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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how broadcasting news visually represents the victims of sex crimes. By looking at 

news reporting with key frame video analysis, the study asks whether the #MeToo movement has 

changed the way news media portrays the victims. According to previous literature, news reports tend 

to victimize female victims through objectification, othering, and neutralization. News reports also 

pursue sensationalism in sex crime reports and use news frames that reproduce and reinforce 

stereotypical perceptions of sex crime victims. We have delved into recent news reports on sex crime 

victims in order to see whether this tendency has continued after the #MeToo movement, a new 

phenomenon in which victims actively voice out their past by publicly revealing their names and faces. 

We have analyzed 55 news reports of sex crimes—either victims were reported anonymously or not—

aired on JTBC Newsroom between January, 2018 and November, 2020. Our analysis led us to the 

following three findings. First, it was found that news reports frequently used objectified and passive 

female visual objects that were often irrelevant to the content of the news reports. Women were 

depicted with visual images that involved crouching or objectified illustrations which were not 

necessarily linked to the main news content. This evidence shows that the news media have not split 

away from their long-term habituation of female victimization. Second, portrayals of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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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im reports were accompanied by illustrations and artificial images that symbolized the passive 

female victims. The use of dark shadow illustrations was a distinct pattern found. Although anonymity 

is not equivalent synonym to passiveness, the news reports seemed to report as if they were the same, 

which again reinforces the stereotypical perceptions on sex crime victims. Lastly, unlike the practices in 

anonymous victim reporting, news media tended to broadcast MeToo real-name interviews and news 

scenes by showing the victims in their original appearances. We additionally analyzed the facial 

expressions of the victims with Microsoft Azure API service, which found that their facial expressions 

were dominated by neutral emotion in the interviews. In sum,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broadcast news reports have not changed in their news reporting practices for the victims of sex 

crimes. News media have contributed to the rise of the #MeToo movement by reporting on the stories 

of the victims but have fallen short of reporting on active women images and have kept their past 

sensational journalism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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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한국 사회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보내온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혹은 동정하거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무고죄 소송의 ‘피의

자’가 되거나, 공작을 위해 동원된 ‘정치적 꽃뱀’ 혹은 ‘피해호소인’으로 지칭되기도 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나영이’라는 소녀로 불려오고 있다.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1953년

성범죄와 관련된 형법이 처음제정된 후 ‘강간과 추행의 죄’로 명칭이 바뀌기까지 40년이걸렸고,

피해자의 명예 보호를 명목으로 존재하던 친고죄가 폐지된 지 10년도 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이상원, 2019),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의 이미지 안에는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일은 포함될 수 없었다. 성범죄

피해는정조와명예를잃는일이자 ‘낯부끄러운일’에다름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의 얼굴을 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 1월 29일 JTBC 뉴스룸 인터뷰를 통

해 안태근의 성폭력을 공개한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안희정의 성폭력을 증언한 김지은 전 정

무 비서, 체육계 ‘미투(#MeToo)’의 시작점이 된 심석희 선수 등 성범죄 피해자의 얼굴을 뉴스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연구자들은

2017년 미투 운동의 시작점에서 하비 와인스타인의 범죄가 뉴욕 타임즈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례와, 2018년 타임지가 ‘침묵을 깬 사람들(silence breakers)’이라는 이름으로 성범죄 고발

자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사례 등을 통해, 소셜미디어 뿐만 아니라 일간지, 텔레비전 뉴스,

시사잡지와 같은전통미디어 또한미투운동 참여자들의(자기)재현을주요하게매개했다고 설

명한다(Banet-Weiser, 2019; De Sacco, 2020).

미디어에 나타난 이들의모습은 그동안 전형적으로 피해자답다 여겨지던 이미지와는 거리

가 있고, 이들을 보여주는 뉴스 미디어의 재현방식또한 그동안 성범죄 보도 연구에서 지적되어

오던 피해 여성의 목소리축소(유선영, 1999), 신체적취약성 강조(김훈순, 2004), 무능력하고

순수한 존재로의묘사경향(김은경·이나영, 2015)과도 다소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미투 운동과

전통 미디어의 관계를 다룬기존 연구들은 뉴스 미디어의 미투 보도가 성범죄를 개인적진실 공

방으로축소하는프레임에 치우쳐있고(전가영·유세경, 2020), 사건이 발생한 사회의책임규명

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한다(최이숙·김은진, 2019b).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적이 타당한 것과는별

개로, 음성변조를 동원해 어떤피해자가 ‘있음’만을 증명하는프레임(권김현영, 2018)이 아닌,

자신의얼굴과 이름을드러내고단독샷을받으며앵커와이야기를하는 피해자들의모습자체는



78 한국언론학보65권2호(2021년4월)

분명히낯설다.

이와 같은 낯선 현상은 과연 성범죄를 보도하는 뉴스 미디어의진정한변화를 반영하는 것

인가?적어도, 그동안구성해오던 ‘피해자다움’에 대한고정관념을뉴스 미디어가더이상 만들어

내지않기 위해노력하고있음을, 피해자에 관한재현방식이변화하였음을 의미하는것인가?아

니면, 얼굴을 드러내고등장한낯선모습의피해자들을이전과는 같은방식으로재현하지못했을

뿐, 여전히 같은종류의고정관념을재생산하고 있는가? 본연구는 이와같은질문들로부터출발

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다수 등장했던 미투에 대한 보도와 함께, 여전히 얼

굴을 가린채, 혹은 신체의 일부도 드러내지 않은채등장한 피해자들을 보도하는 뉴스 재현에

차이가존재하는지, 성범죄피해자들에대한 신체이미지를뉴스 미디어가어떻게재현하는지살

펴보고자했다.

그렇다면왜자신의 얼굴과이름을 공개한 피해자및이들에대한 뉴스재현방식을 연구하

는 것과더불어, 우리가 그동안 뉴스를 통해많이 보아오던 피해자 또한 함께연구해야 하는가?

그필요성은 그동안 국내외의 여러 연구자들이논의해온 미투 운동에서의 전통 미디어의역할,

그리고 여기서 비롯하는 가능성과 한계에 기인한다. 한국의경우 ‘미투’라는 이름으로 성범죄 피

해 사실에 대한 공개적인말하기가 시작된 데에는 JTBC 등방송의역할이 매우컸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얼굴 드러내기는 스스로 타자화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디어 재현의 관습과

차별화되면서도(이희은, 2018), 영향력이큰방송 뉴스에서실명과얼굴을 공개하면서인터뷰를

하는 것만이 미투라는 인식을낳는다거나익명의 피해 사실 고백에 대해 사실 여부를 의심하는

것(김수아, 2018) 등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종류의잣대나 고정관념으로 이어질수 있다. 그

런 점에서, 익명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가리는 재현방식을 미투 운동의 얼굴 드러내기와 함께

자세히살펴보는 것은,익명화를위한 신체가리기가피해자의 인권과사생활을보호하고 피해자

의 선택을 존중하는역할에충실하고 있는지, 아니면그외의 장면에서 피해자의 이미지를 임의

적으로 구성하는지를 점검해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얼굴 드러내기라는 낯선광경

그자체가 주체적인피해자에대한재현으로 연결될수있는지를점검하는 데에는얼굴을드러내

지않은피해자재현에대한분석이함께제시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그동안 이와관련된 연구는 거의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국내뿐만 아

니라 해외에서도마찬가지이다. 해외에서는 보도가 이루어지는저널리즘환경과 보도 관행과 관

련된 조직, 기자의 인식 등에 집중하였다(Baker, Williams, & Rodrigues, 2020;

Sreedharan, Thorsen, & Gouthi, 2020; Hollings, 2020). 미투 이후저널리즘과 성범죄

에 관한논의를집중적으로 다룬한 학술지의특별호편집진은 이를 지적하며, 다양한 사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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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바라보는복합적 시각(intersectional)의연구들이앞으로진행되어야할필요성이 있

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는데(Baker, Williams, &Rodrigues, 2020), 여전히저널리즘실천과

정에서시각적이미지구성에대한분석이부재되어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연구는익명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가리는방식을 미투 운동의

얼굴 드러내기 재현과 함께살펴봄으로써, 익명화를 위한 신체 가리기가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을보호하고피해자의선택을존중하는역할에충실하고있는지, 아니면그외의장면에서피해자

의 이미지를 임의적으로 구성하는지를 점검해보았다. 특히,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피해자다움

이텍스트보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더강하게 전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Schwark, 2017;

Schwark&Bohner, 2019), 미투이후성범죄보도의시각적재현에대한연구는거의찾아보

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시각적 재현분석에집중했다. 구체적으로, 성범죄 보도중피해자의

얼굴과 나머지 신체가 전혀나타나지 않는경우, 실제 피해자들이 등장하지만익명화되어 재현되

는경우, 그리고 얼굴과 이름을모두공개한 피해자들이 인터뷰및일반 보도에서 재현되는경우

를 구분해분석을진행했다. 방송 뉴스 화면은 피해자들을 어떠한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가?피

해자가직접얼굴을드러내는모습은그동안의연구결과와다른변화를담고있을까?

