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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그동안의 뉴스 이해 교육의 문제 을 비 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

탕으로 틀(frame)인식 심의 새로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구안한 연구이다.

뉴스는 실을 있는 그 로 반 하지 않으며 뉴스 생산자 뉴스 생산 기 내

외의 다양한 여 요인에 의해 극 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별다른 비 의

식 없이 수용할 경우 실을 편향되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크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실구성체로서의 뉴스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뉴스 생산자가 의도한 해석 방향에서 벗어나 뉴스를 좀 더 비 인 시각에서 이

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먼 뉴스 이해 교육의 근으로서 매체언어교육 근과 비

담화분석의 근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뉴스의 본질을 반 하며 다른

두 가지 근과의 계에서도 핵 인 치를 차지하는 뉴스 틀(newsframe)이

론에 해 고찰하 다.이를 통해 형식 ․내용 ․ 상 측면의 틀에 의해 뉴스

의 특정 부면이 부각되고 다른 부면은 은폐된다는 을 살펴보았다. 한 뉴스 틀

은 뉴스 수용자의 틀에 의해 그 향력이 강화 혹은 경감되기 때문에 뉴스 틀 이

론에 더해 뉴스 수용자의 틀에 해서도 함께 고찰하 다.

다음으로는 뉴스 이해에 한 국내의 교육과정 교과서 검토는 물론 매체 교

육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 교육과정을 국내의 그것과 비교

함으로써 재의 교육 실태를 검하고 교육 시사 을 도출하 다.이론 고찰

그리고 교육과정 교과서 검토의 결과를 통해서는 ‘복합양식 요소의 의미화 방

식 고려’,‘뉴스 이해의 비 속성 고려’,‘뉴스 장르 지식 고려’,‘듣기와 읽기의

변별 고려’라는 네 가지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설계 원리를 도출하 다.

이와 같은 설계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뉴스 이해를 한 새로운 교육 내용인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구안하 다.그 내용 체계는 지 까지의

국어과 내용 체계에 한 비 검토를 통해 명제 지식과 방법 지식으로 설

정하고 명제 지식을 ‘실구성체로서의 뉴스 본질’,‘뉴스와 사회의 상호작용성’,

‘뉴스의 기존 질서 재생산성’그리고 ‘뉴스의 공정성’으로,방법 지식을 ‘뉴스 틀

분석을 통해 뉴스를 측하며 듣기’,‘뉴스 틀 분석을 통해 은폐된 내용 추론하기’,

‘뉴스 틀 분석을 통해 사회․문화 으로 뉴스 평가하기’,‘뉴스의 객 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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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략 분석을 통해 실질 객 성 평가하기’,‘뉴스 수용자의 틀 검하기’로

구성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새롭게 제시되는 것

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검정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서울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총 60명을 실험,비교,통제 집단에 무선할당 방식으로 배치하고 실험

집단에는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한 수업,비교 집단에

는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한 수업,통제 집단에는 뉴스 이해와는

무 한 체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실시하 다.교수․학습 후로는

세 가지 유형의 뉴스,즉 책임 귀인 틀,갈등 틀,인간 흥미 틀 뉴스를 이해한 바

를 기술하게 하여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살펴볼 수 있

도록 하 다.

이를 통해 도출된 교수․학습의 효과는 통계 분석과 질 내용분석을 통해 양

․질 으로 밝히었다.통계 분석 결과,책임 귀인 틀 유형의 텍스트 요소 인식

력 항목에서만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을 뿐,뉴스 이해력의 모든 구성 항목과 체 이해력에서 틀 인식 심의 뉴

스 이해 교육 내용이 체 교육 내용은 물론 기존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보다 효

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질 내용분석 결과에서는 설정한 분석 범주 모두에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 다른 교육 내용에 비해 유의한 효과를 나

타냈으며,특히 책임 귀인 틀 유형의 텍스트 요소 인식력에서도 실험 집단이 질

으로 심화된 양상을 보인 이 규명되었다.

본 연구는 뉴스 이해에 한 연구 성과가 매우 미미한 상황에서 그동안 국어교

육학계에서 주목하지 못한 틀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실증 으로 밝혔다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특히 이는 학제 연구의 성격을 지

니는 것으로서 기존의 뉴스 이해 교육에 한 연구와는 변별되는 새로운 시도

다는 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국어교육,뉴스,뉴스 이해,교육 내용,틀,뉴스 틀,틀짓기,매체

학번:2010-3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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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목 필요성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견해를 갖기 해서는 그것을 한 정보가 필요하며,이러

한 정보 상당 부분을 얻는 원천은 바로 뉴스이다.따라서 뉴스를 제 로 이해하

지 못한다면 왜곡된 혹은 편향된 정보에 근거하여 요한 단을 내리게 된다.뉴

스와 우리의 삶이 크게 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실상 뉴스는 매

일 매일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뉴스가 우리에게 미치는 향력의 크기는 의제설정 이론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의제설정(agendasetting)효과에 한 연구에 따르면,언론은 ‘무엇에 해

생각할 것인가(whattothinkabout)’뿐만 아니라 그것에 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

가(how tothinkabout)’에 해서까지 향을 미친다(McCombs,2014:102).즉 언

론의 이 곧 의 이 될 수 있을 만큼 뉴스는 우리의 사고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을 고려할 때 국어교육 혹은 화법교육에서 큰 목표로 제시하는 ‘다

양한 유형의 담화를 정확하고도 비 으로 이해하는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요한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으며,뉴스 담화의 이해에 한 교육은 매우 강조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뉴스 이해에 한 교육은 이와 같은 을 고려할 때 충실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국내 교육과정에서 뉴스를 면으로 내세운 성취기 은

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신문이 아닌 텔 비 이나 라디오의 뉴스와 같이 뉴

스를 ‘보기 혹은 듣기’의 양식(mode)으로 이해하는 것에 특화된 교육 내용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뉴스를 주로 하는 매체가 텔 비 이라는 을 고려할

때1)이러한 교육 결핍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

물론 뉴스를 사실을 있는 그 로 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이에 한

교육은 지 상태로도 충분할 수 있다.뉴스 이해 교육은 정보 제공 목 의 담화

1)본 연구에서는 기본 으로 텔 비 뉴스를 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뉴스는 신문,라디

오,텔 비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하게 되나,텔 비 을 통한 뉴스 이용률이 가장 높기 때

문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2014)에 따르면 텔 비 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48.5%로 인터넷 31.7%,

신문 10.9,라디오 4.6%를 훨씬 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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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문제는 뉴스가 결코 있는

그 로의 사실을 객 으로 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다.어떤 사건의 모

든 사항을 빠짐없이 달할 수는 없기에 보도 과정에서 특정 부면은 선택되고

다른 부면은 배제되는데,이때 어떤 부면이 선택 혹은 배제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다룬 뉴스라 하더라도 그 의미는 달라진다.즉 뉴스는 실을

