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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텔레비전 뉴스보도와 아동권리 침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방송뉴스 제작 가이드라인 제안*

김동윤**

1)2)

논문요약

이 연구는 지상파방송 3사의 뉴스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권리 침해의 
유형과 특성을 내용분석을 통해 탐색해 보고, 이를 통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뉴스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방송뉴스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 뉴스보도에서 침해되는 아동권의 유형과 특성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었다. 먼저, 사회적 약자로서 아동권리 침해가 영유아에서부터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아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참여자 관점으로 보는 대신, 아동에 대한 관찰자적 입장이 
지배적으로 투영된 결과로 해석되었다. 다음으로, 뉴스보도에 의한 아동권리 침
해는 뉴스 소재 선정과 방송기법 적용 등 뉴스 제작 전반의 관행과도 높은 관
련성을 맺고 있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보다 세심한 접근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었다. 끝으로, 아동 관련 뉴스보도에서 나타나는 아동권리 침해가 우리가 생
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었으며, 이는 공익적 방송의 저널리즘 
기능과 역할 차원에서 보다 사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
다. 아동 관련 뉴스보도의 책임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환경감시 차원에서 이
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다분히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사회적 약자로서 아동권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공적 역할과 책무에 대한 성찰과 함께 이를 뉴스 제작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텔레비전, 뉴스, 아동권리, 권리 침해, 가이드라인 

* 이 연구는 2013년 사단법인 세이브더칠더런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보고서 <텔레비전
과 아동: 텔레비전 장르를 통해 본 아동권리와 인권의 사회학> 중 뉴스 장르에서 나타
나고 있는 아동권리 침해 관련 분석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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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한 사회가 발전적이고 민주적일수록 사회적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진화와 민주화라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 속에서 우리 사회도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유해한 방송 환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인식과 요구에 당면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방송 

정책 및 규제의 틀을 세우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주체이다. 이러한 방송 정책과 규제의 목적은 방송이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기여

는 그대로 가져가되,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규범적 논리와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방송 철학에 대한 인식이 깊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선진국일수록 텔레비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

기 위한 규제가 더욱 다각적으로 모색된 이유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도 아동 보호와 관련한 다각적인 규제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그 체계성과 구체성이 서구 선진국에 견주어 다소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아동이 

유해한 방송으로부터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러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이 현장에

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나 청소년보호시청

시간대도 유해한 방송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지 오래지만, 

그 실효성과 내실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김동윤·

김주환, 2004)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사회적 약자로서 아동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그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 노력과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절실하다는 인식과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하는 

실천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는 한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지상파방송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공공 자산인 전파 자원으로 운용되는 지상파 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의무를 법과 제도로 

명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약자층을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

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아동권리의 



텔레비전 뉴스보도와 아동권리 침해 ｜ 67 ｜

문제도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3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아동권리 의미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은 거의 없다. 방송이 한 사회의 주류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 사회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지상파 방송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부재는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 뉴스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대상과 객체를 가장 객관적으로 

재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현은 반복과 누적을 거듭하면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집단

적 기억을 생성시킨다. 범죄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흑인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말해주

듯, 텔레비전 뉴스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재현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그러한 대상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고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만약 텔레비전 뉴스

가 아동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아동권리의 문제를 간과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할 

경우, 아동에 대한 집단적 기억은 굴절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다분하다. 나아가 주류화 

된 이러한 집단 기억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험들과 공명됨으로써 우리의 

기억은 더욱 강화되고 견고하게 될 공산이 높다고 할 것이다. 특히 사건과 사고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뉴스는 그 장르적 특성상 아동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다룰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아동에 대한 재현 방식이 부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는 구조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이 연구는 텔레비전 뉴스가 아동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드러내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아동권리 보호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자 했다. 사회문

화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공적 역할과 책무성이 그 무엇보다 강조되는 뉴스보도에

서 아동권리 침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침해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아직까지 아동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 

노력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뉴스 제작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보고자 했다. 뉴스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아동권리의 피해 실태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집단적 기억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집단적 

기억의 모순과 왜곡을 치유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 68 ｜ 연구방법논총 ｜ 2019년 여름호 제4권 제2호

Ⅱ. 이론적 논의

1. 권리와 인권 그리고 아동

권리와 인권의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그를 뒷받침 해주는 법과 제도는 한 사회의 

성숙도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권리나 인권과 같은 인간의 

기본권 문제는 경제적 궁핍이나 곤궁 속에서는 좀처럼 구현하기 어려운 가치일 뿐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본질로 삼는 성숙한 민주주의 규범이 뿌리내리지 않고서

는 기대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권리와 인권의 문제는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도 이와 같은 권리와 인권의 중요성과 원칙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 것과 누구

든지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0조가 권리

와 인권을 명시함으로써 그 궁극적인 가치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제11조는 그것의 

철학적 근간이 인간의 평등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 정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당위적인 목적과 가치를 담은 

것으로 현실에서 쉽게 달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은 

형식적으로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을지언정,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후진성을 보이

는 영역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동권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 성인과 아동은 공히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주체이고, 

이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보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아동의 권리와 인권이 종종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권리는 책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인이 아동에 비해 더 높은 법적 지위와 

권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문제는 아동과 

아동권리에 대한 보다 사려있고 성찰적인 시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동보다

는 성인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법과 제도의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아동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능력과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그 결정을 고스란히 성인들의 판단에 맡겨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는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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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장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일반론적인 

차원의 권리나 인권 개념에 머무르기보다는 아동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관용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한편, 대한민국 민법 제4조(성년)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명시하

고 있다. 그럼에도 ‘신체적, 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 혹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의 아이들’로 일컬어지는 아동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과 제도적 차원의 

아동은 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

으로 이해된다. 또한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한 특별한 기준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성년과 미성년의 기준에 따라 ‘만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은 그 육성을 위한 수련의 목적상 ‘9세 이상 24세 이하’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자보호법상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미만의 자이고,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의 자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김승훈, 2009).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권이 

19세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동의 개념적 범주는 스스로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제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연령기에서부터 스스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연령기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다소 광범위한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르면, 아동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할 수 있지만, 

관련 법률에서는 각각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연령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듯 아동 개념이 차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입법과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법과 제도가 아동의 보호 차원에 있는 것인지, 훈련과 

수련의 목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나 주권의 보호와 행사에 있는지에 따라 

연령 기준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을 어떤 연구의 대상 

혹은 주제로 삼을 경우,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그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과 취지를 

