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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WHO는 자살 보도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 이후 자살률이 증

가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WHO의 권고기준을 토대로 수

립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권고기준 시행 이후 자살 보도에서 기대효

과는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은 보도

가 증가하고 있다. 유명인 자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뒤따르는

자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WHO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비추어 자살 보

도를 분석하고, 권고기준 준수율 증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1) WHO

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비추어 자살보도는 어떠한가? (2) 자살보

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WHO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에 차

이가 있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포털 뉴스(네이버)에 게재된 故 설리 씨와

故 구하라 씨의 자살 사건을 다룬 보도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

다. 사망일부터 2주간 게재된 기사 총 1,346건(故 설리 보도 912건,

故 구하라 보도 434건)이 분석 대상이었다. 보도된 원 기사를 활용

하여 자살 방법, 자살 장소, 고인의 사진, 유서/노트, 자살 예방정

보 제공 여부, 자살에 대한 태도, 제목, 내용적 프레임, 보도면, 주

제, 뉴스유통형태, 정보원 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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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자료는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여 코

딩을 실시했다. 우선 코드화된 자료를 활용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 자살에 대한 태도, 프레임 등 현황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다음 보도면, 뉴스유통형태, 정보원과 같은 보도의 일

반적인 특성에 따른 준수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100% 지켜진 항목은 없었으며, 특히 자살 장소 미제공(비준수율

80%)과 고인의 사진 미제공(비준수율 76.2%) 항목의 비준수율이

높았다. 둘째, 보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

수율을 분석한 결과, 뉴스유통형태와 정보원이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이 여전히 낮

음을 확인하였고, 비교 분석을 통하여 뉴스의 유통방식과 정보원

에 따라 권고기준 준수율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디

어를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정착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언론사 교육 외에 뉴스유통구조의 변화나 정보원

교육 및 처벌과 같은 보건정책적인 방법을 통해 자살보도 권고기

준 준수율을 높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후속연구에서

는 권고기준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주요어 : 자살보도 권고기준, 자살에 대한 태도, 내용분석, 프레임

학 번 : 2018-2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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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OECD Health Statistics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

률은 OECD 회원국 중 리투아니아(26.7명,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인

구 10만 명당 24.6명에 달한다. 이는 OECD 평균(11.7명)보다 12.9명 높

고, 자살률이 가장 낮은 터키(2.6명)에 비해서는 23배 이상 많은 수치이

다. 2017년 기준 하루평균 900여명이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그 중 34명

정도가 자살로 사망하였다(자살예방백서, 2019). 특히 10~39세에서 사망

원인 1위는 자살 및 고의적 자해였다.

자살은 피해자가 자신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의 결과로, 스스로의 의

지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뜻한다(Durkheim, 1879). 자살의 원인은 개인

의 심리적 생리적 요인부터 사회적인 요인까지 다양하므로 단정할 수 없

다. 하지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자가 실제로 자살이라는 행동을 하기까

지 수많은 사회의 집합적 경향이 존재(Durkheim, 1879)한다. 따라서 자

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를 예방이 가능한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접

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자살을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인

식하고, 2004년부터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수

립·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은 WHO의 3대

자살예방 정책을 근간으로 한다. WHO의 3대 자살예방 정책은 첫째 자

살 수단의 접근성 제한, 둘째 언론의 책임 있는 자살관련 보도, 셋째 의

료와 복지 등 사회시스템이 자살예방에 협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 등

을 골자로 한다. 이중 ‘언론의 책임 있는 자살 관련 보도’와 관련된 정책

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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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자살 예방 정책 중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것이다. 문제는 자살예방 정책 추진 1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자살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지지 못한 상황(보건복지부, 2019)이며, 자살보도 권고기

준 역시 정책적 실효성이 낮은(김연종, 2015)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자살 보도 권고기준은 자살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살자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를 보이는 보도가 자살 고위험군에게 자살 사고를 야기할 수 있

다는 일명 ‘베르테르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앞서 언급한 자살

장소나 자살자의 사진과 같은 보도의 요인을 억제할 것으로 권고한다.

특히 유명인의 보도에서 권고기준 준수를 강조한다. 유명인의 자살 보도

는 보도량이 많고, 파급력 또한 크기(Chen et al, 2010; Fu & Yip, 2009,

Stack, 2005; Niedrkrotenthaler et al., 2010)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한 오스

트리아(1978년)의 경우 권고기준 중 특히 ‘자살 방법’에 대한 보도가 감

소하였고, 자살 방법 다루지 않는 보도로 자살률이 20% 감소했다. 특히

지하철에서의 자살사망은 권고기준 시행 이후 75%나 감소(Sonneck et

al, 1994)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다른 예방정책과 함께 시행되기 때

문에 단독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권고기준이 잘 지켜진

것으로 평가된 호주(Thomas, 2007), 뉴질랜드 등에서 자살률이 감소하였

다. 다시 말해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준수는 자살률 감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차 개정안이 나온 2019년에도 권고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9년 10월과 11월 발생한 유명인 故 설리 씨와 故 구하라 씨의 고

의적 자해(이하 자살)사건 보도에서도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지켜지지 않

았다(머니투데이, 2019; 경향신문 2019). 故 설리 씨가 ‘조명 끈으로 목을

매 사망’했다며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묘사한 보도가 있었으며, 故 구하

라 씨 사건 이후에는 과거 고인이 숯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였었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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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재생산되었다.

모니터링 이후 ‘네이버 뉴스’에서는 지나치게 자세한 자살 방법이 묘

사된 기사는 수정되었지만, 독자는 이미 해당 정보를 접하였다. 블로그,

유투브와 같은 다른 미디어에서는 현재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상

황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준수율 증가를 위한

연구를 부족한 실정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관련된 국내 연구(김연종,

2005; 조미은, 2007)는 보도를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연구대상

은 지면에 국한되어 있다.

포털이 뉴스 유통구조의 핵심(한국언론진흥재단, 2019)인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포털 중심의 생태계에서 언론사들은 실시간 트래픽 확

보를 위해 검색어와 연관된 기사를 생산하고, 언론사 간 유사한 기사를

쏟아내(한국기자협회는 2013년)는데, 이러한 현상은 유명인을 다루는 경

우 뚜렷해지기 때문이다(이준웅, 2015). 디지털 언론사들이 서로 베끼는

관행을 활용하여 권고기준 준수율을 높일 방안을 찾을 수 있다.

故 설리 씨와 故 구하라 씨의 자살 보도에서 정보원은 크게 경찰 등

공무원, 뉴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연합뉴스), 소속사의 보도자료 등으로

나뉘었다. 뉴스는 전통적으로 사실 확인 즉 검증을 위해 다양한 절차적

인 규범을 채택(Kovach & Rosenstiel, 2014)해왔는데, 정보원이 그것이

다. ‘언론의 직업 규범’상 기사의 사실을 증거 하기 위해 정보원을 사용

하는 만큼 동일한 정보원을 갖는 기사는 내용 면에서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보원에 따른 자살 보도의 권고기준 준수율 차이를 분석하

여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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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포털의 유명인 자살 보도의 내용을 WHO 자살

보도 권고기준에 비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분석을 통해 자살 보도

권고기준 준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살보도 권고

기준, 자살에 대한 태도, 자살 보도의 프레임을 틀로 하여 내용분석을 실

시한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WHO의 권고기준을 따온 국내 자살보도권

고기준 3.0을, 자살에 대한 태도는 한국판 자살태도 설문지(ATTS-20)

를, 자살 보도의 프레임은 Semetko와 Valkenburg(2000)의 내용적 프레

임을 분석의 기준으로 한다. 이후 분석을 통해 발견한 기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내용적 특성의 관계, 내용적 특성 간의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논

의한다. 궁극적인 연구의 목적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효과를 낼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WHO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비추어

국내 유명인 자살보도는 어떠한가.

1-1. 유명인 자살보도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은 어떠한가.

1-2. 유명인 자살보도의 자살에 대한 태도는 허용적인가.

1-3. 유명인 자살보도의 보도 프레임은 책임귀인인가.

연구 문제2. 자살보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WHO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2-1. 유통구조에 따라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에 차이가 있다.

2-2. 정보원에 따라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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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자살보도 권고기준

1. 자살보도 권고기준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WHO와 세계자살예방협회가 1999년과 2000년

자살 보도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 자살 예방 중재 전략의 하나로 권고한

지침이다. 자살은 의사결정이자 보건학적인 관점에서 행동의 실천, 치명

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 개인이 죽임의 의도와 동기를 인지하면서

도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WHO, 2014)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자살 보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보도요인을 자제하고, 자살 예

방 정보는 제공하여 언론이 자살 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K.

