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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linguistic meaning between memorial letters from the 

bereaved family and a reporter's memorial stories. The object of analysis is a set of text recording the 

deaths of 119 students at Danwon High School in Gyeonggi-do, South Korea, who died in the Sewol 

ferry sinking on April 16, 2014.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content of 

the overall memory, and topic modeling analysis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elected words group. The findings show that the memorial letters of the bereaved family is about 

a mother's earnest “maternal love” – a longing to see the lost child even once in a dream, memories 

of the day-to-day experiences with her children, a father's helplessness in not being able to save her 

child from death, and the everyday pain that is difficult to bear along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family. It also shows the memorial letters mainly used family and emotion-oriented language such as 

‘mom,’ ‘dad,’ ‘daughter,’ ‘son,’ ‘love,’ ‘sorry,’ and ‘happiness.’ In contrast, the reporter's memorial 

stories describe the deep loss of parents who have left their children forever, prayers for their 

children's safe return, personal talents and hopes for the future of their dead children, the final 

farewell scene with their children, and norms such as friendship and social service. Memorial stories by 

newspaper mainly use words related to social values or virtues as well as events and soci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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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friend’, ‘Sewol ferry’, ‘Danwon High School’, ‘educational trip’, ‘accident’, and ‘school’ along 

with ‘mom’ and ‘dad’. Our study shows that the method of memory for death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memory actor. The family's memorial letters emphasize the emotional and intrinsic relationship 

with the deceased, while the media's memorial stories emphasize the social and normative 

relationship of the deceased's death, showing a discriminatory method of memory. In addition, the 

family's memorial letter is intrinsically remembered in accordance with the emotional solidarity with 

the deceased, whereas the memorial record reproduced by the reporter is different in that it 

emphasizes external factors such as socially recognized and accepted spirit, attitude, and behavi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mory of the bereaved family and the reporter can be explained b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deceased. The study goes onto discus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how the deaths of young students are remembered (or recorded) according to the 

memory actors.

Keywords: Sewol ferry sinking accident, memorial letters, memorial stories, semantic network 

analysis,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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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

이 연구의 목 은 세월호 침몰사고1) 희생자인 어린 학생들의 죽음에 한 추모기억 체계를 언어

 에서 살펴보는데 있다. 구체 으로 유가족과 미디어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함에 있어 어

떤 언어를 사용해 기억 망을 구성하는지 비교해 보는데 있다. 추모 은 망자와 가까운 유가족이

나 친지가 직  쓰거나, 망자와 직  계는 없지만 사회  기억 달자인 미디어에 의해 주로 

기록된다. 추모 은 망자의 가족이나 언론사 기자들에 의해 걸러진 사실과 가치를 제공하는 그

물망이라고 할 수 있다(Hume, 2000). 우리가 어떤 죽음에 한 사회문화  의미를 제 로 이

해하기 해서는 유가족과 함께 미디어가 재 하는 기억언어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

 기록자인 미디어가 기록하는 죽음 속성과 망자와 생 에 일상  경험을 함께 공유했던 유가족

이 기억하는 죽음 속성은 같을 수 없다(Lee, Shim, & Yoo, 2014; Moses & Marelli, 

2003). 

기자들은 일반 으로 추모기사2)를 통해 망자의 생애를 사회  가치나 미덕을 반 해 기록

한다(Hume, 2003; Kitch, 2000). 이에 반해 가족, 친지, 친구들은 추모편지를 통해 망자에 

한 그들의 슬픔과 생각을 감정 으로 달하며(Árnason, Hafsteinsson, & Grétarsdóttir, 

2003), 기억을 통해 망자가 살아온 삶의 편린을 회상한다(Hume, 2000). 지 까지 추모 의 

특성을 분석한 여러 연구가 있어 왔지만(김소형, 2019; 이완수, 2017; Árnason et al., 2003; 

Brennan, 2008; Hanusch, 2010; Hume, 2003; Revier, 2020; Taussig, 2017), 죽음을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그 죽음이 어떤 언어로 선택, 강조, 재 되는지를 실증 으로 비교 찰한 

연구는 별로 없다(Lee et al., 2014; Moses & Marelli, 2003). 더구나 어린 자식의 죽음이라

는 큰 상실감을 겪은 부모나 그 유가족이 직  쓴 추모편지와 기자들이 장 취재를 통해 작성한 

추모기사를 언어  에서 응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망자를 회상하는 추모 쓰기는 언어를 통한 선택  기억행 이다. 추모 은 언어라는 표

행 를 통해 이 지지만, 기억 행 자에 따라 재 하는 추모언어가 구체 으로 어떻게 다른지

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가 같은 죽음을 두고 유가족과 미디어가 어떤 추모언어를 사용

하는지 비교해 보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가족과 미디어가 같은 죽음을 어떻게 서로 다른 언어

1) 세월호 침몰사고는 2014년 4월 16일 한민국 인천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

생 250명을 포함해 모두 304명의 희생자를 낸 한국 재난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다.

2) 기자들이 작성하는 추모 은 일반 으로 부고기사라는 표 을 사용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추모기사로 표 을 통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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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주조(mold)하고, 재 (representation)하는지를 비교해 살펴보는 것은 한 개인 망자

에 한 개인  감정기억과 함께 사회  가치나 미덕에 한 집단기억을 통합 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다(Moses & Marelli, 2003). 아울러 추모기억 행 자에 따라 재 하는 추모언어의 

차이를 비교해 살펴 으로써 추모기억의 ‘개인성’과 ‘사회성’ 개념을 이론 으로 제안해 볼 수 있

다. 나아가 어린 아이들의 죽음에 한 추모언어 분석을 통해 사회나 문화권에 따라 어린 생명을 

상실한 개인 , 사회  슬픔에 한 감정과 응방식을 이론 으로 토론해 볼 기회도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학술  가치에 주목해 추모 의 작성 주체자로서 유가족과 기자가 같은 

죽음을 어떻게 다른 언어로 의미를 구성하고, 재 하는지 비교해 살펴보겠다. 구체 으로 이 연

구는 2014년 4월 16일 한민국 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인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을 기린 국내 일간신문 <한겨 >의 ‘잊지 않겠습니다’에 실린 

유가족이 쓴 추모편지와 기자가 쓴 추모기사에 한 의미구성 방식을 비교해 살펴보겠다. 한 사

람의 죽음에 한 개인  가치는 사회  찰자인 미디어의 기록만으로 충분히 달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  기록자인 개인의 기억만으로 그 죽음의 사회  의미가 제 로 달되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죽음에 한 개인  추모기억과 사회  추모기억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해 이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의 표 인 방법의 하나인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과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을 이용해 추모편지와 추모기사에 나타난 

언어  특징을 비교분석해 보겠다. 이들 분석 방법은 연구자의 주 을 최 한 배제할 수 있는 귀

납  근을 통해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한국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극 인 재난사고로 연구자의 주 인 편견이 개입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세월호 사고와 련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서 상 으로 객 인 내용분석 방법으로 평가받는 의미연결망 분석과 토픽모델링이 한 

분석방법이라고 보았다.  

2. 이론  논의 

1) 세월호 어린 희생자 추모특집: <한겨 >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그 희생자가 어린 학생들인데다 사고경 와 구조과정이 석연치 않아 여 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재난사고이다(Kim, 2017; Lee et al., 2018).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는 아이들이 탄 배가 바다로 가라앉는 장면을 유가족들이 TV 생 계로 지켜 야 했던 안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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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  재난 사고 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갑자기 잃어버린 아이들의 흔 을 들춰내기 해 

힘겨운 ‘기억투쟁’을 해왔으며, 일간신문 <한겨 >는 한 어린 생명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 아이들

을 ‘망각의 강’에서 하나씩 건져 올려 국민에게 안겨주는 추모작업을 수행했다(416 가족 의회·

김기성·김일우, 2015)

<한겨 >는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국내 언론매체로는 유일하게 2014년 6월 16일부터 

2015년 5월 18일까지 11개월간에 걸쳐 1면(때로는 2면)에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특별 추모 기

획물을 실었다. <한겨 >는 이 추모공간을 통해 단원고 학생 희생자 250명 가운데 119명의 유가

족 추모편지와 기자가 직  이들 유가족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 로 작성한 119명의 추모기사

를 내보냈다. 세상에서 사라진 어린 겨자씨 250개를 담은 <한겨 >의 ‘잊지 않겠습니다’ 추모특

집은 한국 언론 역사상 가장 과감하고 인간 인 시도로 평가된다(416 가족 의회·김기성·김일

우, 2015)

이 연구의 분석 상은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어린학생 119명을 추모하는 <한겨 > ‘잊지 

않겠습니다’ 특집기사에 실린 유가족이 직  쓴 추모편지와 기자가 유가족 인터뷰를 토 로 작성

한 추모기사이다. 이 연구는 어린자식이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TV 생 계를 통해 지

켜 야만 했던 비극 인 경험을 한 유가족의 개인  추모기억과 그 죽음을 기록한 기자의 사회  

추모기록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살펴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2) 추모 텍스트의 재 방식  

추모기사는 통 으로 유명하고, 향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심으로 기록되어 왔다