살림으로써 연구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방송통신 정책에서는 아동보다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즐겨 사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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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어린이는 미취학 및 초등학교 취학 연령층을 가리키고, 청소년은 중, 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연령층을 가리킨다. 이외에도 아동과 관련한 대표적 방송정책이라 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 등급 상한 연령이 19세이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역시도 중, 고등학생의 시청보호 시간대를 지정한 것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두고 있다

는 사실을 감안하면, 방송통신 정책의의 목적이나 취지는 아동의 범주를 ‘19세 미만인 

자’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뉴스보도와 아동권리 

유해한 방송환경으로부터 아동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주로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선정성과 폭력성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을 뿐, 뉴스는 아동이 

경계해야 할 유해한 방송 환경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아동 역시도 

뉴스보도의 주요한 아이템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한

다는 명분과 취지로 보도된 뉴스가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은 

뉴스보도에 의한 아동 인권 및 권리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 관련 

아이템을 다루는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자세와 태도를 적시하고 있다. 즉, 언론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 실천 

원리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를 다룸

에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무시하는 표현의 사용에 유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저속한 표현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무시하거나 희화화 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어린이

와 청소년 문제를 보도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사건에서 특이한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의 일탈이나 범죄 행위를 ‘요즈음’ 어린이나 청소년의 일반적인 행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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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고 하고 있다. 셋째는 청소년 폭력 관련 보도에서 

근거 없는 추측이나 해석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보도준칙의 실천 매뉴얼은 아동 관련 뉴스보도의 지침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동의이다. 어린이와 인터뷰하기 전에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의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어렵고 다루는 주제가 민감할수록 자신의 의사와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린이가 수업 중에 인터뷰를 해야 한다면, 학교 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는 익명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반사회적 이슈나 

범죄 행위를 보도할 때 청소년 개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신중하거나 되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그것이 개인 자체보다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신원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인터뷰 기술이다. 어린이는 모르는 어른

의 질문에 대해 자기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말하기 어렵거나 질문자의 유도에 넘어가

기 쉽다. 따라서 어린이와 인터뷰하는 경우, 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필요한 

말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그 어린이가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소년범 보도이다. 청소년은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에 광범위하게 알려질 경우 성년기의 사회활동과 원만한 인격형성에 막대한 지장

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소년범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해 본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 의한 성범죄는 단순히 흥미유발을 위해 보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 만일 피해자를 실명으로 

보도하고 가해자의 익명 처리가 미흡했을 때에는 피해자의 실명을 통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아동 관련 뉴스보도의 지침이 현실에서는 좀처럼 지켜지기 어려운 

속성이 있으며, 다분히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지상파 

방송3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아동의 권리나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권리 및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는 식의 규범론에 머물고 있을 뿐 세부적으

로 무엇을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과 원친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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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제기되거나 드러난 바림직한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사실과 사실에 초점을 두는 뉴스의 본질적 속성을 감안해 본다면, 이러한 기준과 

원칙의 부재 위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관련 뉴스보도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아동 

관련 뉴스보도가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

날 개연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현실을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묘사하고 반영해야 할 뉴스가 오히려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증폭시키며, 나아가 아동 현실을 필요 이상으로 왜곡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텔레비전 뉴스의 효과: 아동에 대한 현실구성과 집단기억 

텔레비전에서 아동은 장르를 불문하고 광범위한 행위자로 그려지며, 텔레비전이 

아동을 그리는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동에 대한 이미지와 아동을 바라보는 시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뉴스보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물론,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환경감시 차원의 보도가 주를 이룬다. 아동의 권리를 감시하고 증진하기 

위한 뉴스보도의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가장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으로 이해되는 뉴스 장르가 아동을 그리는 방식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뉴스는 그 장르적 특성으로 인하여 아동을 다루는 

과정에서 언제나 문제적 장면이나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게 되며, 이는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을 그리게 되는 잠재적 역효과를 불러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동 관련 뉴스가 아동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아동에 대한 이미지를 일정 부분 왜곡시키고, 그 결과 아동에 대한 일정한 편견과 

선입견을 형성시키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동을 둘러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을 침소봉대함으로써 실재를 구성하는 경향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 뉴스는 무엇보다 영상이라는 강력한 도구적 수단으로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현실과 실재에 대한 구성적 영향력이 그 어느 매체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입말이나 글말 중 어느 하나가 아닌 입말과 글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시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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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방송 뉴스는 그 현상이나 대상을 대단히 정교한 방식으로 

기호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영상 언어를 사용하는 텔레비전을 바라보는 일견 

단순한 행위가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재현하고, 그 결과로서 대상의 기호적 의미를 

구성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그러한 시청 행위가 자연의 진공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과 그 과정에서 유발된 여타의 기억이나 경험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윤태진 외, 2007) 경고한다. 텔레비전 뉴스가 영상 속 

현상이나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것을 어떻게 해독할 것이며, 특정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접합될 것이며, 그 결과로 어떠한 의미화 작용을 하도록 

할 것인가를 틀 지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영상뉴스를 바라보는 행위는 단순히 어떤 사물이나 대상, 그리고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 행위를 자극하며, 이는 시청자의 사회적 욕망과 쾌락, 분노와 호기

심, 나아가 충격과 혼란의 감정적 격동의 정서적 변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일정한 

의견과 태도, 행동 차원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바라보기’의 객체는 

언제나 그 자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호로 이해된다. 

즉, 영상이라는 기호 속의 대상은 언제나 그 자체로는 존재할 수는 없으며, 언제나 

어떤 체계의 일부로만 작용한다. 방송 뉴스가 아동을 영상이라는 시각적 이미지 언어

로 재현하게 될 경우, 아동은 본래의 아동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기호들과의 관계 혹은 관계의 구조 속에 높이게 되며, 그 결과로서 

특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호 체계가 어떤 한 문화에서 현상유지적 

문화를 반영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르트의 이해방식대로라면, 방송 뉴스 속에 비춰진 

아동에 대한 그릇된 표현과 묘사는 아동을 둘러싼 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실어 

나르는 의미체계의 일부분으로 비춰지며, 이러한 의미체계는 아동을 둘러싼 의미 체계

의 모순과 왜곡의 구조를 반영하거나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텔레비전 뉴스 

시청을 통해서 형성된 모순되고 왜곡된 아동이라는 기호의 의미체계는 별다른 거부반

응이나 반대급부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며, 이러한 의미화 작용의 

반목과 누적은 결국 아동을 둘러싼 그 사회의 집단적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윤태진 외, 2007).