W. Fu, ,2008)이 포함되어있다. 구체적인 내용<표1>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자살에 대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대중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굴드는 미국자살

예방협회에 권고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에서 ’언론인들에게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자살이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물어보라‘고 권하였다(김

연종, 2005). 둘째, 언론은 고인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방법을 자

세하게 묘사이지 않아야 한다. 셋째, 특정 자살에 대해 두드러지게 보도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넷째,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섯째, 고인을 영웅시하거나 자살 행동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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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le reporting on suicide Quick reference guide
Dos
•D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where to seek help
•Do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facts of suicide and 
 suicide prevention, without spreading myths
•Do report stories of how to cope with life stressors 
   or suicidal thoughts, and how to get help
•Do apply particular caution when reporting celebrity suicides
•Do apply caution when interviewing bereaved family or friends
•Do recognize that media professionals themselves may be affected 
  by stories about suicide
Don’ts
•Don’t place stories about suicide prominently and do not unduly 
  repeat such stories
•Don’t use language which sensationalizes or normalizes suicide, 
  or presents it as a constructive solution to problems
•Don’t explicitly describe the method used
•Don’t provide details about the site/location
•Don’t use sensational headlines
•Don’t use photographs, video footage or social media links
표 1 WHO 자살보도 권고기준 Quick version (WHO, 2014)

국내에서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

한 법률(자살예방법)에 근거하여 2004년 7월 29일 공표되어 자율 시행되

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마련하고 언론

사 및 관련 단체가 실천 세부내용 및 보도방법을 실천(김연종, 2005)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20년 현재는 2번의 개정을 거친 자살보도 권고기

준 3.0이 시행되고 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중앙자살예방센터, 2019)

의 내용은 다음<표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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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도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

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

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

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표 2 <자살보도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자살보도 권고기준를 지지하는 이론에는 미디어의 효과에 관한 이론

들이 있다. 첫째, 앨버트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이다. 사회인지 이론은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거나 미디어에 묘사되는 불건강 행동

이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규제를 제안하는 연구 등이

기반을 둔 이론(윤문영·백혜진·김이슬, 2014)이다. 사회인지 이론 중 관

찰적 학습 과정 4단계로 자살 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 8 -

그림 1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 관찰학습 과정의 4단계

정신적 고통(편향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관찰자의 속성)을 받는

사람이 자살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습득(주목)하면, 미디어가 노

출하는 상징 혹은 개념인 ‘자살’에 대한 내용에 쉽게 동화(기억)된다. 동

화된 사람은 자살을 스스로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단으로 인식(행위생

산 및 동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안순태·이하나, 2013).

‘자살 행동의 인지모형’도 자살 도식이 활성화된 개인은 자살과 관련

된 단어를 감지할 경우 해당 정보를 무시하는 것이 어렵다(이수정 등

2016)고 설명한다. 자살 행동의 인지모형은 인간의 행동은 특정한 사건

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Beck의 인지 이론을 자살시도

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확장한 틀이다.

미디어가 자살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다른 이론에는 점화 효

과 이론(Berkowitz, 1984; 브라이트, 2010 재인용)이 있다. 점화 효과 이

론에 따르면, 자살 사건의 발생에 있어서 언론보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 사고가 강한 개인과 자살 행동의 발생 사이에

서 언론 보도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한적인 효과이론도 자살 보도가 자살 사고를 이미 하는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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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매스미디어의 제한적 효과란 자살 보

도와 같은 메시지는 피실험자들의 지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효과적이나,

태도나 행동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Severin & Tankard,

1992). 과거 매스미디어의 효과는 폭력적인 내용이 폭력적인 태도를 유

발하는 도식이 성립한다는 매스미디어의 강력한 효과(Laswell, 1927;

Shils & Janowitz, 1948)이론을 보완하는 것이다. 제한적인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실험실이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뉴스 이용자들은 그

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미디어와 메시지를 이용한다. 뉴스 메시지 가운

데 자신의 기존 태도,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을 확대하여 선택한다(Chaffee & Hochheimer, 1985; Klapper, 1960).

미디어는 제한적이나 자살사고자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다. 따라서 자살 예방의 측면에서 자살 사고 촉발 및 자살 행동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보도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이러한 보도 요인들을 선언하고 있는데,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언론이 표

현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는 보도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도 기간과 보도량 및 매체 인지도(김병철, 2010), 둘째, 자

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묘사 (배준성, 2010; Stack, 2000), 셋

째, 자극적인 기사의 제목과 반복적인 자살 보도(Etzersdorfe et al.,

2001), 넷째, 선정적인 자살보도 (김인숙, 2009), 다섯째, 자살 동기에 대

한 추측 보도(김인숙, 2009), 여섯째, 유서(김세환, 2014), 관련 사진, 구체

적인 자살 장소 공개(김병철, 2010)이다. 마지막으로 유명인의 자살에 대

한 긍정적(허용적)인 태도이다.

물론 이러한 이론들이 뉴스 보도가 유일한 자살 행동의 촉발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자살 행동에는 우울, 불안

등 정신과적 원인, 스트레스, 경제적인 문제, 신체적 질병과 같은 개인

차원의 문제와 사회관계적 요인, 지역사회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등이

복잡하게 작용한다(Hawton & van Heeringen, 2009; 강준혁, 2015). 이
때문에 자살 보도가 독자의 자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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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 결과들은 자세한 자살 보도가 자

살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김은이·송민호·김용준,

2015 재인용; Philips, 1974; Niall et al., 2018), 이러한 영향은 보도가 유

명인을 다루는 경우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et al, 2010;

Fu & Yip, 2009; Stack, 2014; Niedrkrotenthaler et al, 2010).

언론 보도는 자살률의 변화에 영향을 주며, 자살과 자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시키는데 영향력이 크다(자살의 이해와 예방).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관찰자가 모방하고자 하는 타인의 지위 때문

에 자신의 모방 대상 혹은 모델을 존경하거나, 자신의 연령대와 비슷하

다는 인구학적 특성 때문에 모델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유

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유명인 자살 보도가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14배 이상 자

살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Stack, 2000), 최근 연구들에서는

유명인 자살보도가 뒤따르는 자살의 급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간접

적으로 보고되고 있다(Pirkis & Blood, 2001).

국내에서도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 시 1일 평균 9.36명의 추가 자살

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삼성서울병원, 2015)가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

는 故 최진실(Kim et al, 2013)씨, 故 이은주(Nam Ju Ji, 2013)씨의 자살

보도 이후 여성의 자살률 크게 늘고, 고인이 시도한 방법을 사용한 자살

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유명가수 김종현 씨 자살 이후인 2018년 1월 자살률<그

림2>은 22.2%로 그 전해인 2017년 1월(7.5%)에 비해 14.7% 증가했다.

이는 2014년~2017년까지 평년 1월에 비해 4배 높은 수치이다. 한국 정부

도 자살률이 급증하는 시기가 유명인의 자살 시기와 겹친다는 분석을 내

놓은 바 있다. 유명 연예인 1명의 자살에 따른 사망자 수 영향 추정치는

2개월간 약 6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중앙자살예방센터 자체조사,

2013)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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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근 5년(2014년~2018년) 1월 자살률(통계청, 2019)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요인을 명문화하고,

뉴스 및 미디어에서 따라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자살률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경우 자살

보도 권고기준 시행 이후 언론의 협력이 이루어졌고, 자살보도로 인한

추가적인 자살률 증가는 없다고 평가된다. 자살예방정책 시행 이후 자살

률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받는 스위스(Phillip, 2010), 핀란드(박현정, 2012),

호주(Thomas, 2007)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도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가

추가적인 자살률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선언의 형식이 강하고, 준수율은 낮다(최윤영, 2014)는 것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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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에 관한 선행 연구

1)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와 관련된 국내 연구 현황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관련된 국내 연구에는 2019년 권고기준 교육과

모니터링 주관 기관인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대한 인

식을 비교분석한 연구와 자살보도 권고지침이 시행된 2004년 전후 기사

를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논문 분석데이터 분석모델 주요 결과

김연종
(2005)

2004년~2005년 1년간 조
선, 동아, 경향, 한겨레 신
문 ‘자살’이라는 검색어 사
용하여 검색된 기사 263건

체계적인
내용분석

헤드라인에 자살 포함
한 기사 전체의 74%, 
보도량도 많아 전체적
으로 권고안 발표 전후
의 보도 행태 유의미한 
차이 없음.

조미은
(2007)

2003년 8월부터 2005년 7
월까지 주요일간지 4개(조
선, 동아, 경향, 한겨레)의 
‘자살’ 관련 기사 625건

체계적인
내용분석

자살보도 권고기준 시
행 전후 보도 행태 유
의한 차의 없음

중앙자
살예방
센터 

(2019)

2018년 7월 3일부터 18일
까지 일반인과 언론기자 
9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조사 결과

빈도분석

언론기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자살보도 권고
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만, 기준의 
준수는 어렵다고 느낌.

