
1명(n=279) 0.00±0.02 220.79

0.514 0.7732명(n=128) 0.00±0.03 221.72
3명(n=34) 0.00±0.00 220.00

[사건 자체와 관련

된 불필요한 세부

내용 제시]

1명 0.40±0.42 220.95

1.526 0.4662명 0.39±0.43 214.89

3명 0.47±0.44 244.38

표 35. 범죄자 수에 따른 선정성 하위범주별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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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자의 성(性)

범죄자의 성에 따른 선정적 보도행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단독범이

저지른 사건인 경우만 추려 비교하였다.

범죄자가 남성인 경우와 여성인 경우에 선정성 항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범죄자가 여성인 사건보다 남성인 사건에서 ‘사건관

련자의 특성 등에 대한 편파적 표현 사용’과 ‘사건관련자의 신상 및 사생

활에 대한 보도’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남성 단독범 여성 단독범 U Z p

표 37. 범죄자 성에 따른 선정성 항목별 점수

범죄자 수 평균
평균

순위

카이

제곱

근사

유의확률

사후

검정

선정성

전체 평균

1명(n=279) 0.27±0.21 225.24
0.879 0.6442명(n=128) 0.26±0.22 214.55

3명(n=34) 0.24±0.18 210.44

df=2

표 36. 범죄자 수에 따른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사]

1명 0.02±0.12 222.84
2.709 0.2582명 0.00±0.03 218.19

3명 0.00±0.00 216.50

[사건관련자와 관련

된 불필요한 세부

내용 제시]

1명 0.55±0.55 222.94

0.434 0.8052명 0.52±0.51 220.21

3명 0.43±0.37 208.09

[과도한 감정표현]

1명 0.26±0.50 218.65

1.995 0.3692명 0.27±0.46 230.55

3명 0.16±0.30 204.31

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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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25) (n=54)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순위

음란한 느낌이 드는

신체부위 사진을 사

용하였는가?

0.00±

0.00
140.00

0.00±

0.00
140.00

6075.

000
0.000 1.000

성관계나 성폭행 등

과 관련된 자극적 삽

화를 사용하였는가?

0.00±

0.00
140.00

0.00±

0.00
140.00

6075.

000
0.000 1.000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 성적으로 자극

적인 표현을 사용하

였는가?

0.00±

0.07
140.12

0.00±

0.00
139.50

6048.

000
-0.490 0.624

기사 내용의 본질과

는 관련 없는 호기심

을 유발하는 제목을

작성하였는가?

0.54±

1.00
142.05

0.37±

0.83
131.45

5613.

500
-1.103 0.270

자극적 보도를 위해

과거 유사 범죄 사례

와 연결 지어 보도하

였는가?

0.18±

0.56
141.55

0.11±

0.46
133.56

5727.

000
-1.234 0.217

범죄과정, 수법, 사체

훼손 등 사건 내용에

대해 구체적/자극적

으로 묘사하였는가?

0.76±

1.02
138.55

0.80±

0.92
146.03

5749.

500
-0.673 0.501

범죄자의 범행, 훼손

된 신체 및 시신 등

에 대한 자극적인 삽

화, 사진 등의 자료

들을 사용하였는가?

0.18±

0.63
141.44

0.06±

0.30
134.02

5752.

000
-1.298 0.194

범죄행위를 긍정적으

로 묘사하였는가?

0.00±

0.00
140.00

0.00±

0.00
140.00

6075.

000
0.000 1.000

범죄행위를 정당화하
0.07±

0.41
138.98

0.07±

0.33
144.26

5845.

000
-1.59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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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가?

범죄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는가?

0.03±

0.30
140.24

0.00±

0.00
139.00

6021.

000
-0.694 0.488

사건관련자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징,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종교,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신

념, 인종, 피부색 등

과 관련하여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였는

가?

0.36±

0.76
143.67

0.15±

0.49
124.71

5249.

500
-2.205 0.027*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

여부, 범죄 발생 당

시 상태 등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

하였는가?

0.07±

0.42
139.31

0.09±

0.40
142.86

5955.

000
-0.668 0.504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말, 행동을 지

나치게 부각하여 보

도하였는가?

0.65±

1.19
139.53

0.61±

1.04
141.94

5970.

000
-0.247 0.805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이

나 사생활(평소 습

관, 기호, 질병, 주변

인들의 평가 등)을

보도하였는가?

1.27±

1.34
145.27

0.80±

1.05
118.04

4889.

000
-2.341 0.019*

감정적 평가나 주관

적 느낌이 담긴 표현

을 사용하였는가?

0.36±

0.76
141.33

0.22±

0.54
134.46

5776.

000
-0.783 0.433

등장인물의 동작, 대

사, 심리적 상태 등

0.23±

0.69
140.18

0.19±

0.59
139.23

6033.

500
-0.141 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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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성에 따라 선정성의 하위범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하위범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에 따라 선정성 전체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범죄자가 남성인 경우가 여성인 경우보다 더욱 선정적

으로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을 소설처럼 서술하

였는가?

유족의 오열, 시민들

의 분노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는가?

0.26±

0.80
141.70

0.07±

0.33
132.90

5691.

500
-1.360 0.174

*p<.05

남성 단독범

(n=225)

여성 단독범

(n=54)
U Z p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순위

[음란/외설]
0.00±

0.02
140.12

0.00±

0.00
139.50

6048.

000
-0.490 0.624

[사건 자체와 관련

된 불필요한 세부

내용 제시]

0.42±

0.43
142.70

0.33±

0.36
128.75

5467.

500
-1.176 0.240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사]

0.03±

0.18
139.72

0.02±

0.11
141.16

5874.

000
-1.306 0.192

[사건관련자와 관련

된 불필요한 세부

내용 제시]

0.59±

0.57
144.52

0.41±

0.43
121.19

5148.

500
-1.772 0.076

[과도한 감정표현]
0.28±

0.54
141.50

0.16±

0.30
133.75

5737.

500
-0.768 0.442

표 38. 범죄자 성에 따른 선정성 하위범주별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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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자의 국적

범죄자의 국적에 따른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코

딩 시에는 범죄자의 국적을 대한민국, 중국, 기타로 나누었지만 범죄자의

국적이 중국인 사건과 기타인 사건이 많지 않아 통계 검증 시에는 대한

민국과 기타 등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범죄자의 국적에 따른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의 차이를 항목별로

살펴보았다(<표 40>). 그 결과, 범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과거 유사 범

죄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 ‘범죄행위를 정당화’, ‘사건관련자의 특성 등

과 관련된 편파적 표현 사용’, ‘피해자의 특성 등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

럼 서술’ 등 4개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반면 ‘범죄자의 비

정상적 성향이나 말 등에 대해 강조’에서는 내국인이 저지른 범죄사건

기사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반면 선정성의 하위범주(<표 41>)나 선정성 전체 점수(<표 42>)에서는

범죄자의 국적에 따른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 단독범

(n=225)

여성 단독범

(n=54)
U Z p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순위

선정성

전체 평균
0.29±0.21 146.15 0.21±0.17 114.37

4769.

000
-2.466 0.014*

*p<.05

표 39. 범죄자 성에 따른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

대한민국

(n=422)

그 외

(n=18)
U Z p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순위

표 40. 범죄자 국적에 따른 선정성 항목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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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느낌이 드

는 신체부위 사진

을 사용하였는가?

0.00±

0.00
220.50

0.00±

0.00
220.50

3798.

000
0.000 1.000

성관계나 성폭행

등과 관련된 자극

적 삽화를 사용하

였는가?

0.00±

0.00
220.50

0.00±

0.00
220.50

3798.

000
0.000 1.000

음란하거나 외설적

인 표현,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0.00±

0.07
220.54

0.00±

0.00
219.50

3780.

000
-0.292 0.770

기사 내용의 본질

과는 관련 없는 호

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작성하였는

가?

0.54±

1.01
218.75

0.83±

1.10
261.64

3057.

500
-1.743 0.081

자극적 보도를 위

해 과거 유사 범죄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하였는가?

0.11±

0.43
219.07

0.56±

1.10
253.94

3196.

000
-2.398 0.016*

범죄과정, 수법, 사

체훼손 등 사건 내

용에 대해 구체적/

자극적으로 묘사하

였는가?

0.82±

1.06
222.62

0.33±

0.59
170.72

2902.

000
-1.865 0.062

범죄자의 범행, 훼

손된 신체 및 시신

등에 대한 자극적

인 삽화, 사진 등

의 자료들을 사용

하였는가?

0.13±

0.53
221.05

0.00±

0.00
207.50

3654.

000
-1.084 0.278

범죄행위를 긍정적

으로 묘사하였는

0.00±

0.00
220.50

0.00±

0.00
220.50

3798.

000
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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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였는가?

0.02±

0.17
219.65

0.11±

0.32
240.33

3441.

000
-2.756 0.006**

범죄자를 긍정적으

로 묘사하였는가?

0.00±

0.00
220.54

0.00±

0.00
219.50

3780.

000
-0.292 0.770

사건관련자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

징,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종

교, 성별, 나이, 직

업, 학력, 신념, 인

종, 피부색 등과

관련하여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였는

가?

0.21±

1.11
216.14

1.06±

1.11
322.83

1956.

000
-5.548 0.000***

피해자의 직업, 평

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범죄 발

생 당시 상태 등이

범죄의 원인인 것

처럼 서술하였는

가?

0.04±

0.27
219.20

0.39±

0.98
251.00

3249.