영상이 하나의 기호로서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경험과 해석의 일정한 준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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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준다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는 아동이라는 기호에 대한 경험과 

해석의 틀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뉴스보도가 재현하는 아동이라는 

기호는 단순히 현실의 아동을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의미와 기호를 특정한 방향으로 고착화하거나 왜곡시키는 결과로 나타난

다. 그 결과, 아동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에게 덧붙여지는 의미와 

기호의 관계망 속에 갇히게 되며, 이는 그를 둘러싼 다른 사회적 행위자의 의견이나 

신념, 그리고 태도와 행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틀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텔레비전 뉴스 속 아동 바라보기는 아동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이 아동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

로 경험할 수 있는 시공간으로 활용되며, 이에 대한 비성찰적이고 무비판적인 수용은 

결국 아동을 사회적 주체가 아닌 객체로 간주하도록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텔레비전 뉴스보도가 아동을 재현하는 방식을 문제 삼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 뉴스보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권리 침해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궁극적

으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뉴스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문제 1] 지상파 방송3사의 뉴스보도에 나타난 아동권리 침해 유형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지상파 방송3사의 뉴스보도에 나타난 아동권리 침해 유형과 특성은 

뉴스 제작 과정에 어떠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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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및 설계

이 연구는 지상파 방송3사가 편성한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 나타나고 있는 아동권리 

침해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상파 방송3사

(KBS, MBC, SBS)가 편성한 뉴스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이 주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궁극적으로 아동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뉴스 제작 가이

드라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설계를 제시했다.

침해

유형․특성

뉴스 

보도

KBS

MBC

SBS

아동권리

뉴스 제작

가이드라인

제안

<그림 1> 연구 설계

한편, 이 연구는 지상파 방송3사의 뉴스보도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서로 비교,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동일

하고 일관된 평가 기준과 잣대가 필요하기 마련인데,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더불어 비교 및 평가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표본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뉴스 제작 과정에서 아동권리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저조하거나 부주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아동권리 침해

를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과 방식을 체계적으로 밝혀 뉴스 제작의 공정성과 

책임성 구현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자료를 도출하고, 그에 기반한 제작 지침을 

마련하는 작은 토대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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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개요

이 연구는 KBS의 <뉴스9>, MBC의 <뉴스데스크>, SBS의 <8시 뉴스>를 표본 추출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지상파 방송3사의 메인 뉴스프로그램에 대한 아동 관련 뉴스아

이템을 내용분석의 주요한 표본으로 설정했다. 뉴스 표집은 연구 시점인 2013년 3월 

31일부터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2011년 1월 1일까지 총 2년 2개월 동안 방송된 

뉴스보도 가운데 아동을 뉴스 아이템으로 선정한 뉴스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되, 이 

가운데 아동권리와 인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뉴스 전부를 선정하여 이들 뉴스 

아이템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동권리 및 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의 기준에 따라 코딩하

였다. 

방송사별로 기사 제목과 본문을 대상으로 아동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뉴스 한 건을 

사례 1개로 분류했는데, 표본 추출에 사용된 키워드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었으나, 경우에 따라 아동, 초등학생, 중고생, 10대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관련 

기사를 표집했다. 한편, 키워드로 검색된 뉴스들 중에서 한 개의 독립된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경우나 선거 시기 정치 이벤트, 외신 또는 난민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아동 

관련 뉴스들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를테면, 뉴스 오프닝, 클로징, 주요 뉴스 소개 등에서 언급되는 경우나 외신이나 

국제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탈북자, 이주민, 난민 관련 뉴스에서 언급되는 경우, 

스포츠 뉴스에서 다루어진 경우,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 이벤트 혹은 후보 공약 등의 

일환으로 다루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주요한 사건에 대해 지상파 3사가 동일한 

뉴스아이템으로 다루었을 경우는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는 이 연구의 목적

이 방송사별 아동권리 침해 빈도 측정보다는 그러한 권리 침해가 어떠한 유형과 특징

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추출된 표본은 모두 694건이었으며, 따라서 이들 

표본은 최소한 관련 보도에서 하나 이상의 아동권리 침해와 관련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들이다. 표집 결과를 아동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아동에 대한 

권리 침해 사례가 가장 많았고(300건, 43.2%), 그 다음이 어린이 아동(222건, 32.0%), 

영유아 아동(172건, 24.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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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기사에 대한 분석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모니

터링 결과를 로그북으로 작성하였다. 로그북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항목 

및 유목 혹은 지표에 반영할만한 속성과 특성을 권리 침해 사례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제작되었으며, 아동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의 분석은 기사 한 개 당 하나씩 작성된 로그북에 기반하여 

코딩 가이드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수치로 옮겨졌다. 

이 연구가 초점을 둔 분석의 항목은 크게 세 가지 즉, 뉴스 소재, 뉴스 제작에 

사용되는 방송기법 그리고 아동권리 침해 유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뉴스 소재는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의 공통적인 소재를 묶어서 일반적인 발생 보도 아이템에 

맞도록 구성한 것이다. 또한 방송기법은 통상적으로 방송 뉴스가 뉴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뉴스 제작 원리와 기법을 그 속성에 따라 세분화 한 것이다. 마지막

으로, 아동권리 침해 유형은 그동안 인권보도 준칙이나 아동인권 관련 규정에서 명시

되거나 강조된 다양한 기준을 방송 뉴스의 특성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이들 

분석 항목과 세부적인 분석의 유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분석 항목 세부 유목

뉴스 소재
학교폭력, 대물사고, 성폭력, 아동차량사고, 대인사고, 아
동학대, 보건복지, 교육, 트렌드, 기타

권리 침해 
영상 유형

텍스트 영상 : 앵커 멘트, 기자 리포트, 기사 제목, 자막 등
현장 영상: 뉴스 발생 현장 영상
재연 영상: 상황 연출, 재연 고지 화면 등 
자료화면 영상: 과거 자료화면, CCTV, 블랙박스, 그래픽 사용

권리 침해의 
특성

직접 침해: 초상권 침해, 도구화, 사생활 침해 

간접 침해: 모방범죄 유발, 아동에 대한 이미지 왜곡, 정서적 
폭력

<표 1> 분석 항목 및 세분 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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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의 뉴스 소재 항목에서 제시된 9개의 세부 유목을 간단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 폭력(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및 자살 등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교 당국 간에 발생한 경우), 대물 사고(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물품 손괴 등 대물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이나 사고), 성폭행 및 성매매(아동

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발생한 성폭행 및 성매매 사건 등), 차량 사고(어린이집, 

학교 통학버스, 기타 일반 교통사고에서 아동이 피해자로 설정되는 사건), 대인 사고

(사건 및 사고 가운데 강도나 살인, 폭행 등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경우), 