(Fowler & Bielsa, 2007). 이 때문에 추모기사는 생 에 이름을 얻었던 사람들이 죽어서도 

다시 그 이름이 회고되는 사회  기억공간으로 인식된다. 추모기사에 한 학술  연구도 부분 

유명인사의 죽음을 상으로 이루어졌다(이완수, 2017; Edy, 1999; Fowler, 2004; Kinner, 

Metha, Buki, & Rawa, 1994; Norman, 2008). 평범한 보통사람의 죽음을 기록한 사례는 

고, 이에 한 연구결과물도 많지 않다. 보통사람의 죽음을 기록한 추모기사 연구 사례로는 

2001년 미국 9.11테러 희생자의 죽음을 다룬 <뉴욕타임스> ‘슬픔의 상화(Portraits of 

Grief)’ 추모기사 연구(Hume, 2003), 폭탄 테러로 희생된 호주와 독일 일반시민의 죽음에 

한 추모기사 분석연구(Josephi, Müller, & Friske, 2006), 1989년 국 리버풀(Liverpool) 

축구  응원자 96명이 희생된 힐스버러(Hillsborough) 참사에 한 추모 방명록에 한 의미

구성 연구(Brennan, 2008), 그리고 북한의 피격으로 희생된 무명의 한국 천안함 수병 46명의 

죽음에 한 기억 행 자별 재 방식 연구(Lee et al., 2014) 등 그 사례가 매우 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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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들은 모두 유가족이 아닌 기자가 직  작성한 추모 는 부고기사나 어른들의 죽음을 

상으로 수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유가족이 직  죽음을 추모하는 기록방식에 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가

족이 직  쓴 아이슬랜드(Iceland)의 일간신문 추모기사( : ‘After’)에 한 연구가 표 이

다(Árnason et al., 2003). 편지  형태로 이 진 이 추모기사는 아이들이 부모에 해 썼고, 

부모는 그들의 아이들에 해 썼으며, 배우자는 서로에 해 쓰는 형식으로 작성 다

(Thorsson, 1999). 아나손과 그의 연구 동료들(Árnason et al., 2003)은 추모 이 망자와 

가까운 유가족들에 의해 편지형식으로 작성되면서, 유가족 개인의 감정  측면을 강조하는 ‘문장

의 사유화(privatization of text)’로 환되었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어

린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한 추모 의 기억체계를 유가족과 미디어 간의 비교 에서 

학술 으로 근한 사례는 거의 없다. 

사랑하는 아이를 떠난 보낸 뒤 가족들이 겪는 슬픔의 지속성은 길고, 고통스러우며, 큰 좌

감을 가져다 다.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에 따르면, 어린 아이와 그들의 주요 보호자

( : 부모)가 지속 인 계 맺기를 하는 것처럼 유가족들은 어린 망자와 ‘지속 인 유

(continuing bonds)’를 통해 슬픔을 회복(resilience)하고, 상실감을 여 나간다(Thomson, 

2010). 유가족들은 추모과정에 자신들의 삶에서 의미를 재구성하고, 망자와 지속 인 유 를 형

성하며, 망자를 원한 작별이 아닌 천국이나 환생된 존재로 재배치시키며, 그들의 상실감을 

정 인 으로 리 이 (reframing)한다(Field, 2006; Thomson, 2010). 이처럼 유가족

들은 지속 인 유 방식으로 망자의 삶을 공유한다. 클라스와 월터(Klass & Walter, 2001)는 

망자와의 지속 인 유 는 네 가지 방식들, 즉 망자의 존재감 느끼기, 망자와 화하기, 망자를 

도덕  지침으로 삼기, 그리고 망자에 해 이야기하기 등으로 표 된다고 말한다. 

망자를 잊지 않기 해 그들의 존재감을 기억하는 문제는 유가족들에게 매우 요하다. 이

를 해 유가족들은 망자의 습 , 가치, 그리고 심사항을 지속 으로 확인하거나, 망자의 소망

을 수행하는 시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망자에 해 추억담을 회상하는 식으로 유 를 지

속한다(Field, Nichols, Holen, & Horowitz, 1999). 망자의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며, 유가

족과의 계 단 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De Vries & Rutherford, 2004). 그러나 죽은 사

람이 어른인지 어린아이인지, 노인인지 은이인지와 같은 망자가 구인지, 그리고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와 같은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죽음을 기록, 재 , 그리고 해석하는 방식은 

다르다(Fast, 2003; Kitch & Hume, 2012; Lee et al., 2014; Moses & Marelli, 2003). 

아이들의 죽음은 비정상 (unnatural)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을 받는다(Kit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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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e, 2012). 아이들의 죽음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 기의 죽음’으로 공 들에게 화(anger), 

슬픔(sadness), 그리고 분노(rage)와 같은 부정 인 감정반응을 불러일으킨다(Lee et al., 

2018). 사회가 이들 희생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집단  자책감으로 나타나거나(Kitch 

& Hume, 2012), 죽은 아이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희생자(victims)이고, 아이를 죽게 한 사

람들은 악당(villains)으로 묘사된다(Connor & Wesolowski, 2004). 그런 에서 세월호 침

몰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어린 학생들의 죽음 기억은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삶을 마친 어른들의 

죽음 기억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망자가 구인가, 그리고 사망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기억방

식이 다르듯이, 이를 기억( 는 기록)하는 사람이 구인가에 따라서도 그 내용 역시 같지 않다

(Danilova, 2015; Lee et al., 2014; Moses & Marelli, 2003).

3) 기억 주체별 추모 텍스트의 재  방식

추모 텍스트는 그 내용을 달하는 사람들의 신념 체계(belief system)를 반 하기 때문에 기

억 주체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달리 말하면, 죽음을 추모하는 사람이 구인가에 따라 삶과 

죽음에 해 강조하는 요소, 속성, 그리고 의미구성이 다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유가족이 기

록하는 추모 은 주 이고, 감정 이며, 개인 이며, 그리고 유가족과의 계를 열거하는 방

식을 지향한다(Moses & Marelli, 2003). 이 과정에 유가족이 쓰는 추모 은 더 많은 정서와 

감정을 반 하는 부사어나 형용사를 사용한다. 따라서 유가족들의 추모 은 더 주 이고, 덜 

구체 이며, 한 감정  연 , 애정, 계 등에 을 맞춰 기록되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Árnason et al., 2003; Lee et al., 2014; Moses & Marelli, 2003). 

감정에 기반을 둔 정서  언어표 은 유가족들에게 요한 가치이다. 유가족이 쓴 추모 

은 망자를 심으로 다루며, 유가족의 감정에 을 맞춘다. 사회  가치나 의미보다는 다분히 

망자와 유가족의 계성과 개인  감정을 충실하게 반 하는 일화 심  형태를 취한다. 표

인 사례가 아이슬란드 추모기사 연구이다(Árnason et al., 2003). 이들 연구에 따르면 아이슬

랜드 신문 추모기사는 유가족이나 지인들에 의해 직  작성되기 때문에 이 보다 풍부한 감정  

표 이 허용된다. 추모 의 작성주체가 유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허용되면서 망자에 한 주

이고, 감정 인 표 이 훨씬 강하고 폭넓게 수용된다(Árnason et al., 2003). 가족과의 계

나 추억을 열거하는 내용도 유가족 추모 에 자주 나타난다(Lee et al., 2014; Moses & 

Marelli, 2003). 를 들어 따뜻하고, 사려 깊으며, 유머가 넘치며, 하다는 식의 개인의 속

성은 유가족 추모 에서 가치 있는 요소이다(Hume, 2000; Moses & Marelli, 2003). 죽은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옷, 방, 유품(memento) 등 흔 에 의미(meanings)를 부여하고 이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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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억의 형태로 유지하는 것도 가족 추모기억의 한 특징으로 간주된다(이완수·양 유, 

2020; Davies, 1994).    

이에 반해 기자가 작성하는 추모기사는 망자에 한 감정을 최 한 억제하고 배제하는 경

향을 보인다. 언론이 기록하고 해석하는 추모기사는 두 가지 에서 근해 볼 수 있다. 하나

는 추모 상의 뉴스가치 에서, 다른 하나는 추모 상의 재 방식 에서다. 미디어는 모든 

인물을 추모 상으로 다루지 않는다. 미디어는 그 죽음이 명한 사람이거나, 비정상  혹은 폭

력 이거나, 그리고 국가나 사회를 해 희생한 경우에는 뉴스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성격의 

죽음을 더 비  있게 다룬다(Hanusch, 2008; Kitch & Hume 2008; Scanlon & 

McCullum, 1999). 한 미디어는 아이들의 죽음을 다른 어떤 죽음보다 요하게, 그리고 가치 

있는 것으로 기록한다(이완수, 2017). 아이들의 죽음은 사회 으로 더 많은 심과 슬픔을 불러

오며, 자연히 비극 이고 갑작스러운 아이들의 죽음은 미디어부터 더 주목을 받는다(Kitch & 

Hume, 2012). 기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뉴스는 뜻밖이고, 비정상 이고, 희귀한 것이다

(Galtung & Ruge, 1965).   

