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doi.org/10.5392/JKCA.2019.19.09.535

신문의 한국 영화스타 보도 내용분석 
: 영화스타의 이미지와 보도 경향 중심으로

An Analysis of Newspaper Coverage of Korean Movie Stars
: Focusing on the Image of Movie Stars and Reporting Trend

태보라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

Bo-Ra Tae(98bol@dongduk.ac.kr)

요약

이 연구는 스타의 이미지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신문에 보도되어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영화산
업 및 미디어 동향에 맞추어 시기를 구분하고 시기별 대표 스타를 선정하여 신문에 보도된 관련 기사 798건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영화스타 기사의 보도성향, 내·외부주제, 보도형식, 성별 차이 등을 분석한 결과, 신문기사
에 재현된 영화스타의 이미지는 특정 성별을 대표하지 않는 중립적 이미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에는 특정 이미지가 고착되어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내·외부
주제 비교를 통해서 보도주제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평 형식의 기사는 감소하고 인터뷰 형식의 
기사가 증가하였으며, 남성 영화스타의 경우 여성 영화스타에 비해 작품을 주제로 한 기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스타 발생 이후 현대까지의 보도를 통시적으로 연구하여 스타 이미지 재현과정의 변화
를 탐색하였다는 의의를 지니며, 다매체 시대의 다양한 이미지 재현과정에 대한 관련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중심어 :∣영화스타∣스타이미지∣신문보도∣보도경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at kind of images were presented on movie stars in 
the newspaper. For the purpose, we classified the time period according to the movie industry and 
media trend, selected representative stars by period, and collected 798 related articles reported in 
newspape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porting trend, domestic and foreign topics, news format, and 
gender difference in collected movie star articles, it was found that the image of movie stars 
reproduced in newspaper articles had mostly neutral images that do not represent specific gender. 
Since the 2000s, news coverage was changed to reproduce various images rather than being fixed to 
particular images, and the subject of report became more diversified through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topics. In addition, articles in the form of book review decreased and the interview-type 
articles increased in number, and in the case of male movie stars, the proportion of articles based on 
works was high in comparison to female movie star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explored 
the changes in the process of reproducing star images diachronically from the initial stage of stars to 
the modern times. An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basic data for the follow-up studies 
on the process of reproducing various images in the multi-media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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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영화스타는 작품과 타 매체의 보도를 통해 높은 인지
도를 얻고 막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일
련의 과정에서 생성된 이미지는 예술문화 콘텐츠와 사회
경제 영역 전반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작품과 타 
매체에 재현된 스타 이미지는 연기력과 함께 주요한 자
질의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산업적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사회에서 다의적 기호와 상징(symbol)으로 작용
하며, 대중의 정서와 가치관에도 영향력을 미친다[1-3]. 

특히 영화배우의 경우 스타현상의 주체로서 스타 원형
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대상일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서사구조 속 역할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타 매체를 통해 
이미지가 구축되는 복합적인 환경에서의 이미지 재현과
정을 보여주는 대상이다. 영화배우는 영화 속 몽타주를 
통해 구성되는 다양한 공간 경험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재현된 현실성을 얻게 되는데[4], 매체 이용자는 콘텐츠
의 서사적 상황에 몰입하면서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하
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배우의 이미지를 그대로 수용
하거나 새롭게 재해석 한다. 

Dyer에 의하면 프로모션, 홍보, 영화, 주석과 비평 등
의 텍스트를 통해 스타의 이미지가 구성되는데[1], 신문
의 경우 보도나 광고, 사진 등의 선전을 통해 인터뷰, 홍
보, 비평 등 스타 이미지를 구성하는 텍스트를 다수 포함
하며 영화스타의 이미지 재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영화
스타 보도가 포함된 문화 보도는 시기의 흐름에 따라 보
도량이 증가하였고, 1990년 이후 방송 연예 관련 기사가 
증가하였다[5]. 이러한 가시적 변화는 영화스타와 관련
한 보도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보도경향에도 영향을 끼쳤
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영화스타의 이미지가 매
체와 콘텐츠를 비롯한 대중문화 현상 전반에 미치고 있
는 영향력에 비해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논의는 제한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논의되
어 왔던 스타 관련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
다. 첫째, 스타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고찰한 
스타 시스템 관련 연구[6-8], 둘째, 스타덤과 팬덤 연구
[9-11], 셋째, 스타의 이미지 구성요인 연구 및 패션과 
이미지 메이킹 분야에서 주로 진행되어 온 스타의 외적 

특성 연구[12][13]이다. 따라서 미디어의 보도특성과 연
관하여 스타 이미지의 구성 과정을 연구하기에는 한계점
이 존재하였으며, 연구대상 역시 한류 스타나 아이돌 스
타를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배우와 관
련한 연구는 스타 시스템에 관한 연구나 연기시스템 전
반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신문의 문화보도 
경향 변화에 관한 연구들[5][14][15]은 기사분석을 통한 
문화 전반의 미디어 보도 경향과 역사적 고찰은 가능하
지만 스타 배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영화스타는 매체를 통해 생성되고 이미지가 재
현되므로 스타와 매체를 분리해서 연구하는 것은 현상의 
단편적 해석에 그칠 수 있으므로 영화 스타와 매체를 연
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문 매체는 스타에 관한 내용을 다양한 주제와 형식
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스타의 특정 이미지를 부각
시키거나 은폐시키며 이미지를 구성하고 담론을 형성한
다. 신문에 재현된 스타의 이미지는 의도적이든 비의도
적이든 구독자에게 특정 스타에 관한 이미지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스타의 이미지는 인기나 대중적 파급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
구는 신문이 스타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경향을 통시적으
로 분석하여 스타배우의 이미지가 어떻게 재현되어 왔는
지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스타이미지 재현과정을 
통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영화스타의 
이미지를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일차적으로 
시대별 스타 이미지 유형의 흐름을 파악하고, 나아가 대
표 영화스타의 보도 경향과 시대별 특성을 이해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과거 신문방송 매체 중심의 스타보도 형태와 달리 현
재는 다플랫폼 다채널시대를 맞이하여 재매개
(remediation)를 통한 이미지의 대량생산과 복제가 넘
쳐나고 있으며, 동시에 원상이나 파생된 이미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기에 매체를 통한 이미지 생성과정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미디어융합(media convergence) 현상은 이전처
럼 신문이나 방송의 단순보도를 통한 스타의 이미지 생
성과는 전혀 다른 복합적인 형태의 이미지 생성과 소멸
과정을 탄생시켰기에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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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0년 
이전까지의 영화스타 관련 신문 보도내용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고찰해봄으로써 매체를 통한 스타 이미지 재현과
정을 이해하고, 현재의 복합적인 스타 이미지 생성과정
을 이해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신문의 스타 보도 및 선행연구 고찰