아동 학대(아동 유기 및 방임, 폭력, 가출, 가정 폭력 등. 가정, 시설 등에서 장기적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보건 복지(아동보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건강권, 보건 복지 정책  관련 아이템으로서 건강, 음식, 식생활, 식자재 등 식생활 

관련 뉴스), 교육(학습권 관련 사안, 유치원 대란, 중․고등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교육 

정책 포함), 트렌드(스마트폰이나 게임 중독 및 초등생 화장과 같은 시대상을 반영한 

뉴스), 그리고 기타(그 외 아동권리 침해 뉴스) 등이 그것이다. 또한 아동권리 침해 

영상의 유형은 자막 중심의 텍스트 영상, 현장 영상, 재연 영상, 자료화면 영상 등의 

4가지로 구분하여 아동침해가 어떠한 방송기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했다. 이어서 아동권리 침해 유형은 크게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로 구분하고, 전자는 초상권 침해(권리 침해를 당하는 아동의 얼굴이나 신분

을 배려 없이 노출시키는 경우), 도구화(다른 아동권리 침해 사례와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관련성이 적은 아동을 취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사생활 침해(아동권리 침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일상과 삶의 과정과 결과가 사려 깊게 접근되지 못한 경우)

로 구분했다. 후자는 모방범죄 유발(해당 보도가 정제되지 않아 아동에 대한 권리 

침해가 모방될 소지가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이미지 왜곡(아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른이나 환경 및 현실 중심적이어서 아동에 대한 관점을 오염시키는 경우), 정서적 

폭력(뉴스 시청자로서 아동이 관련 뉴스를 통해 불안과 근심을 오히려 자극받게 되는 

경우)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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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뉴스보도와 아동권리 침해

1) 아동권리 침해 당사자 분석 

뉴스 장르에 나타난 아동권리 침해 당사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권리 

피해자에 대한 성별 및 연령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 694건 중에서 남자 

아동 피해 사례(275건)가 여자 아동(205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1), 이 가운데 

개별  뉴스 기사에서 남녀 아동의 권리 둘 다 침해당하는 경우도 214건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침해를 아동 연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 아동권리 침해는 청소년(300건), 

어린이(223건), 영유아(171건) 순으로 나타나 아동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권리 침해 

빈도가 높아진다(<표 1> 참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의 틀로 사용된 로그북에 

대한 분석은 청소년 아동 집단 전체가 마치 잠정적 범죄자로 간주되는 표현이나 용어

에 의해 빈번하게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합계

남자 아동 37(13.5) 52(18.9) 186(67.6) 275(100)

여자 아동 29(14.1) 103(50.2) 73(35.6) 205(100)

남녀 아동 중복 105(49.1) 68(31.8) 41(19.2) 214(100)

합계 171(24.6) 223(32.1) 300(43.2) 694(100)

<표 1> 성별, 연령별 아동권리 침해 건수

단위: 건(%)

또한 아동의 성별과 연령을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남자 청소년 아동(186건)의 

권리 피해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여자 어린이 아동(103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1) 아동권리 침해 당사자 현황 분석은 남자 아동, 여자 아동이 공통적으로 침해를 당한 
뉴스의 경우 중복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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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이는 뉴스가 기본적으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기반하다는 점에

서 평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해당 아동의 권리 피해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석은 영유아 아동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데, 이는 

뉴스보도에서 영유아 아동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거나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종 보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자료 화면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노출된 초상

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빈번했다(<사례 1~2> 참조).

 <사례 1>                             <사례 2>      

SBS 뉴스8 <입양 아동 절반 뚝..왜?> 

2012.09.13

  KBS 뉴스9 <일시보육 시설’도 늘려야 > 

2013.02.13

  

한편 아동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장소를 연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 영유아 아동은 

보육시설(69건), 어린이와 청소년은 학교(46건, 79건)에서 권리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는 아동에 대한 권리 침해가 아동의 생활 

공간이나 주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뉴스보도

에서 아동은 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나 장소와 관련한 보도에서 

오히려 더 큰 권리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 역시 뉴스보도가 아동 

관련 사건 및 사고 관련 발생 뉴스를 자주 다루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점에서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시키기 위한 보다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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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정 학교 놀이터 학원
보육시

설
교정시

설
기타 합계

영유아 
아동

22(12.7) 1(1.0) 3(1.7) 3(1.7) 69(39.9) 3(1.7) 72(41.6) 173(100)

어린이 
아동

36(16.3) 46(20.8) 10(4.5) 5(2.3) 4(1.8) 0 120(54.3) 221(100)

청소년 
아동

11(3.6) 79(25.6) 1(0.3) 5(1.7) 9(2.9) 0 204(66) 309(100)

합계 69(9.8) 126(17.9) 14(2) 13(1.8) 82(11.7) 3(0.4) 396(56.3) 703(100)

<표 2> 연령대별 아동권리 침해 장소(중복 코딩)

단위: 건(%)

2) 뉴스 소재와 아동권리 침해

아동권리는 보건 및 복지를 소재로 한 뉴스보도에서 권리 피해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표 3> 참조). 아동의 보건 및 복지 관련 보도는 아동권리 보호에 

대한 요구와 필요에 따른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분석 결과가 가지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자기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는 보육원 및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에서, 결식 아동 등 소외 계층 아동은 정부 정책이나 홍보성 뉴스에서 

부주의하게 얼굴이 노출되는 초상권 침해가 자주 등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각별히 

세심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자실이나 폭력 관련 행위나 심지어는 

아동 관련 성폭력 및 성매매와 같은 현안을 다루는 뉴스보도에서조차 아동권리 침해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었다. 

구분
보건
복지

학교
폭력

성폭
력

대인
사고

트렌
드

아동
학대

대물
사고

교육
차량
사고

기타
(노동)

합계

침해 
건수 

149
(21.5)

111
(16.0)

101
(14.6)

88
(12.7)

57
(8.2)

49
(7.0)

40
(5.8)

34
(4.9)

30
(4.3)

35
(5.0)

694
(100.0)

<표 3> 아동권리 침해 뉴스 소재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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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아동권리 침해 사례로 선정된 뉴스 소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표 4> 참조), 

청소년 아동은 살인, 강도, 절도와 같은 범죄 관련 기사와 학교 폭력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고, 어린이 아동은 아동 성폭력 관련 소재를 다루는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영유아 아동은 부모 및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와 무상보육 등 보육 관련 정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다수 

일어나고 있었다. 이는 뉴스보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권리 침해가 각 연령대 아동

의 사회문화적 속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줌과 동시에 이는 

아동 관련 뉴스보도가 연령대별 아동 관련 현안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구분
학교
폭력