미디어가 추모 상에 따라 뉴스가치를 다르게 설정하듯이, 추모 재 방식 역시 다르다. 미

디어의 추모기록 방식은 유가족과는 달리 보다 객 이고, 사실 이며, 사회 이다(Lee et 

al., 2014). 기자들은 추모기사를 쓸 때 망자의 장 을 제시하되 가  감정이입을 이고, 격

리된 을 유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기자가 쓰는 추모기사는 망자의 이름, 사망날

짜, 장소, 나이, 그리고 사망원인을 구체 으로 제시하며, 나아가 사회  미덕이나 가치를 심

으로 망자를 회상하거나 평가한다(Hume, 2000; Moses & Marelli, 2003). 기자가 작성하는 

추모기사는 이처럼 가 죽었고, 그들이 왜 요한 사람이며, 언제, 어디에서 죽었으며, 그리고 

어디에서 삶이 종료되는지에 한 장례의식이나 차와 같은 사실 심 으로 기술되는 것이 일

반 이다. 

기자들이 기록하는 추모기사는 그런 에서 상 으로 사회가치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구

체 이고 명시 이다. 따라서 기자들은 가족들이 기록하는 추모 에 비해 그 내용이 보다 안정

이고, 측가능한 쪽으로 기술한다(Moses & Marelli, 2003). 요약하면, 유가족의 추모편지

는 망자와의 정서  연 에 맞춰 내재 으로 기억하는 반면에, 미디어가 재 하는 추모기사는 망

자가 사회 으로 인정되고 수용되는 가치, 정신, 태도, 행동을 외형 으로 드러내기 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많다(Lee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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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모기억에 한 언어  기능

어떤 죽음 기억도 기록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그 기록은 부분 언어를 통해 재 되는 

것이 일반 이다. 개인의 추모기억은 개인이 표출하는 언어의 형태로 확인된다. 우리가 매일 읽

고, 보고, 듣는 뉴스에 한 사회  기억 역시 언론이 선택한 언어에 의해 형성된다(Fowler, 

1991). 언론이 직 , 는 간 으로 달하는 사회 실은 많은 경우 언어를 통해 재구성된 

실이라고 할 수 있다(Berger & Luckman, 1967). 죽음에 한 개인 , 는 사회  기억담

론도 마찬가지이다. 망자의 삶에 한 기억 재 은 그것이 개인에 의해서든, 아니면 언론에 의해

서든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Brennan, 2008; van Dijk, 2013). 추모기

억에 담는 언어는 우리 사회가 삶과 죽음에 해 견지하는 신념에 한 요한 이해를 제공한다

(Moses & Marelli, 2003). 

추모기억은 군가가 망자에 해 품고 있던 감정을 언어  표 으로 풀어내는 행 라고 

할 수 있다. 추모 언어는 망자에 한 애도, 기억, 의미 만들기의 수단에 속한다(Brennan, 

2008). 그러나 죽음에 한 언어  담론이 늘 가치 립 인 것은 아니다(Fowler, 1991). 죽음

에 한 기억언어는 재 과정에 일정부분 개인 는 사회의 가치개입과 편향성을 피할 수 없다. 

망자의 삶과 죽음은 언어를 통해 특정한 가치 속성과 의미가 강조되는 형태로 재구성되기 때문이

다(Hume, 2003). 를 들어 미디어가 재 하는 추모기사도 있는 사실을 그 로 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 인 언어를 통해 당시의 사회가 강조했던 미덕, 공 가치, 그리고 시 정신에 한 

선택  집단기억의 형태로 재구성 된다(Davies, 1994; Kitch, 2002). 

추모기억은 언어라는 속성 임을 통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지 으로 상정된다. 추모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는 곧 사람들의 기억 망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기틀린(Gitlin, 1980)

은 임을 존재하거나 일어날 수 있는 사안(혹은 인물)에 한 선택, 강조, 시 으로 정의했는

데, 죽음에 한 기록 자체가 언어 임의 구성인 셈이다(Hume, 2000). 따라서 추모기억은 

망자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싶은 특별한 의미와 가치에 부합하는 언어를 선택, 강조, 시 하는 

행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인물, 사건, 상을 기억할 때 단순히 하나의 언어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은 언어 간의 연상 작용을 통해 서로 연결망을 구축한다. 기억 연결

망은 결국 다양한 언어와 그 언어의 속성이 서로 조직 으로 연결되어 이 진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세상의 그림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과정은 이처럼 선형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보

다는 사람이나 사건에 한 언어  속성이 상호 연결망을 이루면서 네트워크 구조의 형태

(network-like structure)로 나타난다(Vu, Guo, & McCombs, 2014). 즉, 사람들은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기억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다양한 이슈들과 속성들을 상호 으로 연결해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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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으로써 기억 네트워크 모형을 구축한다(Vu et al., 2014).3)  

우리가 사람, 사건, 그리고 상을 기억할 때 다양한 속성이 활성화되는데, 이 과정에 인지 

지도(cognitive map)가 요한 기능을 한다(Tuan, 1975). 상이나 상황에 한 사람들의 기

억과정에 작동하는 인지 지도는 어떤 특별한 노드(node)가 다른 수많은 노드와 연결되는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로 볼 수 있다(Kaplan, 1973). 를 들어 미디어가 자체 으로 형성한 특정 속성

이  다른 속성에 향을 미치거나, 이 미디어가 형성한 속성 연결망이 공 들의 속성 연결망에 

이(transfer)되기도 한다(Guo & McCombs, 2011).4) 본 연구에서는 의 논의를 바탕으

로 앤더슨(Anderson, 2013)이 제안한 연상  네트워크 모델(associative network model) 

개념을 용해 기억 주체자인 언론과 유가족이 각각 개별 으로 어떤 속성의 언어 연결을 통해 

추모기억 망을 구축하는지 살펴보겠다.   

  

3. 연구문제

의 논의에 비춰 볼 때, 한 망자에 한 기록은 결국 개인의 사  기억과 미디어의 공  기억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직조(織造)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유가족이 작성하는 추모편지

는 망자와의 개인 , 정서  계 심 언어로 다루는 반면에, 기자가 구성하는 추모기사는 망자

의 죽음을 사회 , 규범  언어로 재 하는 식의 차별  기억방식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가

정하고 이를 언어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

린 고등학생들의 죽음에 한 의미를 유가족과 미디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 기억(혹은 기록)하

는 지를 비교해 살펴보겠다. 

비극  사고로 죽은 어린 학생들의 삶에 해 기억 행 자가 사용하는 추모언어의 특징과 

차이 을 비교 분석하기 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먼  연구문제 1은 

추모편지와 추모기사에 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주로 등장하는 핵심어를 살펴보고, 그 핵심

어 사이의 연결 계를 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의 추모편지와 기자의 추모기사에서 

3) 연구자들은 이를 연상   네트워크 모델(associative network model)(Anderson, 2013), 인지  네트워크 모델

(cognitive network model)(Santanen, Briggs, & de Vreede, 2000), 그리고 연결주의자 모델(connectionist 

model)(Monro & Read, 2008)등으로 개념화 하 다.

4) 네트워크 의제설정이론은 통의 의제설정 이론과는 달리 미디어와 공 이 자체 으로 형성한 속성들이 상호 연결되

어 새로운 속성 기억으로 인출되며, 나아가 이들 두 주체 간에 속성의 성(salience)이 상호 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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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어와 핵심어 사이의 연 성 등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는 토픽모델링을 용해 추모편지와 추모기사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구조를 악함으로써 망자에 

한 유가족의 시각과 기자의 시각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이 추모편지와 추모기

사에서 나타난 핵심어 사이의 연결 구조를 악하는데 목 이 있다면, 연구문제 2는 추모편지와 

추모기사에 나타난 주요 주제가 무엇인지를 악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문제 1: 유가족 추모편지와 기자 추모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어와 그리고 핵심어 사이의 

연결 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유가족 추모편지와 기자 추모기사에 나타난 토픽과 그 특징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4. 연구방법

1) 분석 상 

이 연구의 분석 상은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119명의 유가족들이 직  쓴 추모편

지와 일간신문 <한겨 > 기자가 그 가족들을 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선별 으로 작성한 추모기

사이다. <한겨 >은 2014년 6월 16일부터 2015년 5월 18일까지 11개월간에 걸쳐 1면(때로는 

2면)에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특별 기획물을 통해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들의 추모편지와 

기자들이 직  작성한 추모기사를 내보냈다. 유가족들이 직  쓴 추모편지는 희생자의 아버지, 

어머니, 형, 나, 친인척이 편지 의 형식으로 직  작성한 것이다. 유가족들이 쓴 편지형식의 

추모 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그 길이도 일정하지 않다. 기자가 쓴 추모기사는 

희생자 가족을 상으로 직  인터뷰를 거쳐 기록된 내용이다. 추모기사는 <한겨 >에 소속된 2

명의 담기자에 의해 한  300자~400자 길이로 일 되게 일정한 분량으로 작성 다. 

다만, 추모편지의 경우 주변 친구나 지인이 단상형식으로 짧게 쓴 과 평소 자녀가 좋아한 

노래 가사 형식으로 제시한 4개의 추모편지는 연구목 과 부합하지 않아 분석 상에서 제외했

다. 추모기사의 경우에도 헤드라인만 있고, 구체 인 기사 내용이 없는 경우, 그리고 사고 희생

자의 생  편지 등과 같이 연구목 과 부합하지 않는 13개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최종 으

로 추모편지는 115개, 추모기사는 106개의 기사를 상으로 분석했다. 한편 추모편지는 모두 

25,598개의 단어로, 그리고 추모기사는 모두 15,048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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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이 연구는 <한겨 >에 연재된 추모  ‘잊지 않겠습니다’에 나타난 표  언어를 체계 으로 분석

함으로써 그 속에 내재된 어린 아이들의 죽음에 한 유가족들의 개인  감정기억과 미디어의 사

회  기억을 비교해 살펴보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서는 연구자의 이나 선입견을 최

한 배제한 상태에서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요하다. 우리 연구자들은 컴퓨터 자동

분석을 통해 유가족과 기자들이 사용한 세월호 학생 희생자 추모 언어를 추출했다. 텍스트 분석

방법 가운데 하나인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은 일반 으로 연구자가 사 에 설정한 분석 

유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진다. 이는 휴먼 코딩(human coding)의 근본 인 한

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텍스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언어, 언어의 맥락  의미와 구조 자체를 귀납 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인 의미연결망과 

토픽모델링 분석을 사용했다. 