표 3 자살보도 권고기준 관련 국내 연구현황

김연종(2005년)과 조미은(2007)은 각각 2004년부터 1년, 2003년부터 2

년간 게재된 보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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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KINDS에서 해당 기간 동안 ‘자살’로 검색된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4개 신문의 기사를 선정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항목을 유목화하여 권고기준 시행 전후

보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자살 보도 권고기준에서 지시하

는 유서 공개를 했음(준수), 안 했음(비준수)과 같이 코딩하였다.

두 연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보도 권고기준 시행 전후 국내 자

살 보도의 행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권고기준 시행 이후에도 자살 관

련 보도량이 다른 기사에 비해 많고, 자살 방법과 장소, 자살의 이유를

특정 원인으로 지목하고 단순화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또한, ‘자

살’이라는 헤드라인을 포함한 기사가 연구 대상의 74%에 달해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관련 국외 연구 현황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관련된 국외 연구에는 국내와 유사하게 자살보도

권고기준 시행 전후 1~2년 동안 보도된 자살보도를 분석하여 권고기준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 연구 대상도 5대(K.W.Fu, 2008) 신문 등

지면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연구와 유사하다. 연구 방법은 권고기

준 관련한 연구에서는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이 주였다. 자살보도가 자살

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수행한 경우(Thomas, 2007)에

는 선형회귀모델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WHO 권고기준을

수행한 호주(Thomas, 2007), 스위스(Phillip, 2010), 홍콩(K. W. Fu,

2008) 등은 권고안 시행 이후 자살 보도의 질이 향상되었다. 나아가 유

명인 자살 보도로 인한 영향도 줄어드는 것(Thomas, 2007; India, 2012)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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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분석데이터 분석모델 주요 결과

Thomas
 (2007)

호주의 자살권고기준 시행
(2005년) 전 후 자살률과 자살
보도

ARIMA 
&

선형회귀
모델

§ 자살 보도 권고기준에 따른 자살 보도의 내용 변화, 자
살률 감소에도 영향.

§ 호주, 모든 미디어 매체의 자살 보도 지침 준수 정도를 
국가 차원에서 모니터링

K. W. 
Fu

 (2008)

자살보도권고기준 시행(2004
년 11월 9일)전 후 홍콩 5대 
신문사의 자살 보도

체계적인
내용분석

§ 자살 보도 1면 배치하지 않음, 사진 사용하지 않음 등 
두 가지 항목 준수율 30% 이상 유의하게 증가

Phillip 
(2010)

미국 자살보도권고기준 시행
(2001년) 후 2002년과 2003
년 언론보도

빈도분석
§ 준수율 전체적으로 낮음
(스위스에 비해 언론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탓)
§ 언론의 협조 

India 
(2012)

자살보도권고기준의 효과에 관
한 연구 SR

§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보도 내용을 바꿀 수 있음.
§ 권고기준 준수율 40%대 유지함.
§ 언론과의 협업 
§ 미디어의 교육

Niall 
(2018)

아일랜드 2009~2012년 3년간 
4가지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 
(자살 보도 권고기준 2006년 
시행, 2008년과 2013년 개정)

빈도분석
§ 권고기준 준수율, 영국, 인도 보다 높음.
§ 모니터링 요원 확대 
§ 관련 정부 부처 확대 

표 4 자살보도 권고기준 관련 국외 연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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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내용은 WHO 권고 기준<표1>과 같

다. 그러나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효과는 달랐다. 호주와 스위스에서는 자

살보도 권고기준 시행 전후 보도에 차이가 컸으나, 미국, 영국, 인도 등

은 차이가 없었다. 홍콩에서는 자살 보도 1면 배치하지 않음과 사진 사

용하지 않음 항목에서만 변화가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첫째,

언론에 대한 강력한 협조 요청(Phillip, 2010), 둘째, 교육 셋째, 모니터링

(India, 2012; Niall 2018)의 확대 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자살

보도 권고기준의 실천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관련 연구는 자체가 부족하고, 관련된 연구들도

권고기준 준수 여부에 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 준수율 증가를 위한 연

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연구 대상이 지면으로 한정되어 변화하는 미디

어 환경에 발맞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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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내용분석

1.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여부와 준수율 증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은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련의 절차를 사용하는 연구방법(웨버, 1990)이다. 구체적으로 기술된

메시지의 특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추론을 내리는 데 사

용(홀스터, 1969; 클라우스, 2005 재인용)되고 있다. 분석을 위한 항목을

설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근거로 연구 대상의 내용

을 수집하여 객관화한다.

내용분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연구(김연종, 2005; 조미은, 2007)에서는 자

살보도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유

목화하였다. 김의 연구에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의 실천적 과제를 세

부 사항으로 삼아 총 27가지 항목을, 조의 연구에서는 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목을 축소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유목

을 활용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내용 중에서 보도의 내용을 통해 객관

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항목을 파악하였다.

2. 유명인 자살 보도의 자살에 대한 태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원칙4에 해당하는 내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대상의 자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살

보도 권고기준 원칙4에 해당하는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합니다’는 분석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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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대한 자살에 대한 태도란 자살에 대해 개인이 지닌 일관된 견

해를 말하며, 자살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이다. 자살에 대한 긍정적

태도란 ‘자살이 최후의 수단일 수 있’고, ‘자살할 수 밖에 없었어’라는 태

도를 말한다. 자살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자살 생각이 많아질

수 있으며(이도은 외, 2018; Koo, 2014; Kodaka M, 2010), 실제 자살률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eo, 2007). Kurt Cobain1)의 자살 사건의

경우 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보도가 지배적이어서 자살률이

증가하지 않았다(M. Tousignant, 2005)는 연구결과는 보도의 자살에 대

한 태도가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증이다.

3. 유명인 자살 보도의 프레임 측정

자살보도의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유명인 자살보도의 내용적 프레임

을 확인하고자 한다. 프레임 분석을 통해 기자가 유명인 자살 사건에서

어떠한 담론을 이용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프레임은 뉴스 텍스트 중에서 특히 뉴스 이용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특성의 집합이다. 프레임은 사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새롭게 의미 짓고 해석한다. 아옌거(Iyengar, 1990)에 따르면 프레임에

따라 이용자의 상황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유명인

자살의 원인을 사회적 맥락에서 주제화해서 다룬 뉴스를 본 이용자들은

자살의 원인을 악성 댓글이나 성 상품화에 있다고 여기는 반면, 전 남자

친구와의 갈등과 같은 일화에 초점을 맞춘 뉴스를 본 이용자들은 유명인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살 보도 프레이밍은 사태를 파편화하여 문제를 제대로 전

1) Kurt Cobain, 미국의 문화의 아이콘으로 꼽히던 밴드 너바나의 구성원.

1994년 27살의 나이에 자살함(David, 1996). 자살 이후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었지만, 커트 코베인과 연관된 죽음으로 보이는 사건(엽총으로 비

슷한 나이가 자살한 사건)은 1건 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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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지 못하거나 자칫 이용자로 하여금 자살 사건을 다르게 이해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언론은 일반적으로 사건에 대한 전략적으로 선

택한 판본을 뉴스로 가공해서 전달(Bennett, 2004; 이준웅, 2018)하는데,

이러한 언론의 특성은 자살 보도에서도 나타난다. 자살은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관계적 차원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단순

하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행동임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루지 않고

‘평소 앓던 우울증’, ‘지속적인 악성 댓글과 루머로 인해’와 같이 단순하

게 보도한다.

프레임은 뉴스 이용자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뉴스는 프레임을 통해 원인을 진단하고 도덕적 판단

의 기준과 대책을 제시(Entman, 1993)하여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는데,

자살의 원인을 책임귀인 유형이나 갈등 유형 등으로 단순하게 제시한 보

도는 자칫 이러한 원인을 개인이나 사회로 지목할 수 있다. 개인을 지목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나을 수 있다. 사회를 원인으로 지목한 경우

에는 자칫 자살을 합리적인 상황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을 수도 있

다. 이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원칙4를 위반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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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보도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뉴스의 생산과 특

성, 유통과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련의 과정 중에 개입의 여지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량, 보도면, 보도 주제, 정보원 뉴스의 유

통방법과 같은 일반적인 보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따라 권고기

준 준수율에 차이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뉴스

의 정보원과 유통방법에 따른 권고기준 준수율의 차이를 파악하여 보고

자 한다.