2. 선행연구및이론적논의

1) 언론의 성범죄 재현과 ‘피해자다움’의 재생산

뉴스 미디어의 성범죄및피해자에 대한 재현은페미니스트미디어 연구의 주요 주제중하나로,

뉴스의 내용과 실제 성범죄 사이의차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비판을받아온 지점중하나이다. 뉴

스는모든종류의 성범죄를 동일하게취급하기보다는 뉴스 가치에따라 다르게취급하기때문에

뉴스에 재현된 성범죄와 실제 성범죄는 다르며(Harper&Hogue, 2015), 언론이특별히 선호

하는 주제, 내러티브, 피해자와 가해자의종류가 존재한다고본다(Greer, 2003; Soothill &

Walby, 1991). 예를 들어, 실제 성범죄의경우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관계인경우가더많지

만, 낯선 이에 의해저질러지는 범죄가더많이 보도된다 (Cuklanz, 2020; Lieb, Quinsey,

&Berliner, 1998; Radford, Corral, Bradley, Fisher, Bassett, Howat&Collishaw,

2011). 또한 유명인의 사건에 치우쳐져보도되는경우가많은 것이 발견되었으며, 해외의경우

피해 여성보다 가해 남성이 유명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관찰되었다(손영준·홍주현, 2018;

Cuklanz, 2020). 다른 연구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기사 등완전히 다른 대상을 다루는 기사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폭력이나갈취등 다른종류의 범죄 기사와 비교해 보았을때에도 성범죄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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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더 분노에 차 있고, 감정적이며,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경향도 보고되었다(Harper &

Hogue, 2015). 이처럼실제 범죄와 관련한 대표성, 정확성, 정보 제공과 무관한경향은 보수언

론과진보언론, 주요일간지와타블로이드 신문여부와무관하게 나타나고있다고연구들은입을

모은다(김훈순, 2004; 김은경·이나영, 2015; Greer, 2003; Harper&Hogue, 2015).

특히, 피해자와 관련해 연구들은방송및신문의 보도가 성범죄 피해 여성을 대상화, 타자

화, 무력화하는방식으로 이뤄져왔다고 공통적으로 비판해왔다. 예를 들어, 뉴스는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자기 목소리와경험을 타자화함으로써축소 보도하고(유선영, 1999), 여성 신체의취

약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을 비난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가부장적질서 강화프레임을 적

용하고있었으며(김훈순, 2004), 성범죄책임을 여성에게지우면서순결이데올로기를강조하는

식의 이데올로기 재생산에복무하여왔다는 것이다(홍지아, 2009). 또한, 범죄 과정을마치중

계방송하듯보도함으로써성범죄를 구조적문제가 아닌개인화된 일탈로 인식시키거나(이은비·

손민정·유홍식, 2014), 극단적인 사건의 피해자를 순수한 존재로 재현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등(김은경·이나영, 2015) 오래된 관점에서의 ‘피해자다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연구들은지적한다.

성범죄에서의 피해자다움은 피해당사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사에 반하여

피해를당했다는 사실을증명하라는 ‘순수성’에대한 요구로이어지고있다는 점에서많은논쟁과

비판의 대상이었으며 이는 재판과정에서 두드러졌다(이미경, 2018; 허민숙, 2017; 장다혜,

2018, 정대현, 2018). 실제 학술논문검색데이터베이스 DBpia에서 ‘피해자다움’으로 검색할

경우사회과학 주제 범위 내에서 약 4천건이 검색되는데, 이중절반이넘는 약 2천 4백건이

법학분야로 검색결과로나타난다. 피해자다움은일종의정형화된 피해자의모습을미리규정한

다음, 이러한 범주에서벗어날경우피해자가 아니라고규정하는 데 사용되는데, 성범죄 행위가

아닌피해자의 행동을문제삼으면서 피해자에 대한판단을 내리는 것을말한다(김선희, 2019).

다른 범죄로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강도를당한 사람에게왜금품을 소지하고길거리를 걸어갔

는지 물어보거나, 혹은 강도를당한 이후왜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했느냐를 물어본

다음, 이러한행위로볼때피해자가아니라고규정하는식이다.

피해자다움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와 장소에따라달라질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

다운 피해자, 이상적인 피해자를 설정하는데, 어리면서도 범죄 과정중에 무기로 위협을당하는

한편격렬하게저항했고, 전통적인 여성의역할을 수행하며, 공포와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

만, 피해를 당한 직후에 신고를 한 사람(김지선, 2006; 이명신·양난미, 2012; Benedict,

1993; Buddie&Miller, 2001; Jordan, 2001; Smith&Skinner, 2017)을의미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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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목소리를높이며주장을 내세우고, 무감한듯보이거나, 범죄를즉시 신고하지 않은 피

해자는진술에 의심을받는다. ‘너같은 피해자를본적이 없다’(허민숙, 2017), ‘노인이 무슨성

폭력 피해자야’(이성원, 2020.10.21.)식의담론은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회 내의 고정관념에 기

인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특정한 이미지와 고정관념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폭력 신화

(Rape myths)'에서 비롯되는데(Hockett, Smith, Klausing&Saucier, 2016), 성폭력 신

화는 강간, 성범죄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편견적, 고정관념적, 혹은잘못된믿음을 의미

하고 이는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적대적인분위기를 만들어낸다(Burt, 1980; Ward, 1995;

Lonsway &Fitzgerald, 1994; Finley, 2018). 이와 같은 성폭력 신화는 피해 여성의 행실

이 그럴만하고(victim precipitation), 폭력을 은연중에 원했고(victim masochism),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victim fabrication),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Lonsway &

Fitzgerald, 1994)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편견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피해자다움’ 혹은 ‘이

상적인피해자’는누가진정한피해자인지아닌지를재단하는잣대로사용하게된다는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뉴스 미디어가 성폭력 신화와 피해자다움을 (재)생산하는프레임으로 뉴스

보도를 해왔다고 지적한다. 언론은 피해자를 호명하고, 묘사 과정을 통해 공중과 정치적차원에

서 일반화된 기존의 태도를 강화하며, 무엇이 피해자다운 것인가'에 대한규범을 만들어내고, 성

범죄 사건의책임성에 관한논쟁을 불러일으키며책임이누구에게 있는지프레임지어왔다는 것

이다(Christle, 1986; Greer, 2007;Harper&Treadwell, 2013; Zaibert, 2008).

실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재현과 보도 관행은 2018년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공

동마련한 ‘성폭력, 성희롱사건보도 공감기준및실천요강’에서도엿볼수 있다. 해당가이드라

인은언론이 ‘피해자에대한편견이 반영된보도를하지않아야 한다'고규정하면서, 정말피해가

사실이라면피해 사실 폭로를 실명으로 해야 한다거나 피해자라면우울하고 무기력하며고통에

서벗어날수 없다는식의편견이 피해자들에게악영향을준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있다(한국기

자협회, 2018).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지금까지의 보도 관행을 반영하여 성범죄 보도 시 하지말

아야 사항을규정하는 것이라고본다면, 일련의 연구 내용이 실제로 보도 관행으로 정착되어왔

음을확인시켜주는사례라할수있다.

2) 피해자다움에 대한 시각적 재현

(재)생산되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은 피해자본인을 비롯해 한 사회 내에서 피해자다움

관념을공유하는 수사기관, 피해자주변인, 사건을접하고평가하는 일반사람들에게까지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피해자는 폭력을당한 이후의 자신의감정이나모습이 피해자다움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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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념에 부합하지 않을경우, 침묵하게 되고 심지어 스스로당한 피해를 성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Allison & Wrightsman,  1993; Kahn, Jackson, Kully, Badger &

Halvorsen, 2003; Koss, Dinero, Seibel &Cox, 1988). 또한, 피해자들이받는 사회적 지

지나진술의 신빙성도 범죄에 대한 기대, 공개의 시의성(temporality), 트라우마의 가시성, 공

개이후의 회복작업등과더불어 피해자들의전형성에기반해평가받는다는 사실은어떤피해자

를 믿고 동정할지를 알려주는 상징적 의미와 문법이 존재함을 확인시켜 준다(Järvinen &

Bloch, 2017; Schuller, McKimmie, Masser&Klippenstine, 2010).