뉴스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 극 으로 구성한 실구성체이다.따라서 뉴스

이해 교육은 일반 인 정보 제공 목 의 담화 이해 교육을 통해서는 목표

한 바를 달성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을 고려하여 뉴스 틀 이론에 기반한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한다.그 이유는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상황을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어떤 상을 창문을 통해 바라볼 때 창틀의

방향,크기,모양 등에 따라 상의 모습은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창틀의 효과

를 제 로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을 왜곡되고 편향되게 바라보게 된다.그

러나 창틀이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제한하 는지를 악할 수 있

다면 이를 고려하여 세상을 제 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진다.뉴스를 이해하

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뉴스를 하나의 창틀로 볼 때,뉴스가 우리의 시야를 어

떻게 제한하는지 악할 수 있다면 그 틀을 벗어나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이다.2)뉴스 틀에 기반한 교육 내용을 구안하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뉴스에

한 이해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뉴스 틀에 한 고려가 뉴스 이해에서 핵

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 까지 국어교육학계에서는 틀 이론에 해 거의 주목하지 못했기 때

문에 뉴스 틀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뉴스 이해 교육에서도 뉴스 틀에 한 내용

은 다루어지지 못하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첫 번째는 “기존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문제 은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교육과정 교과서 그리고 외국의 교육과정에 한 검토

를 통해 이를 밝히고자 한다.

두 번째는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안은 무엇인가?”이다.본 연구에서는 기존

2)민병곤(2012a,2012b)에서는 화법교육이 소통,성찰,학습,생활 지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며,

그 성찰 지향의 화법교육에서는 담화의 언어 자원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반성

으로 돌아 으로써 바람직하고 격식 있는 언어를 창조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실

구성체로서의 뉴스의 본질을 고려하여 뉴스를 비 으로 이해하는 교육 내용을 구안하려는 본 연

구는 바로 이와 같은 성찰 지향의 화법 교육을 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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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 한 반성 검토를 바탕으로 뉴스 이해의 특성을 반 한

교육 내용,즉 뉴스 틀에 한 인식이 심이 되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 이를 실

제 교육 장에 용한 후 그 효과를 심도 있게 규명하고자 한다.

2.연구사

1)비 이해 교육 연구

인지심리학 에서 비 이해에 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 이나,

사회․문화 에서 이에 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0년 로 볼 수 있다.

비 이해가 온 히 이루어지기 해서는 단순히 인지 차원에서의 이해를 넘

어 사회․문화 련 속에서 담화 혹은 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는 에서 여기

에서는 2000년 반부터 시작된 비 이해에 한 연구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먼 문식성에 한 연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문식성은 문자 언어에 한

이해뿐만 아니라 음성 언어와 상 언어 등에 한 이해를 모두 포 하는 개념이

기 때문이다.문식성에 한 개념은 개인 차원의 이해를 뜻하다가 차 사회․

문화 맥락을 고려한 이해 교육의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이와 같은 흐름은 이재

기(2001,2005,2006,2009),최인자(2001),김혜정(2008,2015),안부 (2010),이재

형(2012),천경록(2014)등에서 읽을 수 있는데,이들 연구에서는 비 자세로

텍스트의 생산과 유통을 둘러싼 자,독자,사회․문화 맥락 등을 고려하여 텍

스트의 ‘깊은 지 ’을 읽어내는(천경록,2014:32)이해 능력을 학습자들에게 길러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이 에서 본 연구는 비 읽기의 텍스트 유형을 제시할 때 텍스트의

형식 유형보다는 내용 혹은 주제 측면에서의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본 김혜정(2008)의 논의에 주목했다.김혜정(2008)에서는 비 읽

기의 텍스트 유형을 고문,설명문,논설문,수필,신문의 사설 등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 하면서 략의 형식 유형

만을 소개할 것이 아니라, 략들이 용될 수 있는 구체 인 쟁 을 담고 있는

텍스트의 ‘내용 유형’들이 함께 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 한다.본 연구에서

내용 형식의 뉴스 틀에 따라 교육용 뉴스를 분류하여 제시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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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비 담화분석과 련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비 담화분

석 역시 담화를 텍스트 요소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 층 에 이르기까지 비

으로 이해하는 방식에 해 체 인 방향을 제시해 수 있기 때문이다.국내

에는 비 담화분석에 한 이론 특히 페어클러 (Fairclough,1995)의 논의

가 주로 소개되어,여러 연구들에서 이를 기반으로 비 이해 교육 방안을 제

시한 바 있다(신명선,2002;김은성,2005;박병선,2013;김 리,2015).이들은 페

어클러 의 담화 분석에 한 삼 층 모델에 따라 담화에 한 이해가 단지 텍스

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담화 실천과 사회․문화 실천 차원에까지 이

르러야 한다는 을 강조한다.즉 그 담화를 가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하며

가 수용하는지에 한 것과 그 담화에 담긴 사회의 이념 특성을 찾아내는 것에

심을 둘 때 비로소 담화의 의미를 제 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을 역설한다.

최근에는 비 담화분석에 한 좀 더 다양한 학자의 이론을 받아들여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 이 제기되기 시작했다(김은성,2013;김

유미,2014).실상 비 담화분석은 어느 한 개인의 이론이 아니라 학제 성격

을 지니는 것이기에 여러 학문 근법들의 장 을 취하는 것이 교육 용에

더 많은 선택지를 가져다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에서 김유미(2014)는

특히 의의를 지닌다.김유미(2014)는 기능 심 활동의 읽기 교육이 지닌 문제

을 비 하고 비 담화분석을 활용한 읽기 교육 방안을 이의 안으로 제시하

는데,페어클러 (Fairclough)뿐만 아니라 데이크(vanDijk)와 보닥(Wodak)

의 연구까지 두루 살펴 비 담화분석의 의의를 다각 으로 검토하고 구체 인

교수·학습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 담화분석 이론은 텍스트에 한 분석을 사회․문화 차원과 유기 으

로 련지으면서 그 이해의 심도를 넓 나가도록 해 주기 때문에 비 이해의

방법으로 그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이는 앞서 살펴본 문식성 교육이 심

을 받고 있는 이유와도 상통한다.뉴스 역시 단순히 텍스트 요소에 한 피상

해독을 통해서는 이해될 수 없는 담화라는 에서 뉴스 이해 교육은 이상의 비

이해 교육 연구들의 근법들을 극 으로 반 할 필요가 있다.