1. 매체의 스타이미지 재현
매체는 실재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혹은 변형의 과

정을 통해 이미지를 재현해낸다. 영화스타의 경우 영화 
등의 콘텐츠를 통해 작품 속 가상의 인물을 재현해내고, 
재현된 인물의 이미지는 미디어를 통해 2차적 의미구성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 구성의 연속과정은 재
현된 이미지의 단편적 현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미지
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한다. 스타의 이미지 역시 이와 같은 연
속과정을 통해 구성되며 미디어에 재현되는데, Hall은 
재현(representation)의 이론적 접근을 반영적 접근
(reflective approach), 의도적 접근(intentional 
approach), 구성주의적 접근(constructionist 
approach) 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반영적 접근은 현실
의 사물, 사람, 아이디어나 사건에는 의미가 있으며, 이
미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둘째, 의
도적 접근은 화자의 고유한 의미(unique meaning)가 
적용되어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았으며, 셋째, 구성주의
적 접근에서는 의미의 단순 반영과 저자의 의도성을 넘
어서 재현과정에서의 의미 생성과 순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16].

매체 보도를 통해 구성된 스타 이미지 역시 뚜렷한 실
체를 지닌 스타 원상의 이미지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
다. ‘진실 같은 것’으로서의 기대를 야기하며 믿음의 체제
를 이용할 때 그 이미지에 대한 다의적 수용이 가능해진
다. 이미지의 다의적 수용은 제작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재하며, 제작자
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호화
(encoding)와 수용자의 소비과정에서의 해독
(decoding)은 늘 일치하지 않고 주변 맥락에 의해 유동

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17].

2. 신문의 스타 보도
1950년대 초중반 한국 신문의 보도에서 ‘스타’라는 용

어는 헐리우드나 외국의 유명배우를 칭할 때 사용되었
다. 이후 195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스타 배우에 관한 
기사가 매우 드물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 후반
에 이르러 한국의 스타 배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보
도 건수가 다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지
속적으로 스타 보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6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성장과 더불어 문화예술 관련 
기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1995년 이후 대중
문화 관련 기사가 현저히 증가하며 독자의 확충을 위한 
연예인 관련 기사의 비중이 늘어났다[5].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지역신문의 문화보도 경향을 
연구한 고영철 역시 문학이나 학술 중심의 보도가 줄어
드는 반면 영화, 방송·연예, 대중음악과 관련한 기사는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즉 주류문화로서 대중문화 
관련 기사의 보도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문화기사에 등장하는 문화 분야 전문가, 교수의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 반면 연예인의 비중은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14]. 

한편 신문의 문화기사 보도유형을 보도, 해설, 르포, 
인터뷰, 칼럼, 평, 기획연재,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한 결과 해설과 보도기사가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칼럼, 기획연재, 인터뷰, 평, 르
포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를 감시, 
비판하는 비평기사의 비중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14]. 예술 활동에 대한 비평기사 비중이 감소하고 있
다는 연구결과는 타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5][14][18]. 

이러한 문화보도 비평기사의 감소 추이는 신문을 통한 
영화스타의 보도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며, 보도량의 증가 
및 보도유형의 변화는 영화스타의 이미지 구성과정의 변
화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비평기사의 비
중이 변한다는 것은 기사를 작성하는 이의 보도대상에 
대한 호의성 및 주관적 평가 비중의 변화와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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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문 보도 경향 차이
1.1 시기에 따른 보도 경향 차이
미디어 보도 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시간

의 흐름에 따른 보도 양상을 함께 분석해오고 있다. 이는 
보도 방식의 차이를 단편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대적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사회·정치·이념적 프
레임의 차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함이다. 미디
어에 나타난 시기별 보도 경향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
구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특
정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나 일련의 정책적, 제도적 이벤
트를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보도 차이를 분석한 연
구가 있다[19][20]. 둘째, 특정 정권이나 경영진 집권시
기에 따른 보도 차이를 분석한 연구 유형이 있으며[21],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반적인 보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유추하고 시대적 흐
름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 유형이 있다[22][23].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보도 차이를 분석한 오대영과 
이완수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 16개 신문과 방송이 보
도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 관련 기사 내용을 시계열적으
로 분석하였다[20]. 또한 김민경과 동료 연구자들은 
1962년부터 2013년 동안의 국내 신문의 불임(난임)관
련 기사 보도를 3가지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불임에 
대한 정의와 보도시각, 프레임 등을 비교하였다[24]. 특
정 제도의 시행 전, 후를 구별하여 보도 차이를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송의호와 이상식은 참여정부의 브
리핑제도 시행 전후에 따른 보도행태를 비교하였다[25].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반적인 보도의 변화 양상을 분석
하는 연구 유형들은 시기별 분석을 통해 발견되는 보도 
경향의 차이 속에서 시대적 흐름을 읽어내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세 유형의 장단점을 참조한 일련
의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시기를 구분하였으며, 시대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조사 기간을 1970년대에서 
2010년으로 선정하였다. 한국 스타배우의 시대적 변천
과 사회문화적 맥락 변화 및 영화 발전사를 바탕으로 
1973년-1983년 1기, 1984년-1989년 2기, 1990년
-1999년 3기, 2000년-2010년 4기로 구분하였으며, 선
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발견한 시기별 미디어 보도경향의 
차이가 영화스타 관련 보도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1.2 성별에 따른 보도 경향 차이
매체 보도 특성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 중에서 주제가 

특정 인물, 인물의 행위, 업적과 관련된 경우, 성별에 따
른 보도 경향 차이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차별적 재현이 매체 보도에
서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Tuchman(1978)은 대상의 
성별에 따른 매체의 차별적 재현을 ‘가설반영
(Reflection Hypothesis)’과 ‘상징적 소멸(Symbolic 
Annihilation)’을 통해 설명했다[26].