(1) 의미연결망 분석 

이 연구는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주로 등장한 핵심어는 무엇

이며, 이런 핵심어 사이에 어떤 연결 계와 특성을 보이는지에 해 분석했다. 의미연결망 분석

은 텍스트에 출 하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계를 링크로 표시함으로써 구축되는 연결망을 통해 

상을 해석하는 표 인 분석기법이다(Popping, 2000). 이 분석기법은 언어와 지식은 단어 

사이의 계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에 의해 표 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의미연결

망 분석은 특정 단어와 동시에 출 하는 다른 단어들 간의 의미론  연 (semantic 

association)을 통해 드러난 메시지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유용성이 있다(박지 ·김태호·박한우, 

2013; 박한우 & Leydesdorff, 2004). 이러한 특징을 이 연구에 용하면, 추모편지와 추모기

사에 나타난 주요 핵심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동시에 이들 핵심어 사이에 계성을 악함으

로서 미시 으로 망자에 한 기억구조를 악할 수 있다.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가장 요한 문제는 핵심어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이다. 이 연

구에서는 추모편지와 추모기사를 상으로 1차 으로 한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빈출단어 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했다. 한  형태소 분석기는 RHINO(Real Hangul INput 

Object)를 이용했다. 이 로그램은 국립국어원에서 공개한 한국어 형태 분석 말뭉치(corpus)

를 기 로 만들어졌다(최석재, 2014). 우리는 형태소 분석기를 통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내용과 직  련이 없는 일반 인 단어들은 제외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컴퓨터 로그램이 추

출한 체 단어를 상으로 논의를 거쳐 의미 추론이 명확한 명사, 동사, 형용사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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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분석 상 핵심어는 도노휴(Donohue, 1973)의 공식을 활용했다. 도노휴(Donohue, 

1973)는 핵심어의 빈도수에 따라 높은 빈도수의 핵심어와 낮은 빈도수의 핵심어를 구분하는 공

식을 통해 고빈도 핵심어를 선택할 수 있는 공식을 제안했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단  최종선정핵심어의수  전체핵심어의수

의 공식을 이용해 핵심어를 추출한 결과, 추모편지의 경우 1,714개의 단어 가운데 최종

으로 41개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출 빈도에 용해 보면, 31회 이상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추모기사의 경우에는 1,520개의 단어가 추출되었으며, 최종 으로 39개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 빈도를 기 으로는 23회 이상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택된 핵심어 사이의 공동출  행렬자료의 작성은 TI 로그램(Leydesdorff, 

1995)을 이용하 으며, 연결망 분석  시각화는 Ucinet과 Netdraw(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를 이용했다. 

(2)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은 구조화되지 않은 량의 문서 집합(corpus)에서 사건, 이슈 등의 핵심 주제를 찾

아내기 한 자연어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알고리즘을 말한다. 토픽모

델링을 통한 단어 추출방법은 명료하고, 사  지식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량의 텍스트(문서)

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는데 유용하다(남춘호, 2016). 즉, 토픽모델링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군집화(clustering)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추론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따

라서 토픽모델링은 량의 텍스트에서 해석이 가능하며, 의미 있는 지식 발굴이 용이한 장 이 

있다(Blei, 2012). 

토픽모델링 분석 차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개의 문서로 구성된 문서집합을 구

축한다. 둘째, 체 처리 과정을 통해 원 자료(raw data)로 부터 주요한 단어(핵심어)를 추출

한다. 셋째, 추출된 단어를 상으로 X개의 고유한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어휘를 구성

한다. 즉, 추출된 단어의 직·간  의미 유사성을 바탕으로 그룹화 작업을 한다. 넷째, 문서-단

어 행렬(Document-Term Matrix; DTM)을 생성한다. 즉, 문서를 행으로 하고, 어휘를 열로 

구성한 출 빈도 행렬을 만든다. 다섯째, 각 문서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의 조합 계를 통해 K개

의 토픽을 배당하고, 각 토픽마다 구성되는 단어들의 집합을 확률 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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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N개의 각 문서에 나타난 토픽, K개의 토픽에 한 단어들의 확률을 추정하게 된다

(박자 ·송민, 2013). 

이 연구에서는 MALLET(MAchine Learning for LanguagE Toolkit)에서 제공하는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Tomoto 로그램(https://bab2min.tistory.com/602)

을 이용했다(이민철, 2018). MALLET는 자바 기반으로 자연어 통계처리, 문서 분류, 토픽모델

링, 정보추출 머신러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오  소스를 제공한다(McCallum, 2002). 토픽 모

델링을 용할 때 가장 요한 것이 토픽 수의 선정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째, 연구자가 결정하는 방법이다. 를 들어 5개, 10개 등과 같이 토픽 수를 달리하여 얻어진 결

과를 바탕으로, 연구 주제의 범주화가 가장 잘 되었다고 단되는 토픽 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확률분포의 퍼 시티(perplexity)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토픽 수를 달리해서 여러 번 

토픽모델링을 실시하고, 퍼 시티가 낮은 값을 심으로 선정한다(이원상·손소 , 2015). 하

지만, 토픽 수 결정에 있어서 통계  방식으로 최 화하는 것은 치 않다는 비 도 있다. 토

픽모델링은 소수의 토픽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 으로, 통계  방법으로 최 의 수를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토픽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의미 있는 해석을 방해한다(DiMaggio, 

Nag, & Blei, 2013). 이런 이유 때문에 추출된 토픽의 해석가능성, 타당성, 분석의 용이성 등

을 기 으로 연구자가 직  선택하는 방식이 보다 선호되고 있으며(남춘호, 2016), 많은 선행연

구에서는 연구자가 직  토픽 수를 선정한다(김일환·이도길, 2017; 박진균·김택윤·송민, 2017; 

정명석·이주연, 2018; 정원 , 2018; 진경선·김수연·정유경·송 주·송민, 2017 등). 이 연구에

서도 기존 연구방법을 토 로 여러 번의 토픽모델링을 실시하고, 연구 상 자료의 규모, 해석가

능성 등 측면에서 연구자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 으로 토픽 수를 결정했다.

 

5. 분석결과 

1) 연구문제 1의 결과 

연구문제 1은 가족의 추모편지와 기자의 추모기사에 각각 등장하는 핵심어가 무엇이며, 핵

심어 사이에 연결 계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한 것이다. 먼  추모편지와 추

모기사에서 주로 등장하는 핵심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해 출 빈도 분석을 실시했다. 추모

편지의 출 빈도는 엄마(mom·942회), 사랑(love·389회), 딸(daughter·331회), 아빠

(dad·292회), 아들(son·292회), 꿈(dream·227회), 미안(sorry·191회), 친구(friend·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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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추억(remembrance·169회), 행복(happiness·138회), 나(older sister·106회), 가슴

(heart·104회), 가족(family·90회) 등이 상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각 핵심어의 역할을 살펴보기 하여 연결정도 심성(degree centrality)을 분석

했다(<Table 1> 참조). 연결정도 심성은 하나의 핵심어가 다른 핵심어와 얼마나 많은 계를 

맺는지를 살펴보기 한 개념이며, 체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된 결  수의 합을 의미한다

(Borgatti et al., 2013). 따라서, 연결정도 심성이 높은 단어일수록 다른 핵심어와 연결이 

많고, 핵심 인 역할을 한다고 해석한다. 연결정도 심성은 출 빈도가 많은 상  10개의 핵심

어가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순 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체 으로 엄마

(mom), 사랑(love), 딸(daughter), 아빠(dad), 아들(son), 미안(sorry), 친구(friend), 꿈

(dream), 행복(happiness), 추억(remembrance) 등의 순으로 다른 핵심어들과 연결이 많았

다. 이들 핵심어는 다른 핵심어와 함께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체 연결망 구조에

서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의 핵심어 출  분석결과를 보면, 추모편지의 경우 엄마(mom), 사랑(love), 딸

(daughter), 아빠(dad), 아들(son)과 같은 단어들이 두드러지게 많이 등장해 부모와 자식, 즉 

가족 계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엄마가 아빠보다 으로 많은 빈도로 등장해 추모기억 과

정에 엄마가 보다 극 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도 흥미롭다. 그리고 꿈

(dream)과 미안(sorry)의 단어가 많이 등장한 은 꿈속에서라도 한 번 나타나 주길 바라는 부

모의 간 함이 묻어나 있으며, 어처구니없이  세상으로 간 자녀를 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회

한이 심리  바탕에 깔려 있음을 보여 다. 추모편지 속에는 친구(friend)라는 단어가 많은 것

도 길을 끈다. 이는 희생자들이 어린 고등학생들로서 생 에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던 모습을 

추억(remembrance)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 가슴(heart), 마음(mind), 걱정

(worry), 슬픔(sadness), 물(tear), 그리움(longing)과 같은 감정 언어들이 빈번하게 등장

해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의 부정 인 감정 상태를 상징 으로 보여 다. 특히 출 빈도와 연결정

도 심성 등의 지표를 보면, 아빠 보다는 엄마가 자녀의 죽음과 련해서 보다 깊숙이 여하고 

있는 은 흥미롭다. 