2)틀 이론에 한 연구

틀 이론에 한 연구는 언론학,갈등 연구 분야 등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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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교육학 분야에서는 그 지 못하다.뉴스라는 것이 세상을 비춰 주는 하나의

틀이라는 을 생각해 볼 때 뉴스 이해 교육에서 틀에 한 지식은 핵심 인 사

항이어야 하나 이와 같은 내용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교육학 분야에

서 틀에 한 연구가 히 부족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여기에서는 교육학 이외

의 분야에서 틀에 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먼 살펴보고 교육학 분야의 틀

이론에 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틀 이론에 해 다각 으로 살핀 이 웅(2000)에 따르면,틀에 한 연구는 사

회 상호작용 근,텍스트 분석 근,사회운동론 근3), 상이론 근,

커뮤니 이션 효과론 근으로 구분된다.4)사회 상호작용 근에 해당하는

표 인 논의로는 고 만(Goffman,1974)을 들 수 있는데,그는 상호작용이 어떠

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기 한 도구로서 틀 개념을 사용하 다.이는 틀로

인해 해석이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지에 해 논한 선구 연구로서,선택과 배제

의 원리로 구성되는 뉴스 이해에 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러나 그의 논의

는 면 상호작용을 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틀의 개념이 명확하기보다는 비유

으로 사용되고 있어 뉴스 이해를 한 교육 변환에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태

(Tannen,1993)역시 사회 상호작용 근에 해당하는 연구인데 태 은 사 경

험 혹은 조직된 지식인 기 구조를 나타내기 해 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그의 논의 역시 면 상호작용에 기반한 것이었기에 뉴스 이해와 직 으로

련되지는 않으나,틀에 한 지식이 해석에 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제시한 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바로 맞닿아 있다.

뉴스 이해와 련하여 직 참고할 수 있는 틀 이론 연구에는 텍스트 분석

근에 해당하는 연구들(Gitlin,1980;Entman,1991;Martin& Oshagan,1997)이

있다.이 계열에 속하는 연구들은 뉴스가 이데올로기 으로 구성된 실이라는

을 밝히고,해당 뉴스에 한 분석을 통해 구체 인 틀짓기 양상을 드러낸 에서

의의가 크다.그러나 여기에서 드러난 틀짓기는 보편 으로 모든 뉴스에 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뉴스에 한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뉴스에 한

3)사회운동론 근에 한 연구는 본 연구의 논의와 거리가 있다고 단되어 이에 한 선행 연

구는 제외하 다.

4)한편 심 섭·김지수(2011)에서는 틀에 한 연구를 사회학,인지심리학,언론-미디어,보건학,경

학,정치학,갈등 연구,사회 운동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틀에 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틀 개념에 한 혼란이 일고 있기도 하지만,이는 그만큼 틀 개념이 이론

으로 가치를 지닌다는 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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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활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커뮤니 이션 효과론 근에 해당하는 연구들 역시 뉴스 이해와 련하여 직

으로 참고할 수 있는 틀 이론에 한 연구(Iyengar,1991;Priceetal.,1997;

Cappella& Jamieson,1997)이다.이들 연구에서는 틀의 효과와 한계에 해 밝히

고 있어 틀이 뉴스 이해에 어떤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었다.특히 이

아이 가(Iyengar,1991), 라이스 외(Priceetal.,1997),세멧코와 발 버그

(Semetko& Valkenburg,2000)등에서 제시된 뉴스 틀 유형은 특정 뉴스에만 해

당되는 유형이 아니라 보편 인 유형이기에 교육 용 가능성도 높은 의의를

지닌다.

교육학 분야에서 틀에 해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5)어휘 교육 분야에서의

신명선(2009a,2009b,2012),읽기 교육 분야에서의 김도남(2013,2014,2015)과 편

지윤(2015),화법 교육 분야에서의 이유미(2011b)6)와 박 홍(2015)의 논의를 참고

할 수 있다.이들 연구 신명선(2009a,2009b,2012)과 김도남(2013,2014,2015),

이유미(2011b)는 인지언어학 기반의 틀 이론에,박 홍(2015)은 갈등 연구 기반의

틀 이론에 주로 기 고 있으며,편지윤은 언론학,심리학 등 여러 학문에서의 틀

개념이 공통 으로 함의하는 속성에 기 어 논의를 개하고 있다.이와 같이 연

구에 용하고 있는 틀 개념은 조 씩 상이하나,틀에 한 인식이 담화의 이해에

기여한다는 에 해서는 공통된 입장을 보인다.

이 본 연구에서는 특히 신명선(2009a)과 편지윤(2015)에 주목한다.우선 신

명선(2009a)은 특정 단어의 사용이 인지 ·문화 개념 틀을 활성화시켜 담화의

개 과정에 큰 향을 끼친다는 을 보여주고 있는데,이는 형식상으로는 공정

한 입장을 견지하도록 요구받으면서도 특정 을 제시하는 뉴스의 특성상 략

어휘 사용이 요하기에 뉴스 이해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편지윤

(2015)은 틀짓기 개념에 기반하여 읽기의 의미구성 기제 작용 과정에 해 논

의한 연구인데,거시 틀의 효과 제한 등에 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으나,

틀에 한 인식이 비 이해를 추동시킨다고 본 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와 맥

5)조희정(2010)에서는 인지심리학에서 제기된 틀의 개념을 원용하여 국어교육 평가 틀을 국어교육

련자들이 국어교육 평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 구조물로 정의하고,평가 틀의 차이

가 고 시가 교육 평가의 구체 양상과 맺는 상 성을 고찰하 다.이 연구는 틀의 개념에 기반한

교육 논의에 해당하나,평가 을 알아보기 해 틀의 개념을 활용하 을 뿐 텍스트 혹은 담화의

이해에 여하는 틀에 한 심과는 거리가 먼 논의이기에 여기에서는 제외하 다.

6)이유미(2009,2011a)는 교육 근을 취하지는 않았으나,틀이 의사소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힌 논문으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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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같이 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볼 수 있듯이,틀에 한 이론이 아직 교육학 분야에서 활

발히 용되고 있지는 못하다.주로 어휘와 읽기 교육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기

해 노력하 으며 최근 화법 교육 분야에서 틀에 해 주목하기 시작하 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그러나 이상의 연구에서 틀에 한 인식이 담화에 한 이

해를 도모해주었다는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틀 인식을 심으로 뉴스를

이해하게 하고자 한 본 연구의 근본 인 가정 설정에 토 로 작용하 다.

3)뉴스 이해 교육에 한 연구

매체 교육 일반에 한 연구는 어느 정도 그 성과가 축 되어 왔으나 매체 교

육 일반에 한 연구 성과가 그 로 뉴스 이해 교육에 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라는 을 고려한다면,뉴스 이해 교육에 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활발하

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여기에서는 매체 교육 일반에 한 연구가 아닌,뉴

스 이해에 조 이라도 더 을 맞추고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 뉴스 이해 교육에 한 기 연구들은 뉴스가 흔히 알려진 것처럼 객

인 담화가 아니며 특정 을 지니기에 이를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를 들어,김정자(2001)에서는 텔 비 뉴스가 기자의

이나 편집자의 태도,그 밖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공정성을 배하기 쉽다는

을 강조하면서 이를 비 으로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에 해 역설한다.권순희

(2002)에서는 텔 비 뉴스 텍스트의 거시 구조 미시 구조를 밝히면서 이들이

객 보도를 강조하기 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 한다.

이들 연구는 기에 이루어진 연구들로서 아직 언어 요소에 주된 심을 보

이며 여타의 복합양식 요소의 의미화 방식에 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나,

뉴스를 단순히 규범 인 텍스트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비 으로 이해해야 한다

는 을 강조하고 있다는 에서 뉴스 이해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의

의를 지닌다.