00
-3.542 0.000***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말,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보도하였는가?

0.77±

0.71
222.84

0.17±

0.71
165.67

2811.

000
-2.280 0.023*

호기심 충족 말고

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

(평소 습관, 기호,

질병,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보도하

였는가?

1.11±

1.27
221.02

0.83±

0.86
208.22

3577.

000
-0.44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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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평가나 주

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는

가?

0.36±

0.75
220.65

0.28±

0.57
217.06

3736.

000
-0.160 0.873

등장인물의 동작,

대사, 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

술하였는가?

0.23±

0.69
221.63

0.00±

0.00
194.00

3321.

000
-1.598 0.110

유족의 오열, 시민

들의 분노 등을 그

대로 보도하였는

가?

0.19±

0.68
220.84

0.06±

0.24
212.56

3655.

000
-0.549 0.583

*p<.05, **p<.01, ***p<.001

대한민국

(n=422)

그 외

(n=18)
U Z p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순위

[음란/외설]
0.00±

0.02
220.54

0.00±

0.00
219.50

3780.

000
-0.292 0.770

[사건 자체와 관련

된 불필요한 세부내

용 제시]

0.40±

0.42
220.13

0.43±

0.45
229.11

3643.

000
-0.302 0.763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사]

0.01±

0.09
220.18

0.02±

0.08
228.00

3663.

000
-2.042 0.297

[사건관련자와 관련

된 불필요한 세부내

용 제시]

0.53±

0.53
219.03

0.61±

0.42
254.86

3179.

500
-1.192 0.233

[과도한 감정표현]
0.26±

0.49
221.38

0.11±

0.20
199.94

3428.

000
-0.837 0.403

표 41. 범죄자 국적에 따른 선정성 하위범주별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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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자 전과 여부

이를 선정성 항목 별로 범죄자 전과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범죄자가 전과가 있는 경우에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 ‘과거 유사 범죄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 ‘범죄자의 범행 등에 대한 자극적인 삽화 사용’

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전과 없음

(n=343)

전과 있음

(n=98)
U Z p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순위

음란한 느낌이 드

는 신체부위 사진

을 사용하였는가?

0.00±

0.00
221.00

0.00±

0.00
221.00

16807.

000
0.000 1.000

성관계나 성폭행

등과 관련된 자극

적 삽화를 사용하

였는가?

0.00±

0.00
221.00

0.00±

0.00
221.00

16807.

000
0.000 1.000

음란하거나 외설

적인 표현, 성적으

로 자극적인 표현

을 사용하였는가?

0.00±

0.00
220.00

0.02±

0.14
224.50

16464.

000
-2.649 0.008**

표 43. 범죄자 전과 여부에 따른 선정성 항목별 평균 점수

대한민국

(n=422)

그 외

(n=18)
U Z p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순위

선정성

전체 평균
0.27±0.21 220.00 0.27±0.17 232.17 3580.000 -0.399 0.690

표 42. 범죄자 국적에 따른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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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의 본질

과는 관련 없는

호기심을 유발하

는 제목을 작성하

였는가?

0.55±

1.01
221.34

0.56±

1.06
219.82

16691.

500
-0.129 0.897

자극적 보도를 위

해 과거 유사 범

죄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하였는

가?

0.11±

0.47
217.73

0.19±

0.51
235.95

15341.

500
-2.774 0.006**

범죄과정, 수법,

사체훼손 등 사건

내용에 대해 구체

적/자극적으로 묘

사하였는가?

0.76±

1.00
218.17

0.94±

1.19
230.89

15837.

500
-0.958 0.338

범죄자의 범행, 훼

손된 신체 및 시

신 등에 대한 자

극적인 삽화, 사진

등의 자료들을 사

용하였는가?

0.09±

0.45
217.63

0.23±

0.70
232.80

15651.

000
-2.545 0.011*

범죄행위를 긍정

적으로 묘사하였

는가?

0.00±

0.00
221.00

0.00±

0.00
221.00

16807.

000
0.000 1.000

범죄행위를 정당

화하였는가?

0.03±

0.21
222.30

0.00±

0.00
216.50

16121.

000
-2.030 0.103

범죄자를 긍정적

으로 묘사하였는

가?

0.00±

0.05
220.64

0.04±

0.40
222.23

16732.

500
-0.470 0.348

사건관련자의 성

적 정체성, 신체적

특징, 육체적·정신

적 질병 및 장애,

종교, 성별, 나이,

0.24±

0.64
219.88

0.26±

0.63
224.90

16424.

500
-0.548 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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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학력, 신념,

인종, 피부색 등과

관련하여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였

는가?

피해자의 직업, 평

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범죄 발

생 당시 상태 등

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였

는가?

0.06±

0.36
221.60

0.03±

0.22
218.94

16558.

500
-0.735 0.533

범죄자의 비정상

적 성향, 말, 행동

을 지나치게 부각

하여 보도하였는

가?

0.69±

1.22
216.22

0.92±

1.33
237.74

15166.

000
-1.801 0.072

호기심 충족 말고

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

의 신상이나 사생

활(평소 습관, 기

호, 질병, 주변인

들의 평가 등)을

보도하였는가?

1.05±

1.24
217.05

1.24±

1.32
234.83

15452.

000
-1.288 0.198

감정적 평가나 주

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

는가?

0.36±

0.79
218.29

0.36±

0.65
230.47

15878.

500
-1.137 0.256

등장인물의 동작,

대사, 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

술하였는가?

0.21±

0.65
219.53

0.28±

0.77
226.13

16304.

500
-0.800 0.424

유족의 오열, 시민 0.18± 222.58 0.17± 215.45 16236. -0.992 0.321



- 109 -

선정성의 하위범주 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음란/외설’ 범주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저지른 사건에서

더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선정성 전체 점수에서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저지른 사건이 더욱 선

정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들의 분노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

는가?

0.62 0.75 500

*p<.05, **p<.01

전과 없음

(n=343)

전과 있음

(n=98)
U Z p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순위

[음란/외설]
0.00±

0.00
220.00

0.01±

0.47
224.50

16464.

000
-2.649 0.008**

[사건 자체와 관

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0.38±

0.39
216.84

0.48±

0.51
235.57

15379.

000
-1.322 0.186

[비윤리적인 것

에 대한 긍정적

묘사]

0.01±

0.08
221.65

0.01±

0.13
218.77

16708.

000
-0.808 0.419

[사건관련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0.51±

0.52
215.16

0.61±

0.53
241.18

14931.

500
-1.822 0.068

[과도한 감정표

현]

0.25±

0.48
218.27

0.27±

0.48
230.56

15870.

000
-1.007 0.314

**p<.01

표 44. 범죄자 전과 여부에 따른 선정성 하위범주별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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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위에서는 총 4가지 범죄자 차원, 즉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수(數), 성

(性), 국적, 전과 여부에 따른 선정적 보도 행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범죄에 개입한 범죄자의 수에 따른 보도의 선정성 정도에는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정적 보도행태 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에는, 범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와 비교하여 단독범인 경우에 사건관

련자의 특성과 관련된 편파적 표현이 더욱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범죄자가 다수인 경우보다 1명인 경우에, 그 한명의 특성에 대

해 언론이 더욱 집중하여 보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의 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범죄자가 남성인 사건이 보

다 더 선정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자가 남성일 때 더욱 두

드러지는 구체적 보도행태로는 사건관련자의 특성에 대한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는 보도행태, 사건관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대해 보도하는 행

태가 있었다.

범죄자의 국적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선정적 보도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정적 보도의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범

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건관련자의 특성에 대한 편파적 표현을 사

용하거나 과거 유사 범죄 사례와 연결 짓는 보도행태, 범죄행위를 정당

화하거나 피해자의 특성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는 보도행태가

전과 없음

(n=343)

전과 있음

(n=98)
U Z p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순위

선정성

전체

평균

0.26±0.21 214.28 0.31±0.22 244.22 14508.500 -2.076 0.039*

*p<.05

표 45. 범죄자 전과 여부에 따른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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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졌다. 반면에 범죄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범죄자가 외국인인 경

우와 비교하여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이나 말 등에 대해 부각하여 보도

하는 행태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 보도 기사 중 편파

적 표현 사용 점수가 높았던 기사들을 살펴보면 모두 국적과 관련된 편

파적 표현이 많았다. 중국 관광객의 묻지마 살인을 보도하면서 중국인을

배척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을 그대로 실은 기사나44), 조선족의 토막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중국 동포가 연루된 토막 살인 등 잔혹한 범죄가 잇

따라 발생’한다고 작성한 기사45)가 대표적이다. 박상조·박승관(2016)의

연구에 따르면 언론은 외국인 범죄를 양적으로 많이 보도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외국인 범죄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

국인이 저지른 범죄사건 보도 시, ‘외국인’이라는 요소가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편파적으로 서술하거나 과거 발생했던 외국인 범죄사례를 함께

묶어 제시하는 보도행태로 인해 외국인 범죄의 비율을 높게 인지했을 가

능성 또한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내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비정상적 성향 등을 강조하며 범죄자를 일반

인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 전체의 특성으로 만드는 반면, 내국인 범죄자는

개인의 일탈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자의 전과 여부는 보도의 선정성 정도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범죄자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

하여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더욱 사용하거나 과거 유사 범죄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하거나 범행 등과 관련된 자극적 삽화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전과 없음’으로 분류한 사건

은 언론을 통해 범죄자의 전과가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건으로, 그 중에

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저지른 사건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따라서 범죄자의 전과 여부가 보도의 선정성 정도에 차이를 만드는 것