이에 반해 추모기사 출 빈도는 엄마(mom·560회), 아빠(dad·166회), 친구(friend·144

회), 세월호(Sewol Ferry·141회), 딸(daughter·128회), 단원고(Danwon High School·125

회), 꿈(dream·117회), 동생(younger brother·88회), 수학여행(educational trip·80회), 

안산(Ansan·65회) 등이 상 으로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정도 심성은 출 빈

도가 많은 핵심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순 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구체 으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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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세월호(Sewol Ferry), 아빠(dad), 친구(friend), 딸(daughter), 수학여행

(educational trip), 단원고(Danwon High School), 침몰(sinking), 꿈(dream) 등의 순으

로 다른 핵심어와 연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모기사에 한 핵심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엄마(mom), 아빠(dad)가 가장 많이 등장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애지 지 키웠던 자녀를 원히 떠나보내는 부모의 애 한 심정을 잘 변

해 다. 이런 은 유가족들이 작성한 추모편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흥미로운 은 추모편지에

서는 상 권에 등장하지 않았던 세월호(Sewol Ferry), 단원고(Danwon High School), 수학

여행(educational trip), 안산(Ansan), 침몰(sinking)과 같은 단어 출 빈도가 높았다. 이는 

기자들이 희생자들의 죽음을 사건과 련된 상과 상황을 심으로 추모 을 작성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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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al letters memorial stories 

key words 

frequency of 

appearance 

degree of connection

centrality key words 

frequency of 

appearance 

degree of connection

centrality  

value ranking value ranking value ranking value ranking

mom 942 1 0.161 1 mom 560 1 0.161 1

love 389 2 0.075 2 dad 166 2 0.064 3

daughter 331 3 0.064 3 friend 144 3 0.054 4

dad 292 4 0.054 4 Sewol Ferry 141 4 0.075 2

son 292 4 0.054 4 daughter 128 5 0.054 4

dream 227 6 0.037 8 Danwon High School 125 6 0.037 8

sorry 191 7 0.04 6 dream 117 7 0.031 10

friend 179 8 0.04 6 younger brother 88 8 0.017 18

remembrance 169 9 0.031 10 educational trip 80 9 0.04 6

happiness 138 10 0.033 9 Ansan 65 10 0.026 11

appearance 114 11 0.026 11 son 63 11 0.022 13

time 108 12 0.026 11 sinking 62 12 0.033 9

older sister 106 13 0.019 17 prayer 60 13 0.019 17

heart 104 14 0.022 13 family 60 13 0.022 13

family 90 15 0.022 13 incident 54 15 0.026 11

younger brother 88 16 0.017 18 school 47 16 0.015 19

world 87 17 0.022 13 older sister 43 17 0.021 16

a day 85 18 0.021 16 home 42 18 0.04 6

mind 75 19 0.015 19 morning 38 19 0.022 13

educational trip 73 20 0.015 19 birthday 38 19 0.015 19

teacher 64 21 0.01 28 sound 37 21 0.012 24

worry 63 22 0.015 19 Kyunggi 36 22 0.013 22

sadness 55 23 0.013 22 middle school 35 23 0.011 26

travel 54 24 0.012 24 study 35 23 0.011 26

tear 53 25 0.011 26 cell phone 34 25 0.01 28

longing 50 26 0.013 22 student 34 25 0.012 24

memory 49 27 0.012 24 room 34 25 0.01 28

school 48 28 0.01 28 love 33 28 0.01 28

heaven 46 29 0.01 28 Seoho Memorial Park 31 29 0.01 28

older brother 46 29 0.01 28 Pyeongtaek 30 30 0.01 28

voice 42 31 0.011 26 teacher 30 30 0.002 39

waiting 42 31 0.01 28 morning. 28 32 0.015 19

morning 40 33 0.01 28 remembrance 28 32 0.008 35

person 38 34 0.008 35 text 28 32 0.013 22

reminiscence 37 35 0.01 28 sky 27 35 0.01 28

night 36 36 0.008 35 find 26 36 0.01 28

story 35 37 0.007 37 personality 25 37 0.007 37

baby 33 38 0.002 41 appearance 24 38 0.008 35

reality 32 39 0.006 39 parents 23 39 0.006 38

elder sister 32 39 0.007 37

pain 31 41 0.006 39

Note 1. The degree of connection centrality indicates the ratio of the degree of connection of each key word out of the total 

degree of connection.

Table 1. Frequency of appearance of key words in memorial letters and memorial stories, and degree of 
connection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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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편지와 추모기사 사이에 등장하는 핵심어의 특성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공

통 , 차별  핵심어를 분석했다. 추모편지와 추모기사에 등장하는 체 핵심어는 모두 64개이

며, 공통 으로 등장하는 핵심어는 1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모편지에만 등장하는 핵심어는 

26개, 추모기사에만 등장하는 핵심어는 4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참조). 

먼  추모편지와 추모기사 모두에 등장하는 핵심어를 살펴보면, 엄마(mom), 아빠(dad), 

딸(daughter), 동생(younger brother), 아들(son), 나(older sister), 가족(family)과 

같은 부모와 자녀와의 가족 계, 사랑(love), (꿈에)출 (appearance), 꿈(dream)과 같은 

꿈에서라도 한 번 나타나줬으면 좋겠다는 자녀에 한 애틋한 그리움이 강조되었다. 특히 아들과 

딸이 꿈(dream)에서라도 한 번 나타나 줬으면( : appearance) 하는 바람의 단어는 황망하게 

 세상으로 떠나간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부모의 애 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유가족이 작성한 

추모편지에만 등장하는 핵심어는 행복(happiness), 시간(time)과 같은 자녀와 생 에 행복했

던 순간, 물(tear), 슬픔(sadness), 걱정(worry)과 같은 자녀를 먼  떠나보낸 것에 한 

물과 슬픔, 그리고 근심(worry), 미안(sorry), 마음(mind), 실(reality)과 같은 자녀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한 안타까운 실, 아가(baby), 목소리(voice), 기억(memory)과 같은 

자녀의 어린 시  모습(혹은 목소리)과 기억, 그리고 천국(heaven), 그리움(longing), 기다림

(waiting)과 같은 자녀가 천국으로 가길 갈망하면서 다음 생에 한 다시 만나자는 기원 등을 

담은 내용이 많았다. 추모기사에만 등장하는 핵심어를 살펴보면, 세월호(Sewol Ferry), 침몰

(sinking), 사고(incident)와 같은 세월호 사고 상황과 성격, 학교(middle school), 집

(home), 성격(personality)과 같은 자녀의 어린 시  성장 과정과 품성, 서호 추모공원

(Seoho Memorial Park), 평택(Pyeongtaek), 경기도(Kyunggido)와 같은 장례의식 공간 

등과 련한 내용이 많았다. 

결론 으로 추모편지는 부모로서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데 한 애통함을 드러내는 모성애, 

자녀와 원히 연결되길 갈구하는 끝없는 유 의식, 자녀와 생 에 경험했던 일상  추억,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는 내생 을 심으로 주 이고 일화 으로 자녀의 죽음을 회고하는데 반

해, 추모기사는 세월호 사고와 련한 상과 상황, 자녀의 성장과정과 기억, 장례의식과 추모 

공간 등과 같이 보다 객 인 사실을 기반으로 망자를 기록했다. 이는 유가족들이 개인의 감정

을 심으로 아이들의 죽음을 기억하는데 반해, 기자들은 망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의 삶

을 추 하고, 조명하고, 해석하는 찰자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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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모편지와 추모기사에서 등장하는 핵심어 사이의 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해 

연결망 분석을 실시했다. 시각화는 Spring Embedded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즉, 다른 핵심어

와 동시에 출 하는 경향이 가장 뚜렷한 핵심어는 체 연결망 구조에서 앙에 치하도록 하

며, 핵심어 사이에 계성이 높을수록 서로 근 한 치에 하도록 하 다(Kamada & Kawai, 

1989). 한, 핵심어의 연결정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도록 하 으며( : blue square의 크

기 기 ), 핵심어 사이의 선은 핵심어 사이의 동시출 빈도가 많을수록 굵게 표시하도록 하 다. 