뉴스 교육에 한 연구 에는 비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해 뉴스를 매체

의 한 가지 소재로 활용하는 연구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허승호,2002;김자순,

2011;박 애,2013).이 연구들에서는 뉴스의 특성에 한 면 한 고찰을 통해 교

육 내용을 도출해 내기보다는 비 사고의 특성에 주된 심을 두고 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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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을 추출하기 때문에 그 교육 내용이 매체 일반 특성을 지닌다.허승호

(2002)와 박 애(2013)에서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정보원의 신뢰성 분석하기,한

가지 문제를 다양한 으로 조망하기,주장이나 진술에 개재된 편견 탐지하기,

숨겨진 의도와 가정 확인하기의 다섯 가지 내용 요소 심으로 교수․학습 방안

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다.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피상 이

기도 한데,가령 ‘숨겨진 의도와 가정 확인하기’를 할 수 있는 구체 인 안내 혹은

단서를 제시해 주지 않은 채 이를 명제로만 제시한다.

그에 반해,뉴스의 특성에 한 고찰로부터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들도 있다(이다연,2010;김효정,2011).특히 이다연(2010)에서는 기존의

비 읽기 략에 텔 비 뉴스 특성을 결합하여 텔 비 뉴스 이해를 한

평가 거를 제시하고 있는데,구체 으로는 텔 비 뉴스의 내용,조직,표 측

면을 감각성,선별성,서사성,상호작용성이라는 네 가지 평가 거를 토 로 이해

하도록 하고 있다.이 거들이 비록 뉴스를 제 로 이해하도록 하기에 포 이

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연구는 뉴스의 특성으로부터 교육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매체 일반 인 이해 방안과는 변별되는 교육 내용을 제시했다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상의 연구들은 앞서 언 한 것처럼 몇몇 의의를 지니나,뉴스를 주로 텍스트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했을 뿐,사회․문화 차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데에는 크

게 심을 두지 않았다.물론 사회․문화 배경을 떠올리게 하는 등의 교육 내용

을 포함하고는 있었으나 이에 한 이론 설명이나 구체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그에 반해 김태환(2000)과 하숙자(2007)는 뉴스 이해가 텍스트 이상의 차

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제하고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먼 김태환(2000)은 뉴스 이해 교육에 한 이른 시기의 연구임에도 사회

에서 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 인 가치나 신념을 뉴스가 재생산한다는 을

부각시켜 뉴스를 비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그는 바르트(Barthes,1973/1995)의 신화 개념을 통해 뉴스가 특정 이데올로

기를 제하고 있다는 을 설명하며 이에 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하숙자(2007)는 페어클러 (Fairclough,1995)의 논의에 기 어 뉴스를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텍스트 차원을 넘어 담화 실천,사회․문화 실천의

차원에 걸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 한다.이들 연구는 비록 텍스트

이상의 차원에서 뉴스 이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한 방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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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뉴스 이해의 지평을 확장시키기 한 교육을 시도

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뉴스 이해 교육에 한 외국 연구들에서는 국내와 달리 특정 로그램의 실행

에 한 사례연구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Moore,2013;Fleming,2014).이

(Fleming,2014)은 스토니 룩 학의 뉴스 문식성 교육7)에 한 사례연구이

다.이 연구에서는 뉴스 문식성 코스가 높은 참여도와 리즘에 한 이해에 효

과가 있었으나,동시에 이데올로기와 매체의 소유 문제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데

에 약 을 지닌다는 을 지 한다.이 연구는 뉴스 문식성 교육이 실질 으로 실

천되는 양상과 그 효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나 연구의 상이 된 뉴스

문식성 코스 자체가 주로 정보의 입증에 을 두고 있어 뉴스 이해 교육에

한 포 근에 해서는 시사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뉴스 이해 교육이 학교 장에서 그 비 이 매우 낮은 실태를 비 하고 있는

연구들도 살펴볼 수 있다(Hobbs,2010;Powers,2010).이 워즈(Powers,

2010)에서는 미국에서 그간 뉴스 문식성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을

비 하며,홉스(Hobbs,2010)에서는 정치 풍토가 양극화됨에 따라 많은 교사들이

뉴스를 교실 내에서 다루기를 부담스러워 하게 되었고,학교 장에서 무료로 이

용할 수 있었던 신문이 없어져 비용 인 측면에서도 뉴스 교육이 도 에 직면하

게 되었다는 을 지 한다.특히 워즈(Powers,2010)는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

여러 과목의 교육과정에 융합되어 들어갈 수 있다는 을 지 하면서 범교과 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어,뉴스 교육의 실 방안에 한 시사 을 던져

다.그러나 이들 연구도 뉴스 특성에 한 고찰을 통해 뉴스 교육 내용을 도출

해 낸 것은 아니기에 기존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 비해 새로운 내용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 다.

7)스토니 룩의 뉴스 문식성 코스는 다섯 가지의 핵심 기능과 다섯 가지의 핵심 개념을 다루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먼 핵심 기능 다섯 가지는 ‘ 리즘과 다른 종류의 정보들 간의 차이 그리고

언론인과 선동인 간의 차이를 인지하라’,‘ 리즘의 맥락에서 뉴스와 의견 간의 차이를 인지하라’,

‘뉴스 스토리의 맥락에서 주장과 증명 간의 차이와 근거와 추론 간의 차이를 분석하라’,‘제시된 근

거의 질과 정보원의 신뢰도에 기반하여 뉴스 보도를 평가하고 해체하라’,‘뉴스 매체의 편견과 수용

자의 편견을 구별하라’이다.

다음으로 다섯 가지의 핵심 개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힘과 정보의 자유

로운 이동의 요성을 인식하라’,‘미국 언론의 특성과 과제 그리고 정부와의 계를 이해하라’,‘언

론인들이 일하는 방법과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실수하는 이유에 해 이해하라’,‘뉴스 매체에서 디

지털 개 과 구조 변화가 뉴스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라’,‘뉴스가

왜 요한지,더 분별 있는 뉴스 소비자가 되는 것이 왜 개인의 삶과 그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

는지를 이해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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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생산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뉴스 이해에 향을 수 있는 요인에 해

연구한 라가 외(Vragaetal.,2009)도 주목할 만하다.이 연구에서는 어떤 이슈

에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슈에 한 뉴스가 자신의 에 반

하게 편향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 하고,뉴스 차,뉴스를 해석

하는 방법,매체에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것의 요성,논쟁에 한

주의 깊은 단,뉴스 이해에 향을 미치는 개인 선호에 한 주의 등에 한

3분간의 젠테이션이 이와 같은 경향을 감소시킨다는 을 밝힌다.기본 으로

뉴스 생산자의 의도가 반 된 뉴스 틀에 한 인식이 뉴스 이해에 큰 향을 미

치겠으나,이와 같은 연구는 뉴스 이해 교육에서 뉴스 생산자의 의도 외에 뉴스

수용자 자신에 한 검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그동안의 뉴스 이해 교육 연구는 뉴스를 비 이

해력을 한 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뉴스 장르 자체에 한 제 로 된 논

구가 이루어지지 못하 으며,그로 인해 뉴스에 한 지식을 메타 지식으로 활용

하여 뉴스를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 내용 등이 제시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이

는 뉴스를 단순히 규범 언어 사용의 소재로 보는 수 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으

나 매체 이해에 한 일반 인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수 에 머문 것이다.이는

외국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도 마찬가지 다.이후 뉴스 이해 교육은 텍스트에

한 이해를 사회․문화 차원과 련지어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방향으로 진일보

하기도 하 으나 여 히 뉴스 자체에 한 고찰이 부족하여 구체 인 교육 내용

을 제시해 주는 데에는 한계를 겪고 있다.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뉴

스 장르 지식을 메타 지식으로 활용하며,이해의 지평을 사회․문화 수 으로까

지 확장시키는 구체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지향한다.그 방안을 한 추 인

역할은 틀에 한 인식이 될 것이다.