연구자들은 성범죄및피해자에 대한왜곡된 재현은 개별기사나 기자의문제 이상의 것으

로, 뉴스룸문화나 뉴스 제작의 관행의차원, 혹은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차별적 이데올로

기 차원으로 확대하여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Geertsema-Sligh, 2020; Shoemaker &

Reese, 1996).즉,특정한출처에서얻은 사실의중시, 불편부당성, 기계적중립성 등저널리즘

의객관주의적 실천규범이나, 무엇이 뉴스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개념화에는남성중심성이 내재

되어 있다는 것이다(Rakow & Kranich, 1991; Ross & Carter, 2011). 그 결과, 소위

‘Malestream’이라고 불리우는 뉴스는 그 내용에 있어서 가부장제와 지배적인 사회적패러다임

에 호의적이고, 여성을 주변화시킨다(Carter, Steiner, &Allan, 2019). 이와 같은저널리즘

의규범과 관행들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뉴스 제작 현장에진출하는 비중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Ross&Padovani, 2019).따라서,

페미니스트미디어 연구의 시각에서 뉴스는 “남성이남성에게 전하는메시지이며, 남성의 정치

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산물이고, 남성에 의해서, 남성에 관해서, 남성의 시각을 통해서 재현된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Rakow & Kranich, 1991/1994,, p. 159; 김선남·장해순,

2011에서 재인용).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신문의 정치적 지향과상관없이 여성 피해자들을 타

자화하고전형적인 형태로묘사하는공통적인 형태로나타나게되는데,남성중심적인뉴스 제작

관습에의해나타난것이라여겨지기도한다(김훈순, 2004).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다움은 비단 텍스트만으로 재현되는 것은 아니며 시각적인 효과에

의해더욱강화되기도 한다. 최근의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 보도는 여성의 신체에 관한담론으로

옮겨가서보도하는경향이관찰되었고, 범죄 현장의여성신체를묘사하는방식의객체화가빈번

히 일어났는데, 이후 피해자를 대상화하는 보도가 비난을받자 범죄 현장에 대한 설명과 내러티

브로옮겨가는경향이 나타났다 (Cuklanz, 2020). 범죄 현장의 재현은 영상을 통해 뉴스 제작

자가 의도하는 바를 작위적으로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매개 전략으로 기능한다(이창훈, 2012),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사진과 같은 비주얼 효과는독자들의 뉴스 기억력을높혀주고(Su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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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해당이슈에 대한 해석이 사진과 같은 비주얼에 의해 주어진내용쪽으로 기울어진다고

알려져있는데(Zillmann, Gibson, & Sargent, 1999), 성범죄 현장이 시각적으로 재현되는

방식에 의해독자들에게 고정된 관념을 매개할 수 있다. 온라인 뉴스에 나타난 성폭력 사진을분

석한 연구에따르면, 대부분의 사진들이 물리적 폭력을묘사하거나, 수동적인모습의 무릎을뚫

고 고개를숙인채웅크리는 수동적인모습, 그림자와 같은 수동적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관찰

되었다(Schwark, 2017). 이와 같은모습의 사진들이 온라인 뉴스에서 관찰되었기는 하였으나,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뉴스채널에서의 발견여부는확인하지못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진의 재

현이피해자다움과수동성에대한관념을강화하는역할을수행한다고보았다.

3) 미투 운동과 뉴스 미디어 보도

실명기반의미투(#MeToo) 고발자들이뉴스미디어에등장하면서, 기존의보도관행내에서보

여지던것과는 매우상이한피해자의모습이나타나고있다. 피해자들이이름과얼굴을 드러내고

주류방송 뉴스에출연하여긴시간 동안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말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

은모습은 그동안 미디어에서흔하게 재현해오던 ‘이상적인 피해자’(Christle, 1986; Zaibert,

2008)의모습과는차이가 있다. 이상적인 피해자는 범죄 사건의희생자로서경찰이나 관련 기관

으로부터 피해자라는합법적 지위를얻은 사람으로 ‘상처받기쉬운, 무방비의, 결백한, 동정심과

연민을많이 불러일으키는특성’을 지닌사람들로 정의되는데(손영준·홍주현, 2018), 뉴스에출

연해 피해를말하는 피해자들은 이러한 정의에 어긋나는,외부의압박을견뎌낼수 있고,감정을

통제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Spence, Helmreich &

Holahan, 1979). JTBC 뉴스룸 인터뷰에 실명으로 얼굴을 공개하며나타난 피해자들은직접

적으로 뉴스 미디어에서 자신들이 피해를직접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들로(최이

숙, 김은진, 2019), 이들은 미디어에 스스로 나서서 자신에 대한 보호와 치유를 적극적으로 수

행하고자 하며, 연대를 언급함으로써기존 미디어의문법에서 내에 위치한 ‘재현’의 대상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주체’로 서게 된다. 기존 연구는 피해자 여성이 주체성을 발휘할때, 피해자다

움에 대한 강한 고정관념을 가진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을줄수 있지만, 상대적으로더진

실된 것으로판단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바 있으며, 이효과는특히 여성들 사이에서확연했

다(정찬영·김현정·김태경·박상희, 2020).

미투 운동의 실명 증언을 통해, 새로운모습의 피해자 이미지가 가시화 될 수 있던 데에는

‘해시태그페미니즘’이라는용어로 상징되는 소셜 미디어 상의 움직임과더불어,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가 주요한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미투 운동은 미국의흑인 여성 운동가에 의해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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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서 시작됐고, 이것이 한배우의트윗을 계기로 해시태그의 형태로확산됐다. 다른 한편

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대중화되고 가시화된 데에는 전통 미디어로 여겨지는방송

뉴스나시사 잡지등의매개가중요하게작용했고, 피해자들은 그동안재현되어오던수동성과취

약성과는 다른 종류의 모습들을 대중 미디어를 통해 드러내기도 했다(Banet-Weiser, 2018;

De Sacoo, 2020).특히 한국의경우, JTBC 뉴스룸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미투 운동에 대한 인

식과 공감이커졌다고 할 수 있다. 성폭행 피해자 최초로 신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했던 이토

시오리에 대해 일본미디어는 그저이 사건을 가십거리로 보도했고, 그 이후더이상의 실명 공

개피해자가등장하지 않았다는사실이나(임지선, 2018.10.13.), 2016년한국의트위터를중심

으로 등장했던 ‘#00계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비교해본다면, 한국의 미투 운동에서 전통적인

미디어가 발휘한 영향력을 가늠해볼수 있다. 단일한 하나의플랫폼이 아닌여러종류의플랫폼

과 미디어 간의 상호작용안에서 발생하고확산하는 최근 한국의페미니즘운동의경향(김해원·

박동숙·이재원·정사강·강혜원·백지연, 2018)이미투운동에서도발견된셈이다.

그러나 얼굴을 드러낸피해자들의 등장과 뉴스 미디어가 국내외의페미니즘운동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많은 연구들이 지적해온 기존의 성범죄 보도 관행과 피해자다움의

재생산의 구조를 바꾼것인지는논의의 여지가 있다. 또한, 얼굴 드러내기가 반드시 피해자의 주

체화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얼굴을감추었다고 주체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성범죄 가시화

와 개인들이 미디어에 가시화 되는 것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별개이며오히려 후자가 전자를방

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Zarkove &Davis, 2018). 피해자들이방송에 등장한 것은앞서살

펴본페미니즘운동의대중화와가시화라는 가능성으로연결되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 뉴

스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행으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최이숙·김은진,

2019a). 어쩌면얼굴을 공개한 피해자들은 상업적인 뉴스 미디어가 오랜기간 관심을 가져왔던

성폭력이라는 주제(Carter, 1998; Kitzinger, 2004; Soothill & Walby, 1991)의 신선한

버전(하지만 여전히 선정적일 수 있는 소재)이었을 뿐, 사실상 기존의 보도방식과 다르지 않다

고볼수도 있다. 기존 연구는 JTBC 뉴스룸의 인터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기존 성폭력 보도

의 한계인 “사실입증에 치우진경향, 사건에 대한 선정적 접근, 구조적 접근의 부재”(최이숙·김

은진, 2019a, 86쪽)를벗어나지못한다고 설명했다.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안희정 사건보

도 내의프레임을중점적으로 다룬전가영과 유세경의 연구(2020)역시, 미투 운동의초반에 비

해보도량이 점점줄어들고개인에게책임을돌리는프레임이두드러졌다고말한다. 이와더불어

서, 언론을 통한 주체적출현이 반드시 실명으로 얼굴을 드러내야확보되는 것처럼여겨지는 것

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논의역시 존재한다. '얼굴을 드러내야진짜미투'라는새로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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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움과잣대가 만들어지고, 얼굴을 공개한 피해자가감당해야 할 2차피해외에도, 영향력이

큰뉴스방송에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곧미투라는 인식을낳는 부작

용역시 나타나는식이다(김수아, 2018). 이와 같은논의는 국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권력을

가진여성들이 미투의중심이 되는 동안, 유색인, 스트리퍼, 장애인, 트랜스젠더등특정한종류

의집단이배제되고 신경쓸필요가없는사람들,덜존중받을만하고,덜믿을만한사람들로 간

주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기도 하였다(Flores, 2018; Strike, 2018; Zarkov & Davis,

2018).

