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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튜브[YouTube]는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이자 뉴스

와정보를생산하는대표적인매체또는미디어이다. TV, 신

문, 포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들은 경쟁과 보완 관계를 형

성하면서 현대인들에게 다채로운 뉴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매일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며 삶

을 영위한다. 우리가 유튜브라는 매체와 그곳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에주목하는최우선적인원인은그것이매우친숙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매체이다. 그곳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들 속에서 유의미한 죽음 요소를 파악하

고이를삶과연결할수있다면근사한작업이될수있다. 유

튜브와그곳에탑재되는동영상은시청자들에게배움의기회

를 제공하는 러닝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 본 연구는

유튜브동영상과웰다잉또는웰에이징트렌드가긍정적으로

결합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한국인의 건강한 삶 구축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수집한 13편

의 유튜브 동영상이다. 본 연구는 죽음 또는 삶을 주제로 삼

은 유튜브 동영상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드라마에

주목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진행하였다. 각각의 동영상은

5분부터 50분 10초에 이르는 다양한 재생 시간을 갖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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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유튜브 동영상에 나타나는 죽음 논의를 분석하고 삶, 웰다잉, 웰에이징 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한국인의 건강한 삶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매체인 유튜브

에 탑재되는 동영상은 해당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확보하고 있으며 시청자(사용자)의 선호도와 호오(好

惡)를 제공한다. 조사 기간 및 대상은 2019년~2021년에 유튜브에 업로드 된 동영상 13편이다. 조사 결과

의사를 중심으로 죽음 논의를 진행하는 25인의 화자(서술자)를 포괄할 수 있었다.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동영상 화자들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죽음 논의를 다채롭게 전개하였는데 핵심 사항으로는 삶의 진정한

가치, 두려워할 필요 없는 죽음, 희망의 소중함, 죽음의 자연스러움 등이 있었다. 4가지 기준에서 죽음 논의

를 전개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곧 죽음, 삶, 웰다잉, 웰에이징 등이 종합적으로 연결될 때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정 시기에 추출한 13편을 연구하였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

튜브 미디어에 업로드 된 동영상들이 4가지 키워드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場)임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희망으로서의 삶과 웰에이징, 자연스러운 죽음과 웰다잉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재난의 시대

에 우리들 삶의 건강 유지와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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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방법은 최근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죽음이라는 단어

를 제목에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동시에 죽음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경우를 조사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죽음과 삶, 웰다잉과 웰에이징

유튜브에서수집한동영상들은공통적으로 ‘죽음’이라는주

제와관련된것이었다. 본 연구는위와같은동영상에서제기

되는 죽음 관련 논의와 웰에이징의 관련성에 집중하였다. 웰

에이징[well-aging]은 노화(老化)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

아들이고몸과마음의건강을추구하며나이드는것을가리

킨다. 이는자기완성을지향하며존엄한노년(老年)을맞이하

는 것이기도 하다. 누구나 노화 또는 노년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대상또는상황이죽음이기에죽음과웰에이징의관련

성은 긴밀하다.

[표 1] Expert Perspectives and Four Criteria(Death, Life, 
Well-dying, Well-aging)

4. 고 찰

본연구는유튜브에공개된동영상들을조사하고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대인들은 TV, 신문, 포털, 유튜브등다양한매체들이무

한경쟁에몰두하는시대를살아가고있다. 그 중에서도유튜

브는현대사회를대표하는매체로서그곳에탑재되는동영상

들은해당분야의최신트렌드를확보하는경우가많다. 또한

유튜브 동영상은 시청자또는 사용자의 선호도와 호오(好惡)

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죽

음 논의의 출처로서 유튜브 동영상을 선택하였다. 특정 시기

에 추출한 13편을 연구하였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유튜브 미디어에 업로드 된 동영상들이 희망으로서의 삶

과 자연스러운 죽음 그리고 웰다잉과 웰에이징 등 4가지 키

워드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場)임을 밝힐 수 있었다. 결론

적으로이는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창궐하는재난의시대에

우리들 삶의 건강 유지와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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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pert Perspectives Death Life
Well

-dying
Well

-aging

1 Medicine-Doctor O O O O

2
Medicine-Professor-Near 
Death Experience

O O O O

3
Medicine-Professor-Fore
nsic medicine

O O

4 Physics O

5 Philosophy-the West O O O O

6 Philosophy-the East O O O O

7
Minister-Getting away
from Me

O O

8
Minister-The reason 
death can be hope

O O O O

9 Funeral Director O O

10 Journalist O O O O

11 Singer(Ordinary man) O O O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