3.연구 방법 연구 자료

1)연구 방법

(1)문헌연구

뉴스 이해에 한 교육 내용은 다른 화법 담화에 한 교육 내용과 비교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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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 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뉴스 이해 능력

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해 먼 문헌 연구를 진행하 다.

“문헌연구란 어떤 문제와 련되어 이미 발표된 논문,학술 잡지,서 등의 문헌

자료를 모으고 체계 으로 정리하여 자신의 연구수행에 기반으로 삼는 것”(김석

우․최태진,2012:67)으로서,본 연구에서는 틀로서의 뉴스 구성에 한 연구 성

과를 주로 고찰하 다.

틀 이론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 분야에서 그동안 거의 논의가 되

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학문 분야마다 사용하는 틀 개념이 조 씩 상이하

다.이에 여러 학문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틀 개념을 체 으로 조망하면서 이

본 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틀 개념이 어디에 치하는지를 논의하여 틀에 한

개념이 좀 더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 다. 한 틀의 기능 틀에 따른 뉴

스의 제한 에 한 이론을 고찰하여 이들을 통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구안할

수 있도록 하 다.

틀 이론 이외에 매체언어교육에 한 이론과 비 담화분석에 한 이론에

해서도 함께 고찰하 다.매체언어교육에 한 이론은 재 뉴스 이해 교육 내

용에 많이 용되어 있다는 에서,비 담화분석에 한 이론은 비 이해

의 성격을 띠는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에서 의미를 지

니기 때문이다.이들의 논의를 함께 고찰함으로써 틀 이론을 심으로 한 뉴스 이

해 교육 내용이 다른 이론 심의 근에 비해 어떤 이 을 지닐 수 있는지에

해서 밝히었다.

(2)실험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 역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이었다.우선 “실험이란 통

제된 상황에서 한 가지 는 그 이상의 변인을 조작하여 이에 따라 변화되는

상을 객 으로 찰하는 것”(김석우․최태진,2012:318)으로서,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제안한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 뉴스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실시하 다.

이를 해 서울 소재의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실험을 해 모집된 60

명을 통제,비교,실험 집단에 무선할당 방식으로 배치하고,각 집단에 서로 다른

교육 내용을 처치한 후 그 결과를 양 ․질 으로 분석하여 비교하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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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실험 설계 방식은 특정 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표본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진실험설계(true-experimentaldesigns)로 볼 수는 없으나,실험 집단 외에

비교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갖추고 있으며 피험자들을 각 집단에 무선 으로 배치

했다는 에서는 일정 부분 진실험설계의 성격을 지닌다.

다음으로 조사연구 설문지법을 활용하 다.설문조사는 “사 에 설문지를

비하고 그 설문에 한 회답방식을 통해서 회답자의 의견이나 감각을 알고자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말한다(노형진,2014:3).9)설문조사는 그 목 에 따라

가설검정형과 상 악형의 두 가지 종류로 별될 수 있는데,“가설검정형은 연

구자가 어떠한 가설을 설정하고,그 가설이 정말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이에 비해 “ 상 악형은 연구 주제에 한 상

을 조사하는 것으로서,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악하

여 그 결과를 의사결정이나 가설 발상에 활용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노형진,

2014:6-7).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는 뉴스 이해에 여하는 여러 요인들 즉 성별,시청일수,

시청시간,매체 종류별 뉴스 이용 빈도,언론사에 한 태도,인지욕구, 여도,배

경지식,동의 정도 등이 뉴스 이해력에 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한 목

에서 실시하 다.만약 이러한 요인들이 뉴스 이해력에 향을 미칠 경우 처치

한 교육 내용의 효과만을 밝 내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를 통계 으

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

뉴스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한 가설을 검정하는 데에 활용된다는

에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가설검정형에 해당한다.

실험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 으로 분석하 다.통계 분석

을 해 학습자들의 뉴스 이해 결과물을 교사 3인의 채 을 거쳐 양화시켰으며,

이를 토 로 SPSS Statistics23을 활용하여 분산분석(AnalysisofVariance:

ANOVA),상 분석(CorrelationAnalysis) 공분산분석(AnalysisofCovariance)

을 실시하 다.

먼 “분산분석은 독립변수를 몇 개의 수 는 범주로 나 어 각 수 에 따

라 나 어진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다(김석우,2010:170).본

8)각 집단에 실시된 교육 내용과 양 ․질 분석 방식의 구체 인 사항에 해서는 Ⅳ장 1 참조.

9)노형진(2014)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법을 앙 트라 하 으나 여기에서는 이를 설문조사로

명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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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실험연구 시 집단별 교육 내용을 처치하기 의 뉴스 이해력이 어떠

한지를 알아보기 해 실시하 다.

다음으로 “상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상 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상 계

의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 분석 방법”(김석우,2010:102)으로서,본 연구에서는 공

분산분석을 실시하기 공변수를 악하기 한 목 으로 실시하 다.즉 공분산

분석을 한 공변수를 확인하기 해 뉴스 이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

인들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이는 요소들을 추출하 다.

다음으로 “공분산분석은 매개변수가 연속변수일 때 이의 향을 통계 인 방법

으로 통제하여 독립변수의 효과를 검정하는 것으로서 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을 결

합한 방법이다. 를 들어,각 집단의 사 수 이 동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내용을 처치하 을 경우,사후 수에서의 집단 차이는 처치에 의한 효과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따라서 공분산분석은 회귀등식을 이용하여 각 집단의 매개변수 평균

을 동일하게 한 후 종속변수를 교정하여,교정된 종속변수의 평균 차이를 검정한

다.”(성태제,2015:202).본 연구에서는 앞서 상 분석을 통해 추출한,유의한 뉴

스 이해 여 요인들을 공분산분석을 통해 통제한 뒤 처치된 뉴스 이해 교육 내

용만의 효과를 살펴보았다.즉 독립변수인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 종속변수인 뉴

스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를 정 하게 알아보기 해 독립변수 외에 오차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매개변수10)를 통계 으로 통제한 뒤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 뉴스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만을 측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자료 분석을 한 방법으로 공분산분석을 선택한 것은 앞서 밝힌 실

험 연구 설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함이다.앞서 언 한 것처럼 본 연구는 기존

학 을 그 로 집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무선할당의 방식으로 각 집단을 구성하

으나 각 집단이 동질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11)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선할당

의 방식에 더해,뉴스 교육 내용 이외에 뉴스 이해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사

뉴스 이해력과 그 외의 뉴스 이해 여 요인의 향력을 통제하여 뉴스 교육

내용이 뉴스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만을 더 엄정하게 검정한 것이다.