가설반영은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선호하는 주류가
치를 미디어가 이상적으로 재현함을 의미한다. 터크만은 
이처럼 미디어가 주류가치의 사상과 선호를 지지하는 이
유를 보다 많은 수용자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미디어
의 전략으로 설명하였다. 사회가 인정하는 주류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수용자의 반발과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때
문이다. 반면 상징적 소멸은 미디어가 사회적 소수를 실
제보다 열등한 모습으로 축소, 왜곡하여 재현함을 의미
한다. 터크만은 여성이 매체 속에서 남성에게 의존하는 
보조적인 역할로 묘사되고 있는 현상을 상징적 소멸의 
일부로 설명하였다.

주류가치, 즉 남성 중심 체제를 정당화시키고 강화시
키고 있는 매체의 부당한 역할 수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
의 성차 현상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며, 대
중매체에 나타난 성차별적 표현과 모순을 분석하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27]. 주변화뿐만 아니라 매체 속에서 
여성은 상품화되거나 부도덕한 존재로 재현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1970년대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드라마 속 여성은 유부남과 불륜관계에 
위치하거나, 혹은 외도한 남편에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역할에 위치한다[28].

비판여성학은 여성이 가부장적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성적 상품으로서 평가받고 묘사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매
스미디어 표현에서도 성적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강조한
다[29]. Rose 역시 여성의 이미지는 성의 관점에서 정의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30]. 

기존 연구에서는 남성일 경우 중심 체제를 강화시키는 
주류 가치로 재현되었고, 여성은 성적으로 상품화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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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대상으로 재현되는 경향이 많았다고 보았다. 이러
한 경향은 TV와 신문에서 모두 발견되었는데 TV드라마
의 경우 여성을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캐릭터로 묘사
하였고 신문은 여성을 에로틱한 성 상품으로 묘사하였
다. 성별에 따른 차별적 상징화는 경제리더, 정치인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매체 보도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공-사 이분법의 프레임을 적용하여 여성을 사적인 대상
으로, 남성을 공적인 대상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발견되
었다. 이 연구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재현이 영화스타 관
련 보도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위에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신문

을 통해 시대별 대표 영화스타의 이미지가 어떻게 재현
되었는지 알아보고, 보도 시기 및 성별에 따른 보도 경향
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시기별 영화스타의 출현 및 소멸과정의 주

기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기에 사회문화적 맥락과 
한국 영화 발전사의 시기적 구분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 
영화스타를 시대별로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영화 
산업과 미디어의 동향에 따른 구분은 영화스타의 활동과 

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스타현상이 미디어 환경의 변
화와 함께 변한 역사적 과정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기에 
본 논문에서 고찰할 만한 적합한 시기 구분으로 보인다.

시기 구분은 한국의 영화스타가 생겨나기 시작한 제0
기에서부터 제4기까지 구분하였다. 제0기는 1960년
-1972년으로 경제성장 정책추진과 더불어 영화의 제작
편수 및 극장수가 증가하던 시기이다. 제1기는 1973년
-1983년으로 라디오와 TV등의 대중매체가 보급 확산되
던 시기로 유신영화법 재정이후 규제가 강화되었다. 제2
기는 1984년-1989년으로 컬러TV의 대중적 보급과 독
립 제작사의 증가추세를 볼 수 있었다. 제3기는 1990년
-1999년으로 통신과 컴퓨터의 두드러진 발전이 있었으

며 영화시장에 대기업 자본이 유입되는 시기였다. 제4기
는 2000년-2010년으로 인터넷의 대중적 이용이 시작되
었으며, 대기업 계열사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
다.

더불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별 남
녀 대표 스타 배우를 각각 한 명씩 선정하였다. 영화 산
업과 미디어의 동향에 따라 구분한 1기 1973년-1983
년, 2기 1984년-1989년, 3기 1990년-1999년, 4기 
2000년-2010년 총 4기의 시기별 남녀 스타 배우는 신
문 보도의 총량과 영화제 수상 횟수를 기준으로 선정하
였다. 분석 대상은 스타의 이미지를 생산해내는 주요 매
체이자 통시적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유용한 종합일간지
로 선정하였다. 신문의 경우 정치 이념이 다르면 각기 상
이한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프레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두 유형의 매체를 조사대상에 모두 포함시켰
다. 다만 발행부수의 균형을 고려하여 타 신문에 비해 구
독자가 월등히 많은 조선일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따라서 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신문·경향신문에서 
보도된 1970년대 이후 2010년까지 기사에서 키워드 ‘스
타’, ‘배우’, ‘스타배우’를 검색하여 보도 총량이 많은 배우
를 선정하였으며, 더불어 청룡영화제, 백상예술대상, 대
종 영화상 등 영화제의 수상횟수를 추가하여 각 시기별 
대표 남녀배우 1명씩을 최종 선정하였다. 자료는 각 신
문사 홈페이지의 ‘과거 지면보기 서비스’를 통해 수집하
였다. 단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2006년 이후의 자료만 제
공하고 있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경우 1973년에서 
1999년 자료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를 통해 수집하였고, 
2000년-2005년 자료는 한국언론재단이 구축한 종합뉴
스 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www.kinds.or.kr)’를 통해 
수집하였다. 최종 선정된 배우는 신성일과 유지인(1기), 
안성기와 강수연(2기), 박중훈과 최진실(3기), 송강호와 
김혜수(4기)로 총 8명이다. 8명의 영화배우 이름이 제목
에 포함된 기사를 수집한 결과, 중앙일보 177건, 동아일
보 220건, 경향신문 303건, 한겨레신문 98건 등 총 798
건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한편 배우별로 구분하였을 때, 
신성일 21건, 유지인 55건, 안성기 54건, 강수연 62건, 
박중훈 165건, 최진실 238건, 송강호 94건, 김혜수 109
건으로 총 798건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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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기사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체
계적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이러한 분류 과정을 통해 보
다 면 한 해석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내용분석은 
Kaid와 Holsti의 9단계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
다[31][32]. 분석 절차는 연구문제 설정, 분석 대상 선정 
후 자료수집, 분석 유목 결정, 예비 분석 실시, 예비 분석 
후 분석 유목의 수정, 코딩 진행할 코더들 훈련시행, 전
체의 10% 기사 코딩, 코더들 간 분석 일치도 바탕으로 
신뢰도 추출 및 전체코딩, 코딩 결과분석의 순서로 이루
어졌다. 자료에 담긴 실질적인 현상을 수치화하여 보여
줄 수 있도록 유목별 코딩작업을 거쳐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코딩은 연구자 외 
2인이 각각 시행한 후 홀스티 공식으로 신뢰도를 검증하
였다. 몇 차례에 걸쳐 시험 코딩을 마친 결과 5개 코딩 
항목별 신뢰도 수준은 88-93%로 검증되었다. 개별 분석 
유목에 대한 신뢰도 값을 모두 합한 뒤 전체 유목 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계산한 전체 유목에 대한 신뢰도 지수
는 0.90으로 도출되었다.