<Figure 1>과 <Figure 2>에 나타난 연결망 구조의 시각화 결과를 살펴보면, 추모편지는 

체 연결망의 앙 부분에 엄마(mom), 사랑(love), 미안(sorry), 꿈(dream), 아빠(dad), 

아들(son), 딸(daughter) 등의 핵심어가 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추모편지

는 아들과 딸에 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고 싶

다는 자녀에 한 애틋한 그리움이 심 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모기사는 

체 연결망의 심 부분에 엄마(mom), 아빠(dad), 단원고(Danwon High School), 세월호

(Sewol Ferry), 딸(daughter), 집(home), 친구(friend), 수학여행(educational trip) 등

의 핵심어가 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추모기사는 엄마(mom)와 아빠(dad)를 

강조하는 가운데 세월호 사건과 련한 공간, 상, 그리고 친구 계 등을 강조함으로써 리

즘 에서의 정보 달에 보다 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ey words appearing in both 

memorial letters and 

memorial stories 

Key words appearing only in 

memorial letters 

Key words appearing only in 

memorial stories 

mom, dad, friend, daughter, 

dream, younger brother, 

educational trip, son, family, 

school, older sister, morning, love, 

teacher, appearance, 

sorry, thinking of them, happiness, 

time, heart, world, a day, mind, 

worry, sadness, travel, tear, 

longing, memory, heaven, older 

brother, voice, waiting, person,  

reminiscence, night, story, baby, 

reality, elder sister, pain

Sewol Ferry, Danwon High School, 

Ansan, sinking, prayer, incident, 

home, birthday, sound, Kyunggi, 

middle school, study, cellphone, 

student, room, Seoho Memorial 

Park, Pyeongtaek, morning, 

remembrance, text, sky, find, 

personality, parents

Table 2. Common and differential key words appearing in memorial letters  and memorial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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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Red circles indicate key word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overall network structure

2) 연구문제 2의 결과 

연구문제 2에서는 가족의 추모편지와 기자의 추모기사에 나타난 토픽은 무엇이며, 어떤 특징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먼  유가족의 추모편지에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크게 5개

의 토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토픽 1에는 엄마(mom·11.93%), 딸(daughter·3.6%), 사랑

Figure 1. Network structure between key words appearing in the memorial letters 

Note 1. Red circles indicate key word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overall network structure

Figure 2. Network structure between key words appearing in the memorial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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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2.94%), 꿈(dream·2.17%), 미안(sorry·1.38%) 등의 핵심어가 포함되어 사랑하는 딸

의 모습을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하는 엄마의 그리움을 표 하는 내용인 것으로 단되어 ‘딸에 

한 엄마의 그리운 마음’(24.99%)이라고 명명하 다. 여기서 각 토픽별로 포함되는 핵심어가 

보여주는 비율(%)의 의미는 하나의 추모편지 내에서 핵심어들이 동시에 출 할 확률로서 각 토

픽 내에서 핵심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확률 값이 큰 핵심어일수

록 각 토픽 내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며, 다른 핵심어와의 연 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픽 2에는 선생님(teacher·2.15%), (꿈에)출 (appearance·1.79%), 꿈(dream·1.73%), 

얼굴(face·1.19%), 아가(baby·1.07%) 등의 핵심어가 포함되어 학교생활에서 선생님과 어울

리며 즐거워하고, 꿈을 키워나가던 어린 자녀의 모습과 련한 내용인 것으로 단되어 ‘학교생

활에서의 자녀 모습’(19.05%)이라고 명명하 다. 

토픽 3에서는 나(older sister·4.95%), 사랑(love·2.89%), 동생(younger brother·1.77%), 

행복(happiness·1.57%), 가족(family·1.47%) 등의 핵심어가 포함되어 사랑하는 언니, 동생, 

가족 등이 행복했던 생 의 모습과 련한 내용인 것으로 단되어,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했던 

모습’(32.18%)이라고 명명하 다.  

토픽 4에서는 아빠(dad·8.98%), 미안(sorry·2.72%), 친구(friend·2.5%), 가족

(family·2.18%), 사랑(love·2.09%) 등의 핵심어가 포함되어 사랑하는 자녀가 안타까운 죽음

을 당했지만, 실 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것에 해 아빠의 미안한 마음과 련한 내

용인 것으로 단되어 ‘아빠의 미안한 마음’(18.46%)으로 명명하 다.     

토픽 5에서는 아들(son·10.61%), 사랑(love·2.26%), 오빠(older brother·1.79%), 여

행(trip·1.6%), 하루하루(every day·1.29%) 등의 핵심어가 포함되어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

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과 련한 내용인 것으로 단되어 ‘가족의 근황  일

상  고통’(5.33%)이라고 명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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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추모편지의 토픽 사이에 서로 연 이 있는지를 악하기 하여 토픽 사이의 구조

 계를 분석하 다(<Figure 3> 참조). ‘친구(friend)’, ‘사랑(love)’ 등의 핵심어는 토픽 1

(딸에 한 엄마의 그리운 마음), 토픽 3(사랑하는 가족의 행복했던 모습), 토픽 4(아빠의 미안

한 마음), 토픽 5(가족의 근황  일상  고통)를 모두 연계하는 주요한 핵심어인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자녀들에 한 부모의 ‘사랑’,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던 자녀의 생  모습은 유가족의 추

모편지를 구성하는 요한 핵심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Topic 1 (24.99%)

a mother's longing 

for her daughter 

Topic 2 (19.05%)

children's life at school 

Topic 3 (32.18%)

a happy moment of 

a loved one's family 

Topic 4 (18.46%)

dad's expression of 

regret 

Topic 5 (5.33%)

Family news and 

everyday suffering 

word
ratio

(%)
word

ratio

(%)
word

ratio

(%)
word

ratio

(%)
word

ratio

(%)

mom 11.93 teacher 2.15 older sister 4.95 dad 8.98 son 10.61 

daughter 3.60 appearance 1.79 love 2.89 sorry 2.72 love 2.26 

love 2.94 dream 1.73 
younger 

brother
1.77 friend 2.50 

older 

brother
1.79 

dream 2.17 face 1.19 happiness 1.57 family 2.18 trip 1.60 

sorry 1.38 baby 1.07 family 1.47 love 2.09 every day 1.29 

happiness 1.37 school 1.07 photo 1.37 older brother 2.09 world 1.17 

dad 1.29 student 0.83 memory 1.32 
younger 

brother
2.09 sky 1.09 

heart 1.23 morning 0.83 friend 1.28 older sister 1.59 longing 1.05 

appearance 1.09 aunt 0.78 sorry 1.18 reminiscence 1.13 tear 0.90 

friend 1.02 
Danwon High 

School
0.78 mind 0.93 dream 1.04 friend 0.70 

Table 3. Key words and composition ratio by topic of memorial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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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추모기사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 크게 3개의 토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토픽 1

은 엄마(mom·8.32%), 아빠(dad·3.35%), 수학여행(educational trip·2.56%), 아들

(son·1.37%), 단원고(Danwon High School·1.34%) 등의 핵심어가 포함되어 수학여행으로 

인한 자녀의 죽음에 한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과 련한 내용인 것으로 단되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상실감’(37.18%)으로 명명하 다. 

토픽 2에서는 꿈(dream·1.94%), 안산(Ansan·1.91%), 친구(friend·1.54%), 세월호

(Sewol Ferry·1.26%), 기도(prayer·1.22%) 등의 핵심어가 포함되어 세월호 사고에서 친구

들과 함께 가족에게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내용과 련한 것으로 단되어 ‘자녀의 

무사귀환 기원’(26.32%)이라고 명명하 다. 

토픽 3에서는 엄마(mom·5.54%), 휴 폰(cell phone·2.35%), 세월호(Sewol Ferry·1.75%), 

친구(friend·1.65%), 학년(school year·1.52%) 등의 핵심어가 포함되어 세월호 사고 당시의 

마지막 화 통화에 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한 엄마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단되어 ‘마

지막 화 연결의 안타까움’(36.51%)이라고 명명하 다. 

Figure 3.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opics of the memorial letters 

Note 1. Dotted circles indicate key words that connect between topics.

Note 2. The more important key words within the topic, the bolder the soli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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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추모기사의 토픽 사이에 서로 연 이 있는지를 악하기 하여 토픽 사이의 구조

 계를 분석하 다(<Figure 4> 참조). 분석 결과, ‘학년(school year)’, ‘세월호(Sewol 

Ferry)’는 토픽 1(자식을 잃은 부모의 상실감), 토픽 2(자녀의 무사기환 기원), 토픽 3(마지막 

화연결의 안타까움)을 연결하는 공통 인 핵심어 다.  즉, 기자의 추모기사에서는 공통 으

로 ‘학년(school year)’, ‘세월호(Sewol Ferry)’에 한 언 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자가 쓴 추모기사는 본질 으로 세월호 사고 자체에 한 언 과 함께 어린 망

자의 학창시 에 한 부모들의 회상을 기록의 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opic 1 (37.18%)

the loss of a parent who has lost a 

child 

Topic 2 (26.32%)

pray for child's safe return 

Topic 3 (36.51%)

Sadness of the last moment 

(phone connection) 

word
ratio

(%) 
word

ratio

(%)
word

ratio

(%)

mom 8.32 dream 1.94 mom 5.54

dad 3.35 Ansan 1.91 cell phone 2.35

educational trip 2.56 friend 1.54 Sewol Ferry 1.75

son 1.37 Sewol Ferry 1.26 friend 1.65

Danwon High School 1.34 prayer 1.22 school year 1.52

Memorial Park 1.19 family 1.04 daughter 1.27

birthday 1.19 mother’s arms 0.93 Danwon High School 1.22

daughter 1.17 school year 0.93 dream 0.97

school year 1.07 baby 0.93 sinking 0.97

Sewol Ferry 0.84 personality 0.90 room 0.90

Table 4. Key words and composition ratio of memorial stories by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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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논의

이 연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한민국 경기도 단원고등학교 학생 119

명의 죽음을 기록한 유가족의 추모편지와 기자의 추모기사가 선택한 언어와 의미구성에 어떤 차

이가 있는지 비교해 살펴보았다. 체 인 기억의 내용을 비교해 보기 해 의미연결망 분석을, 

선택한 단어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 해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유가족

의 추모편지는 자녀와 경험했던 생 의 일상  회상과 함께 (유)가족들의 근황을 독백하는 가족

애, 죽음에서 구해주지 못한 안타까움에 한 회한을 기억으로 드러냈다. 추모편지는 주로 ‘엄

마’, ‘아빠’, ‘딸’, ‘아들’, ‘사랑, ‘미안’, ‘행복’과 같은 가족을 심으로 감정 심 인 언어들을 많

이 사용했다. 이에 반해 기자가 작성한 추모기사는 죽은 아이들의 개인  재능과 장래희망, 자녀

와의 마지막 이별장면, 교우 계나 사회 사와 같은 규범 인 사회가치나 미덕을 강조하는 객

 사실을 심으로 기록했다. 추모기사는 ‘엄마’, ‘아빠’와 함께 ‘친구’, ‘세월호’, ‘단원고’, ‘수학여

행’, ‘사고’, ‘학교’와 같은 사건과 사회 계 인 언어들을 상 으로 많이 사용했다.  