10)여기에서 매개변수는 뉴스 이해 여 요인 상 분석을 통해 뉴스 이해력과 상 계를 보이

는 것들로 밝 진 요인들과 뉴스 이해에 한 사 능력(사 수)이다.

11)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사 수가 더 높게 나왔으나,공분산분석

을 통해 사 수의 향력을 제거하 기 때문에,실험 집단의 사후 수가 더 높게 나온 것이 사

수가 더 높았던 향 때문이 아니라,처치한 틀 인식 심의 교육 내용의 효과 때문임을 증명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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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작 배분에 의해 각 처치집단을 구성하는 실험 통제(experimental

control)뿐만 아니라,실험 통제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오차 요소

를 공분산분석을 통해 통계 으로 통제하는 통계 통제(statisticalcontrol)를 모

두 시행한 것이다.

(3)질 내용분석

“내용분석이란 심 변인이나 상을 연구하기 하여 찰이나 면 등을 사

용하는 신에 사람들이 이미 산출해 놓은 텍스트를 체계 으로 양 혹은 질

으로 분석하는 방법”(김석우․최태진,2012:348)으로,본 연구에서는 이 질

내용분석을 활용하 다.

질 내용분석은 두 가지 종류의 자료를 상으로 실시하 다.이 첫 번째

자료는 국내의 교육과정 교과서,호주와 캐나다의 교육과정이었다.질 내용

분석을 한 범주는 교육과정 비교에 한 선행연구(한혜정,2011;박 홍,2014)

를 참고하여 내용 편제와 내용 요소의 두 가지로 설정하 으며,분석 상인 뉴스

이해에 한 교육 내용은 ‘news’,‘newspaper’등의 주제어를 활용하여 추출하

다.그러나 우리나라의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뉴스’를 핵심어로 면에 내세

운 교육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추출할 수는 없었고,

뉴스 이해와 간 으로 련된다고 단되는 교육 내용을 추출하는 방식을 택하

여 비교하 다.

질 내용분석의 두 번째 자료는 실험 연구를 통해 수집한 학습자들의 뉴스 이

해 결과물 수업 시간의 토의 내용이었다.이들을 분석하기 해서는 기본 으

로 비 담화분석에 한 페어클러 (Fairclough,1995)의 담화 분석 층 의 기

을 따랐다.뉴스 이해의 핵심이 비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세부 분석 범

주는 뉴스 이해에 련된 제 이론에 기 한 연역 방법과 자료 검토를 통한 귀

납 구성 방법을 종합 으로 용하여 설정하 다.12)질 내용분석에 앞서 통계

분석을 실시했기 때문에 질 내용분석 단계에서는 통계 분석 결과를 함께

활용하면서 질 내용분석이 종합 논의의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하 다.

12)이에 한 상세한 사항은 Ⅳ장 2 의 질 분석 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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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자료

의 연구 방법을 통해 수집한 연구 자료는 아래 <표Ⅰ-1>과 같다.크게 네 가

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자료1은 실험 연구 이 에,그리고 자료2,3,4는 실

험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것들이다.

자료1 자료2㉠ 2㉡ 자료3㉠ 3㉡ 자료4

자료

내용

교육과정

교과서

뉴스 이해 여

요인의 조사 결과

학습자의 뉴스

이해 결과물

토의 내용

녹음 일

사본

자료

수집

시기

실험연구

실험연구

교수․학습

(2㉠)과 후(2㉡)

실험연구

교수․학습

(3㉠)과 후(3㉡)

실험연구

교수․학습

과정

자료

도출

방법

문헌 수집

인터넷

검색

설문조사 학습지 기술 수업 토의

자료

분석

방법

질

내용분석
분산분석,상 분석 공분산분석 질 내용분석

<표 Ⅰ-1>연구 자료 분석 방법

먼 자료1은 국내의 교육과정 교과서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의 교육과정으

로 국내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매체 선진국들의 그것과 비교하기 해 모은

것이다.국내 교육과정은 뉴스 이해 교육이 본격 으로 도입된 2007개정 교육과

정부터 최근 고시된 2015개정 교육과정까지이며,교과서는 뉴스 이해를 면으로

내세운 성취기 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 2007과 2011교육과정에 따른 ․ 등

교과서이다.호주 교육과정(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and Reporting

Authority,2015)은 2015년 승인된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8.0버 )13)이며,캐나다의

경우 주마다 교육과정이 다르나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온타리오 주의 교육

과정(OntarioMinistryofEducation,2006,2007a,2007b)14)이 표성을 지닌다고

13) 재 7.5버 의 호주 교육과정은 2016년까지 사용될 수 있으며,그 이후부터는 8.0버 의 교육과

정이 사용된다.2017년 이라도 8.0버 의 교육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 시기는 지역에 따

라 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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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 이를 자료로 삼았다.

자료2는 뉴스 이해에 여할 수 있는 변수들로 5 척도의 설문조사를 통해

얻었으며 그 구체 내용은 성별,텔 비 뉴스 시청 일수와 시간,매체 종류별

뉴스 이용 빈도,언론사에 한 태도,인지욕구,뉴스별 여도,배경지식,동의

정도이다.이 성별,시청일수,시청시간,매체 종류별 뉴스 이용 빈도,언론사

에 한 태도는 교수․학습 의 사 검사 시에 측정하 으며,수업에 의해

향 받을 수 있는 인지욕구는 사 과 사후 검사 시에 각각 측정하 다.뉴스 화

제에 따라 달라지는 여도,배경지식,동의 정도 등은 활용되는 뉴스가 무엇인

지에 따라 사 과 사후 검사 시에 나눠 측정하 다.따라서 자료2 2㉠는 성

별,시청일수,시청시간,매체 종류별 뉴스 이용 빈도,언론사에 한 태도,사

인지욕구,사 검사용 뉴스에 한 여도,배경지식,동의 정도이며 2㉡는 사

후 인지욕구,사후 검사용 뉴스에 한 여도,배경지식,동의 정도이다.