대물
사고

성폭
력 

차량
사고

대인
사고

아동
학대

보건
복지

교육
트렌
드

기타 합계

영유아
아동

0 0
10

(5.8)
11

(6.4)
13

(7.6)
35

(20.3)
82

(47.7)
6

(3.5)
7

(4.0)
8

(4.7)
172

(100)

어린이
아동

5
(2.3)

3
(1.4)

69
(31.1)

14
(6.3)

30
(13.5)

9
(4.0)

41
(18.5)

16
(7.2)

24
(10.8)

11
(5.0)

222
(100)

청소년
아동

106
(35.3)

37
(12.3)

22
(7.3)

5
(1.7)

45
(15)

5
(1.7)

26
(8.7)

12
(4.0)

26
(8.7)

16
(5.3)

300
(100)

합계
111

(16.0)
40

(5.8)
101

(14.6)
30

(4.3)
88

(12.7)
49

(7.0)
149

(21.5)
34

(4.9)
57

(8.2)
35

(5.0)
694

(100)

<표 4> 아동 연령대별 아동권리 침해 뉴스소재

단위: 건(%)

이러한 뉴스 소재에 따른 아동권리 피해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5>는 남자 아동에서는 학교 폭력 관련 뉴스에서 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비해, 여자 아동은 성폭력 관련 뉴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아동의 경우 학교폭력(81건), 대인사

고(52건), 보건복지(31건), 대물사고(30건)와 같은 뉴스 소재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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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자 아동의 경우, 성폭력(94건), 대인사고 및 보건복지(24건), 학교 폭력(14건) 

등의 소재를 다루는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학교
폭력

대물
사고

성폭
력 등

차량
사고

대인
사고

아동
학대

보건
복지

교육 트렌드 기타 합계

남자
아동

81
(29.2)

30
(10.8)

2
(0.7)

17
(6.1)

52
(18.8)

12
(4.3)

31
(11.2)

10
(3.6)

23
(8.3)

19
(6.9)

277
(100)

여자
아동

14
(6.9)

5
(2.5)

94
(46.0)

7
(3.4)

24
(11.8)

11
(5.3)

24
(11.8)

8
(3.9)

13
(6.4)

4
(2.0)

204
(100)

남녀
중복

16
(7.5)

5
(2.3)

5
(2.3)

6
(2.8)

12
(5.6)

26
(12.2)

94
(44.1)

16
(7.5)

21
(9.9)

12
(5.6)

213
(100)

합계
111

(16.0)
40

(5.8)
101

(14.6)
30

(4.3)
88

(12.7)
49

(7.0)
149

(21.5)
34

(4.9)
57

(8.2)
35

(5.0)
694

(100)

<표 5> 성별 아동권리 침해 뉴스소재

단위: 건(%)

3) 방송영상 기법에 따른 아동침해 

방송 기법에 따른 아동권리 피해 사례 754건 가운데, 자료영상에 의한 권리 침해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고(427건), 뒤를 이어 현장 영상(262건), 범죄 상황 재연 영상(48

건), 앵커 멘트와 기자 리포트 제목(자막)과 같은 텍스트(17건)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여기서 방송 기법은 ‘실재하는 팩트의 전달’이라기보다는 방송사와 제작진

에 의한 기획과 연출되는 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에서 볼 때, 방송기법에 

따른 아동권리 피해는 뉴스보도 과정에서 아동권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유념해

야 할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는 뉴스보도가 그 본질적인 특성상 아동의 

긍정적인 점보다는 부정적인 점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동 리 

침해는 어쩌면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방송기법에 

의한 침해는 방송 관계자와 제작진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는 점에

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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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텍스트 
영상

현장 
영상

재연 
영상

자료화면
영상

합계

침해 건수 17(2.3) 262(34.7) 48(6.3) 427(56.6) 754(100)

<표 6> 방송영상 유형에 의한 침해 건수(중복 코딩)

단위: 건(%)  

특히, 가장 많은 사례가 발견된 자료화면 영상은 이전에 취재된 현장 영상이나 

관련 보도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영상을 다시 보여주는 자료 화면을 구성하는 과정에

서, 경찰서나 관계 기관에서 제공받은 CCTV 영상을 일정한 보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경찰서 또는 사건 목격자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사용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방송사에서 사건 상황을 재구성하거나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적 이미지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컴퓨터그래픽 영상을 사용하는 

과정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분석의 결과는 이 가운데 자료화면(240건)에 의한 권리 

침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그래픽 영상(153건), CCTV(29건), 블랙박스(5건) 

순이었다(<표 7> 참조). 

  

구분 자료화면 CCTV 블랙박스 그래픽 합계

침해 건수 240(56.2) 29(6.8) 5(1.2) 153(35.8) 427(100)

<표 7> 자료화면에 의한 아동권리 침해        

단위: 건(%)

한편 방송기법에 의한 권리 피해를 아동 연령대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유아 아동과 청소년 아동은 자료화면 영상에 의한 권리 침해가 가장 많은데 비해, 

어린이 아동의 경우 현장 영상에 의한 권리 침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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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텍스트 
영상

현장 
영상

재연 
영상

자료화면
영상

합계

영유아
아동

3(1.7) 72(41.6) 11(6.4) 87(50.3) 173(100)

어린이
아동

2(0.8) 114(47.7) 19(7.9) 104(43.5) 239(100)

청소년
아동

12(3.5) 76(22.2) 18(5.2) 236(69) 342(100)

합계 17(2.3) 262(34.7) 48(6.4) 427(56.6) 754(100)

<표 8> 아동권리 침해당사자 연령별 방송 영상(중복 코딩)

단위: 건(%)

구체적으로, 어린이 아동의 경우, 현장 영상(114건)이 자료화면 영상(104건)보다 

많았는데, 이는 아마도 모니터링 시기에 우리 사회에 아동 성폭력 관련 사건과 이슈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 상황을 보도하면서 현장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추론되었다. 예컨대, 2012년 7월 성폭행 뒤 살해된 ‘통영 아름양 사건’

과 8월에 발생한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은 그 좋은 예인데, 뉴스보도는 공통적으로 

성폭행 당한 아동의 일기나 유서, 집 내부와 이부자리 화면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여러 건의 뉴스에서 별다른 여과 과정이나 장치를 거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권리 피해의 사각 지대가 되고 있었다(<사례 3-4> 참조).