1. 보도량, 보도면, 보도주제

보도량은 매체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특정 기간 동안 보도한 양을 의

미한다. 매스미디어가 많이 보도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중요하

게 인지하게 되는데(Mats, 1994),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많은 사람과 적

은 사람 모두 보도량이 많을 때 이슈에 대해 주목하고 중요하다고 인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인의 자살 사건 보도는 보도 자체를 자제해

야 한다는 권고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선정성과 그 대상이 유명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많은 양이 보도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도면은 뉴스를 중요도에 따라 1면에 배치하거나 사회, 문화, 경제

등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 일종의 기사 분류체계이다. 유명인의 자살 보

도는 자살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사회면에 실리거나 그 대상이 연예인이

기 때문에 문화면에 실린다. 지면 신문에서는 지면의 한정성으로 인해

보도면이 언론사의 편집 의도와 사안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정도를 나타

내는 지표로 쓰였으나 포털 뉴스 시대에 보도면은 뉴스를 사안에 따라

분류하는 카테고리로 정도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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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건 보도의 주제는 대부분 사건을 묘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이

다. 이에 대한 해설이나 주변인의 애도를 나타낸 기사도 있다.

2. 정보원

정보원은 대부분의 뉴스 보도에서 그 사안에 관해 말하는 원천이다.

뉴스의 형식은 대부분 전문가, 피해자, 목격자 등이 해당 사안에 대해 설

명 혹은 묘사하는 식이다. 유명인 자살 사건의 정보원은 다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살 사건의 목격자이자 담당자인 소방공

무원, 경찰, 응급실 의료인력 등이다. 자살이라는 특성상 기자가 직접 관

찰하기는 어렵다. 사건 현장에 출동하거나 그곳에 있었던 공무원 인력과

구급 의료 인력이 주요한 정보원이 될 것이다. 둘째, 통신사인 연합뉴스

의 보도이다.

셋째, 소속사의 보도자료이다. 보도자료는 정부나 기업 등이 특정 내

용의 기사화를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언론에 제공하는 자료이다(임현수,

2011). 유명인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은 유명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회사(소속사)에 전후의 사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소속사의 보도자

료는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최윤정, 2016).

넷째, 외신이다. 외신에서 유명인의 자살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이를 다

시 국내 보도에서 보도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유명인의 동료나 팬이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기사도 정보원에 따라 자살에 대한 태도나 프레

임이 다르다. 뉴스가 정보원에게 말하게 하는 형태를 띤다면 중재의 차

원에서는 그 정보원을 통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효

율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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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형태

뉴스의 유통형태는 뉴스가 제공되는 방법을 말한다. 종이신문으로 발

행된 경우 지면, TV를 통해 제공된 경우 방송, 포털을 통해 제공된 경

우 온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포털의 뉴스 제공 서비스는 새로운 저널리

즘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포털은 뉴스가 생산과 소비를 새롭게 형성

해왔다(최진순, 2012). 예를 들어 유명인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속보]

의 제목을 단 뉴스가 등장하고, 이에 기반한 유사 기사들이 다양한 매체

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수용자의 클릭으로 인해 언론사의 수입이

정해지는 포털 저널리즘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이다.

포털 뉴스와 언론사의 수익구조로 인해 언론이 실시간 검색어 위주의

기사를 쏟아내고 자극적인 제목을 단 선정적인 기사를 생산한다는 비판

(김사승, 2008)은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행태는 유명인과 자살이라는 대

중의 흥미를 끌 만한 사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황색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과 함께 포털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의 게이트 키

핑이며 해외 포털은 제재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다(이준웅,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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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1. 연구 절차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료수집에 앞서 두 번의 예비 분석

을 시행하였다. 1차 예비 분석을 통해 자살 보도 권고기준 준수와 관련

하여 설정한 분석항목 이외의 코딩 유목의 세부 항목을 설정하고, 구체

적인 기사 내용을 사용하여 질적 지표에 의한 예를 판단기준으로 확정하

였다. 2차 예비 분석에서는 1차 예비 분석을 통해 만든 코딩 유목을 활

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각 유목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1차 예비 분석에서는 임의추출한 50건의 보도를 분석하였다.

보도에서 수집한 항목은 정보원, 뉴스 유통형태, 주제, 보도면, 기사 유

형, 자살에 대한 태도, 내용적 프레임이다. 1차 예비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 보도에 나타난 정보원은 경찰·소방공무원, 통신사 및 다른 매

체, 고인의 소속사, 외신, 고의 동료, 의사나 공중보건학자와 같은 전문가 등이

었다. 둘째, 뉴스유통방식은 지면과 온라인으로 제공되거나 온라인으로만 제

공되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셋째, 보도 주제는 자살 사건, 해외반응,

분석 등이었다. 넷째, 보도면은 사회문화, 연예, 국제 등으로 조사되었다. 다섯

째, 기사 유형은 스트레이트이거나 해설형이었다. 자살에 대한 태도는 중립

적, 부정적, 긍정적 태도가 모두 나타났다. 넷째, 보도의 내용적 프레임은

갈등, 인간적 흥미, 책임귀인 유형 등 세 가지가 나타났다. 1차 예비 분

석의 결과를 토대로 코딩 유목을 만들고 판단의 기준을 적용하여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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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의 신뢰도를 분석을 위한 2차 예비 분석을 수행하였다.

2차 예비 분석에서는 전체 연구 대상(1,364건)의 약 5%인 50건을

무작위 선정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코딩 유목 중에서 객관적으로 확

인이 가능한 정보원, 뉴스유통방식, 보도면 항목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2차 예비 분석은 코딩 유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세 명의 코더

가 수행하였다. 연구원이 50건, 다른 두 명의 코더가 각각 25건씩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내용적 프레임(0.58) 항목을 제외한 항목의 Cronbach’ α 

값이 1~0.8 범위에 있었다. 내용적 프레임 항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

하여 ‘뚜렷한 프레임 없음’을 추가하고 신뢰도 분석을 다시 수행하였다.

그 결과, Cronbach’ α 값이 0.79로 확인되어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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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보도 대상자인 故 설리 씨와 故 구하라 씨의 사망일

(2019년 10월 14일, 2019년 11월 24일)로부터 2주간 네이버를 통해 보도

된 기사 중에서 제목에 고인의 이름(설리, 구하라)을 포함하고, 내용에

‘사망’이란 단어를 포함한 기사이다.

그림 3 내용분석 연구 대상 선정 과정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간은 2주로 선정하였다. 첫째, 선행연구(김연

종, 2005; Merike, 2012)에서 보도량을 측정하기 위해 보도 기간을 1일과

2주로 설정하였다. 둘째, 사전 조사 단계에서 관련 보도는 고인의 사망일

과 다음날 이틀에 집중되고 2주 이후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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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자살 보도의 수집을 위해 네이버를 이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포털이 뉴스 유통구조의 핵심(한국언론진흥재단, 2019)이며, 둘

째, 온라인 뉴스 이용자의 97% 이상이 네이버를 통해 보도를 접하고 있

기 때문이다(김경희, 2018).

네이버에서 검색된 연구 대상 보도는 기간을 2019년 10월 14일 ~ 2019년

10월 27일로 설정하고, 제목에 ‘설리’, 내용에 ‘사망’ 포함으로 검색된 기

사 1,372건과 기간을 2019년 11월 24일 ~ 2019년 12월 7일로 설정하고

제목에 ‘구하라’ 포함, 내용에 ‘사망’ 포함으로 검색한 기사 533건이었다.

내용 제외 기준

기사의 형식이 
내용분석 틀에 
맞지 않는 기사

포토뉴스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만 있는 기사

동영상 뉴스
제목에 ‘영상’을 포함한 기사
kbs, mbc, sbs, TV조선, JTBC, 채널
A, 등 방송사 기사

표 5 제외 기준

연구 대상은 검색된 뉴스 중에서 기사의 형식이 내용분석 틀에 맞지

않는 기사와 중복기사는 제외하고 선정하였다. 제외 기준은 다음<표7>과 같

다. 첫째,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와 같은 글만 있는 포토뉴스, 둘째, 방송뉴스

영상이 실린 동영상 뉴스, 셋째 kbs, mbc 등 방송사의 동영상 뉴스이다. 최종

적으로 선정된 연구 대상<표8>은 故 설리 보도 912건(지면 36건), 故 구

하라 보도 434건(지면 27건)이었다.

지면/온라인 온라인 총계故 설리 보도 36 876 912故 구하라 보도 27 407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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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1. 분석항목 및 조작적 정의

1)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여부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여부 분석을 위한 분석항목은 자살 보도 권

고기준 3.0의 실천 세부 내용(총 25개) 중 선행연구(김연종, 2005; 조미은

2007)에서 사용하였으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자살보도를 읽으면서 바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과 그

렇지 않은 항목이 있었다. 텍스트를 통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네 가지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의 원칙 2에 해당하는 자살 방

법과 자살 장소, 원칙 3에 해당하는 자살자와 관련된 사진, 원칙 4에 해

당하는 자살 예방정보의 제공 여부이다.