자료3은 학습자들이 세 가지 유형15)의 뉴스를 본 후 뉴스에 해 이해한 바를

학습지에 기술한 내용이다.이 역시 교수․학습 후로 수집되었는데,3㉠이 교육

처치가 이루어지기 사 검사로 학습지에 기술된 내용이며,3㉡이 사후 검사로

학습지에 기술된 내용이다.5 척도의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2와 달리 자료3

은 텍스트 자료이기 때문에 교사 3인이 일정한 기 에 따라 채 하여 양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자료4는 교수․학습 학습자들이 소집단별로 뉴스 이해 결과에

해 토의한 내용을 녹음 후 사한 것이다.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뉴스를 시

청한 후 개별 으로 그 뉴스에 해 이해한 바를 기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소집

단별로 그것에 해 토의를 했다.이때 소집단은 남녀 학생이 고루 섞여 구성되

도록 하 으며 구성원 수는 4-5명으로 조정하 다.토의 시 학습자들에게는 뉴스

이해를 돕는 질문이 담긴 학습지를 제공하여 이를 참고하면서 토의를 할 수 있도

록 하 다.토의 시간은 략 15분 정도를 주었으며,이때 해당 뉴스와 련된 뉴

스를 검색하여 찾아보는 것도 허용하 다.토의는 녹음기로 녹음한 뒤 추후 사

하 으며 이에 한 분석은 앞서 양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의 원인을 밝 주

는 역할을 하 다.16)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Ⅰ-2>와 같다.

14)온타리오 주 교육과정은 1-8학년은 2006년에,9-12학년은 2007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15)세 가지 뉴스 유형과 뉴스 선정 기 에 해서는 Ⅳ장 1 ‘자료의 수집 분석’참조.

16)윤희원(2001)에서는 상이 인간인 국어교육학은,실험 조건의 통제나 처치에서 많은 제한을 받

는 을 지 한다.토의 자료,학습자들이 뉴스를 이해한 바를 기술한 자료를 질 으로 분석하는 과

정은 이와 같은 국어교육학 연구의 특성에서 비롯된 난 을 일정 부분 완화시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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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연구 방법 연구 자료

Ⅱ장

이론 연구
•문헌연구

•다양한 학문 분야의 틀 이론

•매체언어교육 이론

•비 담화분석 이론

Ⅲ장

교육 내용

방법

설계

•질 내용분석

•교육 내용 방법 설계

•자료1(국내의 교육과정 교

과서,호주 캐나다 교육

과정)

Ⅳ장

용

결과 분석

•실험

연구

조사

연구

•교수․학습 효과

분석(1):통계 분석

(분산분석, 상 분

석 공분산분석)

•교수․학습 효과

분석(2):질 내용

분석

•자료2(교수․학습 후의 뉴

스 이해 여 요인 조사 결

과)

•자료3(교수․학습 후의

뉴스 이해 결과물)

•자료4(토의 내용 녹음 일

사본)

Ⅴ장

결론
•요약 제언

<표 Ⅰ-2>연구 방법 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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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뉴스 이해 교육의 이론 제

1.뉴스의 개념,특성 조건

여기에서는 뉴스의 개념,특성 조건이 무엇인지를 먼 규명하여 뉴스 이해

교육에 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다.즉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뉴스가 무엇

이며 그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바람직한 뉴스란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에

해서 고찰한다.

1)뉴스의 개념과 특성

(1)뉴스의 개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뉴스라고 할 때 이는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 논의를

체계 으로 하기 해서는 이를 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데이크(van

Dijk,1988)에서는 뉴스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 사건,일 혹은 사람들에 한 새로운 정보

ⓑ 뉴스가 제공되는 (텔 비 혹은 라디오) 로그램의 종류

ⓒ 최근 사건에 한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는 라디오,텔 비 혹은 신문에

있는 텍스트 혹은 담화(vanDijk,1988:4)

여기에서 ⓐ는 우리말로 소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에 해당하는 개

념이다.ⓑ는 “9시 뉴스 봤니?”라는 표 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텔 비 이나 라디

오와 같은 매체의 로그램에 해당한다.ⓒ는 ⓑ에서 일컬은 로그램이 보도한

새로운 정보에 한 텍스트 혹은 담화에 해당한다.본 연구에서 논하는 뉴스의 개

념은 ⓒ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매체를 통해 보도된 새로운 정보를 일컫는다.

여기서 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들만 뉴스가 된다는

이다.이러한 이 요한 이유는 뉴스란 여러 가지 정보 일부를 선택한 후

이를 부각하여 보도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뉴스 생산자의 주 이 개입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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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는 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뉴스를 바라보는 통 인 입장은 뉴스를 실 반 의 거울로 보

는 것이었다.뉴스란 어떤 사건을 주 의 개입 없이 있는 그 로 보여주는 것이라

고 여겨왔던 것이다.이러한 시각하에서 언론사는 립 치를 지니도록 강요당

하고,모든 사회 요 사건들은 보도될 것으로 가정되며,뉴스는 가능한 한 객

으로 보도해야만 하는 사건 그 로의 범주로 정의된다(김우룡,2002:17).뉴

스에 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면,뉴스는 실을 특정 하에서 극

으로 구성한다기보다는 사회 구조에 맞게 실을 온 히 반 하는 것으로 받아들

여진다.아래 터크만(Tuchman,1978/1995)의 지 은 이를 잘 나타낸다.

어느 사회에서도 뉴스의 정의는 그 사회 구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시민에게

요한 는 시민이 심을 갖는 사회생활의 측면이 무엇인가에 한 정의를 비

롯,모든 규범은 사회 구조가 만들어내며,그러한 규범이 나타나 있는 항목들이

뉴스가 될 것이다.왜냐하면 그러한 사회 태도 직업 규범에 맞추어 사회화

된 뉴스 제작자들이 흥미 있거나 요하다고 단한 사건이 취재되고 선택되어

보도될 것이기 때문이다.뉴스 제작자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뉴스는 사

회를 반 하게 된다.뉴스는 사회의 심사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따라서

한 사회의 뉴스에 한 정의가 바 기 해서는 논리상 사회 구조와 그 제도가

먼 변해야 한다(Tuchman,1978/1995:250).

그러나 뉴스의 정의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뉴스는 실을 있는 그 로

비춰 주는 거울일 수 없다.우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인지상의 한계로 인해

그 일의 체상을 뉴스 제작자가 온 히 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언론사의

성향 가치,언론 외부의 향,보도 지면 시간의 한계 등에 따라 특정한 부

면만이 선택되고,그 선택된 내용은 다시 특정한 방식으로 그 의미가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을 고려하면 뉴스는 실을 있는 그 로 반 한다기보다는 실을 구성

함으로써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실을 인식하도록 극 으로 개입한다고

야 한다.이 게 봤을 때 뉴스는 우리가 세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의 틀(frame)과 같다.17)창틀이 어떤 방향으로 나 있는지,그 크기가 어떠하

17)이와 같이 뉴스가 하나의 틀이라면,뉴스를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이 틀이란 것이 어떤 것

인지 좀 더 이론 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뉴스가 틀이라는 말에서 틀은 하나의 비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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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우리가 그 틀에 얼마나 다가서 있는지에 따라 창문을 통해 비춰지는 세상이

달리 보이듯,뉴스도 어떻게 틀지어져 있는지에 따라 동일한 사안도 다르게

보도한다.