2.2 분석 유목
분석 유목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영화스타 이미지, 

보도형식, 보도성향, 외부주제, 내부주제를 분류하였다. 
첫째, 영화스타가 신문에서 어떠한 이미지로 재현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남녀 영화스타의 이미지를 9개로 분류하
였다[33-37]. 터프(tough)한 이미지는 강인하고 굳세며 
거친 특성, 섹시(sexy)는 내적·외적으로 성적(性的)매력
을 지닌 특성, 친근한(familiar) 이미지는 익숙하고 친숙
한 특성, 세련된(sophisticated) 이미지는 내외적으로 
잘 다듬어져 말쑥하고 도시적인 느낌, 부드러운(soft) 이
미지는 순하고 고운 내외적 특성. 지적인(intellectual) 
이미지는 지식과 지성이 풍부한 지적(知的) 매력, 유머러
스/발랄함(humorous/lively)은 생기 넘치고 재미있는 
유쾌한 이미지, 개성적(individuality)은 타인과 구별되
는 독특한 이미지 특성을 말하며 위의 8가지 유형에 포
함되지 않는 이미지는 기타로 포함하였다. 영화스타 이
미지 분류 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이미지 분류 기준
이미지 분류 기준
터프함 내적,외적 특성이나 행동이 거리낌 없음

섹시함 내적,외적 특성이나 행동에서 성적 매력이 나타남

친근함 내적,외적 특성이나 행동이 친숙하고 편안함

세련됨 내적,외적 특성이나 행동이 도시적임

부드러움 내적,외적 특성이나 행동이 순수하고 따뜻함

지적임 내적,외적 특성이나 행동이 지성적임

유머러스/발랄함 내적,외적 특성이나 행동이 밝고 유쾌함

개성적임 내적,외적 특성이나 행동이 독특하며 평범하지 않음

기타 위 여덟 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이미지

둘째, 보도형식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스트레이트, 
인터뷰, 기획기사, 서평, 기타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
분하였다[14][38]. 구체적으로 해설을 부가하지 않고 사
실만을 게재한 기사는 스트레이트로 분류하였고, 영화스
타와의 인터뷰 내용을 다룬 기사는 인터뷰 형식으로 분
류하였다. 언론에서 기획하여 심층적으로 영화스타를 다
룬 기사는 기획 기사로, 스타와 관련한 사건이나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한 기사는 서평으로 분류하였으며 
네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사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보
도형식 분류 기준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보도형식 분류 기준
보도형식 분류 기준
스트레이트 해설을 부가하지 않고 사실만을 게재한 기사

인터뷰 스타배우와의 인터뷰 내용을 주로 다룬 기사

기획기사 언론에서 기획하여 심층적으로 스타배우를 다룬 기사

서평 스타와 관련한 사건이나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 기사

기타 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사

셋째, 보도 성향은 영화스타나 배우의 행동에 대한 기
사의 호의적 성향에 따라 호의적, 비호의적, 중립적 기사
로 분류하였다[39]. 호의적 기사란 유쾌하거나 건설적인 
또는 애정적, 긍정적 발견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는 경
우를 의미하며, 비호의적 기사는 불유쾌, 갈등적, 불건전, 
모욕적 해석 경향이 발견되는 경우를 뜻한다. 중립적 기
사는 온전히 중립적 논조로 해석될 경우, 또는 부정적 해
석과 긍정적 해설이 온전한 균형을 이룬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신문이 지닌 
영화스타에 대한 재현 방식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
고자 하였다. 보도성향 분류 기준은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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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도성향 분류 기준
보도성향 분류 기준

호의적 영화스타의 언행, 행동 등을 호의적으로 작성한 기사

중립적 영화스타의 언행, 행동 등을 비호의적으로 작성한 기사

비호의적 영화스타의 언행, 행동 등을 중립적으로 작성한 기사

넷째, 보도의 주제는 인물의 외부적 상황과 관련된 주
제를 뜻하는 외부주제와 인물과 관련된 주제를 뜻하는 
내부주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외부주제는 귀납
적인 방식으로 분류한 결과 작품, 개인사, 수상 제도, 사
회전반, 기타 등 5개로 구분되었다. 작품은 작품에 대한 
내용 설명, 홍보성 기사, 역할 캐릭터 관련 기사를 포함
하며, 개인사적 보도는 작품 외 배우 개인의 사생활과 관
련된 기사를 포함한다. 수상 제도는 작품 관련 수상 실적
이나 수상 내용을 포함하며, 사회전반은 배우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다룬 기사를 포함한다. 위의 네 가지 유형
에 포함되지 않는 기사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외부주제 
분류 기준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외부주제 분류 기준
외부주제 분류 기준

작품 작품에 대한 내용 설명, 홍보성 기사, 역할 캐릭터 관련 기사

개인사 작품 외 배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사

수상 제도 작품 관련 수상 실적이나 수상 내용에 대한 기사

사회전반 배우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다룬 기사

기타 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사

다섯째, 내부주제는 한은경 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도출된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분류하였다[40]. 외적 특
성은 영화스타의 얼굴 생김새, 신장, 의상, 헤어 등 외모
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 기사가 해당되며, 캐릭터 특
성은 영화스타가 출연한 작품 속 역할 캐릭터의 특성이 
주를 이룬 기사가 포함된다. 전문성은 영화스타의 연기
력이나 작품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경우, 성격적 특
성은 배우의 개인적 성격, 성향, 심리상태, 인품 등에 대
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경우가 해당된다. 위 네 가지 유형
에 포함되지 않는 기사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내부주제 
분류 기준을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내부주제 분류 기준
내부주제 분류 기준