3. 연구문제및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본연구는 기존논의에기반하여, 언론의성범죄재현에서 피해자를시각화하는방식을살펴보았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자다움과 수동성에 대한 재현이 어떠한방식으로 나타나는

지, 그리고 미투 인터뷰에서의 피해자들의 주체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해 보고자 했다. 이

를위해,본연구는크게세가지연구문제를설정했다.

연구 문제 1. 성범죄보도의피해자재현중피해자의얼굴이나타나지않는경우, 피해자들의신

체이미지는어떤방식으로재현되고있는가?

연구 문제 2. 성범죄보도의익명화된피해자인터뷰에서, 인터뷰이들의신체이미지는어떤방식

으로재현되고있는가?

연구 문제 3. 이름과얼굴을공개한미투피해자들은인터뷰에서어떤표정과모습을보이고있으

며,이들은어떤방식으로재현되고있는가?

2)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연구자료는 2018년1월29일부터2020년 11월 30일까지 JTBC 뉴스룸을통해방송된성범죄

뉴스중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포함된 보도이다. 성범죄 관련 보도에서부터 피해자 다수의 인

터뷰가방송된 미디어로는JTBC 뉴스룸이유일하기에 JTBC 뉴스룸을분석대상으로삼았으며,

미투와 관련된 매체의 상징성역시 고려하였다. 또한,본연구의 관심이 피해자의 얼굴이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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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그렇지 않은 보도의 재현을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인 만큼, 뉴스 영상의촬영과 보도 관습

이 다를 수 있는 여러 개의방송사를 포함하는 것 보다 하나의방송사의 대표 뉴스프로그램을

선택하는것이더적절하다고판단했다.

성범죄 피해자 신체 이미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본인에 관한 보도중신체의 사물이나모습을 보여주는 보도’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해당이미지에는 보도의 일부로서 등장하는 피해자 재현 그림이미지부터 실제 피해자의

얼굴과표정이 등장하는인터뷰까지포함된다. 피해자는법적으로 ‘피해자’로인정받은경우가아

니라 ‘피해자로보도된사람’으로정의된다.따라서, 보도당시재판이진행중인 인물들, 일본성

노예 피해자를 비롯하여베트남전쟁성폭행 피해 여성 등외국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범죄역

시법적기준에따라처벌받은경우로만한정하지않았다.

일차적인 뉴스 영상의 수집은 ‘JTBC’, ‘뉴스룸’, ‘성범죄/성희롱/성폭력/성추행/성폭행’,

‘피해자’ 키워드를 함께검색하는방식으로 JTBC 유튜브채널검색을 이용해진행했다. 추가적

으로, ‘JTBC’, ‘뉴스룸’, ‘인터뷰’, ‘미투’를 검색하였다. 이들중피해자가 재현되지 않은 보도를

제외하면 2018년 보도된 34건, 2019년 21건, 2020년 90건으로, 총 145건의 뉴스가 도출되었

는데, 이중에서 뉴스보도가피해자가아닌가해자인경우를 제외하여최종 55건의뉴스와인터

뷰를분석대상으로삼았다(<부록I>참조).

(2) 자료처리및분석방법

OpenCV를 이용한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파이썬코드를 작성하여분석 자료영상에

서 3,342개의키프레임(key frames)을 추출하였다. 여기서키프레임이란, 영상 인코딩에서 내

부프레임압축을 위해쓰이는 I-frame으로, 단순히앞장면프레임과뒷장면프레임의차이

정보만을 기록하는 ‘P-Frame’, 또는 ‘B-Frame’과달리 그 자체로 해당장면의모든이미지 정

보를 가지고 있는프레임을 의미한다. 직관적으로말하자면, 장면전환이 크게 일어나서앞장면

과뒷장면의차이만으로 이미지를 재생할 수 없고,새로운 이미지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만 해당장면을 재생할 수 있는, 변화의진폭이 상대적으로큰장면전환을 의미한다. 컴퓨터 비

전에서특정한 장면의색상분포와같은 정보가특정한임계점이상변화하여장면이변화하였음

을인식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분석 대상은 추출된키프레임을 통해 사람이나 신체가 나타나는 그래픽이나, 신체 일부 또

는 얼굴이 등장한 장면으로, 얼굴이 등장한 장면을 포함해, 손이나 다리 등 피해자의 신체 일부

만 등장한경우, 피해자의 전신이 일러스트로 그려진경우, 뒷모습상반신이노출된경우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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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이 된키프레임은 연구자들이 검토하여, 각장면에 대한분류

작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첫번째및두번째연구문제에답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도를 통

해 재현되는 피해자들, 또는 보도에 사용되는 화면들에서특정 피해자나 관련집단으로 간주될

수있는사람이구성될때어떠한이미지구성물로나타나는지를보고하고자하였다.

구체적인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화면구성중에서도특히 피해자의 신체가 재현되는방식

에대한 구분이필요하였으나, 여성 피해자의신체가이미지로서 재현되는방식을구체적으로분

류한 연구를찾아보기 어려워,먼저본연구만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였다.우선적으로, 피해자

의 실명및얼굴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직접 등장한경우와 간접적으로 재현된경우를

구분했다. 그 다음, 간접적인 재현중실제 인간의모습이 등장한경우와 가상물(Illustration)

이 등장한 형태를 구분했다.마지막으로, 신체가 그려진경우(Body Part), 그림자로 표현된경

우(Shadow), 고개숙인 형태(Head-down)로 표현된경우등 세 가지의방식을 온라인 뉴스를

살펴본기존 연구로부터차용하여, 가상물을 통한 피해자 재현을 구분했다. 사람의모습의경우

는뒷모습과손, 다리 등의 신체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기준은 선행 연구의특정한 기준

에따른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자료를살피면서귀납적으로 도출된 것이지만, 분석 대상들에

나타난모든재현방식을반영하고망라할수있는방식이다.

세번째연구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얼굴이 드러났으나 일부분이 가려지거나 크기가 작아

감정분석이 어려운 프레임들을 제외하고총 1,104개의 프레임에 대한감정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은분노(angry), 경멸(contempt), 역겨움(disgusted), 행복(happy), 슬픔(sad), 중립

(neutral), 놀라움(surprise), 두려움(fear) 등 8개의감정 수치를 0에서 1 사이의 강도로 나

타내는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의감정분석API서비스 ‘아저(AZURE)’를활용하여수행

하였다. 아저를 통한 기존 연구의경우해당프레임에 나타난 인물의감정을 추출하여 이를 적용

한 선행연구와마찬가지의방식을활용했다(김윤환·길우영·이종혁,2017; 최윤정·정유진·윤호영·

김민정·김나영·첸루·신주연·이주희·김나영·여은·강제원, 2020).

4. 분석결과

1) 간접적인 피해자 재현

피해자로 상징되는 신체가 등장했으나 실제 피해자의 얼굴이나몸이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간접적인방식의 재현을살펴보기위하여, 인물이나타난경우이나직접적인피해자가아닌방식

의간접적인형태로피해자를드러낸경우를 <Table 1>에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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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관련여성에대한자료화면과고개숙인가상피해자표현방식

가상물로 표현된경우의종합수치를배제하고살펴보면, 가장 비율이높은 재현방식은 사건과

관계없는 여성의 이미지를흐리게 처리하여 자료화면으로 가져다쓴경우였다. 그다음으로 고개

숙인 형태의 사진이나 그림등의 가상물이,뒷모습이 표현된 자료화면이많이 등장했다. 세번째

로 비율이높은 것은 가상물로 신체나 그림자로 표현한 것이었다. 현재 수치상 해당비율이 적은

것으로생각될 수 있으나, 인터뷰나 증언을완전히배제한 사례들을 보면이들의 비율은 전체 사

례의각각 52.9%, 41.2%등 매우높은비율을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 간접적인 재현

에서증언외에가장빈번하게동원되는방식은보도되는피해사례와 관계없는여성의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자료화면을 통해뒷모습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조적인 화면으로서

고개를숙인모습의피해여성이재현되었다.