인지 아니면 언론이 선정적으로 강조하여 보도하는 사건에서 범죄자의

44) 김영현, 「中관광객, 제주서 묻지마 살인… “무사증 폐지” 청원 봇물」, 한국일보,

2016년 9월 19일, 제10면

45) 권상은, 「“욱하는 마음에…”」, 조선일보, 2015년 4월 9일,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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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까지 밝혀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2. 피해자 차원

피해자 차원에서는 사건 당 피해자의 수(數), 피해자의 성(性), 나이, 범

죄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른 선정적 보도행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1) 피해자 수

2015년도부터 2017년도에 보도된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1명에서 3명이

었으며, 피해자가 4명 이상인 사건은 없었다. 이에 피해자가 각각 1명, 2

명, 3명인 살인 범죄 보도들의 선정적 행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선정성 항목 별로 피해자 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

과, ‘자극적 보도를 위해 과거 유사 범죄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 ‘범죄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자극적으로 묘사’,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 및 사생활 보도’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세 항목 모두 피해자가 3명인 살인 범죄

의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거 유사 범죄 사례와 연결 지어 보

도’ 항목과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

및 사생활 보도’ 항목에서는 피해자가 각각 1명, 2명인 살인 범죄 모두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범죄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자극적으

로 묘사’ 항목에서는 피해자가 2명인 살인 범죄 보도보다만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

수
평균

평균

순위

카이

제곱

근사

유의

확률

사후

검정

음란한 느낌이 드 1명 0.00±0.00 231.00 0.000 1.000

표 46. 피해자 수에 따른 선정성 항목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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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체부위 사진

을 사용하였는가?

(n=375)
2명

(n=60)
0.00±0.00 231.00

3명

(n=26)
0.00±0.00 231.00

성관계나 성폭행

등과 관련된 자극

적 삽화를 사용하

였는가?

1명 0.00±0.00 231.00

0.000 1.0002명 0.00±0.00 231.00

3명 0.00±0.00 231.00

음란하거나 외설적

인 표현,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1명 0.01±0.73 231.23

0.460 0.7952명 0.00±0.00 230.00

3명 0.00±0.00 230.00

기사 내용의 본질

과는 관련 없는 호

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작성하였는

가?

1명 0.56±1.03 231.79

2.690 0.2612명 0.60±1.01 239.73

3명 0.27±0.67 199.44

자극적 보도를 위

해 과거 유사 범죄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하였는가?

1명 0.10±0.39 227.24

13.545 0.001**

1*3

(0.001)

2*3

(0.032)

2명 0.22±0.69 235.87

3명 0.42±0.81 273.94

범죄과정, 수법, 사

체훼손 등 사건 내

용에 대해 구체적/

자극적으로 묘사하

였는가?

1명 0.80±1.05 230.22

7.619 0.022*
2*3

(0.018)
2명 0.62±0.90 210.74

3명 1.27±1.16 289.06

범죄자의 범행, 훼

손된 신체 및 시신

등에 대한 자극적

인 삽화, 사진 등의

자료들을 사용하였

는가?

1명 0.10±0.47 229.18

2.593 0.2732명 0.18±0.68 236.72

3명 0.23±0.71 244.04

범죄행위를 긍정적 1명 0.00±0.00 231.00 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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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묘사하였는

가?

2명 0.00±0.00 231.00

3명 0.00±0.00 231.00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였는가?

1명 0.02±0.18 230.73
1.114 0.5732명 0.03±0.18 234.14

3명 0.00±0.00 226.50

범죄자를 긍정적으

로 묘사하였는가?

1명 0.01±0.21 231.23

0.460 0.7952명 0.00±0.00 230.0

3명 0.00±0.00 230.0

사건관련자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

징,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종

교, 성별, 나이, 직

업, 학력, 신념, 인

종, 피부색 등과 관

련하여 편파적 표

현을 사용하였는

가?

1명 0.22±0.61 228.99

1.689 0.4302명 0.30±0.74 235.58

3명 0.35±0.69 249.48

피해자의 직업, 평

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범죄 발

생 당시 상태 등이

범죄의 원인인 것

처럼 서술하였는

가?

1명 0.04±0.29 230.63

1.867 0.3932명 0.12±0.56 236.13

3명 0.00±0.00 224.50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말,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보도하였는가?

1명 0.73±1.23 233.47

1.778 0.4112명 0.72±1.32 226.73

3명 0.42±0.99 205.31

호기심 충족 말고

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평

1명 0.96±1.17 221.55

20.387 0.000***

1*3

(0.000)

2*3

(0.008)2명 1.23±1.36 2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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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에 따라 선정성 하위범주별 평균 점수에도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았다. 그 결과 ‘사건관련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라는

하위범주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피해자가 3

명일 때가 1명일 때보다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 습관, 기호, 질

병, 주변인들의 평

가 등)을 보도하였

는가?

3명 2.19±1.41 333.92

감정적 평가나 주

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는

가?

1명 0.34±0.75 230.85

5.589 0.0612명 0.25±0.65 215.48

3명 0.62±0.94 269.04

등장인물의 동작,

대사, 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

술하였는가?

1명 0.22±0.65 233.18

2.187 0.335
2명 0.23±0.81 224.93

3명 0.08±0.39 213.56

유족의 오열, 시민

들의 분노 등을 그

대로 보도하였는

가?

1명 0.79±0.66 231.79

0.339 0.8842명 0.12±0.49 226.72

3명 0.15±0.54 229.42

df=2
*p<.05, **p<.01, ***p<.001

피해자 수 평균
평균

순위

카이

제곱

근사

유의

확률

사후

검정

[음란/외설]
1명(n=375) 0.00±0.02 231.23

0.460 0.7952명(n=60) 0.00±0.00 230.00
3명(n=26) 0.00±0.00 230.00

[사건 자체와 관

련된 불필요한 세

1명 0.39±0.41 227.21
3.562 0.168

2명 0.40±0.40 235.09

표 47. 피해자 수에 따른 선정성 하위범주별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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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에서도 피해자가 1명인 경우와 3명인 경우에 유

의미한 차이가 드러나 언론이 살인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기사

를 더욱 선정적으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2) 피해자의 성(性)

살인 범죄 피해자의 성에 따라 기사의 선정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았다. 이 때 피해자 수에 따라 기사의 선정성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부내용 제시] 3명 0.55±0.48 276.23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

사]

1명 0.01±0.10 231.43

0.615 0.7352명 0.01±0.04 230.28

3명 0.00±0.00 226.50

[사건관련자와 관

련된 불필요한 세

부내용 제시]

1명 0.49±0.49 225.29

7.958 0.019*
1*3

(0.016)
2명 0.60±0.66 237.08

3명 0.74±0.48 299.29

[과도한 감정표현]

1명 0.25±0.47 233.12

3.640 0.1622명 0.20±0.52 208.47

3명 0.28±0.43 252.48

df=2
*p<.05

피해자 수 평균
평균

순위

카이

제곱

근사

유의확률

사후

검정

선정성

전체

평균

1명(n=375) 0.25±0.20 225.59

7.406 0.025*
1*3

(0.023)
2명(n=60) 0.28±0.23 236.23

3명(n=26) 0.35±0.20 296.94

df=2
*p<.05

표 48. 피해자 수에 따른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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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1명인 사건에 대한 기사만을 대상으로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피해자의 특성 등을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 항목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더욱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피해자 남성

1명

(n=137)

피해자 여성

1명

(n=236) U Z p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순위

음란한 느낌이 드

는 신체부위 사진

을 사용하였는가?

0.00±

0.00
187.00

0.00±

0.00
187.00

16166.

000
0.000 1.000

성관계나 성폭행

등과 관련된 자극

적 삽화를 사용하

였는가?

0.00±

0.00
187.00

0.00±

0.00
187.00

16166.

000
0.000 1.000

음란하거나 외설

적인 표현, 성적으

로 자극적인 표현

을 사용하였는가?

0.00±

0.00
186.00

0.01±

0.09
187.58

16209.

000
-1.079 0.281

기사 내용의 본질

과는 관련 없는

호기심을 유발하

는 제목을 작성하

였는가?

0.55±

1.08
183.55

0.56±

0.99
189.00

15963.

500
-0.586 0.558

자극적 보도를 위

해 과거 유사 범

죄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하였는

가?

0.08±

0.32
186.60

0.11±

0.42
187.23

16111.

000
-0.126 0.899

범죄과정, 수법,

사체훼손 등 사건

0.85±

1.11
190.50

0.77±

1.01
184.97

15686.

500
-0.525 0.600

표 49. 피해자 성에 따른 선정성 항목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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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해 구체

적/자극적으로 묘

사하였는가?

범죄자의 범행, 훼

손된 신체 및 시

신 등에 대한 자

극적인 삽화, 사진

등의 자료들을 사

용하였는가?

0.16±

0.57
192.44

0.07±

0.40
183.84

15420.

500
-1.949 0.051

범죄행위를 긍정

적으로 묘사하였

는가?

0.00±

0.00
187.00

0.00±

0.00
187.00

16166.

000
0.000 1.000

범죄행위를 정당

화하였는가?

0.05±

0.28
190.32

0.01±

0.09
185.07

15711

7.000
-1.928 0.054

범죄자를 긍정적

으로 묘사하였는

가?

0.01±

0.09
187.36

0.02±

0.26
186.79

15999.