<사례 3>                                <사례 4>

KBS 뉴스9 <아름 양 장례식 눈물바다> 

2012.07.25

  MBC뉴스데스크 <성폭행도 억울한데>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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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동에 대한 권리는 자극적인 그래픽 및 자료화면 사용에 의한 침해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주로 학교 폭력, 성폭력 및 청소년 범죄 관련 뉴스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어깨걸이(제목) 영상, 사건사고를 재현한 영상 그리고 자극적인 사진

이나 그림 등을 삽입함으로써 사안을 보다 선정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권리 침해 

사례가 많았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기법은 청소년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형성하거나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예컨대,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투신 자살을 기도했다는 뉴스나 

정부가 학교 폭력 위험도가 높은 학교를 특별 관리 할 방침이라고 소개하는 뉴스 

등에서 필요 이상의 자극적인 그래픽과 제목이 강조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일부

에 국한되는 청소년 아동에 대한 문제적 시각을 마치 전체 청소년의 문제로 오인하도

록 하고 있었다(<사례 5~6> 참조).

<사례 5>                                 <사례 6>

MBC뉴스데스크 <학교는 악마소굴> 

2012.09.20.

  KBS 뉴스 9 <‘폭력학교’ 특별관리> 

2012.11.16.

이 외에도 <사제폭탄을 만든 10대>, <10대들의 잔혹한 살해>, <무서운 10대 전국을 

돌며 강절도>, <무서운10대 범죄단>, <무서운 10대 보험사기까지> 등 개별 사건을 

‘10대’ 청소년 전체의 문제인 양 집단화하고 확대, 해석하는 다양한 방송 기법이 사용

되고 있었다(<사례 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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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사례 8>

KBS 뉴스9 <사제 폭탄 만든 10대> 

2012.03.21.

  MBC 뉴스데스크 <10대들의 잔혹한 살해> 

2012.05.02.

 

이어서 아동권리 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뉴스 소재와 여기에 적용된 방송 기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학교 폭력을 다루는 뉴스에서는 자료화면 영상을 통한 침해 

빈도(64건)가 월등하게 많았고, 보건 및 복지와 성폭력 관련 뉴스 소재를 다룰 때는 

현장 영상(67건)과 자료화면 영상(62건)에 의한 권리 침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범죄 등의 대인사고에서는 사건 상황을 재현하는 그래픽 영상(50건)을 

통한 아동권리 침해가 많이 나타났다(<표 9> 참조).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한편으로는 

뉴스보도에 의한 아동권리 침해가 뉴스 소재에 따라 서로 차별적인 방송 기법을 동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해 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권리 침해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뉴스보도가 필요 이상으로 관련 사실을 시각이나 영상적인 

자료를 통한 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구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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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텍스트
영상

현장
영상

재연
영상

자료화면
영상

CCTV 블랙박스 그래픽 합계

학교폭력 3(2.2) 13(9.7) 7(5.2) 64(47.8) 7(5.2) 0 40(29.9) 134(100)

대물사고 3(7.1) 24(57.1) 3(7.1) 4(9.5) 2(4.8) 0 6(14.2) 42(100)

성폭행 1(0.9) 43(39.0) 5(4.5) 28(25.4) 0 0 33(30.0) 110(100)

차량사고 0 17(51.5) 0 5(15.2) 4(12.1) 4(12.1) 3(9.1) 33(100)

대인사고 5(4.8) 15(14.3) 5(4.8) 25(23.8) 4(3.8) 1(1) 50(47.6) 105(100)

아동학대 0 17(34.0) 2(4.0) 11(22.0) 10(20.0) 0 10(20.0) 50(100)

보건복지 2(1.3) 67(44.4) 14(9.3) 62(41.1) 1(0.7) 0 5(3.3) 151(100)

교육 1(2.8) 19(52.8) 0 16(44.4) 0 0 0 36(100)

트렌드 0 27(47.4) 10(17.5) 16(28.1) 1(1.8) 0 3(5.3) 57(100)

노동 0 1(16.7) 0 5(83.3) 0 0 0 6(100)

기타 2(6.7) 19(63.3) 2(6.7) 4(13.3) 0 0 3(10.0) 30(100)

합계 17(2.3) 262(34.7) 48(6.4) 240(31.8) 29(3.8) 5(0.7) 153(20.3)754(100)

<표 9>  뉴스 소재와 방송기법에 따른 아동권리 침해 사례

단위: 건(%)

학교 폭력 뉴스에서 자료화면으로 인한 권리 침해 학교 폭력의 실태를 다루는 연속

기획 기사에서 화면 출처를 고지하거나 자료화면이라는 안내 표시 없이 자료영상을 

마치 실제 현장 영상처럼 보여주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자료화면 영상을 보여주면서 마치 학교폭력이 진행되는 현장 상황인 것처럼 

인지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지속시키는 역효과를 부를 우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사례 9~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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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사례 10>

KBS 뉴스9  <학교 폭력 피해 징후> 

2012.01.03

  KBS 뉴스9  <중학생이 보복 폭행> 

2012.01.12

  

또한 보건 및 복지 관련 뉴스에서 현장 영상을 통한 권리 침해는 정부의 보건복지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병원이나 놀이터, 어린이집 등에서 불특정 아동을 촬영한 

영상을 모자이크로 처리하면서 초상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것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보도에서 성인의 초상권은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한데 

비해, 아동의 초상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신경한 측면도 엿볼 수 있었다(<사례 

11~12> 참조).

<사례 11>                              <사례 12>

KBS 뉴스9 <어린이 14% 필수예방접종 

빠뜨려> 2012.04.09

  SBS 뉴스8 <해도 너무한 시설급식> 

2013.01.03. 

  

그래픽과 자료화면에 의한 권리 침해가 많았던 대인 사고의 경우,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던 여중생이 자살한 소식을 전하면서 그래픽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만들고 유서 

내용을 자막으로 보여주거나 범죄 상황을 대단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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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었다(<사례 13~14> 참조). 

<사례 13>                               <사례 14>

SBS 뉴스8 <폭행시인..여중생 또 자살> 

2012.04.18

  SBS 뉴스8 <1등 강요가 부른 비극>  

2011.11.25 

4) 아동권리 침해 유형에 대한 분석

뉴스 속 아동권리의 직접적 권리 침해는 468건으로 간접적 침해 사례 226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 권리 침해는 초상권 침해(222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생활 침해(195건)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빈도를 차지한 

데 비해, 간접적 권리 침해는 이미지 왜곡(123건)과 정서적 폭력(80건)의 빈도가 높았

다(<표 10> 참조).