이와같은재현방식은피해여성에대한수동성과사회적고립을강조하고, 일반여성전반

을잠재적인피해자집단으로대상화하는데사용되고있다. <Figure 1>에제시된사례화면들을

보면, 문단의 성폭력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 위한앵커의

소개 장면에서 보도의 내용은 ‘문학계 성폭력 고발이확산되면서징계위원회가꾸려졌지만, 아직

징계를받은사람은없고,징계대상자들대다수가제명당하기전에단체를탈퇴했다’는내용이다.

Category Cases

Percent

vs Total
dataset*

In reports without
face angle**

In reports without
direct statements

by victims***

Artificial
Illustrations
가상물

Overall 11 22.4% 29.7% 64.7%

Body 5 10.2% 13.5% 29.4%

Shadow 5 10.2% 13.5% 29.4%

Head-Down 7 14.3% 18.9% 41.2%

Database
Pictures &
Photos
자료화면

Back View 7 14.3% 18.9% 41.2%
Hands 3 6.1% 8.1% 17.6%
Legs 2 4.1% 5.4% 11.8%
Female
appearance

irrelevant to the
reporting
content

9 18.4% 24.3% 52.9%

* excluding six studio real-name interview (direct interview)
** excluding 18 reports without face angel
*** excluding 38 reports without victim statements (either real-name or anonymous interview)

Table 1. Indirect Representation of the Victims (Artificial Illustrations & Database Pictures and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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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프레임은 기사의 내용인 ‘문단의 불충분한징계’에 대한직접적인 강조라기보다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성을 보여준다든가, 피해자의취약성과 수동성을 강조하는 그래픽으로 표

현되어 있다. ‘지자체 공무원 피해경험사례에 사건의 관계 여부를모르는 여성들이벤치에앉아

있는모습, 불법촬영 가해자 유형에 대한 도표에길거리를 다니는 불특정한 여성들이 표현되는

등, 보도맥락과관계없이여성들이대상화된피해자로표현된것을알수있다.

더불어, 피해자로보이는 여성이얼굴을 가리고 고개를숙인 형태로자신의몸을감싼형태

로 재현되었는데, 이들의 신체는 움츠러드는 것, 감추어야하는 대상, 당당히 드러낼수 없는 신

체로 표현된다. 특히, 이처럼고개를숙인 가상물의 형태에서는 피해자들이 어두운 공간에혼자

존재하고,롱샷과 하이앵글을 통해 화면이 구성되었으며, 화면의 오른쪽에배치되는 등의방식

을 통해 어둡고허전한 공간 한 구석에홀로덩그러니놓여있는 것처럼표현되었다. 고개숙인

가상물을 통한 피해자 재현에서흥미로운 점은, 뉴스 보도의 내용이 가해자나 사건에 대한 내용

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것으로 화면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를

잘드러내는 것은 오른쪽아래성폭력 피해자에게합의를종용하며가해자를때리게 해주겠다는

수사관에 대한 보도이다. 여기서문제는 수사관의 행위이며수사관을중심으로 보도되어야 하지

만 피해자의모습을 오히려 강조하는 내용으로 그림이 보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그림은

JTBC저녁뉴스룸 뿐만 아니라 그 전 시간대의저녁뉴스에서도 반복적으로활용되어, 이와 같

은 시각적 재현이 일회성이 아님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재현방식은앞서 기존 연구에서 제

시하였던 여성 신체의 취약성 강조, 수동적인 존재로의 보도(김훈순, 2004; Greer, 2003;

Harper &Hogue, 2015)가 재현된모습일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범죄 내용에 대한 뉴스가

가해자가 아닌피해자를중심으로 구성되거나 뉴스의핵심을벗어나 여성의 신체만을 대상화하

는보도(Cuklanz, 2020)의전형적인모습이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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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상물로신체를드러내는방식

가상물로 신체를 재현하는 보도에서 주요하게 쓰인 방법은 그림자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Figure 2>에 사례를 제시했다. 이러한 그림자를 통한 재현방식은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

이 보여주면서 피해 여성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 가해자가 가해를 하는 장면, 또는두사람이 함

께등장하는 정지 화면으로묘사되었다. 이러한 재현방식은 적극적인저항을펼치지 않는 여성

(a) Database Female Photo
Irrelevant to News Contents

(b) Crouching and Head-Down
Artificial Illustrations

<Hushing Out Disciplinary Actions
in Literary Field>

<Hushing Out Disciplinary Actions
in Literary Field>

<11%Local Gov’t Officers had experienced
Sexual violence>

<11-year-old Sexual Violence Victim:
10 years aftermath-nightmare>

<Three out of Four:
Acquaintance Attacker>

<“I will let you beat him”:
Non-sense Crime Investigator>

*<> indicates the title of news report

Figure 1. Database photos irrelevant to news contents & head-down illu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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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모습을 은연중에보여주는재현방식으로서, ‘피해자다움’ 여성으로비추어지는방식의사용으

로볼수 있다.앞서살펴보았던 비관련 여성의 재현에서처럼, 가상물로 신체를 드러내는방식에

서도 뉴스의 보도 내용과직접적인 관련이 없는경우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n번방방지법

피해아동 보호법에대해국회가답해야 한다는보도에서있는남성과 여성을그림자로표현한다

든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는 내용의 보도에 범죄 상황을묘사

하는정적인 그림자를보여주는식이다. 실제피해자의진술이 이루어지는경우에도피해자를 어

둡게 표현하면서 그림자 지워진경우도 있었다. 이는익명화된 상태로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진

술하는상황을 매우어두운것으로 그려내면서,당당하지못하고 수동적인존재로피해자를 표현

하는화면으로볼수있다.

③자료화면으로신체일부만보여주는방식

이경우는 매우특이한 상황이라볼수 있는데, 해당뉴스 보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자료화면으로

여성을 표현하면서손이나 다리와 같은 신체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보도에서 다루는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성을 피동적 존재로각인시키는 상황으로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Figure 3>을 보면 ‘돈목적이 아니었다는문형욱’ 보도 장면등에서는 가해자의 시점에서 범죄

<Sex Violence Victims Shouting out for Help Ignored by Supporting organizations>

<Legislation Law for prohibiting RoomNo. N> <No! 207 times but ignored>

Figure 2. Dark shadow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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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될 수 있는청소년들의 다리를 바라보는 시점, 불법촬영을 하는 가해자의 시점숏이 재현

되기도 했다. 하지만본래뉴스의 내용은 성범죄 피해자 50여명이진술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결과적으로 관련 없는 여성의 다리를 자료화면으로 표현하거나, 법안 처리와 관련되어서 전화하

는여성의손을화면에내비친다든지하는 것은시청자들로하여금일반적인 여성들을범죄의잠

재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해자의 시점에 이입하도록만들고, 피사체를 대상화 시킨다는

기존논의와 일치한다(예. Rakow&Kranich, 1991; 1994). 보도 내용과의 연관성을갖추기

위한손이나 다리 등의 신체 일부를활용하는 것으로볼수 있는경우도 있으나(예를 들어, 쇼트

트랙심석희 선수 보도 시 스케이트화면, 또는문단관련 뉴스에서볼펜을쥐고 무엇인가쓰는

모습등), 이경우도직접적인 뉴스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굳이 여성의 신체를 드러

내는모습이자료화면으로등장할이유가그리크지않은사례라하겠다.

정리하면,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도에서 피해자의 얼굴 공개및익명화 여부와는 관계

없이, 피해자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간접적인방식의 보도에서 여성에 대한 대상화, 피해자다움

에 대한 정적인 이미지 표현 등이 관찰되었다.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과의 관련성이떨어지는 자

료화면, 고개 숙인모습으로 전면에 등장하는 피해자모습의 상징, 가상물로 표현되는 피동성,

<“Money was not the goal”> <ShimSeokhui, After 1 years>

<Hushing Out Disciplinary Actions
in Literary Field>

<Law for prohibiting RoomNo. N>

Figure 3. Female body parts: Hands & L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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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일부를 자료화면으로 표현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강조하는모습등이빈번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수있었다.

그렇다면이와 같은 장면들은 피해자가 등장하지 않았기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가? 아니

면성범죄 피해자를다루는모든보도에서 일관되게나타나는재현방식인가?이에대한답을익

명화된피해자인터뷰가뉴스에재현되는방식을통해알아보도록하자.