기사를 읽으면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원칙1과 원칙3에 대해서는 다

른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원칙 1에 해당하는 선정적인 제목 미사용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두 가지 요소를 추가하였다. 하나 제

목에 원칙1과 원칙3에 해당하는 내용(자살 장소, 방법, 고인의 유서 및

노트)을 포함하지 않을 것, 둘 제목에 ‘충격’, ‘자살’ 등의 단어를 사용하

지 않을 것이다.

원칙3의 내용 중 자살 동기를 보도하지 않음은 고인의 유서나 노트를

미제공함으로 바꾸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칙4 중 자

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사항은 자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음으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유목화한 분석항목과 의미는 다음<표8>과 같

다. [항목1] 자살 방법 미제공은 자잘 방법을 ‘목맴’, ‘갈탄 피워’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항목2] 자살 장소 미제공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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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마포대교와 같이 자살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3]

고인 및 관련 사진 미제공은 고인의 생전 모습이나 영정사진 외에 고인

에 대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건이나 SNS 캡처 화면 등도 포

함한다. 운구를 수습하는 경찰이나 응급실 사진 등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항목4] 유서나 노트 미제공은 고인의 유서 내용을 공개하거나 임종

직전의 메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5] 자살 예방 정보

제공은 자살 예방을 위한 사항(‘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

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을 본문이나 기사 하단에

안내하거나 기사의 내용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

한다.

[항목6] 선정적인 제목 사용하지 않음 항목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제목에 항목 1, 2, 4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음과 제목에 ‘충격’과 ‘자살’

과 같은 단어 미사용 항목을 따로 코딩한 후, 둘 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사가 권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항목7] 자살에 대한 허용

적인 태도 나타내지 않음은 보도에 자살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거나

자살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자살에 대한

태도 항목을 코딩한 이후에 보도에 나타난 자살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이

거나 부정적인 경우 [항목7]을 준수한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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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목 이름 조작적 정의

1 자살 방법 
미제공

자살 방법을 ‘목맴’, ‘갈탄 피워’와 같이 구체적으
로 제공하지 않음.

2 자살 장소 
미제공 자살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3 고인 및 관련 
사진 미제공

고인의 생전 모습이나 유품이 담긴 사진, 영정사
진, 수습하는 경찰 사진, 응급실 사진 등을 제공
하지 않음.

4 유서/노트 미제공 고인의 유서나 노트를 공개하지 않음.

5 자살 예방 
정보 제공

자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와 전화번호를 기사
의 하단이나 기사 내용에서 언급함.

6 선정적인 제목 
사용하지 않음

제목에 다음 두 가지 항목을 제공하지 않음
- ‘제목에 항목 1, 2, 4 제공’ (제목에 자살 방
법, 장소, 자살 동기를 제공하지 않음), 
- ‘제목에 ‘충격’, ‘자살’ 등 단어 사용‘ 
두 항목을 따로 코딩하여 확인.

7 자살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음

자살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거나 주변인의 
고통을 드러내는 듯 자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를 나타냄. 자살에 대한 태도에서 중립적(0)이나 
부정적(1)으로 코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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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살에 대한 태도

자살에 대한 태도는 중립, 부정, 긍정적(허용적) 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성과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

미 자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한국판 자

살태도 설문지(Attitudes Towards Suicide-20, 이하 ATTS-20)의 문항

을 보도 내용에 적용하여 언론의 자살에 대한 태도 판단기준을 설정하였

다.

ATTS-20는 자살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Renberg

와 Jacobsson이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것

을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한 한국판 자살태도 설

문지이다. ATTS-20은 자살에 대한 태도 요인을 1) 자살에 대한 허용성

및 불간섭, 2) 자살 예방에 대한 태도, 3) 자살의 보편성, 4) 자살의 예측

불가능성 등 4가지로 나누어 측정한다.

예비 분석을 통해 자살에 대한 태도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첫째, 중립적 태도는 보도에 자살에 대한 뚜렷한 태도가 없거나 자살에

대해 부정 긍정하는 표현이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정적 태도는 보도가 자

살로 인한 주변인의 고통을 다루거나 자살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나

타내는 표현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셋째, 긍정적 태도는 보도가 자살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 평가하거나

자살로 인해 어려움이 해결되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함을 의미한

다. 긍정적인 태도는 ATTS-20 문항 중에서 자살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에

해당하는 문항을 변형,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허용적인 태도에 해당하는 문항

은 다음과 같다. 문항1.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권리가 있

다. 문항2. 자살만이 유일한 합리적 해결책인 상황이 있다. 문항3. 누군가

자살을 원한다면 그 사람의 일이므로 우리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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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4. 자살은 불치병을 마감하기 위한 합당한 수단이다. 문항11. 자살한다

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는 드물다. 문항15. 누군가

자살하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다.

자살에 

대한 태도 
조작적 정의 질적지표에 의한 구체적 코딩의 예

중립적(0)
- 자살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허용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 자살에 대한 태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부정적(1) 자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표현함

자살로 인한 주변인의 고통을 묘사.
자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음 

긍정적
(허용적)(2)

- 자살에 대해 허용적으로 평가

하거나 허용적인 표현을 함. 

- 자살자나 자살을 긍정적으로 

평가/표현함

- 현실적 어려움이 자살로 인해 

해결되었다고 암시함

- 악플러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

- 악플 사망

- 우울증을 앓아온 ~ 극단적인 선택

- 장기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온 것

표 8 자살에 대한 태도 코딩 유목 및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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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적 프레임

보도의 프레임 측정을 위한 코딩 유목은 Semetko와 Valkenburg(2000)가

제시한 5가지 내용적 분석 프레임을 수정 및 보완하여 설정하였다. 5가지 내

용적 분석 프레임 중에서 예비 코딩에서 나타나지 않은 도덕적, 경제적 프레

임은 제외하였다. 예비 코딩 결과 프레임이 나타나지 않은 보도가 있어 구체

적인 프레임이 나타나지 않음을 추가하였다.

예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내용적 프레임 코딩 유목과 질적 지

표에 의한 적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프레임의 유형1. 갈등(conflict)은 보도가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개인, 그룹 또는 단체 간

의 갈등을 강조하는 보도이다. 개인 혹은 집단 간 갈등에 초점을 두는

보도가 이에 해당한다. ‘~와 쌍방폭행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힘겨운 나날’

등의 표현이 ‘갈등’의 예이다.

유형2. 인간적 흥미(human interest)는 사건, 이슈, 또는 문제를 제시

할 때 사람의 얼굴 또는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보도이다. 뉴스를 보

도할 때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개인적 일화(스토리)나 영상, 그림,

사진들을 제공하거나 뉴스가 분노, 공감-관심, 동정심, 또는 연민의 감정

을 끌어내는 형용사 또는 개인적인 말이나 행동을 쓰는 경우를 의미한

다.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공하거나 연예계 활동역사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이 담긴 보도가 이에 해당한다.

유형3 책임·귀인(attribution of responsibility)은 이슈나 문제의 발생

원인이나 해결의 책임을 정부 또는 개인 또는 그룹에 부여하는 보도이

다. 뉴스에서 개인에게 이슈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제시하거나

뉴스에서 정부 혹은 집단에 이슈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거

나 뉴스에서 이슈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비 연구를 통해 ‘양형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등의 표현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형 4. 뚜렷한 프레임 없

음은 앞의 유형1~3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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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유형

코딩
번호 판단기준 질적 지표에 의한 적용의 예

갈등 
(conflict) 1 개인, 그룹 또는 단체 간의 갈등을 강조

- 개인 혹은 집단 간 갈등에 초점을 둠.
-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에 ~가 한몫했다
- 최 씨와 쌍방폭행 이슈가 불거지면서 힘겨운 

나날

인간적 흥미
(human 
interest) 

2

사람의 얼굴 또는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
-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개인적 일화(스토리)나 영상, 그림, 사

진들을 제공
- 분노, 공감-관심, 동정심, 또는 연민의 감정을 끌어내는 형용사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담은 말을 인용함. 혹은 그러한 행동을 
묘사함.

- 고인의 생전 스토리 제공
-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뒤로하고 갑작스러운 
- 절친한 친구로

책임. 귀인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3

이슈나 문제의 발생 원인이나 해결의 책임을 정부 또는 개
인 또는 그룹에 부여
- 개인에게 이슈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제시
- 정부/집단이 이슈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전제
-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 범죄 인식 제도적 처벌 강화 시급
- SNS 문화를 지적, 끔찍한 온라인상 괴롭힘, 악성 댓글로 고통받다가
-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자

 없음 4  뚜렷한 프레임이 나타나지 않음. 