 

구분

직접 권리 침해 간접 권리 침해

합계초상권 
침해

아동 
도구화

사생활
침해

소계
정서적 
폭력

모방
범죄

이미지 
왜곡

소계

침해 건수
222

(21.4)
51

(4.9)
195

(18.8)
468
(45)

80
(7.7)

23
(2.2)

123
(11.8)

226
(21.8)

1,039
(100)

<표 10> 아동권리의 직. 간접 침해 현황

단위: 건(%)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상권 침해는 전체 아동 연령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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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침해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생활 침해 역시도 학교 폭력, 성폭력 등의 

뉴스에서 피해 아동의 유서, 일기, 진술서, 병원 진단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내용, 상담일지 등 사적 정보를 반복 노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밖에도 

피해 상황이 담겨진 CCTV화면으로 사망 아동의 시신이나 소지품, 사건사고 현장 

등을 공개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사례 15~16> 참조).

<사례 15>                                            <사례 16>

KBS 뉴스 9 <나주 성폭햄범 사형 구형> 

2013.01.10

  SBS 뉴스8 <청소년1만명 정신건강 빨간불> 

2012.01.16

 

정서적 폭력 유형은 침해 당사자나 불특정 아동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례나 아동 피의자에게 변호인 동의 없이 인터뷰를 함으로써 아동 피의자를 

범죄자로 단정 짓게 하는 여론재판 식의 보도에 따른 피해 사례가 해당된다(<사례 

17~18> 참조).

<사례 17>                            <사례 18>               

MBC뉴스데스크 <나이트클럽서만나 

40대여성살해> 2013.02.23.

  SBS 뉴스8 <무서운 10대 현장검증> 

20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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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영상과 그래픽 이미지 연출을 통해 선정적이거나 충격적인 이미지를 확

대, 재생산함으로써 당사자 아동 또는 아동의 가족들에게 이차적인 피해를 주는 정신

적 폭력 사례도 발견되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신체 부위를 알몸 상태로 클로즈업해 

노출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사례 19~20 참조).

<사례 19>                             <사례 20>

MBC뉴스데스크 <아버지 구타로 숨져> 

2010.02.10.

  SBS 뉴스8 <험담한다며 무서운 10대들 > 

2012.04.18

3. 소결: 뉴스제작 가이드라인의 제안

2013년 현재 지상파 방송3사는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방송을 구현한다는 큰 

목표 하에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차원에서 방송제작 가이드라

인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규범적인 차원에만 

머물고 있을 뿐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동권리 보호는 다분히 현장에서 기자나 제작진의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머물고 있다. 이를테면, 아동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KBS는 “(아동

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식하는 기본자세를 유지해야 한다”(KBS 방송제작가

이드라인, 2010, 제2장 방송제작 실무지침 11.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는 가이드라인

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아동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아동권

리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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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한 뉴스보도와 아동권리 침해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작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첫째, 아동을 뉴스 소재로 한 보도에서 아동 연령대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청소

년 아동의 살인, 강간, 절도와 같은 범죄와 학교 폭력 관련 아이템을 다루는 경우나 

어린이 아동의 성폭력 관련 소재를 다루는 경우, 그리고 영유아 아동의 부모 및 어린이

집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와 무상보육 등 보육관련 정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아동이나 피해 상황 혹은 피해 아동 주변인의 신분이나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공개 범위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그 표현이 과도하게 일반화되지 않도록 경계해

야 한다. 

둘째, 뉴스보도에서 아동 관련 아이템을 다루게 될 경우, 아이템 제목이나 주요 

키워드를 통해 특정 아동 집단 전체를 범죄 집단화 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개별 뉴스보도에서 ‘무서운 10대’ 

‘폭력 학교’ ‘중학생이 보복 폭행’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별 사건이 가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아동 집단 전체의 문제로 집단화되거나 일반화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 관련 뉴스보도에서 초상권과 사생활과 같은 직접적인 권리 침해나 관련 

보도를 통한 이미지 왜곡이나 정서적 폭력과 같은 간접적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성년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취재하거나 

인터뷰할 때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보도 과정에서 자칫 권리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하며, 나아가 사전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취재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로 인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차원의 방송기법(특히, 모자이크)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권리 

침해가 아동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생활 공간이나 주기와 밀접하게 

맞물려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학교나 가정, 그리고 보육 시설과 같은 장소를 

배경으로 한 뉴스보도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뉴스보도에서 자주 적용하는 ‘자료화면 영상’, ‘현장 영상’, ‘범죄 상황 재연 

영상’ 등의 다양한 방송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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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관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사고나 사건의 현장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하는 영상 자료나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재연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에 그것이 자료 영상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이차적 권리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Ⅴ. 연구의 결론

뉴스는 그 특성상 사회적 약자에 환경감시를 집중적으로 반영한다. 사회적 공기로

서 방송 뉴스의 역할과 기능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는 

저널리즘의 규범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뉴스보도에 나타난 

아동권리 침해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뉴스보도에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아동권리는 오히려 침해의 대상

이 되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는 아동에 대한 재현 방식에서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기억의 확산에 오히려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보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 연구는 아동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먼저, 뉴스보도에 

의한 아동권리 침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저널리즘이라는 공익적 기능이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접근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동권리 침해가 영유아 아동에

서부터 어린이 아동, 그리고 청소년 아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아동을 동등한 사회적 참여자 관점으로 보는 대신, 피관찰

자적인 입장 두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뉴스 속에서 아동은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서의 지위가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송의 공적 역할과 책무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율되어야 한다는 사실

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뉴스보도에 의한 아동권리 침해가 뉴스 소재의 선정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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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적용 등 제작 관행에 따른 것에서도 그 심각성을 충분힌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뉴스보도는 아동이 처한 문제적 환경과 상황에 대한 사실의 객관적 기록을 통해서 

아동권리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킴으로써 아동권리를 보호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현실에서 뉴스보도는 아동이 처한 

현실의 문제의 심각성을 의도치 않게 과장하거나 확대시킴으로써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집단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의 엄정한 

반영이어야 할 뉴스 장르만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는 시청자의 관심

과 흥미에 영합하려는 일종의 선정 보도에 대한 집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향성은 뉴스보도가 

아동을 권리와 인권의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에게 가해지고 있거나 그럴 소지

가 다분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차단해 나가야 한다는 책무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

다. 좋은 뉴스와 바람직한 뉴스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뉴스보도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성찰적 접근보다는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접근의 결과와 무관치 않아 보였다.  