2) 성폭력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피해자를 보여주는 장면 프레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피해자는 크게 ‘얼굴을 드러내고 증언하는경우’와 ‘얼굴을감추고

익명화된 형태로 증언’하는두가지의경우로 나뉘었다. <Table 2>에 제시된 것처럼, 익명화된

피해자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정면이 아닌뒷모습으로 인터뷰하는 하는방식

으로시각화되었다.익명의피해자의얼굴이화면에정면으로등장하는경우는 <Figure 4>의왼

쪽최하단에 제시된 것처럼코로나 사태로 인해 화상으로마스크를쓴채비대면인터뷰를 했거

나, 이미잘알려진오래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자기방어로 유죄를받았던판결에 대해 재

심을청구하여최근다시무죄판결을받은경우등특수한사례에제한적으로적용되었다.

이처럼익명의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가 주로 피해자의뒷모습을중심으로 재현된다는 것이

피해 여성에 대한 대상화나 타자화 등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촬

영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촬영한다는 사실에 부담을느낄수 있고, 앞모습에 대한촬영을 원

하지 않는 등 신체 공개와촬영에 대한 사전 조율이 있을 수 있기때문이다. 다만, 인터뷰 한 내

용에 대해 전언을 하는 장면에서 피해자의 실제 신체가 아예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피해자의뒷모습을고수하여보도하는것을관찰할수있었다.

Category Frequency Category Frequency

Exclusive Open Studio
Interview

6
Anonymous Victim:
Front Viewof Face

6

Real-Name Victim
Face Revelation*

12
Anonymous Victim:
Back Shot View

20

Real-Name Victim
Whole Body

5
Anonymous Victim:
Body (mainly, hands)

9

* Excluding Studio Exclusive Interview.

Table 2. Reporting Victi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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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같은 보도 내에서 피해자의뒷모습을 보여주는 장면과 고개숙인 가상의 구성

물이 함께재현되는경우는 0.28(p<.05)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즉, 익명

화된피해자가 증언을하는뒷모습이나온 보도에는고개숙인가상의 구성물이동시에등장하는

경우가많았다는 것이다. 이는익명 피해자의뒷모습만으로는뉴스가 의도적으로, 혹은무의식적

으로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을강조한다고볼수없으나, 인터뷰에 응하는피해자의의사나 피해자

보호라는목적과는 관련없이활용되는가상물중수동성이강하게나타나는 재현물이함께등장

한다는점은흥미롭다하겠다.

뒷모습장면과더불어 피해자의손을클로즈업하는 장면또한익명의 피해자 인터뷰 장면

에서 관찰되었다. 한 가지특이한 점은, 손장면이 피해자에 대한익명성 보장을 위해 등장한다

<Sexual Harrassment in Prosecutor’s Office> <Inside Sex Violence Report>

<Weene Lee: Autographic Novel on Sexual
Violence>

<Permanent Damage>

< Witnesses: Lost a Job> <Victimof Sex Crime: Caregiver>

Figure 4. Image Difference: Real-name Public Interviews vs Anonymous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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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얼굴과 이름을모두공개한 <Figure 5>의왼쪽상단의

예처럼피해자의손을클로즈업한 장면이 동일하게 나타났기때문이다.따라서,손을 비추는 장

면의활용이 인터뷰이의익명성때문인지의 여부와, 이러한 재현방식이 성범죄 피해자 보도에

국한된것인지는추후검증해야할영역으로사료된다.

지금까지의분석을살펴보면,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도에서익명화된 인터뷰는뒷모습

과손이미지의사용으로요약되었다. 비록이러한신체 이미지의활용이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이

나 대상화 등을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장면으로 여겨질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증언

장면을 보도할때, 가상물의활용이 수반되는경우가종종발견되고, 이때앞선분석에서본것

과 같이 사람의 신체가 아닌가상물에서 이러한 점이 나타나는 것은직접적인 증언자가 아닌가

상물을통한보도방식의유형을보여준다하겠다.

<Another victim’s MeToo in themovie field> <After MeToo : Turned Down Truth>

<Sexual assault for 7 years> <Sexual crimes using Fandom>

Figure 5. Using hands Vis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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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얼굴 공개 피해자들에 관한 사항

①실명얼굴공개피해자를보여주는방식

분석 기간 내의보도에서 실제얼굴과 실명이 재현된 피해자들은 <Figure 6>에제시된10명이었

다.1) 20대부터 70대까지 걸쳐있는 해당인물들은, 앞서살펴본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피해자

재현에서와는달리 다양한종류의 동적인 포즈와 제스처를취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 재현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나 재현 관행을 발현하기 어려웠다. <Figure 6>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인터뷰를 하는모습뿐만 아니라직장에서 일을 하는모습, 학생운동을 하다가 연행되는모습, 스

케이트를타는모습, 법원에고소장을제출하는모습등의다양한형태를발견할수있었다.

특히 이러한 재현에서는 피해자들이 주로밝고 공적인 공간에 위치한 상황으로 보도되는 점

이흥미롭다. 인터뷰를 위해 자리한방송국의 스튜디오 이외에도, 빙상경기장, 거리, 작업실, 법

원앞등이배경으로 등장했으며, 가상물로 재현된 피해자 이미지와는달리, 혼자 있거나 가해자

와단둘이 함께있는 것으로묘사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는앵커나 기자, 도움을 주는 법정

대리인, 시민단체 지원인 등과 함께존재했다. 이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분이클로즈업샷으로 부

분적으로 등장하기보다는앞모습및옆모습의 전신이 보이거나, 상반신 위가 보이는 바스트샷

이 주를 이뤘다. 화면구성에 있어서는, 화면중간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화면의왼쪽이

1) 피해자의 이름을 다시 호명하기보다 일반적인 서술각자의 상황을 <Figure 7>에 표기하였다. 표정분석에서는 어쩔
수없이해당피해자들의이름을거명할것이나, 되도록특정인에대한사항을강조하지않고자한다.

N =55

Anonymo
us

Victim:
Back Shot

Victim
Hands

Database Illustration

Back Shot Hands Shadow Body
Head-Do

wn

VictimHands .10

DB backshot -.06 -.13

DB hands -.02 -.08 .15
Illusration
Shadow

-.11 -.11 .26a .20

Illusration Body .02 -.11 .07 .48*** .12

Illustration
Head-Down

.28* -.13 .02 .39*** -.12 .45***

Irrelevant DB
Female Photo

-.23 -.15 .27* .11 .03 .20 .13

a. p< .10 * p< .05 ** p<.01 *** p<.001

Table 3. Correlation: Reporting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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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른쪽으로치우칠경우에도다른대상들에비해상대적으로작은크기로재현되지않는등일

반적인뉴스보도의사진과크게다르지않게존재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EVictim in Prosecutor’s Office Sexual Torture Victim

Victim in Literaray Field Victim in Cultural Field

Victim inMovie Field Victim in Governor Office

Victim in Sport Field Autographic Sex Violence Novel Author

Victim in VietnamWar Sex Crime YouTube Creator Victim

Figure 6. Victim reporting style: Real-name Intervie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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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얼굴을공개한피해자의표정분석

다음으로살펴볼것은 얼굴을 드러낸피해자 10명에 대한감정분석을 실시한결과이다. 슬픔이

가장많이나타난두피해자를제외하고, 피해자들에게서가장두드러진표정감정은‘중립’ 감정이

었다(<Tabel 4>). 대부분의얼굴및실명공개피해자들이공개적인자리에나타나고이들의얼굴

이 화면에 재현됐을때, 이들이 보여준표정은감정이배제된, 혹은 드러나지 않는중립적인 것이

었다. 이처럼감정을배제하는모습이 주체성 발현으로 여기는 것은논리적인 비약이 될 수 있으

나, 적어도 그동안 뉴스 미디어에서 재현되어 오던 ‘피해자다움’의 이미지에맞는 연약하고슬프며

감정을통제못하는모습보다는중립적이고통제된모습을보여준것으로여길수있을것이다.