500
-1.072 0.284

사건관련자의 성

적 정체성, 신체적

특징, 육체적·정신

적 질병 및 장애,

종교,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신념,

인종, 피부색 등과

관련하여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였

는가?

0.13±

0.43
178.67

0.27±

0.68
191.84

15024.

500
-1.860 0.063

피해자의 직업, 평

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범죄 발

생 당시 상태 등

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였

는가?

0.10±

0.40
194.24

0.01±

0.20
182.80

15174.

000
-3.53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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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성에 따라 선정성의 하위범주 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

과(<표 50>),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선정성 전체 점수에서

도(<표 51>)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범죄자의 비정상

적 성향, 말, 행동

을 지나치게 부각

하여 보도하였는

가?

0.64±

1.19
182.80

0.77±

1.24
190.54

15330.

000
-1.020 0.308

호기심 충족 말고

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

의 신상이나 사생

활(평소 습관, 기

호, 질병, 주변인

들의 평가 등)을

보도하였는가?

0.99±

1.12
180.90

0.94±

1.20
183.00

15221.

500
-1.008 0.313

감정적 평가나 주

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

는가?

0.40±

0.79
193.89

0.31±

0.73
181.76

14930.

500
-1.695 0.090

등장인물의 동작,

대사, 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

술하였는가?

0.30±

0.78
196.02

0.17±

0.56
183.12

15250.

500
-1.583 0.114

유족의 오열, 시민

들의 분노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

는가?

0.17±

0.68
193.68

0.19±

0.65
188.58

15792.

000
-0.756 0.449

***p<.001

피해자 남성 피해자 여성 U Z p

표 50. 피해자 성에 따른 선정성 하위범주별 평균 점수



- 120 -

3) 피해자의 나이

살인 범죄 피해자의 나이는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이 때, 노인의 기준은 애매하지만 경찰범죄통계에서는 61세 이상을

모두 묶어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용하여 61세 이상을 노인의 범주로

묶었다. 아동/청소년은 20세 이하, 성인은 21세 이상부터 60세 이하로 설

1명

(n=137)

1명

(n=236)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순위

[음란/외설]
0.00±

0.00
186.00

0.00±

0.03
187.58

16029.

000
-1.079 0.281

[사건 자체와 관련

된 불필요한 세부

내용 제시]

0.41±

0.46
187.60

0.38±

0.39
186.65

16084.

000
-0.084 0.933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사]

0.02±

0.11
189.80

0.01±

0.09
185.37

15782.

000
-1.524 0.127

[사건관련자와 관련

된 불필요한 세부

내용 제시]

0.47±

0.46
186.15

0.50±

0.51
187.50

16049.

000
-0.119 0.905

[과도한 감정표현]
0.29±

0.49
198.08

0.22±

0.45
180.57

14648.

500
-1.809 0.070

피해자 남성 1명

(n=137)

피해자 여성 1명

(n=236)
U Z p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순위

선정성

전체 평균
0.26±0.22 187.98 0.25±0.19 186.43

16032.

000
-0.134 0.893

표 51. 피해자 성에 따른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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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분석 시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인 범죄는 제외하였다.

선정성 항목 별로 피해자 나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총 4개 항

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후검정 결과, ‘범죄행위의 정당화’

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때 보다 노인일 때 점수가 더 높았고, ‘사건

관련자의 특성 등에 대한 편파적 표현의 사용’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인 때 보다 성인일 때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

향이나 말 등을 강조하여 보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 가

장 높았고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표현 사용’ 또한 피해자가 노인인 사건

보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 더 높았다.

피해자

나이
평균

평균

순위

카이

제곱

근사유

의확률

사후

검정

음란한 느낌이

드는 신체부위

사진을 사용하

였는가?

아동/

청소년

(A, n=155)

0.00±0.00 186.00

0.000 1.000성인

(B, n=173)
0.00±0.00 186.00

노인

(C, n=43)
0.00±0.00 186.00

성관계나 성폭

행 등과 관련된

자극적 삽화를

사용하였는가?

아동·

청소년
0.00±0.00 186.00

0.000 1.000
성인 0.00±0.00 186.00

노인 0.00±0.00 186.00

음란하거나 외

설적인 표현, 성

적으로 자극적

인 표현을 사용

하였는가?

아동·

청소년
0.01±0.11 187.39

2.795 0.247성인 0.00±0.00 185.00

노인 0.00±0.00 185.00

기사 내용의 본

질과는 관련 없

는 호기심을 유

아동·

청소년
0.60±1.07 189.16

0.387 0.824
성인 0.57±1.05 184.27

표 52. 피해자 나이에 따른 선정성 항목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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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 제목을

작성하였는가?
노인 0.42±0.79 181.58

자극적 보도를

위해 과거 유사

범죄 사례와 연

결 지어 보도하

였는가?

아동·

청소년
0.08±0.33 184.21

0.407 0.816
성인 0.11±0.41 187.48

노인 0.12±0.50 186.49

범죄과정, 수법,

사체훼손 등 사

건 내용에 대해

구체적/자극적으

로 묘사하였는

가?

아동·

청소년
0.82±1.10 185.93

0.002 0.999성인 0.81±1.06 185.91

노인 0.70±0.80 186.62

범죄자의 범행,

훼손된 신체 및

시신 등에 대한

자극적인 삽화,

사진 등의 자료

들을 사용하였

는가?

아동·

청소년
0.07±0.38 184.12

0.693 0.707성인 0.13±0.53 187.78

노인 0.09±0.43 185.60

범죄행위를 긍

정적으로 묘사

하였는가?

아동·

청소년
0.00±0.00 186.00

0.000 1.000성인 0.00±0.00 186.00

노인 0.00±0.00 186.00

범죄행위를 정

당화하였는가?

아동·

청소년
0.01±0.16 183.71

7.203 0.027*
A*C

(0.022)성인 0.02±0.19 185.72
노인 0.07±0.19 195.37

범죄자를 긍정

적으로 묘사하

였는가?

아동·

청소년
0.01±0.08 186.19

0.269 0.874
성인 0.02±0.30 186.08
노인 0.00±0.00 185.00

사 건 관 련 자 의
아동·

청소년
0.11±0.44 173.44 12.250 0.002**

A*B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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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정체성, 신

체적 특징, 육체

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종교,

성별, 나이, 직

업, 학력, 신념,

인종, 피부색 등

과 관련하여 편

파적 표현을 사

용하였는가?

성인 0.32±0.71 198.55

노인 0.19±0.59 180.77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범죄 발생 당시

상태 등이 범죄

의 원인인 것처

럼 서술하였는

가?

아동·

청소년
0.02±0.14 184.55

0.803 0.669성인 0.07±0.40 187.48

노인 0.02±0.15 185.27

범죄자의 비정

상적 성향, 말,

행동을 지나치

게 부각하여 보

도하였는가?

아동·

청소년
1.03±1.42 204.24

17.138 0.000***

A*B

(0.039)

A*C

(0.000)

성인 0.61±1.11 180.03

노인 0.19±0.63 144.26

호기심 충족 말

고는 보도할 이

유가 없는 사건

관련자의 신상

이나 사생활(평

소 습관, 기호,

질병, 주변인들

의 평가 등)을

보도하였는가?

아동·

청소년
0.95±1.18 183.98

0.435 0.805성인 0.98±1.21 185.51

노인 0.98±1.03 195.26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느낌이

아동·

청소년
0.45±0.85 197.58 9.442 0.009**

A*C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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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하위범주에서 피해자 나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

다. 그 결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보다 피해자가 노인인 사건에

서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사’ 범주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

고, ‘과도한 감정표현’ 범주에서는 피해자가 노인인 사건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담긴 표현을 사

용하였는가?

성인 0.29±0.65 182.69

노인 0.12±0.50 157.56

등장인물의 동

작, 대사, 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

처럼 서술하였

는가?

아동·

청소년
0.26±0.71 189.96

4.757 0.093성인 0.23±0.66 187.18

노인 0.05±0.31 166.97

유족의 오열, 시

민들의 분노 등

을 그대로 보도

하였는가?

아동·

청소년
0.12±0.55 181.34

6.822 0.033*성인 0.29±0.85 193.26

노인 0.02±0.15 173.58

df=2
*p<.05, **p<.01, ***p<.001

피해자 나이 평균
평균

순위

카이

제곱

근사유

의확률

사후

검정

[음란/외설]

아동· 청소년

(A, n=155)
0.00±0.04 187.39

2.795 0.247
성인

(B, n=173)
0.00±0.00 185.00

노인

(C, n=43)
0.00±0.00 185.00

[사건 자체와

관련된 불필요

한 세부내용

아동·

청소년
0.39±0.43 185.22

0.195 0.907
성인 0.40±0.43 188.06

표 53. 피해자 나이에 따른 선정성 하위범주별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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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선정성 점수에서는 피해자가 노인인 사건이 가장 덜 선정적으

로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 노인 0.33±0.30 180.53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

정적 묘사]

아동·

청소년
0.01±0.08 183.21

6.288 0.043*
A*C

(0.037)성인 0.02±0.12 186.30

노인 0.02±0.09 194.84

[사건관련자와

관련된 불필요

한 세부 내용

제시]

아동·

청소년
0.53±0.49 196.95

4.848 0.089성인 0.49±0.53 183.11

노인 0.34±0.37 158.15

[과도한 감정

표현]

아동·

청소년
0.28±0.46 196.28

13.380 0.001**

A*C

(0.001)

B*C

(0.005)

성인 0.27±0.51 188.20

노인 0.06±0.26 140.09

df=2
*p<.05, **p<.01

피해자 나이 평균
평균

순위

카이

제곱

근사유의

확률

사후

검정

선정성

전체

평균

아동/청소년

(A, n=155)
0.27±0.21 191.66

7.20

8
0.027*

A*C

(0.033)

B*C

(0.033)

성인

(B, n=173)
0.26±0.20 191.13

노인

(C, n=43)
0.17±0.14 144.97

df=2
*p<.05

표 54. 피해자 나이에 따른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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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자와 피해자 간 관계

살인 범죄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친족과 지인, 그리고 타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선정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표현의 사용’에서는 친족 간 범죄가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범행 등에 대한 자극적 삽화 사용’, ‘사건관련자의 특

성에 대한 편파적 표현 사용’,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등 강조’, ‘유족의

오열 등을 그대로 보도’ 등 4개 항목에서는 타인 간 범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과거 유사 범죄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에서는 지

인보다 친족 간 사건에서, ‘범죄에 대한 구체적/자극적 묘사’는 타인보다

친족 간 사건에서, ‘등장인물의 대사 등을 소설처럼 서술’은 지인보다 타

인 간 사건에서 높게 나타났다.