유가족이 쓴 추모편지의 경우에는 자녀에 한 사랑하는 마음, 꿈에서라도 한번 나타나 만

났으면 좋겠다는 간 한 그리움, 그리고 죽음에서 구해주지 못한 안타까움을 표 하는 핵심어가 

Figure 4.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opics of the memorial stories 

Note 1. Dotted circles indicate key words that connect between topics.

Note 2. The more important key words within the topic, the bolder the soli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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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반면, 기자가 쓴 추모기사에서는 자녀의 재능이나 꿈, 장례의식과 안식처에 련된 핵심

어가 많았다. 결론 으로 유가족의 추모편지는 주 이고, 개인 이고, 회고 이고, 모성애  

에서 망자를 기억하고 있는 반면에, 기자의 추모기사에서는 객 이고, 사회 이고, 망

이고, 의례 인 에서 희생자의 가치를 기록해 조를 보 다.  

이 연구는 같은 죽음이라도 그 죽음을 기억( 는 기록)하는 주체에 따라 기억방식에 차이

가 난다는 을 보여 다. 유가족이 기록하는 죽음의 성격은 철 히 가족 공동체와의 ‘지속 인 

유 (continuing bonds)’속에서 다 지거나 망자와 원히 작별하는 것을 거부하는 강한 집착

(attachment)의 방식으로 재 되었다. 심리학에서 애착이론은 계가 단 되거나 격리되었을 

때 오는 심리  좌 과 고립이 강한 애착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어

린 아이를 원히 떠나보낸 유가족들은 강한 애착이나 유 를 통해 심리 으로 작별을 거부한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가족들은 일상 인 회고 심의 기억방식을 보이면서, 동시에 망

자와의 소통방식으로 가족들이 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는 슬픔을 이겨내고 씩씩하게 살겠다는 다짐)를 끊임없이 독백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단

인 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추모기억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강한 심리  애착이다. 죽음

의 상이 어린 자식이라는 ,  죽음의 성격이 자연사가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때문인지 유

가족들은 그들의 상실에 해 강한 후회와 죄책감을 드러낸다. ‘살아서 제 로 해주지 못했다’는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후회와 함께 ‘엄마,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늘나라에서

는 행복해’라는 말로 자녀를 보호하지 못한 채 먼  떠난 보낸 안타까움을 동시에 강조한다. 죽은 

아이들에 한 부모들의 이런 심리  좌 감은 존 보울비(John Bowlby, 1980)의 응애착행

동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네 가지 단계로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심리  마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가족들이 충격에 빠지고,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었는가에 해 이해하지 못한다. 심리 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단계

이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죽음일수록 유가족의 충격과 슬픔의 강도는 커지고 자책감 역시 커진

다(이완수, 2017). 사건 기 유가족들의 추모기억 속에 격정 인 감정언어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도 이런 심리  애착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추모편지는 흥미롭게도 사회 으로 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미

덕들(virtues)은 별로 언 되지 않았다. 가령, 학교성 , 사회활동, 책임감, 학진학, 장래희망 

등 사회  가치에 한 기억은 은 편이다. 사회 으로 시되는 미덕이나 가치는 가족 추모편

지에서는 오히려 배제되거나 망각의 상으로 포섭되었다. 반 로 망자에 해 ‘착한 동생’, ‘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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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작은 투정’, ‘마음 이’, ‘가벼운 포옹’, ‘과묵’, ‘재잘거림’, ‘새침데기 ’와 같은 일상의 모습

을 담아 묘사한다.

이에 반해 기자의 추모기사는 망자를 사회  가치나 미덕에 맞춰 재구성하는 특징을 보

다. 가족과의 사소한 일상성에 맞춰 기록하기 보다는 그의 가정생활, 는 학교생활이 얼마나 바

람직하게 이 졌는지에 한 사회  규범성을 심으로 기록한다. 망자에 해 ‘착한 아이’, ‘의젓

한 아이’, ‘배려심 있는 아이’, ‘헌신 인 아이’와 같이 집안에서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  규범

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리고 학교성 , 입상, 운동, 취미, 재능, 성격, 사와 같은 특기나 장 , 

그리고 꿈, 희망, 진학, 직업 등과 같은 장래 계획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유

가족과 기자의 추모기억 차이는 망자와의 계성을 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망자와 가까운 유

가족은 일화  기억을 통해 정서  유 를 지속하는데 반해(Field, Gal-Oz, & Bonanno, 

2003), 망자와 격리된 기자들은 사회 으로 수용되지 않는 일탈된 행동이나 속성은 무시하고, 

신 사회  규범을 지향하는 개인 시민성을 강조한다(Hume, 2000).

기자의 추모기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목은 망자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이별 장면에 해 

많은 내용을 담아내고자 한다는 이다. 컨  사고 장( : 바다)에서 사라졌다가 언제, 어떻게 

수습되어 부모 품에 돌아왔는지,  죽은 육신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묻히는지에 한 장례의식

이 규칙 으로 언 된다. 한 망자가 세월호 침몰이라는 기상황에서 친구를 해 어떤 희생정

신을 발휘했는지, 세월호 침몰직 에 가족과 나 었던 마지막 화와 연락장면은 어떠했는지, 그

리고 몇 시, 몇 분에 가족과 어떤 화를 나 었다는 육성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도 추모기

사의 한 특징이다. 기자들이 이런 마지막 순간의 장면들을 강조한 것은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기

자들에게 특별히 애써 달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만큼 유가족들은 어린 망자와 마지막 작별 순

간을 잊지 않으려 애썼으며, 이를 기자들이 기록에 반 해 재 했을 수 있다. 유가족들이 망자가 

소멸되는 순간에 한 기억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면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에 한 상실감

이 깔려 있다. 슬픔의 3단계 이론(Neimeyer & Anderson, 2002)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랑하

는 어떤 사람이 죽으며, “나는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어...”,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와 이야기를 나 었는데...”와 같은 존재의 상실을 심각한 충격으로 받아들인다(이완수, 

2017). 에서 기술한 것처럼 배가 침몰하기 직  망자와 나 었던 마지막 순간의 화를 유가족

들이 지속 으로 기억하는 것도 존재의 상실에 한 두려움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모기사는 길이가 짧은 이유도 있지만, 가족과 생 에 맺었던 인연과 일상 인 회

고는 상 으로 었다. 추모기사는 망자가 생 에 보여줬던 인간 인 정감을 세 하게 드러내

는데 집 하기 보다는 정 으로 수용되는 사회  삶의 태도와 역할에 맞춰 재구성하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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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 동시에 아이들이 사고로 죽게 되는 시 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사건 에서 묘사하

고 있는 도 추모기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이론  함의 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죽음

에 한 기억 행 자에 따라 기억방식이 다르다는 이다. 가족이 쓰는 추모편지는 망자와의 정

서 , 내재  계 심으로 다 지는 반면에, 미디어가 구성하는 추모기사는 망자의 죽음에 해 

사회 , 규범  계로 치환하는 차별  기억방식을 보여 다. 한 가족의 추모편지는 망자와의 

정서  연 에 맞춰 내재 으로 기억하는 반면에, 기자가 재 하는 추모기록은 망자가 사회 으

로 인정되고, 수용되는 정신, 태도, 행동 등 외형  요소를 선택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가족

의 죽음에 한 개인 기억방식이 회고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descriptive) 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면, 미디어가 표상하는 죽음 기억방식은 그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고, 재구

성한다는 구성주의(constructivist) 으로 근해 볼 수 있겠다. 우리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미디어( ; 신문)는 오늘날 표 인 죽음의 달자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죽음 의식의 구

성주의자이자, 창조자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죽음의 상에 따라 기억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다. 아이의 죽음은 어른의 

죽음과는 달리 아이와 부모간의 유 와 애착 계로 연결되어 기억된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부모

를 잃은 아이가 무조건  집착을 드러내듯이 아이를 상실한 부모 역시 아이에 한 강한 애착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어린망자와 지속 으로 유 (bonds)하고, 결합(connection)하는 집착성을 

통해 원한 작별을 심정 으로 거부한다. 아이의 죽음이 삶의 종결이 아니며, 계의 단 을 의

미하지 않는다는 을 강조한다(De Vries & Rutherford, 2004). 이러한 기억 행은 생 에 

어린 망자에게 해주지 못했던 후회감을 독백하면서도 승( :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등)

에서 다시 만나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과 계획을 다시 실천하자는 동양  윤회 으로 표출되는데

서 잘 드러난다. 