감정 표현의분포를 통해각감정간 상대적인 거리를 다차원척도 그래프로측정하여 그린

결과가 <Figure 7>에 나타나 있다. 중립감정은 다른감정과는완전히분리된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볼수 있다. 흔히 ‘피해자다운’ 감정으로 여겨지는분노와슬픔의 위치가 가

까운 것이특징적인데, 실제 얼굴을 공개해 표정을읽을 수 있던 피해자들은 이러한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상특이한 것은 ‘행복’ 감정 표현인데, 이는 해당감정을 표

　 Anger Contempt Disgust Fear
Happi
ness

Neutral Sadness Surprise S.D

Ms. Seo
서지현

0.00 0.10 0.00 0.00 2.43 95.34 0.89 1.19 33.49

Ms. Kwon
권인숙

0.01 0.02 0.01 0.00 8.86 89.60 0.24 1.21 31.30

Ms. Choi
최영미

0.05 0.68 0.20 0.20 15.28 53.54 5.37 24.64 18.85

Ms. Tak
탁수정

0.03 0.07 0.06 0.04 8.50 86.53 3.18 1.50 30.06

Ms. Um
엄지영

0.03 0.35 0.03 0.26 11.25 49.04 38.12 0.87 19.77

Ms. Kim
김지은

0.23 0.58 0.02 0.04 5.63 25.42 67.79 0.43 23.97

Ms. Shim
심석희

0.11 0.09 0.03 0.03 7.84 87.06 2.81 1.97 30.25

Ms. Lee
위니리

0.05 2.18 0.10 1.26 4.14 66.55 2.50 22.29 23.08

Ms.
Pamtihein
팜티하인

0.14 7.04 0.36 0.43 21.43 41.69 25.55 3.32 15.41

Ms. Yang
양예원

0.30 1.64 0.50 0.32 10.09 39.82 47.22 0.05 19.54

Total
전체

0.05 0.83 0.14 0.19 9.64 60.46 21.15 8.02 20.70

Table 4. Result: Facial Emotion Dete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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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당사자의감정 표현이 상대적으로 고르게분포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Table 4>를

보면, 행복감정 표현의 비율이높은팜티하인, 최영미, 엄지영 등은감정 표현 비율의 표준편차

가 가장낮은 사람들로, 상대적인감정 표현의쏠림현상이 전체 표준편차평균이하인 사람들임

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볼때, 실명으로 얼굴을 공개한 피해자들의모습은 전형적인 피해자

다움의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볼수 있다. 이들은 통제된모습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을 재현하는방식또한 통상적으로 피해자를 재현하는방식, 앞서살펴본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을 재현하는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표정을 통해 다른감정 표현과

완전히 구별된모습을 보이고자노력하였다고볼수 있다. 이러한모습은 이들이 화면을 대하는

모습이 통상적인 피해자를 그린보도의모습과 다른 주체적모습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동방식

을보였다고평가할수있다.

6. 결론및논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뉴스 미디어에출연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피해 사실을말하는모

습이 “미투 운동의혁명성을말해주는 미학적인 상징”(이희은, 2018, P. 131)이 된 상황에서,본

연구는 이와 같은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 미디어 내 미

Figure 7. MDS: Relative distance between Facial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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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운동의 대중성과 가시성이 정의를 위한 것이었는지 혹은 그저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룬것인지,

이것이 성차별에 대한논의의 연장이었는지 혹은 그저잘팔리는 소재로서의 성에 대한 이야기인

지, 결론적으로 성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낯선 재현이진정한변화였는지(Gill &Shani, 2018)

를파악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지현 검사의첫인터뷰 이후 JTBC 뉴스룸을 통해 재현된,

얼굴을공개한피해자들과여전히익명으로남아있는피해자들에대한시각이미지를분석했다.

분석결과에따르면,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논의되어 온 ‘뉴스 미디어의 기존의 관행으로

인한제약’(전가영·유세경, 2020; 최이숙·김은진, 2019a)은얼굴과이름을드러낸피해자재현에

비해, 얼굴을 가리거나 신체 전부를 등장시키지 않은 피해자 재현에서더강하게 작용하고 있었

다. 실명으로모습을 드러낸피해자 재현에 대한본연구의분석결과는, JTBC를 포함해 미투

초기에 보도된 피해자 인터뷰를분석한 최이숙과 김은진(2019a, 2019b)의 연구중영상에 대한

분석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기도 하였다. 가령, 이들은 인터뷰 영상에서 피해자다움이 표현되

었으나, 전반적으로 인터뷰이를 드라마틱하게보여주는클로즈업이나눈물/울먹임영상의 비중은

크게높지는 않았고,앵커를 비추는 오버헬드숏을통한 공감의 반응 이끌기, 투숏을통한대등한

장면구성, 권위를 지닌인물로 재현하는방식등을 통해 ‘고통속에서 제대로말을잇지못하는’

전형적인피해자상에서벗어난재현을했다고분석한바있는데,본연구의인터뷰이표정분석에

서도 ‘중립’ 표정이 가장많은 것을찾아볼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피

해자 재현의경우, 그동안 수많은텍스트및보도프레임분석에서 지적해왔던, 전형적인 피해자

재현을 재확인할 수 있어서, 미투 이전의 성범죄 보도 연구들이 비판해왔던 여성의 대상화, 객체

화, 피해자다움에대한강조등의방정식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모습을보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설명하자면,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체가직접 등장하지 않거나

등장하더라도 얼굴은 가려진채익명화된 상태로 등장할경우와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등장할

경우의 재현에서 다음과 같은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도에서는

불필요한 자료화면과 가상으로 재현된 여성 피해자의모습은 대상화되고 수동적 존재로서의 ‘피

해자다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고개숙인 피해자를 재현하는 화면이빈번히 등장했는데, 이러한

재현은 보도의 내용이나 소재와 무관하게 표상되었으며, 따라서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미지 관념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고볼수 있다. 또한, 실제 뉴스 보도 내용과 상관없는 자

료화면을활용하면서, 그 안에 등장하는 불특정한 여성들을흐리게 처리하거나흑백으로 처리하

는 등 범죄와 무관한 여성을 대상화된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둘째,익명 피해자 보도에서는

가상물로 신체를 재현하는 장면이 동반되었는데, 이때가상물들은 전형적으로 수동적 피해자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다. 익명의 피해자 증언을 보도할때가상물이나 그림등으로 증언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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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는 시각적 재현을 동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익명을 통한 증언이 피해자들의 수동성이

나 피해자다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가상물들은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의

수동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피해자 재현의경우, 상대적으로

동적인모습이더많이 나타났고, 피해자들역시 대개중립적인 표정으로 증언을 하였다. 신체가

등장했으나익명 처리된 피해자를 보여주는방식과는달리, 실명의 증언자가 등장하는 보도에서

는가상물이등장하지않았다.

새로운경향의 피해 사실 고백이갖는 의미와 가능성을파악해보고자 했던본연구의 목적

과관련해, 얼굴을드러내는피해자들이 등장한이후에도뉴스 미디어를통해수동적 피해자상이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무엇을말해주는가?먼저, 이것은 뉴스 미디어가 성범죄

보도와 피해자 재현에 있어서 기계적중립성을 지키고 전통적인객관주의를 고수하느라 바람직

한 피해자 상을 재현하지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특정한종류의 피해자 상을 가능한익숙한방

식으로적극적으로 구성해내고있음을보여준다.특히이경향은 그림자나일러스트등 피해자의

실제신체가 등장하지않고미디어가피해자의 신체를완전히재구성해낼수 있는상황에서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결과는많은 선행연구들이지적해왔듯, 기존의수동적 ‘피해자다움’을재생산

한다는 점에서도문제이지만, 또 다른종류의잣대를 만들어낼수 있다는 점역시 고려해야한다.

얼굴을 드러낸경우와 그렇지 않은경우의 재현차이가 피해 사실 고백의진정성을판단하는잣

대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져, 얼굴을 공개한 채 이뤄지는 범죄 피해 사실의 고백만이 진실한

것, 떳떳한 것으로 비춰질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능성은 얼굴을 공개한 피해자의경우성

범죄 가해자측이 유명인이거나권력을 가진인물인경우이거나, 얼굴을 공개한 피해자본인의

사회적 지위가높거나 인지도가 있는경우가 다수인 상황과 미투 발화자의 상징자본에따른 발

화의차별이 존재했다는 연구(김예란, 2018)를떠올려볼때, 성범죄 보도의 과정에서더욱심

각하게고려되어야할것이다.

어떤피해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수사를 요청한다면사건이덮이거나죽임을당할 수

도 있다는생각에 얼굴을 공개를결심하고(김지은, 2020), 또 다른 피해자들은 얼굴을 가릴수

밖에 없다. 각자의 이유로 얼굴 드러내기를 원하는 피해자도 있을 것이고,익명화를 선택하는 피

해자도있을 것이다. 뉴스의성범죄 재현이피해자를특정하게묘사하며남자들의공감이나 동정

심이라 불릴수 있는 ‘himpathy’를 만들어내는 이야기(Manne, 2018), ‘성(sex)’에 대한 이야

기(Boyle, 2019)에서벗어나려면, 피해자집단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한종류

의 피해경험이 과잉대표 되어서도 안 되며,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 있는 혼합되고 다층적인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권김현영, 2018; Schne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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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4월 7일 MBC의 ‘PD수첩’에출연한 한 인터뷰이는 “고발자들

은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활동가, 싸웠던 사람, 저항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길원한다는 목소

리를전달하기도했다.