범죄자-

피해자

관계

평균
평균

순위

카이

제곱

근사

유의

확률

사후

검정

음란한 느낌이 드

는 신체부위 사진

을 사용하였는가?

친족

(A,

n=133)

0.00±0.00 222.50

0.000 1.000

지인

(B,

n=131)

0.00±0.00 222.50

타인

(C,

n=180)

0.00±0.00 222.50

성관계나 성폭행

등과 관련된 자극

적 삽화를 사용하

였는가?

친족 0.00±0.00 222.50

0.000 1.000지인 0.00±0.00 222.50

타인 0.00±0.00 222.50

음란하거나 외설적

인 표현,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친족 0.00±0.00 221.50
4.789 0.091

지인 0.02±0.12 224.89

표 55. 범죄자-피해자 관계에 따른 선정성 항목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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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는가? 타인 0.00±0.00 221.50

기사 내용의 본질

과는 관련 없는 호

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작성하였는

가?

친족 0.69±1.16 232.15

2.999 0.223지인 0.41±0.87 210.36

타인 0.57±0.99 224.20

자극적 보도를 위

해 과거 유사 범죄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하였는가?

친족 0.20±0.57 230.81

7.416 0.025*
A*B

(0.025)
지인 0.05±0.34 210.82

타인 0.14±0.50 224.86

범죄과정, 수법, 사

체훼손 등 사건 내

용에 대해 구체적/

자극적으로 묘사하

였는가?

친족 0.93±1.02 241.96

7.890 0.019*
A*C

(0.017)
지인 0.79±0.94 226.81

타인 0.72±1.12 204.99

범죄자의 범행, 훼

손된 신체 및 시신

등에 대한 자극적

인 삽화, 사진 등

의 자료들을 사용

하였는가?

친족 0.06±0.36 216.16

15.420 0.000***

A*C

(0.008)

B*C

(0.001)

지인 0.03±0.25 212.88

타인 0.23±0.71 234.18

범죄행위를 긍정적

으로 묘사하였는

가?

친족 0.00±0.00 222.50

0.000 1.000지인 0.00±0.00 222.50

타인 0.00±0.00 222.50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였는가?

친족 0.02±0.15 222.98
4.071 0.131지인 0.05±0.24 226.47

타인 0.01±0.15 219.25

범죄자를 긍정적으

로 묘사하였는가?

친족 0.00±0.00 221.50

0.932 0.627지인 0.03±0.35 223.20

타인 0.01±0.07 222.73

사건관련자의 성적 친족 0.23±0.69 215.96 21.247 0.000***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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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신체적 특

징,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종

교, 성별, 나이, 직

업, 학력, 신념, 인

종, 피부색 등과

관련하여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였는

가?

(0.011)

B*C

(0.000)

지인 0.07±0.28 201.43

타인 0.27±0.74 242.67

피해자의 직업, 평

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범죄 발

생 당시 상태 등이

범죄의 원인인 것

처럼 서술하였는

가?

친족 0.02±0.15 220.94

1.905 0.386지인 0.11±0.55 226.29

타인 0.03±0.20 220.89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말,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보도하였는가?

친족 0.59±1.09 210.89

31.295 0.000***

A*C

(0.001)

B*C

(0.000)

지인 0.34±0.80 189.97

타인 1.14±1.48 254.76

호기심 충족 말고

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

(평소 습관, 기호,

질병,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보도하

였는가?

친족 1.14±1.21 230.78

1.189 0.552지인 0.98±1.15 214.52

타인 1.13±1.35 222.19

감정적 평가나 주

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는

가?

친족 0.52±0.88 246.48

13.826 0.001**

A*B

(0.001)

A*C

(0.020)

지인 0.24±0.64 204.71

타인 0.32±0.73 217.73

등장인물의 동작, 친족 0.20±0.63 220.76 12.713 0.002**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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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의 하위범주 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건관련자에 관련된 불

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범주와 ‘과도한 감정표현’ 범주에서 차이가 나타

났다. 사후 검정 결과, 지인 간 범죄보다 타인 간 범죄 기사에서 사건관

련자에 대해 불필요한 세부 내용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인보다는 친족과 타인 간 범죄에 대한 기사에서 과도한 감정표현 점수

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사, 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

술하였는가?

지인 0.08±0.41 206.20
(0.001)

타인 0.34±0.82 236.65

유족의 오열, 시민

들의 분노 등을 그

대로 보도하였는

가?

친족 0.10±0.49 213.13

23.891 0.000***

A*C

(0.001)

B*C

(0.000)

지인 0.03±0.21 207.93

타인 0.34±0.88 240.03

df=2
*p<.05, **p<.01, ***p<.001

범죄자-피

해자 관계
평균

평균

순위

카이

제곱

근사

유의확률

사후

검정

[음란/외설]

친족

(A, n=133)
0.00±0.00 221.50

4.789 0.091
지인

(B, n=131)
0.01±0.04 224.89

타인

(C, n=180)
0.00±0.00 221.50

[사건 자체와

관련된 불필요

한 세부내용

제시]

친족 0.47±0.47 240.01

5.892 0.053지인 0.32±0.32 202.89

타인 0.42±0.44 223.83

[비윤리적인 것 친족 0.01±0.05 222.98 4.078 0.130

표 56. 범죄자-피해자 관계에 따른 선정성 하위범주별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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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언론은 지인 간 범죄보다

친족 간 범죄와 타인 간 범죄를 더욱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에 대한 긍정

적 묘사]

지인 0.02±0.14 226.47

타인 0.01±0.07 219.25

[사건관련자와

관련된 불필요

한 세부 내용

제시]

친족 0.49±0.44 221.96

18.804 0.000***
B*C

(0.000)
지인 0.37±0.41 186.44

타인 0.67±0.62 249.14

[과도한 감정표

현]

친족 0.27±0.42 239.35

18.056 0.000***

A*B

(0.000)

B*C

(0.001)

지인 0.12±0.32 189.28

타인 0.33±0.58 234.23

df=2
***p<.001

범죄자-피

해자 관계
평균

평균

순위

카이제

곱

근사

유의확률

사후

검정

선정성

전체 평균

친족

(A, n=133)
0.28±0.20 231.13

33.558 0.000***

A*B

(0.000)

B*C

(0.000)

지인

(B, n=131)
0.19±0.18 170.29

타인

(C, n=180)
0.32±0.22 254.12

df=2
***p<.001

표 57. 범죄자-피해자 관계에 따른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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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이상에서 피해자 차원에 따른 언론의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피해자 차원은 살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수(數), 성

(性), 나이, 범죄자와의 관계 등 4가지 요인을 살펴보았다.

범죄의 피해자 수에 따른 범죄보도의 선정성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피해자가 3명인 사건이 피해자가 1명인 사건보다 더욱 선정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구체적인 보도방식으로는 과거 유사 범

죄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대해

보도하는 방식, 범죄 내용에 대해 구체적/자극적으로 보도하는 방식 등

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은 전반적인 선정적 범죄보도 정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선정적 보도 행태 중, 피해자의 특성

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는 보도 행태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와

비교하여 남성인 경우에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해보면,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양적으로는 보다 강조되어 보도되는 반면 선정

성 차원에서는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보다 더 강조되진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만 피해자의 특성 등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는 행태

는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이 여성

피해자를 보다 더 엄숙하게 보도한 것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는 선정적 범죄보도 정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성인인 경우가 노인인 경우에 비해 더

욱 선정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에 따른 구체적인 선정적

보도 행태를 살펴본 결과, 범죄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감정적 평가

가 더 많았고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등에 대한 강조 또한 더 많았으

며,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화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언론은 범죄 피해자가 아동인 사건

을 감정적으로 더욱 강조하거나 범죄자를 더욱 비정상적이고 ‘나쁜’ 사람

으로 몰아간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살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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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노인의 죽음은 비-노인의 죽음에 비하여 담담하게 보도되며 범

죄로 인한 죽음이 정당화되어 보도되었다는 것이다. 특정한 계층의 피해

자만을 선정적으로 부각하여 보도하는 것은 또 다른 계층의 피해자를 축

소하여 보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는 발생 대비 보도되는 비율도 높고 보도 행태적으로도 강조된 반면 노

인 피해자는 양적으로도 보도 행태적으로도 축소되어 보도된 것으로 나

타났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도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에 차이가 나

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인 간 범죄보다는 타인 간 범죄와 친족 간 범죄가

더욱 선정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간 범죄는 감정적 평가

나 주관적 표현을 통해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다른 관계

간 범죄보다 친족 간 범죄를 더욱 비도덕적인 범죄로 생각하고 이를 강

조하기 위한 행태이거나 비극적인 범죄로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

된다. 「어찌 부모가 이런 끔찍한 짓을…」과 같은 제목의 기사나46) ‘…

사건은 가족 붕괴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안타까운 사연이 가득하다.’와 같은 기사 내용이47) 그 예시이다.