표 9 내용적 프레임 유형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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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항목 및 코딩 유목의 적용

코딩 유목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우선, 자살보도 권고기

준 준수 여부 항목의 경우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 예방 권고기준을

근거로 보도 내용을 점검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자

살 방법을 제공’ 항목의 경우 보도 내용에 자살 방법이 있으면 비준수

(1), 방법을 제공하지 않으면 준수(0)로 코딩하였다. 각 분석항목에 대한

적용은 [별첨1]과 같다.

자살에 대한 태도와 내용적 프레임은 질적 지표에 의한 구체적인 코

딩의 예와 유사한 보도 내용 혹은 표현이 있는 경우 해당 유목에 코딩하

였다. 예를 들어 자살에 대한 태도 유목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아’와 같

은 표현이 있는 경우 (3) 자살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코딩하였다. 내용적

프레임에서는 ‘댓글 실명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표

현이 있는 경우 책임 귀인 프레임에 해당하는 (3)으로 코딩하였다.

분석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우선, 보도량, 보도면, 보도 주제,

정보원 등 일반적인 특성과 보도의 준수율에 대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

다. 그다음 故 설리 보도와 故 구하라 보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뉴스의 유통구조와 정보원에 따른 권고기준 준수율, 프레임

등에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 카이 검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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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자살보도 분석

1. 유명인 자살보도의 보도량

연구 대상 보도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보도의 양은 다

른 보도에 비해 많으며 유명인이 아닌 사람의 보도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설리 사망으로 검색되는 보도의 양은 1,372건, 구하라 사망으로

검색되는 보도의 양은 533건이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자살 사건으로

사망한 배우 차인하의 보도보다 2~5배 많은 수치이다. 2019년 12월 3일

사망한 차인하 보도는 사망일로부터 2주간 203건(네이버에서 제목에 차

인하 사망으로 검색)이었다.

연구 대상 보도는 사망일과 다음 날 이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사망

3일 이후에는 2~3건 정도만이 보도되다가 10일 이후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故 설리 보도는 113개 언론사가 작성하였다. 스

포츠조선, 이데일리가 43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하였고, 그다음은 뉴스

1(41건), 텐아시아(39건) 순이었다. 14일 동안 14건 이상 즉, 평균 하루

한 건 이상의 故 설리 씨의 사망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는 총

24곳이었다. 故 구하라 보도는 총 87개 언론사에서 게재하였다. 故 설리

보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데일리가 27건으로 가장 많은 보도를 하였다.

다음은 스포츠 조선, 일간스포츠, 뉴스1 순이었다. 2주간 보도량이 14건

이상인 언론사는 7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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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별, 언론사(2주간)별 유명인 자살 보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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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명인 자살 보도의 일반적인 특성

다음으로 연구 대상 자살 보도의 일반적인 행태를 살펴보면 첫째, 보

도면<표10>은 두 대상자 모두에서 문화/연예면(故 설리 보도 76.9%, 故

구하라 보도 72.4%)이 많았고 사회, 국제면 순이었다. 둘째, 보도 주제

<표11>는 故 설리 보도의 경우 애도가(55%), 故 구하라 보도의 경우 자

살 사건(57.4%)이 가장 많았다. 셋째, 정보원<표12>은 故 설리 보도는

통신사(35.9%)가 故 구하라 보도는 경찰과 소방공무원(31%)이 가장 많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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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살 보도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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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명인 자살 보도의 내용적인 특성

연구 대상 자살보도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자살보도 권고

기준 준수율, 둘째, 자살보도의 태도, 셋째, 내용적 프레임의 측면에서 살

펴보았다.

1) 유명인 자살보도의 권고기준 준수율

분석 결과 우선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 대상 자살 보도의 권고기준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항목1]자살

방법 미제공(준수율 99.6%), [항목4] 유서 및 노트 미제공(준수율

91.5%), [항목7] 자살에 허용적 태도를 나타내지 않음은 준수율이 비준수

율에 비해 높았으나 100% 지켜진 항목은 없었다. [항목2] 자살 장소 미

제공(비준수율 80.5%), [항목3] 자살자 사진 미제공(비준수율 76.2%) 등

은 비준수율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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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자살보도 
권고기준 故 설리 보도 故 구하라 보도 합계

1
자살 방법 
미제공

준수 912(100%) 429(98.8%) 1341(99.6%)

비준수 0(0%) 5(1.2%) 5(0.4%)

2
자살 장소 
미제공

준수 179(19.6%) 84(19.4%) 263(19.5%)

비준수 733(80.4%) 350(80.6%) 1083(80.5%)

3
자살자 사진 
미제공

준수 230(25.2%) 91(21.0%) 321(23.8%)

비준수 682(74.8%) 343(79.0%) 1025(76.2%)

4
자살자 유서, 
노트 미제공

준수 857(94.0%) 375(86.4%) 1232(91.5%)

비준수 55(6.0%) 59(13.6%) 114(8.5%)

5
자살 예방 
정보 제공 

준수 423(46.4%) 228(52.5%) 651(48.4%)

비준수 489(53.6%) 206(47.5%) 695(51.6%)

6
선정적인 
제목 미사용

준수 529(58.0%) 351(80.9%) 880(65.4%)

비준수 383(42.0%) 83(19.1%) 466(34.6%)

7
허용적 태도 
나타내지 
않음

준수 685(75.1%) 304(70.0%) 989(73.5%)

비준수 227(24.9%) 130(30.0%) 357(26.5%)

총계 921 434 1346

표 10.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빈도 및 준수율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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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명인 자살보도의 태도

연구 대상을 자살보도 권고기준 유목의 측면에서 허용적 태도 없음

항목으로 분석하였을 때 준수율이 비준수율보다 높았으나, 보도의 태도

로 긍정, 부정, 중립적인 태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긍정적인 보도(각각

24.9%, 30.0%)가 부정적인 보도(각각 20.5%, 22.6%)보다 많았다.

자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연구 대상에서는 자살의 동기를

단순화하거나 자살이 해결책인 상황이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

다. 구체적으로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스포츠 동아, 2019)’, ‘악플 살

인(서울경제, 2019)’, ‘작성 댓글로 고통’과 같이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이

나 악성 댓글로 단정한 보도와 ‘(자살이) 백번 천번 이해되어(스타뉴스

2019)’,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스포츠 경향, 2019)’와 같이 자살

자에 공감하여 자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보도가 있었다.

그림 6 자살 보도의 내용적인 특성 - 　자살에 대한 태도



- 41 -

3) 유명인 자살보도의 내용적 프레임

내용적 프레임은 인간적 흥미 (24.1%), 책임귀인 (18.4%) 순으로 많았

다. 자살이라는 사건을 다루는 보도임에도 ‘한창 꽃다운 나이(매일경제,

2019)’, ‘20대의 솔직 당당한 아이콘(일간스포츠, 2019)’, ‘돈독했던 사이

(스포츠동아, 2019)’ ‘지난달 숨진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와 매

우 가까운 사이(동아일보, 2019)’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보도가 많았다.

그림 7 자살 보도의 내용적인 특성 - 내용적 프레임

책임귀인 유형에서 두드러진 표현은 ‘악플러 처벌 강화 요구(아유경

제, 2019)’, ‘악성 댓글 자제해 달라(데일리안, 2019)’, ‘댓글 실명화(세계일

보, 2019)’이었다.