본연구의 주요한 한계중하나는분석 자료가특정방송사 한곳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앞으로더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현된 시각이미지에 대한분석,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이미지분석 또한 실시될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연구가 JTBC 뉴스룸 보도를분석 대

상으로선택한 것은얼굴을공개한피해자들에 대한실명인터뷰를진행한 거의유일한프로그램

이었고, 따라서 피해자 재현에 대한 비교가 가능했기 때문이지, 본 논문에서 지적된 사항을

JTBC가 가장많이 가졌기때문이라고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JTBC 뉴스룸은 한국 미투

운동의시작점에서많은이들이실명인터뷰를 할수있도록자리를마련해준프로그램이라는점

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계로본연구가 시각이미지에집중한탓에, 언어적인

보도의 내용을 함께분석하지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미투 이후 성범죄 피해자의 시각

이미지 재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연구의결과가 언어텍스트를중심으로진행되

어온 연구들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생각한다.마지막으로, 뉴스 제작환경이 어떻게 시각적 재현

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향후 연구해야 할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시

각적 재현물의 선택과 자료화면의 선택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과방식, 내부 구성원들의 장면

선택범위와 선택과정에서의 재량권등을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뉴스의

프레임과 같이 뉴스 가치에 대한판단을중심으로 뉴스 제작환경을 이해했으나, 뉴스가 정해진

다음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표현물에 대한 선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연구가 극히 적

음으로이에관한연구가절실하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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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 분석에사용된뉴스보도목록

뉴스제목 년도 월 일 키프레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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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단성폭력징계'흐지부지'…피해자역고소당하기도 2018 2 7 55

4 탁수정문화예술계'미투' 활동가(인터뷰) 2018 2 7 102

5 서지현검사폭로이후'2차피해' 조사…"근원지추적" 2018 2 10 18

6 피해자들에게각인된'그날의악몽'…성폭력트라우마 2018 2 14 23

7 천주교서도'미투'…신부가신자상대'지속적성폭력' 파문 2018 2 24 27

8 의혹부인' 입장냈지만…오달수에성폭행도당해 2018 2 26 45

9 부인하는오달수…또다른성추행피해자실명'미투' 2018 2 27 30

10 "오달수씨에게성추행당했다" 연극배우엄지영(인터뷰) 2018 2 27 230

11 "당신잘못이아니에요" 이윤택사건피해자들눈물회견 2018 3 5 70

12 "안희정지사성폭력" 폭로…김지은충남도정무비서(인터뷰) 2018 3 5 224

13 성락교회신도들'성폭력보고서'엔…100명중6명피해 2018 3 6 26

14 김지은씨가SOS친 '그선배' 실명고백…_죄책감에나섰다 2018 3 6 33

15 서지현검사측, 검찰에 '수사촉구' 의견서제출 2018 3 6 6

16 "성폭력만연했다" '안희정캠프' 사람들이말하는실상은… 2018 3 8 51

17 성폭력피해자전소설'위니리 "가끔은나쁜일이알아서생깁니다" 2018 3 25 48

18 목사의말 '절대적'이었던피해자들…"신의지시라고강요" 2018 4 10 24

19 "이재록, 성폭행뒤매번돈봉투줘"…'입막음용' 의심 2018 4 11 177

20 이재록성폭력' 경찰수사…'오랜시간, 상습적'판단 2018 4 11 78

21 이재록성폭력' 피해자점점늘어나30년전에도… 2018 4 12 29

22 이재록유리하게거짓진술…나도성폭행피해자자수 2018 5 17 25

23 지자체공무원11%성폭력피해…신고는4%도안돼 2018 6 17 26

24 특수학교교사성폭행의혹…가족자는텐트옆에서도 2018 7 12 27

25 가해자때리게해줄게성폭행합의종용…황당한수사관 2018 8 13 29

26 마을주민에'성폭행피해' 소녀, 10년후…반복된성폭력 2018 8 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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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폭로해도결국덮인적많아…움츠린성폭력피해선수들 2019 1 14 27

28 전유도선수신유용도미투…"고교때부터코치가성폭행" 2019 1 14 27

29 성폭행피해자, 도움요청했지만…알고도묵인한후원단체 2019 1 21 33

30 동성성추행폭로에돌아온건…'외면당한'양궁미투 2019 1 22 35

31 악플이성범죄피해자위축시켜…양예원, 100여명고소 2019 2 6 26

32 장자연문건'작성도운전매니저성폭행피해내용있었다 2019 4 30 36

33 여전히떠도는허위정보…김지은씨"거짓비난서놔달라" 2019 9 9 34

34 '불법촬영' 학생감싼학교…피해교사는퇴직·악소문 2019 10 23 56

35 심석희, 고발그후1년…"내존재를인정하게된시간" 2019 12 24 61

36 초등생성폭행뒤협박한고등학생…'소년법적용' 논란 2020 3 17 35

37 "n번방방지법, 피해아동보호법…국회가즉각답해야" 2020 4 2 49

38 여중생성폭행' 가해자찍힌CCTV일부유실…경찰은실수 2020 4 17 43

39 성폭력피해' 호소…"한국정부, 고통에관심가져달라" 2020 4 21 48

40 성폭행저항하다억울한옥살이…56년만에재심청구 2020 5 4 22

41 56년한풀어달라…성폭행저항옥살이재심청구 2020 5 6 24

42 돈목적아니었다는문형욱…피해자50여명진술 2020 5 14 23

43 법정선'그루밍'혐의목사…사실이더라도합의한일 2020 6 12 24

44 성추행누명'안고세상떠난교사…'순직인정'판결 2020 6 26 50

45 지워도지워도남는'흔적'…박사방피해자"종일검색만" 2020 7 1 116

46 불법촬영가해자4명중3명은'아는사람'…신뢰관계악용 2020 7 9 36

47 "싫어요" 207번외쳤는데…손녀뻘제자성폭행한교수 2020 7 17 35

48 동급생성폭력' 호소후숨진중학생…'응답'없었던학교 2020 7 29 26

49 12년간성폭력고소당한법원공무원…피해자는친딸 2020 8 3 69

50 안희정유죄' 그후1년…'퇴장당한'김지은측증인들 2020 8 31 60

51 동성선배가7년간성폭행…꿈접은태권도유망주 2020 10 11 39

52 성추행' 신고후에도한공간에…피해자의가장큰걱정은 2020 10 13 37

53 성폭력시달리는요양보호사…피해알려도돌아오는건핀잔 2020 11 28 37

54 팬심악용' 성범죄도…인터넷방송'흔들리는아이들' 2020 12 7 63

55 승리집에서성매매증언…'버닝썬게이트'군사재판 2020 1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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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방송 뉴스가 재현하는 성범죄 피해 여성 이미지에 대한 키프레임 분석 
가상물, 자료화면을 통한 피해자다움의 재생산과 익명-실명보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백지연

(이화여자대학교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박사과정)

윤호영

(이화여자대학교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조교수)

본 연구는 방송 뉴스가 성범죄 피해 보도를 어떤 시각적 이미지로 보도하는 지 영상 키프레임 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구이다. 그동안의 보도 방식이 피해자다움을 기반으로 한 피해자 대상화, 타자화, 무력화 등 수

동적인 면을 강조한 것과 달리 미투 실명 보도가 나타난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는지, 익명 보도와

실명 보도 사건을 동시에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JTBC 뉴스룸 뉴스에 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3년간 나타난 피해자 보도 55건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불필요한 자료 화면과 가상으로 재현된 여성 피해자의 모습은 대상화

된 수동적 존재로서 ‘피해자다움’으로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고개 숙인 화면은 뉴스 내용과 상관없이 빈

번히 재현되었다. 둘째, 익명 피해자 보도에서는 가상물로 된 표현이 동반되었는데, 이때 가상물 표현은

전형적인 수동적 피해자의 모습을 그렸다. 익명을 통한 증언이 수동적 주체와 피해자다움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해당 증언 보도시 가상시각적 표현을 활용하면서 대상화된 수동적 존재로 이미지 각인하는 방식

이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실명 얼굴 공개에서는 익명 증언과 달리 피해자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피

해자들 역시 대개 중립적인 표정으로 증언을 하는 있는 그대로의 재현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분

석 결과는 방송 뉴스가 성범죄 피해자과 관련된 뉴스를 보도할 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과 보여주는 모습

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모습을 보여주는가 보여주지 않는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알려주고 있으

며, 뉴스 보도가 선정성 강조측면에서만 일관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어: 성범죄 보도, 피해자다움, 미투운동, 키프레임 분석, 시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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