반면 타인 간 범죄 기사에서는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등을 부각하거나

사건관련자에 대한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범죄

자를 일반인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존재로 만들고 범죄자의 존재를 악마

화하는 보도행태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3. 범죄 행위 차원

범죄 행위의 차이에 따라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신유기 여부, 범죄 계획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코딩

시에는 범행도구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범행 도구에

46) 김기성, 「어찌 부모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한겨레, 2016년 1월 16일, 제8면

47) 이상무, 「70대 동생이 형 살인, 그 이면엔 생활고가…」, 한국일보, 2017년 3월 29

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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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선정적 범죄보도의 차이는 의미 있는 해석을 얻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통계 검증에서는 제외하였다.

1) 범죄 계획성 여부

범죄 계획성 여부에 따라 선정성 항목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았다. 범죄 계획성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범죄행

위의 정당화’, ‘피해자의 특성 등을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 ‘범죄자

의 비정상적 성향 등을 부각하여 보도’,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

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 및 사생활 보도’, ‘유족의 오열, 시민들의

분노 등을 그대로 보도’ 등 총 5개였다.

‘범죄행위의 정당화’, ‘피해자의 특성 등을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

항목에서는 범죄 계획성이 없을 때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그 외 ‘범

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등을 부각하여 보도’,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 및 사생활 보도’, ‘유족의 오열, 시민들의

분노 등을 그대로 보도’ 항목에서는 모두 계획된 살인 범죄일 때 더 높

게 나타났다.

범죄 계획성

없음

(n=213)

범죄 계획성

있음

(n=239) U Z p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순위

음란한 느낌이 드는

신체부위 사진을 사

용하였는가?

0.00±

0.00
226.50

0.00±

0.00
226.50

25453.

500
0.000 1.000

성관계나 성폭행 등

과 관련된 자극적

삽화를 사용하였는

가?

0.00±

0.00
226.50

0.00±

0.00
226.50

25453.

500
0.000 1.000

표 58. 범죄 계획성 여부에 따른 선정성 항목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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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하거나 외설적

인 표현,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

용하였는가?

0.00±

0.00
225.50

0.01±

0.09
227.39

25240.

500
-1.337 0.181

기사 내용의 본질과

는 관련 없는 호기

심을 유발하는 제목

을 작성하였는가?

0.61±

1.10
230.71

0.49±

0.93
222.74

24556.

000
-0.810 0.418

자극적 보도를 위해

과거 유사 범죄 사

례와 연결 지어 보

도하였는가?

0.15±

0.51
229.78

0.11±

0.45
223.58

24755.

500
-1.047 0.295

범죄과정, 수법, 사

체훼손 등 사건 내

용에 대해 구체적/

자극적으로 묘사하

였는가?

0.81±

0.99
229.01

0.81±

1.09
224.27

24919.

500
-0.422 0.673

범죄자의 범행, 훼손

된 신체 및 시신 등

에 대한 자극적인

삽화, 사진 등의 자

료들을 사용하였는

가?

0.08±

0.37
222.43

0.17±

0.63
230.13

24586.

500
-1.523 0.128

범죄행위를 긍정적

으로 묘사하였는가?

0.00±

0.00
226.50

0.00±

0.00
226.50

25453.

500
0.000 1.000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였는가?

0.05±

0.25
230.49

0.00±

0.06
222.94

24603.

000
-2.536 0.012*

범죄자를 긍정적으

로 묘사하였는가?

0.02±

0.28
227.62

0.00±

0.00
225.00

25095.

000
-1.839 0.066

사건관련자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

징,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종교,

성별, 나이, 직업, 학

0.20±

0.63
219.21

0.27±

0.63
233.00

23901.

000
-1.781 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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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계획성 여부에 따라 선정성 하위범주별 평균 점수가 달라지는지

력, 신념, 인종, 피부

색 등과 관련하여

편파적 표현을 사용

하였는가?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

여부, 범죄 발생 당

시 상태 등이 범죄

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였는가?

0.08±

0.43
230.05

0.02±

0.19
223.33

24686.

500
-1.961 0.050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말, 행동을 지

나치게 부각하여 보

도하였는가?

0.54±

1.04
213.38

0.88±

1.37
238.19

22660.

000
-2.487 0.013*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

이나 사생활(평소

습관, 기호, 질병, 주

변인들의 평가 등)

을 보도하였는가?

0.85±

1.09
208.99

1.23±

1.35
242.10

21724.

500
-2.859 0.004**

감정적 평가나 주관

적 느낌이 담긴 표

현을 사용하였는가?

0.32±

0.73
224.47

0.35±

0.76
228.31

25020.

500
-0.436 0.663

등장인물의 동작, 대

사, 심리적 상태 등

을 소설처럼 서술하

였는가?

0.23±

0.69
227.68

0.21±

0.65
225.45

25201.

500
-0.325 0.745

유족의 오열, 시민들

의 분노 등을 그대

로 보도하였는가?

0.10±

0.49
219.62

0.23±

0.74
232.64

23987.

000
-2.173 0.03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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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사’ 범주에서는 계

획되지 않은 범죄인 경우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사건관련자와 관련

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범주에서는 계획된 범죄인 경우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에서는 계획된 살인 범죄인 경우가 계획되지 않

은 우발적 살인 범죄일 경우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계획된 범죄

가 그렇지 않은 범죄보도 선정적으로 보도되어 온 것이 드러났다.

범죄 계획성

없음

(n=213)

범죄 계획성

있음

(n=239) U Z p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순위

[음란/외설]
0.00±

0.00
225.50

0.00±

0.03
227.39

25240.

500
-1.337 0.181

[사건 자체와 관련

된 불필요한 세부

내용 제시]

0.41±

0.43
228.32

0.40±

0.41
224.88

25066.

000
-0.288 0.773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사]

0.02±

0.13
230.49

0.00±

0.02
222.94

24603.

000
-2.535 0.011*

[사건관련자와 관

련된 불필요한 세

부내용 제시]

0.42±

0.44
206.85

0.60±

0.58
244.01

21132.

000
-3.182 0.001**

[과도한 감정표현]
0.22±

0.42
225.54

0.26±

0.52
227.36

25248.

500
-0.180 0.857

*p<.05, **p<.01

표 59. 범죄 계획성 여부에 따른 선정성 하위범주별 평균 점수

범죄 계획성 없음

(n=213)

범죄 계획성 있음

(n=239) U Z p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표 60. 범죄 계획성 여부에 따른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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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신유기 여부

시신유기 여부에 따라 선정성 항목 별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

다. 그 결과 ‘기사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 작성’,

‘범죄행위 정당화’, ‘피해자의 특성 등을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 ‘범

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등을 부각하여 보도’,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 및 사생활 보도’ 등 5개 항목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때, 시신유기가 포함된 살인범죄에서 ‘호기

심을 유발하는 제목 작성’과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등을 부각하여 보

도’ 항목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시신유기가 포함되지 않은

살인범죄에서는 ‘범죄행위 정당화’, ‘피해자의 특성 등을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

상 및 사생활 보도’ 등 3개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순위 순위

선정성

전체 평균
0.24±0.20 211.81 0.28±0.21 239.60

22065.

500
-2.457 0.014*

*p<.05

시신유기

없음

(n=257)

시신 유기

(n=204)
U Z p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순위

음란한 느낌이 드

는 신체부위 사진

을 사용하였는가?

0.00±

0.00
231.00

0.00±

0.00
231.00

26214.

000
0.000 1.000

성관계나 성폭행

등과 관련된 자극

0.00±

0.00
231.00

0.00±

0.00
231.00

26214.

000
0.000 1.000

표 61. 시신유기 여부에 따른 선정성 항목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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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삽화를 사용하

였는가?

음란하거나 외설

적인 표현, 성적으

로 자극적인 표현

을 사용하였는가?

0.00±

0.00
230.00

0.01±

0.99
232.26

15957.

000
-1.589 0.112

기사 내용의 본질

과는 관련 없는

호기심을 유발하

는 제목을 작성하

였는가?

0.41±

0.83
219.31

0.72±

1.18
245.73

23208.

500
-2.638 0.008**

자극적 보도를 위

해 과거 유사 범

죄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하였는

가?

0.15±

0.53
233.55

0.10±

0.40
227.78

25558.

000
-0.968 0.333

범죄과정, 수법,

사체훼손 등 사건

내용에 대해 구체

적/자극적으로 묘

사하였는가?

0.75±

0.99
225.69

0.88±

1.11
237.69

24850.

000
-1.053 0.293

범죄자의 범행, 훼

손된 신체 및 시

신 등에 대한 자

극적인 삽화, 사진

등의 자료들을 사

용하였는가?

0.14±

0.55
232.73

0.10±

0.47
228.83

25770.

500
-0.767 0.443

범죄행위를 긍정

적으로 묘사하였

는가?