셋째는 죽음의 성격에 따라 기억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이다. 자연사에 해서는 순

리로 수용하지만, 사고사에 해서는 원망, 애통, 회한, 애증과 같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표출된

다는 함의 을 제시해 볼 수 있다. 특히 자연스러운 죽음과 거리가 먼 아이들의 사고사는 강한 

죄책감과 함께 사고를 유발한 특정 는 불특정 상에 해 강한 분노감을 드러낸다는 사실이

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하소연하면서, 어린 망자의 존재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도 동시에 보여 다. 

넷째는 추모기억은 한 개인의 고유한 경험을 회상하는 개인  기억인 동시에, 사회  맥락

과 연 되어 재 되는 사회  기억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이다. 유가족의 사  추모기억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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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일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에서 감정 이고, 일화 이고, 주 이다. 이에 반

해 기자의 공  추모기록은 사건에 한 객  사실을 제시하거나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

회  규범체계를 상 으로 더 강조한다. 유가족은 기억의 개인성을, 미디어는 기억의 사회성을 

달하는 주체로 볼 수 있다.

다섯째는 기억 주체자에 따라 죽음의 성격이 다르게 규정된다는 이다. 가족은 망자의 죽

음이 원히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다음 생(生)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일시  작별이라는 

에서 유  다짐을 표출한다. 이에 반해 기자의 추모기사는 망자의 죽음이 아무 의미없이 소

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아 “그 죽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식의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

과 의무를 강조한다. 

여섯째는 어린 아이들의 죽음 기억을 통해 개인  기억(individual memory)과 집합  

기억(collective memory)의 차이를 이론 으로 확인한 이다. 유가족이 쓴 추모편지는 개인

의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주 , 감정 , 정서 , 유  개인 기억을 강조하는 반면에, 사회

 가치나 미덕은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에 반해 미디어가 작성하는 추모기사는 사회  사건, 

제도, 행을 바탕으로(Assmann, 2006) 집합 이면서 다 으로 기억하는 쪽으로 더 비 을 

둔다. 이 연구에서 밝혔듯이 사고가 일어난 장, 장례공간과 같은 기념  상징성, 그리고 사회

문화  습이 강조되고 있는 도 미디어가 재 하는 집합  기억의 한 로 볼 수 있다. 

일곱째는 죽음에 한 문화  사고습 과 가치의 차이가 추모기록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이다. 를 들어 한국 유가족들의 추모편지에는 죽기 이 의 상황으로 망자를 치시키려고 애쓰

거나, 죽기 에 기억되었던 망자의 모습을 유지하거나, 망자와 련한 특정한 장소나 공간을 회

상하거나, 그리고 망자와 지속 인 화를 추구하는 동양  죽음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Hsu, Kahn, Yee & Lee, 2004). 이러한 동양  죽음 은 꿈에서라도 “다시 보고 싶다”거나, 

‘하늘나라’나 ‘천국’과 같은 표 을 통해 다시 만나자는 내생 (來生觀)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서 

잘 드러난다. 이는 한번 죽으면 원히 죽고, 결별된다는 서양의 죽음 과는 달리 죽어서도 혼

을 통해 끊임없이 재회하고 화하는 동양  죽음의식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동양 문화권에서

는 유가족들이 망자와의 지속 인 유 를 강조하는데, 육신은 죽었지만 혼은 죽지 않는다는 

존감(sense of presence)을 강하게 믿는 경향을 보인다.

여덟 번째는 기억의 언어는 특정 언어에 집 되기 보다는 다른 기억과 연상 작용을 불러 일

으켜 기억의 연결성을 만들어낸다는 을 이론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이나 사건에 한 

기억은 특정 언어  속성이 상호 연결망을 이루면서 네트워크 구조의 형태(network-like 

structure)로 나타난다는 이다(Vu, Guo, & McCombs, 2014). 따라서 기억 언어 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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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으로 연결되어 인출된다는 이른바 연상  네트워크 모델(associative network 

model)(Anerson, 2013)이 추모 기억연구에도 용 가능하다는 시사 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무엇보다 추모기억의 ‘개인성’과 ‘사회성’에 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

다는 이론  함의 을 얻을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개인의 추모기억은 사회  맥락 속에서 형

성된다는 을 강조했지만, 이런 추모기억의 사회성이 어린 아이들의 비극 인 죽음기억에는 별

로 발견되지 않았다. 랑스 사회학자이자 기억 연구가인 알박스(Halbwachs, 1992)는 고립된 

개인은 어떤 기억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어린 아이의 죽음에 한 유가족의 기억은 

개인 인 경험 범주를 벗어나 사회  기억으로 확장되지 않았다. 개인  기억도 원천 으로 상당

한 수 의 사회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죽음의 상과 성격에 따라 추모기

억은 개인의 경험을 지향함으로써 상 으로 사회  가치는 희석되어 나타난다. 이에 반해 미디

어의 기억방식은 ‘개인성’을 지향하는 유가족의 기억방식과는 달리 ‘사회성’을 보다 지향한다. 미

디어가 재 하는 사회  기억은 쉬바르츠(Schwartz, 1996)의 주장 로 역사  증거, 기념  

상징성, 그리고 사회문화  가치와 행들이 유기 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미디어는 망자와 

련된 과거 사실을 사회 , 역사  맥락 속에서 기록하거나(Hume, 2010), 뉴스를 통해 끊임없

이 과거를 언 (referencing)함으로써 사회  기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극 으로 개입한다

(Hanusch, 2010). 이런 에서 미디어는 주요한 추모 사이트이자 가장 향력 있는 기억 주체

자라고 할 수 있다(Peri, 1999). 

이 연구는 어린아이를 잃은 유가족들의 사 기억과 이를 사회  기억으로 달하는 기자의 

공 기록 간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추모기억 이론을 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 연구는 추모 

의 작성 주체자, 망자와의 계, 그리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재 하는 기억 언어와 의미구성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으로 규명함으로써 추모 메시지 연구의 분석 틀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가족이 애 하게 어나간 추모편지와 기자가 가족 인터뷰 방식으로 재구성한 

추모기사 내용을 언어  에서 계량 으로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문맥에 담겨 있는 의미의 구

체성과 맥락을 제 로 보여주지는 못했다. 추모 은 특성상 표  언어의 미묘한 감정과 맥락을 

통해 사회  의미 달이 이 진다. 따라서 사용된 단어가 무엇인지, 단어와 단어 간의 계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한 양 인 측정만으로는 추모 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교하게 해석하

기는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텍스트 데이터를 갖고 유가족과 기자가 망자의 생  삶과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기술하는지를 보여주는 질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 어린 망자의 죽음

을 기억으로 불러낸 유가족과 이를 사회  의미로 재구성한 기자를 상으로 직  인터뷰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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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세월호 희생자 죽음을 어떤 기 과 감정을 통해 조명했는지를 알아보는 일도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론  에서도 유가족의 추모언어 메시지와 언론의 추모기사 메시지 간의 네트워크 

의제설정 계를 측정해 보는 것도 흥미 있는 후속 연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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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연결망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세월호 학생 희생자 추모 텍스트 분석

이완수 

(동서 학교 미디어커뮤니 이션 계열 교수) 

최명일

(남서울 학교 고홍보학과 교수)

이 연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한민국 경기도 단원고 등학교 학생 119명의 

죽음을 기록한 유가족의 추모편지와 기자의 추모기사 사이에 어떤 언어  의미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살펴

보았다. 체 인 기억의 내용을 비교해 보기 해 의미연결망 분석을, 선택한 단어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

해 보기 해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유가족 추모편지는 꿈에서라도 한 번 나타나 줬으면 

하는 엄마의 간 한 모성애, 자녀와 경험했던 생 의 일상  추억, 자녀를 죽음에서 구해주지 못한 아빠의 

무력감, 그리고 가족의 근황과 함께 견디기 힘든 일상  고통에 한 기억을 드러냈다. 추모편지는 주로 

‘엄마’, ‘아빠’, ‘딸’, ‘아들’, ‘사랑’, ‘미안’, ‘행복’과 같은 가족과 감정 심 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다. 이

에 반해 기자의 추모기사는 자식을 원히 떠난 보낸 부모의 깊은 상실감, 자녀의 무사귀환에 한 기원, 

어린 망자의 개인  재능과 장래희망, 자녀와의 마지막 이별장면, 그리고 교우 계나 사회 사와 같은 규

범 인 사회가치나 미덕을 강조하는 보다 객  내용을 심으로 기록했다. 추모기사는 ‘엄마’, ‘아빠’와 

함께 ‘친구’, ‘세월호’, ‘단원고’, ‘수학여행’, ‘사고’, ‘학교’와 같은 세월호 사고와 사회 계 인 언어들을 많

이 사용했다. 이 연구는 기억 행 자에 따라 어린 망자의 죽음이 어떻게 다르게 재 되고, 의미화 되는지

를 이론  에서 논의했다.

핵심어 :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 추모편지, 기자 추모기사, 의미연결망 분석, 토픽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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