갈등은 故 설리 보도에서는 4건(0.4%)에 불과하였지만, 故 구하라 보

도에서는 53건(12%)이나 나타났다.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와 데이트 폭

력 관련 항소심을 진행 중(이데일리, 2019; 파이낸셜뉴스, 2019)’ ‘(구 씨

의 자살이) 최 씨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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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등 개인 간의 갈등을 강조한 표현이 나타났다. ‘최종범과 불법 촬

영 혐의를 두고 법적 공방(파이낸셜 뉴스, 2019)’과 같이 갈등 상대의 실

명을 공개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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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명인 자살보도의 내용적 프레임과 권고기준 준수율과의 관계

연구 결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항목 중에서 내용적 프레임과 준수율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항목7] 자살에 대한 허용적인 태

도 나타내지 않음이었다. 특히 자살 보도를 통해 사회문제를 제기하는

책임 귀인 유형 보도의 경우 자살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 확률이

높았다. 전체 책임 귀인 유형 보도의 77%가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프

레임이 뚜렷하지 않은 10%, 갈등 유형의 50%, 인간적 흥미 유형의 22%

만이 자살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책임 귀인 프레임을 가진 보도와 허용적 태도의 유무와 프레임을 교

차 분석한 결과에서도 둘 사이에는 연관(χ2=387.995, p=0.000)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용적 프레임 총계갈등 인간적 흥미 책임귀인  없음허용적 
태도 없음

보도 건수 28 251 58 652 989기대개수 41.9 238.1 181.5 527.6 989.02.8% 25.4% 5.9% 65.9% 100.0%허용적 
태도 있음

보도 건수 29 73 189 66 357기대개수 15.1 85.9 65.5 190.4 357.08.1% 20.4% 52.9% 18.5% 100.0%총계 57 324 247 718 1346

표 11 허용적 태도 없음과 내용적 프레임 교차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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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도 특성과 권고기준 준수와의 관계 분석

보도의 일반적인 특성(주제, 뉴스유통형태, 정보원, 보도면 등) 중에

서 뉴스의 유통방식과 정보원에 따른 권고기준 준수율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우선, 뉴스의 유통형태에 따른 준수율 분석은 포털이 지면에 비하

여 선정적이라는 통념이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

으로 정보원은 뉴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정보원에 따른

권고기준 준수 여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뉴스유통형태와 정보원이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관계가 있

었다. 뉴스의 유통형태와 정보원에 따른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의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2를 사용하여 카이 검정을 수행하였다. 카

이 검정으로 유의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셔의 정확 검정을 수

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문제 2에 따른 가설 2-1(뉴스의 유통구조에 따라 자

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과 가설 2-2(정보원에 따

라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뉴스유통형태에 따른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

뉴스유통형태에 따른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의 차이는 [항목2] 자

살 장소(χ2=12.105, p=0.002), [항목3] 고인의 사진(χ2=15.438, p=0.000),

[항목4] 유서·노트 미제공(χ2=16.125, p=0.000), [항목5] 자살 예방 정보

제공(χ2=18.089, p=0.000), [항목7]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 나타내지 않

음(χ2=50.147, p=0.000) 항목에서 나타났다. 자살 장소와 사진 미제공 항

목은 지면과 온라인에서 유통된 보도의 준수율이 높았으며, 고인의 유서

및 노트 미제공, 예방 정보 제공,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 나타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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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등의 항목은 온라인으로만 유통된 보도의 준수율이 높았다.

항
목

자살보도 
권고기준

유통형태
합계(%)

온라인/지면 온라인

1
자살 방법 
미제공

준수 61(96.8%) 1280(99.8%) 1341(99.6%)
비준수 2(3.2%) 3(0.2%) 5(0.4%)

-

2
자살 장소 
미제공

준수 23(36.5%) 240(18.7%) 263(19.5%)
비준수 40(63.5%) 1043(81.3%) 1083(80.5%)

χ2=12.105, p=0.002   

3
자살자 사진 
미제공

준수 28(44.4%) 293(22.8%) 321(23.8%)
비준수 35(55.6%) 990(77.2%) 1025(76.2%)

χ2= 15.438, p=0.000

4
자살자 
유서, 노트 
미제공

준수 49(77.8%) 1183(92.2%) 1232(91.5%)
비준수 14(22.2%) 100(7.8%) 114(8.5%)

χ2=16.125, p=0.000  

5
자살 예방 
정보 제공 

준수 14(22.2%) 637(49.6%) 651(48.8%)
비준수 49(77.8%) 646(50.4%) 695(51.6%)

χ2=18.089, p=0.000  

6
선정적인 
제목 미사용

준수 59(93.7%) 821(64.0%) 880(56.4%)
비준수 4(6.3%) 462(36.0%) 466(34.6%)

*p=0.072

7
허용적 태도 
나타내지 
않음

준수 22(34.9%) 967(75.4%) 989(%)
비준수 41(65.1%) 316(24.6%) 357(%)

χ2=50.147, p=0.000

총계 63 1283 1346

표12. 뉴스유통형태에 따른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빈도 및 준수율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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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명인 자살보도의 정보원에 따른 보도지침 준수율

정보원에 따른 보도기준 준수율을 분석 결과, 정보원이 경찰·소방공

무원인 경우와 소속사인 경우, 정보원이 경찰·소방공무원인 경우와 통신

사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이 경찰·소방공무원인 경우와 소속사, 정보원이 경찰·소방공무

원인 경우와 통신사인 경우만을 다시 분석한 결과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서 정보원이 경찰·소방공무원인 경우 준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항목이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원이 소속사나 통신사인 경우 비준수

율이 정보원이 경찰·소방공무원인 경우보다 높은 항목은 없었다.

1) 정보원(경찰·소방공무원/소속사)에 따른 보도지침 준수율

우선, 정보원이 경찰·소방공무원인 경우와 소속사인 경우를 비교한 결

과, 모든 항목에서 정보원이 경찰·소방공무원인 경우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이 낮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7가지 항

목 중 5가지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2] 자살 장소 미제

공(χ2=12.799, p=0.000), [항목3] 고인의 사진 미제공(χ2=5.894, p=0.015),

[항목4] 유서 노트 미제공(χ2=30.140, p=0.000), [항목6] 선정적인 제목 미

사용(χ2=19.433, p=0.000), [항목7]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 나타내지 않

음(χ2=33.441, p=0.000).

비준수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 차이가 큰 항목은 [항목4] 고인의

유서, 노트 미제공와 [항목6] 선정적인 제목 미사용 [항목7]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 나타내지 않음이었다. 정보원이 경찰인 경우가 소속사인 경

우에 비해 고인의 유서, 노트를 제공한 보도가 4배 이상 많았고, 선정적

인 제목을 사용한 보도는 20%가량 많았다. 자살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를 나타내는 보도도 4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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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자살보도
권고기준

정보원
합계(%)

공무원(%) 소속사(%)

1
자살 방법 

미제공

준수 282(98.9%) 187(100%) 469(99.4%)
비준수 3(1.1%) 0(0.0%) 3(0.6%)

χ2=1.981, p=0.159 

2
자살 장소 

미제공

준수 20(7.0%) 33(17.6%) 53(11.2%)
비준수 265(93.0%) 154(82.4%) 419(88.8%)

χ2=12.799, p=0.000   

3
자살자 

사진 
미제공

준수 32(11.2%) 36(19.3%) 68(14.4%)
비준수 253(88.8%) 151(80.7%) 404(85.6%)

χ2= 5.894 p=0.015

4
자살자 

유서, 노트 
미제공

준수 222(77.9%) 180(96.3%) 402(85.2%)
비준수 63(22.1%) 7(3.7%) 70(14.8%)

χ2=30.140, p=0.000

5
자살 예방 
정보 제공 

준수 152(53.3%) 109(58.3%) 261(55.3%)
비준수 133(46.7%) 78(41.7%) 211(44.7%)

χ2= 1.122, p=0.29

6
선정적인 

제목 
미사용

준수 138(48.4%) 129(69.0%) 267(56.6%)
비준수 147(51.6%) 58(31.0%) 205(43.4%)

χ2=19.433, p=0.000

7

허용적 
태도 

나타내지 
않음

준수 203(71.2%) 174(93.0%) 377(79.9%)

비준수 82(28.8%) 13(7.0%) 95(20.1%)

χ2=33.441, p=0.000

총계 285 187

표13. 정보원에 따른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빈도 및 준수율 (경찰/소방공무원과 소속사)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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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원(경찰·소방공무원/통신사)에 따른 보도지침 준수율

둘째, 정보원이 경찰·소방공무원인 경우와 통신사인 경우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정보원이 경찰·소방공무원인 경우의 비준수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을 경찰·소방공무원과 소속사로 비교하였을

때와 유사한 경향성을 갖는다.