0.00±

0.00
231.00

0.00±

0.00
231.00

26214.

000
0.000 1.000

범죄행위를 정당

화하였는가?

0.04±

0.23
233.68

0.00±

0.07
227.63

25525.

000
-2.022 0.043*

범죄자를 긍정적

으로 묘사하였는

0.02±

0.26
231.79

0.00±

0.00
230.00

25908.

000
-1.54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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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관련자의 성

적 정체성, 신체적

특징, 육체적·정신

적 질병 및 장애,

종교,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신념,

인종, 피부색 등과

관련하여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였

는가?

0.27±

0.66
236.32

0.19±

0.58
224.29

24845.

500
-1.544 0.123

피해자의 직업, 평

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범죄 발

생 당시 상태 등

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였

는가?

0.08±

0.42
235.26

0.01±

0.14
225.64

25120.

000
-2.685 0.007**

범죄자의 비정상

적 성향, 말, 행동

을 지나치게 부각

하여 보도하였는

가?

0.52±

1.08
215.38

0.95±

1.37
250.67

22200.

500
-3.501 0.000***

호기심 충족 말고

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

의 신상이나 사생

활(평소 습관, 기

호, 질병, 주변인

들의 평가 등)을

보도하였는가?

1.16±

1.28
241.77

0.94±

1.19
217.44

23447.

000
-2.066 0.039*

감정적 평가나 주

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

0.30±

0.66
227.78

0.40±

0.85
235.06

25386.

000
-0.80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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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하위범주별 평균 점수에서는 시신유기가 없는 사건에 대한 기사

에서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사’ 점수가 더 높았고, 선정성 전

체 평균 점수에서는 시신유기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는가?

등장인물의 동작,

대사, 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

술하였는가?

0.19±

0.63
227.04

0.25±

0.69
235.99

25195.

500
-1.295 0.195

유족의 오열, 시민

들의 분노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

는가?

0.23±

0.75
235.92

0.09±

0.43
224.80

24948.

500
-1.846 0.065

*p<.05, **p<.01, ***p<.001

시신유기 없음

(n=257)

시신유기

(n=204)
U Z p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순위

[음란/외설]
0.00±

0.00
230.00

0.00±

0.33
232.26

25957.

000
-1.589 0.112

[사건 자체와 관련

된 불필요한 세부내

용 제시]

0.36±

0.37
221.96

0.45±

0.46
242.38

23892.

000
-1.683 0.092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사]

0.02±

0.12
235.19

0.00±

0.02
225.72

25525.

000
-2.022 0.043*

[사건관련자와 관련

된 불필요한 세부내

용 제시]

0.51±

0.55
225.81

0.52±

0.49
237.54

25235.

500
-0.703 0.482

[과도한 감정표현]
0.24±

0.48
228.27

0.25±

0.46
234.44

25513.

000
-0.597 0.551

*p<.05

표 62. 시신유기 여부에 따른 선정성 하위범주별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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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상에서는 범죄 행위 차원에서 언론의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범죄 행위 차원에서는 범죄의 계획성 여부와 시신유기 여부

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계획된 살인 사건은 계획되지 않은 살인 사건과 비교하여 언

론에 의해 선정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이나 말 등을 강조하여 보도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

을 보도하는 행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범죄행위의 정당

화나 피해자의 특성 등을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는 계획되

지 않은 살인사건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언론은 전

체적으로 계획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더욱 ‘이상하고 나쁜’ 사람으로

보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시신의 유기 여부는 전반적인 선정적 범죄보도 정도의 차이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신유기 여부에 따라서 선

정적 범죄보도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시신유기가 포함된 사건에서

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작성하는 보도 행태나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이나 말 등을 강조하는 보도 행태가 더 두드러진 반면, 시신유기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사건관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보도하거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등의 방식이 더욱 두드러졌다.

시신유기 없음

(n=257)

시신유기

(n=204)
U Z p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순위

선정성

전체 평균
0.25±0.20 225.48 0.27±0.22 237.95

24796.

500
-1.003 0.316

표 63. 시신유기 여부에 따른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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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1. 연구의 요약

이 연구에서는 언론이 어떤 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적 보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각

종 언론 윤리규범과 범죄보도에 대한 여러 논문들을 참고하여 기존에 체

계화되어 있지 않던 내용적 차원의 선정적 보도를 5가지 하위범주들을

통해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범주에 3-4개의 항목을 두어 총 17개의

항목으로 선정적 범죄보도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범죄 내용을 범죄

자 차원, 피해자 차원, 범죄 행위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차원 하에

여러 분석유목을 두어 범죄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각 기사

마다 선정성 항목 별로 1점부터 5점까지 선정성 점수를 매겼다.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살인범죄

관련 기사 461건에 대해 범죄사건 내용과 선정성 정도를 이러한 방식으

로 기록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첫 째, 범죄자 차원에서는 범죄자의 성과 범

죄자의 전과 여부에 따라 전체 선정성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범죄자가 여성인 사건보다 범죄자가 남성인 사건이 더욱 선정적으

로 보도되어왔으며 특히 사건관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대해 보도하는

행태나 사건관련자에 대해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는 보도 행태가 두드러

진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전과 여부에 따라서 살펴보았을 때에는 전

과가 있는 범죄자가 저지른 사건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더욱 선정적으

로 보도되어왔으며 특히 범행 등에 대한 자극적 삽화 사용하는 행태, 과

거 유사 범죄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하는 행태 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범죄자의 수와 국적에 따라서는 전체 선정성 점수에서 차

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도행태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범

죄자가 1명인 때 편파적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범죄자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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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때 편파적 표현의 사용이나 과거 유사 범죄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

하는 행태가 많았다.

둘 째, 피해자 차원에서는 피해자의 수와 피해자의 나이, 그리고 범죄자

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전체 선정성 점수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피해

자가 1명일 때 보다 3명일 때 더욱 선정적인 보도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사건관련자의 신상 및 사생활에 대한 보도나 과거 유사 범죄 사례와 연

결 지은 보도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나이 별로 살펴보았

을 때에는 피해자가 노인일 때 보다 아동/청소년 혹은 성인인 때 더욱

선정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감정적 표현의 사용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에는 지인

간 범죄인 경우보다 친족 혹은 타인 간 범죄인 경우에 더욱 선정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표현이 담긴 보도행태가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타인 간 범죄에서는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등을 부각

하거나 사건관련자에 대한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사건관련자와 관

련된 불필요한 세부 내용을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자

의 성에 따른 선정성 전체 평균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보도행태에서는 차

이가 나타났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피해자의 특성을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는 행태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셋 째, 범죄 행위 차원에서는 계획된 범죄가 그렇지 않은 범죄보다 선

정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등을

강조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보도하는 행태가 많이 나타

났다. 반면, 시신유기 여부에 따라서는 전체 선정성 점수에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선정적 보도행태의 차이는 관찰할 수 있었는데 시

신유기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달거나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을 강조하는 행태가, 시신유기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에서

는 사건관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보도하거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등의 행태가 두드러졌다.

언론은 어떤 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가?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자 차원에서는 남성 전과가 있는 범죄자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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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전형적인 범죄자를 그렇지 않은 범죄자보다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피해자 차원에서는 아동 청소

년 피해자나 친족이나 타인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여러 명이 살해된 사

건의 피해자 같이 일반적인 도덕적 관점에서 용납하기 비교적 더 힘든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획된 범죄를 더 선

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난 범죄행위 차원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해

석할 수 있다.

한편, 선정적 보도행태 중 범죄내용에 따라 차이가 가장 많이 발견된

항목은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 등에 대해 강조하여 보도’하는 것과 ‘사

건관련자의 특성에 대한 편파적 표현 사용’이다. 사건관련자에 대한 편파

적 표현의 사용은 대개 범죄자의 어떠한 속성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작성하거나 관련 속성에 대해 편파적 인식을 보이는 보도행태에 관한 항

목으로 대개 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적 속성이나 국적 등에 대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된다. 두 보도행태는 모두 범죄자를 ‘일반국

민’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도하는 방식으로서 기능하는데 이렇게 범

죄자 개인의 비정상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해 극도의

증오를 보이는 비합리적인 태도, 이른바 도덕적 공포(moral panic)을 만

들어낸다고 지적되어온 바 있다(고비환, 2012; 양정혜, 2010). 2015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68.2명

인 반면 전체 정신질환자 대비 강력범죄자는 33.7명으로 절반에 못 미치

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48),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조현병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 움직임 또한 그 결과 중의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다.