외적 특성 배우의 얼굴 생김새, 신장, 의상, 헤어 등 외모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 기사

캐릭터 특성 배우가 출연한 작품 속 역할 캐릭터의 특성이 주를 이룬 기사

전문성 배우의 연기력이나 작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기사

성격적 특성 배우의 개인적 성격, 성향, 심리상태, 인품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기사

기타 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사

  
Ⅳ. 분석결과

이 연구는 신문 매체에 재현된 한국 영화스타의 이미
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정한 대표적 영화스
타 의 이미지를 분석해 보았고, 보도 시기 및 성별에 따
라 어떠한 보도 경향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였다.

영화스타의 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해 1기(1973-1983
년)에서 4기(2000-2010년)를 대표하는 남자 영화스타 
1명과 여자 영화스타 1명을 선정하여 신문에 재현된 이
미지를 분석하였다. 각 기수별 대표적 영화스타를 보면, 
1기(1973-1983년)는 신성일과 유지인, 2기
(1984-1989년)는 안성기와 강수연, 3기(1990-1999년)
는 박중훈과 최진실, 4기(2000-2010년)는 송강호와 김
혜수이다. 시기별 대표 영화스타의 이미지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된 798건의 기
사를 통해 추출하였다. 

신문 기사에 재현된 시기별 대표적 영화스타 이미지는 
부드러움/청순이 24.7%로 가장 많았고, 유머러스/발랄
함 15.3%, 친근함 13.5%, 터프함 12.2%, 기타 11.7%, 
지적임 8.5%, 개성있음 7.3%, 섹시함 4.1%, 세련됨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특정 성별의 특성
이 드러나는 이미지보다는 중립적 이미지인 부드러움/
청순함, 친근함, 유머러스/발랄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에서 선정한 시기별 
대표 배우 2인에 한정된 결과이기에 시대를 대표하는 이
미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시기별 대표적 영화스타의 이미지 특성 차이
를 살펴본 결과, 기수에 따라 각기 다른 영화스타를 분석
한 관계로 시기별 이미지 보도의 경향성을 해석하는 데
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대표적 영
화스타의 이미지가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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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는 특성이 있었다. 이는 2000년대 이전의 기사가 
영화스타에게 특정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배우의 특정 이미지화가 두드
러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또한 
2000년대 이후 영화스타들이 작품에 따라 자신의 이미
지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하
여 새로운 이미지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과 연관되
어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화 스타의 이미
지가 단일 작품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 및 다
양한 활동으로 인해 이미지가 구성되는데, 채널과 플랫
폼이 확장되는 환경에서는 단일한 이미지보다 복합적이
고 다양한 이미지가 구성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과도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시기별 대표배우의 이미지 비
교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시기별 대표배우의 이미지 비교
시기 N(%)

영화스타 이미지
1기

(신성일·
유지인)

2기
(안성기·
강수연)

3기
(박중훈·
최진실)

4기
(송강호·
김혜수)

계

터프함 2(2.6) 14(12.1) 79(19.6) 2(1) 97
(12.2)

섹시함 3(3.9) 8(6.9) 5(1.2) 17(8.4) 33
(4.1)

친근함 11(14.5) 23(19.8) 60(14.9) 14(6.9) 108
(13.5)

세련됨 3(3.9) 3(2.6) 12(3) 4(2) 22
(2.8)

부드러움/청순함 21(27.6) 27(23.3) 123(30.5) 26(12.8) 197
(24.7)

지적임 8(10.5) 26(22.4) 19(4.7) 15(7.4) 68
(8.5)

유머러스/발랄함 7(9.2) 4(3.4) 90(22.3) 21(10.3) 122
(15.3)

개성있음 6(7.9) 11(9.5) 14(3.5) 17(13.3) 58
(7.3)

기타 15(19.7) 0(0) 1(0.2) 77(37.9) 93
(11.7)

계 76(100) 116(100) 403(100) 203(100) 798
(100)

χ2=357.7, df=24, p<.001 

각 시기별 대표적 영화스타의 이미지 재현과 보도형식
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798개 기사에서 나타난 보도형식은 스트레이트가 전체
의 66.7%(532개)로 가장 많았고, 기획 114개(14.3%), 
인터뷰 103개(12.9%), 서평 41개(5.1%), 기타 8개
(1.0%) 순으로 조사되었다. 보도시기에 따른 보도형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는 1-2기(72.4∼

77.6%)에서 3-4기(57.6∼67%)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또한 영화스타와 인터뷰한 내용이 포함된 기사의 경우 
1-2기(4.3∼6.6%) 보다 3-4기(11.7∼28.1%)에 많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서평 형식의 기사는 1기 10.5%에
서 2, 3기 5.2∼5.7%, 4기 2%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난다. 

보도 형식의 변화는 신문기사를 통한 영화스타의 이미
지 재현에 기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첨가될 수 있으며, 그
러한 기사의 비중이 시대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1기에서 4기로 갈수록 영화스타가 
연관된 사건 등을 해석하고 평가한 서평 형식의 기사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배우와 연관된 일련의 사건을 통한 
영화스타의 이미지를 재해석 하여 재현되는 경우는 줄었
음을 말한다. 반면 인터뷰 기사의 급격한 증가는 기자의 
주관성과 더불어 배우 스스로 평가하는 이미지가 부가된 
보도가 증가했음을 말해준다. 더불어 시기별 인터뷰 기
사의 증가는 인터뷰 기사가 단순한 읽을거리(Feature)에
서 대상자와 주제가 다원화되고 발전되며 신문의 증면과 
함께 양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며[41], 인터뷰 및 제작현장 스케치 등을 영화의 홍보와 
마케팅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시기별 대표배우의 보도형식 비교는 다
음 [표 7]과 같다.