정보원을 경찰·소방공무원과 소속사로 비교하였을 때보다 작은 3가

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보원이 경찰·소방

공무원인 경우가 통신사인 경우에 비해 비준수율이 높은 항목은 [항목2]

자살 장소 미제공(χ2=25.535, p=0.000), [항목3] 고인의 사진 미제공(χ
2=23.784, p=0.000), [항목4 ] 유서 및 노트 미제공(χ2=29.963, p=0.000)이

었다. [항목1] 자살 방법 미제공, [항목5] 자살예방정보 제공, [항목6] 선

정적인 제목 미사용, [항목7] 허용적인 태도 나타내지 않음 등 4가지 항

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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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자살보도 
권고기준

정보원
합계경찰/소방

공무원
통신사

1
자살 방법 
미제공

준수 282(98.9%) 398(100%) 680(99.6%)
비준수 3(1.1%) 0(0.0%) 3(0.4%)

-

2
자살 장소 
미제공

준수 20(7.0%) 84(21.1%) 104(15.2%)
비준수 265(93.0%) 314(78.9%) 579(84.8%)

χ2=25.535, p=0.000   

3
자살자 
사진 
미제공

준수 32(11.2%) 105(26.4%) 137(20.1%)
비준수 253(88.8%) 293(73.6%) 546(79.9%)

χ2= 23.784, p=0.000

4
자살자 
유서, 노트 
미제공

준수 222(77.9%) 368(92.5%) 590(86.4%)
비준수 63(22.1%) 30(7.5%) 93(13.6%)

χ2=29.963, p=0.000

5
자살 예방 
정보 제공 

준수 152(53.3%) 192(48.2%) 344(50.4%)
비준수 133(46.7%) 206(51.8%) 339(49.6%)

χ2= 1.723, p=0.189

6
선정적인 
제목 
미사용

준수 138(48.4%) 196(49.2%) 334(48.9%)
비준수 147(51.6%) 202(50.8%) 349(51.1%)

χ2=0.045, p=0.832

7

허용적 
태도 
나타내지 
않음

준수 203(71.2%) 309(77.6%) 512(75.0%)

비준수 82(28.8%) 89(22.4%) 171(25.0%)

χ2=3.636, p=0.057

총계 285 398

표14. 정보원에 따른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빈도 및 준수율 (경찰/소방공무원과 통신사)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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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제 1 절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먼저 故 설리와 故 구하라 보도를 비교하였을 때, 눈에 띄는 것은 보

도량 차이이다. 故 구하라 씨 사건의 보도량은 故 설리 씨 사건 보도량

의 1/2 수준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

나는 모니터링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故 설리 씨 자살 이후 언론사에 메일을 통해 대대적인 보도 수정을 요구

했다. 둘은 故 설리 사건에서 경찰 문건유출로 인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故 설리 씨의 사건이 접수된 직후 소방공무원이 내부문건인 ‘구급

활동 동향 보고서’의 일부를 유출하여 관련자 2명이 직위해제되는 사건

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자살보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도면과 내용적 프레임은 자살사건의 당사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보도의 대상은 ‘故 설리’와 ‘故 구하라’라

는 연예인으로 부고면보다는 연예/문화면에 실린 보도가 많았다. 내용적

프레임 역시 대중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인간적 흥미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았다. 책임갈등 유형이 두드러진 것 역시 보도의 대상이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연예인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생전에 대

중의 관심과 함께 악성 댓글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레임 중에서 갈등유형의 양상은 달랐다. 故 구하라 씨의 경우

故 설리 씨 사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갈등유형이 있었다. 이는 개

인적인 차이로 故 설리 씨의 경우 생전에 크게 화제가 된 개인적인 갈등

사건이 없었지만, 故 구하라 씨의 경우 전 남자친구와의 법적 다툼으로

이슈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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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뉴스유통구조에 따른 자살보도 권고기준 분석 결과에 따르

면 뉴스유통구조에 따라 권고기준 준수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있었지

만, 어느 경우가 더 좋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비준수율이 지면과 온

라인 보도에서 높은 항목도 있었고, 반대인 항목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러한 결과는 지면으로만 유통된 뉴스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되

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보원에 따른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보원에 따라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에 차이가 있었고, 정보원이 경

찰·소방공무원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준수율이 낮았다.

정보원을 경찰·소방공무원과 소속사, 경찰·소방공무원과 통신사로 비

교한 결과, [항목2], [항목3], [항목4] 등 세 가지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준수율의 차이는 세 항목 모두에서

경찰·소방공무원과 소속사를 비교한 경우가 통신사와 비교했을 때보다

많았다. 정보원에 따라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가 바뀐다는 연구 결과는

포털 뉴스의 받아쓰기식 보도가 실재함에 대한 증거이며, 정보원의 교육

을 통해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이다.

경찰·소방공무원은 설리 사건에서 ‘성남수정서 관내 주택에서 조명 끈

으로 목을 매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살 장소와 자살 방법에 대

해 자세하게 확인해주었다. 또한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으로 추정’하였다.

반면에 소속사가 배포한 자료에서는 자살 장소, 방법 등은 다루지 않았

으며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고 비통할 따름’과 같은 표현을 사

용하여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주변인의 고통(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태

도)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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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방

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모니터링 요원 확충과 모니터링

대상의 확대가 요구된다. 故 설리 문건 유출사건과 별개로 故 설리 보도

에서는 자살 방법에 대해 언급한 언론사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는 모니

터링의 결과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이는 호주

등에서는 전체 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Thomas, 2007)하고 있다.

권고기준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 미국의 연구(Phillip, 2010)에서

도 모니터링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둘째, 권고기준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선행연구

(2004년)와 비교하여 준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은 [항목6] ‘선정적

인 제목 사용하지 않음’이다. (자살 방법 미제공은 모니터링의 결과이므

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준수율이 2004년 권고기준 시행 직후 30%에

서 65%로 35% 증가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구체적으로 제목에 ‘자

살’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기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명확히 ‘하지 말 것’

을 정하고 있다. ‘자살 보도 1면에 배치하지 않기’와 같은 구체성을 가진

항목의 준수율이 높았다는 홍콩의 연구 결과(K. W. Fu, 2008)에 미루어

볼 때, ‘자살 보도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더욱 구

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보이지 않음 항목에 대해서는 새로

운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2019년 시행한 연구에 따

르면, 언론 기자들은 ‘자살 보도를 통해 사회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을 자

살보도 권고기준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인식(중앙자살예방센터,

2019)하고 있었다.

문제는 자살 보도를 통해 사회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자살에 대한 허

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권고기준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

로 자살보도에서 사회문제를 제기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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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도 보도를 통해 사회문제를 그려내는 책임귀인 유형의 보도는 허

용적인 태도를 보일 확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작게는 1.5배에서는 크게

는 7배까지 높았다. 즉, ‘악플 탓’과 같은 책임귀인 유형의 보도는 자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암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살에 대한 허용

적인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실천의 핵심은 기자와 수용자의 협력(Phillp, 2010;

India, 2012; Niall, 2018)이다. 자살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자살 예방이

라는 공중보건학적인 차원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음을 알리고 협력을 구

해야 한다. 커트 코베인의 자살 이후 미국 정부의 우려와 달리 관련된

자살은 단 1건이었고, 자살률은 그 전해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구체적인 예를 교육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는 유명인의 자살 이후 자살률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 언론이 그의 자

살에 대해 ‘stupid’했다는 표현을 사용(David, 1996)했다는 점을 꼽았다.

넷째, 경찰·소방공무원과 같이 자살 사건의 정보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교육과 이들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법제화이다. 유명인의 자살사건 발생

시에 모든 미디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이미 보도가 된 이

후에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권고기준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

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말 그대로 ‘권고’ 사항으로 언론사에 협조는 요

청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없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응급실 의료인력

등 자살 사건의 주요 정보인 자살 장소와 방법의 제공자인 경찰이나 소방공

무원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한다면, 짧은 시간에 검색어와 관련된 기사

를 작성하는 포털뉴스의 특성상 이를 지키지 않은 보도는 줄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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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지면 외

의 포털 기사로 확대, 적용하여 보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수행하지 않았던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원칙(원칙4)을 적용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셋째, 자살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하여 보도의 두드러

진 담론을 파악하고, 넷째, 보도의 함의를 분석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 대상은 연구자 1인

이 코딩은 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한 코딩은 3인 이상의 훈련받은 코더가

수행하여야 하며,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나 연구상의 한계로 한 명의 연

구자가 수행하였다. 오류를 줄이고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만

을 코딩 유목으로 하였고, 동일한 기사에 대해 코딩을 2회 수행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의 제한이다. 연구 여건의 한계로 연구 대상을 포털

에 게재된 보도, 이 보도 중에서도 제목에 검색어(설리, 구하라)가 있는

보도로 한정하여 뉴스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전체 보도를 분석하지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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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언론은 故 설리 씨와 故 구하라 씨를

다룬 보도에서 연예인 특히 여성 연예인에 대한 악플과 차별이라는 사회

문제를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이후 나타난 선플 운동이나

악플 처벌법안 요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자살 사건의 보도는 관련한

사회문제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자살이나 자살자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자살률 증가와 같

은)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여건상의 한계로 보도 외에 다양한 미디어에서

검색되는 유명인 자살관련 내용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매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에는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내용은 언론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블로

그, 유튜브와 같이 정보 제공의 기능하는 매체 모두가 지켜야 하는 원칙

이나 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나아가 권고기준 준수율을 높

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유명인의 자살이 자

살 사고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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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여부 코딩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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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분석항목1의 적용_ 제목에 선정적인 표현 미사용

그림 9 분석항목2의 적용_자살 방법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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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분석항목3의 적용 _ 자살 장소 미제공

그림 11 분석항목4의 적용 _ 자살자 사진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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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분석항목5의 적용 _ 자살동기 단순화

그림 13 분석항목6의 적용 _ 자살예방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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