보도의 선정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사를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읽게 만

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한다(Vettehen et al, 2006). 이 연구의

48) 조건희·김호경, 「[팩트체크]정신질환자 강력범죄율 일반인 10배?… 일반인 절반도

안돼」, 동아일보, 2017. 4. 5, http://news.donga.com/3/all/20170405/83695088/1 해당

기사에서는 2011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와 2015년 대검찰청 범죄통계

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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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처럼, 선정성이 특정한 성격의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에만 더욱 자주

사용된다면 사람들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여 특정한 성격의 사건에 대

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선별적인 선정적 보도행태

가 지속될 경우 형사사법 정책 전반에 ‘불균형적인’ 영향이 가해질 수 있

을 것이다(Fishman, 1978). 서론에서 언급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로 언론의 선별적인 선정적 보도행태는 지

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선정적 범죄보도는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자를 더 나쁘게, 혹은 덜 나쁘게 인식하도록 몰아

가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 볼만 하다. 범행에 대해

더 자세히 묘사할수록, 혹은 범죄자의 비정상적인 성향이나 말을 강조할

수록, 유족의 오열 등을 그대로 보도할수록 독자들은 범죄자를 더욱 잔

인하고 비정하며 악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반면 피해자

의 특성 등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거나 범죄자에게 범행을 저지

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처럼 서술할수록 독자들은 범죄자를

덜 나쁘게,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나쁘게 인식할 수도 있다. 실

제로 이 연구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범죄자를 더 나쁜

것처럼 보도하는 반면,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에는 범죄자를 ‘덜’ 나쁜 것

처럼 보도하는 행태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별적 보도행태는 언론재판으

로 이어져 실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양재규, 2017). 독일

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범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될수록 피고인

은 수세에 몰리고 증인은 본인이 체험한 바대로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

가 연출되며, 실제 재판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법관과 검사들 중

일부는 언론보도가 형벌의 상한에 영향을 미치며 재판 시 대중들의 반응

을 생각하게 된다고 답하였다고 한다(양재규, 2017). 국내에서는 아직 범

죄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았지만,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언론이 특정 성격의 범죄들을

보다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경찰 수사단계

의 보도가 양적으로도 가장 많을뿐더러 가장 선정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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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재판 전 나타나는 선별적 선정적 범죄보도에 따른 여론재판의

문제점을 보다 심각하게 인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전체 범죄기사의 선정적 보도 항목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호기

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대

한 보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선정적 보도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

론 모든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는 그 나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

건관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기존의 선정적 보도의 문제

점 외에도 사건 범죄자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언론은

사건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보도할 때 과연 해당 정보의 보도가 정말 필

요한 것인지, 단순히 흥밋거리를 위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이 다른 단계보다 피의자 검거 및 경찰수사 단계에서 선정적인 보

도를 해왔다는 점 또한 이 연구의 의미 있는 발견이다. 범죄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많은 수의 범죄기사들이 보도된다는 것은 기존 연

구를 통해 밝혀진 바이지만, 이에 더하여 경찰수사단계의 기사가 다른

단계의 기사들보다 더 선정적이라는 점까지도 밝혀진 것이다. 앞서 문헌

검토를 통해 범죄보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본 바 있는데, 이를 고

려하면 경찰수사 단계의 기사가 선정적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언론의 정보원인 경찰의 수사발표나 보도자료

가 선정적일 가능성이다. 경찰이 수사 상황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의 수

준을 넘어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하게 발표할 경우, 언론이 경찰의

수사발표를 그대로 작성하는 것 자체가 선정적인 기사로 이어질 수 있

다. 둘째는 언론사 간 경쟁으로 인해 기자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작성할

가능성이다. 언론이 다른 언론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선정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 언론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선정적 보도를 하는 원

인에 대해 살펴본다면 범죄보도의 선정성을 낮추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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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 째, 이 연구에서는 그간 제대로 체계화되어 오지 못한 내용적 차원

의 선정적 보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범죄보도

는 여러 연구들에 의해 그 선정성이 문제로 지목되어 온 바 있으나 어떤

범죄보도가 선정적인 것인지 그 기준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 결

과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선정적이었던 기사들을 예시로 들어 분석하며

해당 사건 기사에서 선정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논문과 언론

윤리규범들을 포함한 기존의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분석하여 선정성의

기준을 5개의 하위개념들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적 차원의 총

체적인 선정성 개념은 국내 연구에서는 체계적으로 개념화되어 온 적이

전혀 없으며 이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둘 째, 이렇게 구성한 선정성 개념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정적 범죄보도

의 행태를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선정적 범죄보

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한 사건이 어떻게 선정적

으로 보도되어왔는지 분석하는 데 그쳐 언론의 전반적인 선정 보도 행태

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내용적 차원

의 선정성 기준을 17개의 항목을 통해 사전에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언론에서 3년간 보도한 살인기사 전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언론이

전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선정적 보도 행태를 가장 많이 보이는지, 그 정

도는 어떠한지 까지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즉, 이 연구는 단순히 어

떤 사건이 선정적으로 보도되었음을 확인한 기존 연구들에서 더 나아가

언론의 총체적인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의 유형과 그 정도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이다.

셋 째, 선정적 범죄보도의 원인을 범죄 내용에서 찾아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그간 언론의 선정보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그 원인으로 언론의

상업적 환경을 지적하여왔으며 선정적 범죄보도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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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벗어나지 않아왔다. 언론의 상업적 환경이 선정적 범죄보도의 원인으

로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범죄가 언론에 의

해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범죄의 범죄자, 피해자, 범죄 행위 차원의 내용에서 찾아 분석

을 시도하였다. 즉, 범죄의 내용에 따른 선정적 보도행태의 차이를 살펴

봄으로써 범죄 내용이 언론의 선정적 범죄보도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

한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내에서는 범죄자의 국

적·범죄 종류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범죄 내용과 언론의 보도 여

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만이 소수 존재할 뿐인데, 이 연구는 보다 더

다양한 차원의 범죄 내용들과 언론의 ‘선정적’ 보도 여부와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확장시켰다는 의의 또한 갖는다.

3.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 째, 연구범위가 작아 일반화가 어렵다. 먼저 범죄의 경우는 살인 범

죄로 제약하였으며 여러 보도방식 중 국내 종합일간지 3사의 일간지에

보도되는 범죄기사로 한정하였고, 기간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년으로 비교적 짧다. 이에 더해 범죄의 내용으로 구성한 분석유목들은

하나의 범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하며,

연구자가 알 수 있는 범죄의 내용은 기사화된 내용에 한정되었다. 후에

연구 대상을 넓혀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완성도 있는 연구가 될 것이

라 생각한다.

둘 째, 비록 차이 검증에서 유의미한 통계결과들이 나오긴 하였으나 기

사의 선정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이는 비교적 윤리규

범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 국내 주요 종합일간지 3사를 연구대상으로 삼

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일간지에서도 범죄 내용에 따른 선

정적 보도행태의 차이가 검증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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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비교적 윤리규범은 약하게 작용하고 상업적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하

는 인터넷 신문을 살펴본다면 좀 더 명확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셋 째, 선정성 범주에 대한 아쉬움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내용적 차원의 선정적 범죄보도를 5개 하위 범주, 17개

세부 항목들로 구성하여 처음 연구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 몇몇 아쉬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범죄자와 피해자 등을 모두 통

칭하여 ‘사건관련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범죄자와 피해자로

구분지어 살펴보았더라면 선정적 보도행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긍

정적 묘사’의 범주 하에 있는 항목들은 대개 다른 항목들과는 반대의 방

향으로 선정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이 어떤 범죄를 보도

할 때에는 범죄자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또 다른 범죄를 보도할

때에는 범죄자를 ‘덜’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정적 범죄보도의 방향성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내용과 결론을 참

고하여 보다 발전된 범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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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 선정성

[음란/외설]

V. 음란한 느낌이 드는 신체 부위 사진을 사용하였는가?

1 2 3 4 5

( ) ( ) ( ) ( ) ( )

전혀 그렇지 매우

않다 그렇다

V. 성관계나 성폭행 등과 관련된 자극적 삽화를 사용하였는가?

V.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사건 자체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V. 범죄 및 기사 내용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작성하였는가?

V. 자극적 보도를 위해 과거 유사 범죄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하였는

가?

V. 범죄과정, 수법, 사체 훼손 등 사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자극적으

로 묘사하였는가?

V. 범죄자의 범행·훼손된 신체 및 시신 등에 대한 자극적인 삽화·사진

등의 자료들을 사용하였는가?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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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범죄행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는가?

V.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였는가?

V. 범죄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는가?

[사건관련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V. 사건관련자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징,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

애, 종교,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신념, 인종, 피부색 등과 관련하여 편파

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V.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범죄발생 당시 상태

등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였는가?

V.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향·말·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보도하였는가?

V.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관련자의 신상이나 사

생활(평소 습관, 기호, 질병,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보도하였는가?

[과도한 감정표현]

V.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V. 등장인물의 동작·대사·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술하였는가?

V. 유족의 오열, 시민들의 분노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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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at crime is reported

sensationally by the press?

Jiwon Lim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tries to find out what crime is reported sensationally

by the press. Although the press has to report fairly, sometimes the

press reports news sensationally. Focusing on crime news, this

research tries to find out what crime the press reports sensationally.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research divides crime contents into

three dimensions, criminal, victim, and act. Then, it defines

sensationalism by 5 subordinate concepts, which are drawn from

several ethical standards of the press. Each subordinate concept

comprises of 3 or 4 specific sensational reporting behaviors. With

these concepts, this research collected three newspapers’ murder news

reported from 2015 to 2017,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e contents and sensationalism.

As a result, we find out male criminals were reported more

sensationally than female criminals, and criminals having criminal

record were covered more sensationally than those having no criminal

record.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press reported criminals wh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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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ppreciates as typical criminal more sensationally. Meanwhile,

young victims, victims killed by family or stranger, and victims of

planned murder were covered more sensationally by the press.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press reported inhumane and immoral

murders more sensationally. Furthermore, we can see how sensational

report behaviors are differentiated by the contents of the murder.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e way that it defines sensationalism

of content dimension which was not organized in other researches.

Also, this analyzes sensational reporting pattern thoroughly and

empirically for the first. Furthermore, it reveals one of the reasons of

sensational crime report, the content of the crime.

keywords : sensationalism, sensational news, sensational crime

news, crime news, crime report

Student Number : 2017-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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