표 7. 시기별 대표배우의 보도형식 비교

시기
보도형식 N(%)

스트
레이트 인터뷰 기획 서평 기타 계

1기
(신성일·유지인)

55 5 7 8 1 76

(72.4) (6.6) (9.2) (10.5) (1.3) (100)

2기
(안성기·강수연)

90 5 15 6 0 116

(77.6) (4.3) (12.9) (5.2) (0) (100)

3기
(박중훈·최진실)

270 47 61 23 2 403

(67) (11.7) (15.1) (5.7) (0.5) (100)

4기
(송강호·김혜수)

117 57 20 4 5 203

(57.6) (28.1) (9.9) (2.0) (2.5) (100)

계
532 114 103 41 8 798

(66.7) (14.3) (12.9) (5.1) (1.0) (100)

χ2=64.076, df=12, p<.001

다음으로 영화스타 보도의 호의성이 시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보도의 호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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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98개의 기사 중에서 중립적인 기사가 480개(60.2%)
로 가장 많았고, 호의적인 기사가 288개(36.1%), 비호의
적인 기사가 30개(3.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영화스타를 긍정적인 이미지나 객
관적 이미지로 재현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현한 
기사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기별 호의성의 차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기사가 403건으로 가장 많은 
3기의 배우 박중훈, 최진실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 비율
이 전체의 37%로 가장 많았고, 비호의적인 기사 역시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선정된 3기 대
표 영화스타 개인의 사건·사고와 관련한 특수한 이미지
가 개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어지기에 시기별 특성
을 단정 지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기사 
성향과 영화스타의 이미지는 연관성이 있으며, 작품 외
에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접한 관계를 갖고 이미지 재
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배우의 
개인사나 주변 상황, 혹은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보도되
는 기사 내용에 의해 배우 자신과 작품 속 인물이 아닌 
제3의 이미지가 재현될 수 있고, 배우의 이미지에 지대
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시기별 대표적 
배우의 기사성향 비교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시기별 대표배우의 기사성향 비교

시기
기사성향 N(%)

호의적 비호의적 중립적 계

1기
(신성일·유지인)

28 1 47 76

36.8 1.3 61.8 100

2기
(안성기·강수연)

39 1 76 116

33.6 0.9 65.5 100

3기
(박중훈·최진실)

149 23 231 403

37.0 5.7 57.3 100

4기
(송강호·김혜수)

72 5 126 203

35.5 2.5 62.1 100

계
288 30 480 798

36.1 3.8 60.2 100

χ2=2.498, df=2, p>.1

또한 대표적인 영화스타 보도의 외부주제가 시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외부주제는 작품 393개
(49.2%), 개인사 200개(25.1%), 수상 제도 103개
(12.9%), 사회전반 56개(7%), 기타 46개(5.8%)의 순으

로 나타났다. 작품을 주제로 작성된 기사의 비중이 높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보도 시기에 따른 외부주제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 1기(1973∼1983년, 신성일, 유지인)는 
사회전반에 대한 기사가 다른 시기에 비해 많았고, 2기
(1984∼1989년, 안성기, 강수연)는 수상 제도에 대한 내
용이 다른 시기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는 배우 강수연이 1987년 아시아 여배우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보도량이 급
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4기(2000∼2010년, 송강호, 김혜수)의 경우 기타로 
분류되는 기사가 21.2%로 다른 기수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았는데, 이는 2000년대 들어 영화스타에 대한 기사의 
주제가 이전에 비해 보다 다양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
한 흐름은 배우의 다양한 이미지 재현과정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며, 위의 호의적 기사성향에서 분석한 결과
와 같이 시기가 흐르면서 다양한 외부주제들이 더 많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4기는 
1-2기에 비해 개인사적 기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시기별 대표적 배우의 외부주제 비교는 다음 [표 
9]에 나타난다.

표 9. 시기별 대표배우의 외부주제 비교

시기
외부주제 N(%)

작품 개인사 수상제도 사회전반 기타 계

1기
(신성일·유지인)

36 14 8 17 1 76

47.4 18.4 10.5 22.4 1.3 100

2기
(안성기·강수연)

38 15 54 8 1 116

32.8 12.9 46.6 6.9 0.9 100

3기
(박중훈·최진실)

229 122 26 25 1 403

56.8 30.3 6.5 6.2 0.2 100

4기
(송강호·김혜수)

90 49 15 6 43 203

44.3 24.1 7.4 3.0 21.2 100

계
393 200 103 56 46 798

49.2 25.1 12.9 7.0 5.8 100

χ2=287.7, df=12, p<.001

내부주제는 작품 속 등장인물의 캐릭터 특성 246개
(30.8%), 성격 특성 204개(25.6%), 전문성 200개
(25.1%), 기타 100개(12.5%), 외적 특성 48개(6.0%) 순
으로 보도되었다. 영화스타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사가 
캐릭터 특성과 성격적 특성, 전문성을 주제로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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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시기에 따른 내부주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캐
릭터 특성은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3기 대표의 
기사(37.7%)가 다른 시기에 비해 캐릭터 특성 보도비율
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의 영화스타가 주
로 작품 속에서 전형적인 캐릭터를 구현했다면 3기에 선
정한 대표 영화스타는 특성화된 캐릭터를 연기한 것이 
배우의 이미지 재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작품 외 광고나 예능 프로그램의 활동이 많았던 시
기였으므로 이러한 외부주제의 요인들이 배우의 내적 주
제의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
관하여 성격적 특성에 대한 기사 역시 3기(35.7%)가 나
머지 기수(12.9∼16.7%)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영화스타의 전문성에 대한 기사는 1-2
기(34.2∼52.6%)가 3-4기(18.4∼19.2%)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기타의 비율이 4기(35%)에 급
증함으로써 영화스타에 대한 신문 보도의 주제의 다양성
이 2000년대 들어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도시기에 따른 외부주제 비교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며, 배우의 이미지 재현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기별 대표적 배우의 내부
주제 비교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시기별 대표배우의 내부주제 비교

시기
내부주제 N(%)

외모 캐릭터 전문성 성격 기타 계

1기
(신성일·유지인)

7 22 26 11 10 76

9.2 28.9 34.2 14.5 13.2 100

2기
(안성기·강수연)

6 28 61 15 6 116

5.2 24.1 52.6 12.9 5.2 100

3기
(박중훈·최진실)