권리와 인권 의식이 신장되고 아동의 사회문화적 존재와 의미가 급부상하고 있음에

도, 아직까지 사회문화적 주변인에 머물고 있는 아동권리 문제를 뉴스보도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모색하고 탐구하고자 한 이 연구는,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아동권리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현실적 

측정 사이의 괴리이다. 실제로 권리의 문제는 일상 속에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사용되

고 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개인적

인 지향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 사항이나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

권리 개념에 준하여 권리 침해 여부를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과 원칙의 보편성과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표본의 대표성이다. 이 연구가 워낙

에 방대한 지상파 방송3사의 장기간의 뉴스보도물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분석대상을 선정하는 방식과 과정에 학술적인 엄밀성을 담보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지상파 방송3사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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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비교 및 평가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뉴스 장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동권리 침해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한 지적과 비판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지상파 방송에서의 아동권리 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며, 분석의 결과에 기반을 둔 뉴스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으며, 더불어 아동 관련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이 연구가 제안하는 

뉴스제작 가이드라인(안)은 이 자체로서 완성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후 방송 

현장 종사자나 실무자들, 그리고 아동권리와 인권 단체와의 활발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결국 이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뉴스제작 가이드라인은 아동권리를 보호해 나가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며, 그 충분조건은 사회적 약자로서 아동권리와 인권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성찰

과 문제의식이 뉴스보도 문화 속에 견고하게 접합될 수 있을 때라야 가능할 것이다.



텔레비전 뉴스보도와 아동권리 침해 ｜ 97 ｜

참고문헌

강정훈. 2001. “미디어와 우리의 청소년.” 『인물과 사상』 통권 35호: 198-203.

강진숙. 2010. “청소년미디어보호 자율규제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

보』 제54권 5호: 372-396.

고승우. 2006. “아동 정신장애 증가와 TV시청의 영향: 2살 미만 어린이의 TV시청 

금지해야.” 『신문과 방송』 2006년 10월호: 158-161.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인권보도준칙제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권경성. 2008. “청소년, 인터넷보다 TV…잘 살수록 TV 덜 봐.” 『미디어 오늘』 

2008년 03월 18일 사회면.

김동윤·김주환. 2004.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방송학

보』 통권 제 18-3호: 385-431.

김선남. 2005. “일진회 학교 폭력 보도점검 : 언론의 상업화에 희생되는 청소년 보도

의 심층성.” 『신문과 방송』 2005년 5월호: 108-111.

김승훈. 2009.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인도법도론』 제29호: 

133-134.

김은미·나은영·박소라. 2007.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 정보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방송학보』 통권 21-2: 209-257.

김정환. 2009. “방송과 전자미디어에서의 인간 존엄과 청소년보호에 관한 국가협약: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협약.” 『경상논집』 제22권 제1호: 239-268.

김종기. 2005. “학교폭력 보도 이렇게 하자: 교사대응, 교육부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보도해야.” 『신문과 방송』 2005년 5월호: 100-102.

김종세. 2008.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법학연구』, 제31집: 47-76.

김진희·오윤호·이수안. 2010. “대중매체에 나타난 타자 재현 양상 연구.” 『탈경계인

문학』 제7집: 85-119.

박진우. 2011. “기억과 미디어 재현, 두 가지 장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다룬 픽션과 

다큐멘터리의 사례.” 『한국언론학회』 2011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

문.



｜ 98 ｜ 연구방법논총 ｜ 2019년 여름호 제4권 제2호

세이브더칠드런. 2010.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내는 대한민국 아동 보고서.

심재웅·조의진. 2009. “다매체·다채널 미디어 환경에서 바람직한 청소년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성콘텐츠 이용과 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0권 제1호: 79-118.

양정혜. 2010.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현실: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프레이밍 

모바일 이용가능.” 『언론과학연구』 제10권 2호: 343-379.

양현아. 2012. “성범죄 보도와 언론의 책임.” 『성범죄 보도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3-14.

윤태진 외. 2009. 『영상문화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이국배. 2009. “아동의 TV시청 시간 증가…해당 업계 생각은?.” 『PD저널』 2009년 

11월 04일 국제면.

이상주. 1978. “대중매체가 어린이에 미치는 영향.” 『신문과 방송』 1978년 10월호: 

71-80.

이호근. 2008. “아동의 정신 건강을 위한 아동복지 관련 법과 방향.” 『법학연구』 

제27집: 193-216.

이호영·윤성옥. 2010. “어린이·청소년 보호 방송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연구.” 『한국

방송학보』 통권 제24-1호: 152-196.

이희은. 2012. “미디어에 나타난 청소년: ‘꿈나무’와 ‘괴물’사이.”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제5권 1호: 5-5.

정형기. 1993. “방송과 청소년 문화.” 『신문과 방송』 274호: 83-84.

조호연. 2012. “성범죄 보도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과 방법.” 『성범죄 보도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15-45.

최민. 1984. “청소년의 비행과 TV문화.” 『나라사랑』  제53집: 2-4.

한국언론학회. 2006.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품질평가의 의미.” 2006 한국언론학

회 가을철 학술대회 기획세션: 17-3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소통학회. 2013.. 방송과 청소년보호. NYPI 기획세미나 

자료집.

홍석경. 1999. “텔레비전 장치와 재연의 재현양식.” 『한국언론학보』 제43권 제3호: 



텔레비전 뉴스보도와 아동권리 침해 ｜ 99 ｜

395-430.

황옥경. 2011.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동과 권리』 제15권 제3호: 

313-335.

황인성·태지호. 2012. “영화의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과 그 재현 방식에 대하여.” 한국

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 전쟁영화의 역사적 기억과 사회

적 담론 발제문.



｜ 100 ｜ 연구방법논총 ｜ 2019년 여름호 제4권 제2호

Television News and Invasion of Child Rights

Dong Yoon Kim

2)

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tried to explore the various types and patterns 
of child rights invasion through the contents analysis in television news 
report and aimed to propose the producing guidelines of news contents. 
Child rights invasions through contents analysis on the news repor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child rights invasions in news report 
were more serious than we expected, and this suggested that public 
interests and functions of public television news should be dealt with 
systematic and elaborate approach on the interests for the protection of 
child rights. Second, the rights invasions of child as a social weaker 
extensively appeared from young children to adolescent. This was 
interpreted that news report does not regard children to the equal 
participants in our society but to the standpoint of the observable. 
Finally, child rights invasions through news report had something to do 
with production practices such as the finding news items and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suggested that we need to be more 
sensitive and considerable approach to them in news report.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very important in that news report 
has been producing to protect child rights and even encourage to it. We 
need to introspect what public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elevision 
news report and try to do our best to reflect those findings to the 
producing techniques for news contents. 

Keywords: television, news report, child rights, rights invasion, 
manufacturing guidelines 

투고일: 2019.06.04.    심사일: 2019.07.04.    게재확정일: 2019.07.17.

* Full Professor, Daegu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