20 152 74 144 13 403

5.0 37.7 18.4 35.7 3.2 100

4기
(송강호·김혜수)

15 44 39 34 71 203

7.4 21.7 19.2 16.7 35.0 100

계
48 246 200 204 100 798

6.0 30.8 25.1 25.6 12.5 100

χ2=211.7, df=12, p<.001

신문에 재현된 시대별 대표 영화스타의 이미지가 성별
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터프
하고, 지적이고, 유머러스하고, 개성 있고, 친근한 이미
지로 묘사된 경우는 남성 배우가 여성 배우보다 많았고, 
섹시하고 세련되고 청순한 이미지로 묘사된 경우는 여성 

배우가 남성 배우보다 많았다. 
배우의 특성이나 행동이 거리낌 없고 터프하다는 이미

지는 남성(24.9%)이 여성(3.0%)보다 많았고, 친근한 이
미지 역시 남성(16.5%)이 여성(11.4%)보다 많았다. 또한 
지적(知的)인 이미지와 유머러스/발랄한 이미지도 남성
이 여성에 비해 많았다. 내외적 특성이나 행동이 독특하
여 평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개성 있는 이미지 역시 남
성 영화스타(9.0%)의 비중이 여성 영화스타(6.0%) 보다 
많았다.

내외적 특성이나 행동이 순수하고 부드러워 청순하다
는 이미지는 여성(36.9%)이 남성(7.8%)보다 많았다. 또
한 섹시한 이미지의 여성 영화스타(6.7%) 기사 비중이 
남성 영화스타(0.6%)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남성 영화스타는 주로 터프하거나 친근한 이미지, 지
적이거나 유머러스한 이미지, 혹은 개성있는 이미지로 
묘사되고, 여성 영화스타는 주로 청순하거나 섹시한 이
미지로 재현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 역시 연구에서 
선정한 시기별 대표 남녀 스타의 이미지이므로 시대를 
대표하는 성별 이미지라고 해석될 수 없음을 밝혀둔다. 
[표 11]은 영화스타 성별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표 11. 영화스타 성별 이미지 비교
성별 N(%)

영화스타
이미지화

남성
(신성일·안성기
박중훈·송강호)

여성
(유지인·강수연
최진실·김혜수)

계

터프함 83(24.9) 14(3.0) 97(12.2)

섹시함 2(0.6) 31(6.7) 33(4.1)

친근함 55(16.5) 53(11.4) 108(13.5)

세련됨 2(0.6) 20(4.3) 22(2.8)

부드러움/청순 26(7.8) 171(36.9) 197(24.7)

지적임 32(9.6) 36(7.8) 68(8.5)

유머러스/발랄 54(16.2) 68(14.7) 122(15.3)

개성있음 30(9.0) 28(6.0) 58(7.3)

기타 50(15.0) 43(9.3) 93(11.7)

계 334(100) 464(100) 798(100)

χ2=182.2, df=8, p<.001

시기별 대표 영화스타의 성별에 따른 이미지가 신문 
보도의 형식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
든 형식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보도되어서 보도의 형식은 
스타이미지 성별 차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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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다만 영화스타와 인터뷰한 내용이 포함된 기
사의 경우 남성(16.2%)이 여성(12.9%)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기사는 다른 형식의 기사처럼 
기자의 의도와 가치판단이 적용되어 보도되지만, 기본적
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언어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여 
전달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41]. 따라서 인터뷰 기사
는 일부 통제된 기사의 틀 안에서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
을 전달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로서 영화
스타는 본인의 의견과 작품에 대한 견해를 전달할 수 있
는 주체적 입지에서 이미지를 재현하게 된다. 이러한 맥
락에서 남성 영화스타의 인터뷰 기사 비중이 높게 나타
난 것은 주체적인 이미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
석될 수 있다. [표 12]에서는 대표 배우의 성별 보도형식
을 비교하였다.

표 12. 영화스타의 성별 보도형식 비교

시기
보도형식 N(%)

스트레이트 인터뷰 기획 서평 기타 계

남성
(신성일·안성기·
박중훈·송강호)

221 54 39 17 3 334

66.2 16.2 11.7 5.1 0.9 100

여성
(유지인·강수연·
최진실·김혜수)

311 60 64 24 5 464

67 12.9 13.8 5.2 1.1 100

계
532 114 103 41 8 798

66.7 14.3 12.9 5.1 1.0 100

χ2=3.067, df=4, p>.1

영화스타의 성별에 따른 기사성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남성 영화스타(37.1%)의 경우 호의적인 기사가 여성 
영화스타(35.3%)에 비해 다소 많았다. 신문기사 내용의 
기사성향은 영화스타의 이미지 재현과정에서 다양성보
다는 구독자의 호감도에 영향을 끼친다. 앞서 이론적 논
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우의 주요가치 중의 하나인 
경제적 가치는 전문성과 이미지 등으로 평가되는데, 여
기서 호감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비록 이 연구결
과에서 호의성에 성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
나, 스타의 이미지 재현과정에서 기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한 기사성향의 차이는 배우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영화스타 성별 기사성향은 [표 13]에서 비교
하였다.

표 13. 영화스타의 성별 기사성향 비교

시기 기사성향 N(%)
호의적 비호의적 중립적 계

남성
(신성일·안성기·
박중훈·송강호)

124 9 201 334

37.1 2.7 60.2 100

여성
(유지인·강수연·
최진실·김혜수)

164 21 279 464

35.3 4.5 60.1 100

계 288 30 480 798
36.1 3.8 60.2 100

χ2=2.498, df=2, p>.1

영화스타 성별에 따른 외부주제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작품을 주제로 작성된 기사는 여성 영화스타(46.6%) 
보다 남성 영화스타(53%)의 보도에서 많이 나타난 것으
로 조사되었다. 반면 영화스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
룬 기사의 경우 여성 영화스타(26.3%)가 남성 영화스타
(23.4%)보다 많았고, 수상 제도와 관련한 기사 역시 남
성 영화스타보다 여성 영화스타가 등장하는 비중이 높았
다. 사회 전반적인 주제 등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눈에 
띄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상 제도와 관련
한 보도의 경우 2기의 대표 영화스타인 강수연의 국제영
화제 수상으로 인하여 다수의 보도가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시기별로 대표 영화스타 1인을 선정하였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성별의 차이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우나, 
작품을 주제로 한 기사가 남성 영화스타의 보도에서 많
이 나타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성 영
화스타의 경우 수상 제도를 제외한, 작품 이외의 외부주
제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전문성과 관련한 보도내용이 아
닌 기사가 많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신문의 영화스타 
보도를 통해서도 남성 이미지의 중심화와 여성 이미지의 
주변화 재현방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표 14]에서 
영화스타 성별 외부주제를 비교하였다.

표 14. 영화스타의 성별 외부주제 비교

시기
외부주제 N(%)

작품 개인사 수상제도 사회전반 기타 계
남성

(신성일·안성기·
박중훈·송강호)

177 78 36 25 18 334

53.0 23.4 10.8 7.5 5.4 100

여성
(유지인·강수연·
최진실·김혜수)

216 122 67 31 28 464

46.6 26.3 14.4 6.7 6.0 100

계 393 200 103 56 46 798
49.2 25.1 12.9 7.0 5.8 100

χ2=15.155, df=4,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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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스타 성별에 따른 내부주제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외적 특성은 남성 영화스타(3.6%)보다 여성 영화스
타(7.8%)의 기사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반면 영화스타가 
출연한 작품 속 캐릭터에 대한 기사는 남성 영화스타
(35%)가 여성 영화스타(27.8%)의 기사보다 많이 발견되
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신문이 여성 영화스타에 대해 
기사를 작성할 때는 외모 등 배우 본인이 지니고 있는 개
인적 특성을 주로 다루며 이미지를 재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 영화스타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배우가 맡은 캐릭터 등 직업적 특성을 주로 다루어 이미
지를 재현한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는 외부주제의 성
별차이를 분석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
다. [표 15]에서 영화스타 성별 내부주제를 비교하였다.

표 15. 영화스타의 성별 내부주제 비교

시기 내부주제 N(%)
외모 캐릭터 전문성 성격 기타 계

남성
(신성일·안성기·
박중훈·송강호)

12 117 81 88 36 334

3.6 35.0 24.3 26.3 10.8 100
여성

(유지인·강수연·
최진실·김혜수)

36 129 119 116 64 464

7.8 27.8 25.6 25.0 13.8 100

계 48 246 200 204 100 798
6.0 30.8 25.1 25.6 12.5 100

χ2=10.592, df=4, p<.05

  

Ⅴ. 결론 및 논의

신문기사를 통해 보도된 대표적 영화스타의 기사를 분
석하며 의미있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예컨대 2000
년 이후의 보도에서 영화스타의 이미지가 기타로 분석되
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2000년 이후 보도에서 영화스타
의 이미지를 한가지로 고착화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
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영화스타는 작품에 따라 적극
적으로 이미지가 변할 수 있으며,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도 변형되거나 혼성된 다양한 이미지를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도형식은 보도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1990년대 이후 보도에서는 인터뷰 형식
의 기사가 대폭 늘어나고 스트레이트 형식의 기사는 줄
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보도형식의 변화는 
신문보도를 통한 영화스타의 이미지 재현에도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단순한 사건전달 형식의 보도에 
비해 영화스타에 대한 기사작성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
지가 많은 형식의 보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다.  

기사성향에 따른 호의성의 정도는 시기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문보도의 주제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외
부주제는 작품과 관련한 보도의 비중이 모든 시기에 걸
쳐 높게 나타났다. 보도시기별 외부주제의 차이를 보면 
2000년대 이후 영화스타에 대한 기사의 주제가 다양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영화스타의 보도에서 내부주제의 
비중은 캐릭터 특성(30.8%), 성격 특성(25.6%), 전문성
(25.1%), 기타(12.5%), 외적 특성(6.0%)의 순으로 나타
났다. 

보도의 성별 차를 보면 남성 영화스타의 경우 터프하
고 친근한 이미지로, 여성 영화스타는 청순하거나 섹시
한 이미지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성별에 따른 보도형식과 기사성향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인터뷰 형식과 호의적인 기
사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형식의 
기사는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기에 영화스타의 주체적인 견해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남성 영
화스타의 경우 보도를 통해 주체적 이미지로 재현될 가
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성별에 따른 보도주제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외부주제에서 사적인 영역의 이
야기를 다룬 기사의 비중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주제의 외적특성에 관한 기사 역
시 남성 영화스타보다 여성 영화스타 보도에서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대별 한국 영화스타의 보도 경향
의 주요변화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1. 영화스타의 시기별 보도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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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스타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신화적 존재임과 동시
에 역할 캐릭터와 개인의 이미지를 통해 사회적 복합코
드로 작용하고 있다. 스타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예술, 
사회, 문화, 경제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에는 한류열풍과 더불어 스타의 경제학적 가치와 팬덤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대중문
화 콘텐츠의 주요 행위주체인 스타에 관한 논의의 연속
선상에서 영화스타와 매체를 연계하여 통시적 논의를 전
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배우는 기본적으로 작품 
속 역할 수행에 충실하며 배역이 지니는 이미지에 초점
을 맞추게 된다. 하지만 작품 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성되는 새로운 이미지와 보도를 통해 혼합되고 변형되
는 이미지의 재현과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우
의 이미지는 단순히 역할 캐릭터를 상징하는 차원을 넘
어 기호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사회적 담론의 주요체로 
작용하는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과거의 통시적인 보
도형식과 주제의 변화에 주목하여 현재의 이미지 재현과
정을 통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보도시기에 따라 본 논문에서 
선정한 영화스타에 한정된 결과이고, 기수별로 다른 영
화스타를 분석하였으므로 시대를 포괄하는 영화스타 이
미지의 전반적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점이 존재
한다. 또한 2010년대 이후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살펴보
지 못하였다는 점과, 이 연구의 결과가 비교적 안정된 연
기력을 보여주는 스타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연구이기
에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최근
에는 영화스타의 정보를 신문이 아닌 다양한 뉴미디어를 
통해 전달받고 생성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단초로 하여 뉴미디어를 통한 스타 보
도의 이미지 재현에 관련한 다각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스타연구는 단일 
학문분야 중심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기에 추후에는 스
타연구의 주제와 소재의 다원화를 통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더욱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 이 논문은 태보라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6)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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