(2)뉴스의 특성

① 뉴스와 사회의 상호작용성

팬과 코시키(Pan& Kosicki,1993)에서는 아래 [그림 Ⅱ-1]과 같이 뉴스의 형성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이는 뉴스의 특성을 악하는 데에 참고할 만하다.이들

에 따르면,뉴스는 정보원이 뉴스 가치가 있다고 인식되는 사건을 벌이거나 기자

에 의해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한 정보가 취재되었을 때 시작된다.그러나 뉴스

가 생산되는 과정은 순환 이다.정보원,기자,뉴스 수용자는 사회 으로 정의된

그들의 역할에 기반하여 그 과정에 모두 참여하며 그들이 디자인하고,구성하고,

송하며 향을 주는 뉴스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Ⅱ-1]뉴스의 형성 과정(Pan&Kosicki,1993:58)

뉴스가 생산되는 범주는 사회에 한 공유된 믿음으로 구성된다.이러한 믿음들

은 규정되기 어려운 속성에도 불구하고 상식 혹은 습 인 지혜로 사회의 다

수에 의해 수용된다( 를 들어,“동등한 기회는 이상 이다.”).이러한 믿음은 만

표 에 지나지 않아 정확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해서는 Ⅱ장의 3

에서 상세히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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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되어 있으며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뉴스가 구성되고 송되며 발 되는 큰

틀의 한도를 설정해 다. 의 [그림 Ⅱ-1]에서 뉴스가 생산되는 순환 과정의

앙에 치해 있는 것은 뉴스 담화이다.이는 리포터,편집자들을 포함하는 기자

들에 의해 생산되는데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의 향을 받는다.첫째,뉴스 매체에

한 언론의 작업 이론(가령,언론사 조직의 제한에 한 기자들의 정신 재 ),

둘째,규칙, 행,의례,뉴스의 구조,셋째,뉴스 수용자들의 기 되는 반응이 그

것이다.뉴스가 수용자들에게 송될 때,뉴스의 구조와 어휘 특징들은 해석의

제한 범 를 구성하는 데에 향을 미칠 것이다.그러나 뉴스 수용자들은 뉴스를

능동 으로 해석한다.그러한 해석 활동은 뉴스 텍스트의 구조 ․어휘 요소들

을 그들 기억 속의 배경지식들과 연결시키고,의미를 추론하면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Pan&Kosicki,1993:57-58).

팬과 코시키의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볼 때,뉴스는 언론인들의 규칙, 행,의

례에 의해 구성되며 이들의 결과물이 곧 뉴스 틀이 된다.이러한 규칙, 행,의례

에 의해 틀지어진 뉴스는 실의 특정 부면은 활성화하고 다른 부면은 제한한 채

그 실을 바라보도록 한다.물론 뉴스가 이와 같이 특정한 방향의 해석을 유도한

다고 해서 모든 뉴스 수용자가 그러한 방향으로 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니

다.그들의 배경지식과 추론 능력 등을 통해 그러한 틀을 벗어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공 으로서의 수용자들이 뉴스를 이해한 바는 집단 행 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사회 제도와 제도 간 계에 향을 미치고 언론 조직은 이에 향을 받아

다시 뉴스를 구성한다.18)

즉 하나의 뉴스 담론은 뉴스 수용자들의 해석을 거쳐 변형된 담론을 구성하고

이 담론은 다시 사회에 향을 미치게 되며 뉴스를 생산하는 데에 여한다.뉴스

는 사회에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역으로 그로 인해 향을 받은 사회에 의해

향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② 기존 질서의 재생산성

18)엔트만(Entman,1993)에 따르면 틀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도 네 가지 역에서 작동한다.발

신자,텍스트,수용자,문화가 그것이다.이 문화는 공통 으로 활성화된 틀의 축 으로,사회

집단 안에서 부분의 사람들의 담론과 사고에서 보이는,경험 으로 입증될 수 있는 공통 틀의

집합이라고 정의된다(Entman,1993:52-53).이 논의 역시 개인의 틀이 집단의 틀 즉 문화의 원천이

며 이 문화가 다시 개인의 틀에 향을 미치는 순환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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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새로운 가치 혹은 기존 질서에 변화를 도입하려는 집단의 시각에서

보도되기보다는 기존 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성향을 띤다.이와 같은 문제의식

은 아래의 터크만(Tuchman,1978/1995)의 논의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는 19세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뉴스의 앙집 수집과 뉴스 망이 공인

된 기 들을 심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그리

고 우리는 뉴스 망이 이 듯 공인된 기 에만 집 으로 배치되어 있는 실이

새로운 형식의 뉴스가 등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는 도 깨닫지 못한다.왜냐

하면 경성 뉴스가 계속해서 공인기 의 활동에 좌우되는 한,뉴스는 지 그 로

의 형식을 역사 인 기정사실로서 계속 재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결국 뉴스

는 사회 의미를 정의하고 재정의하며,구성하고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제반

행들,즉 기존 제도 내의 기존 과정들을 정의하고 재정의하며,구성하고 재구성하

는 것이다.(Tuchman,1978/1995:266).

이와 같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언론인들의 사회화,정보원의 특성,경

제 제약 등을 표 으로 꼽을 수 있다.먼 언론인들의 사회화와 련하여,

양정혜(2001)에서는 언론인들이 뉴스 조직 내부에서 사회화되는 과정을 아래와 같

이 지 한다.

언론인들은 뉴스 조직 내부에서 사회화되는 과정을 통해 뉴스 가치나 뉴스 유

형,내러티 구성 방식,그리고 상 매체의 경우 카메라 각도 등과 같은 규칙을

차 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습득한다.일단 정착되면 이러한 규칙들은 특정한

내용이나 형식은 정당하고 타당한 것이며 다른 것들은 그 지 않다는 것을 규정

할 수 있는 힘을 행사하게 된다.피스크(Fiske,1987)는 언론인들이 내면화하고 있

는 형 인 이야기 개방식을 찰한 결과,언론인들은 거의 모든 뉴스 항목을

‘사회 조화의 상태에서 시작해서 그 조화나 균형을 깨는 사건들을 소개하고 마

지막으로 기존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나 처방으로 끝맺는다.’라는 것을 발견

했다.이러한 내러티 구성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안정 지향 이며 체제 옹호

인 가치 이다(양정혜,2001:292).

즉 언론인들은 언론사 내부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 일정한 방향으로 뉴

스를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러한 방향은 기존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

으로서 형성을 띤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경향은 언론 조직의 체에 걸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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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러한 체제 옹호 인 뉴스

보도 경향이 바뀔 수 없다는 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다음으로,뉴스가 기존 질서를 재생산하는 것은 정보원의 특성에 기인한다.언

론사에서는 보통 정보원으로 정부 리나 경찰 계자들과 같이 기존 체제 혹은

기존 질서를 변하는 이들을 선호한다(Shoemaker& Reese,1996/1997).이들은

만나서 취재하기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공 지 에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들로부터 나온 정보는 보통 신뢰성을 지닌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로 의존하여 뉴스를 생산하게 되면 기존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

하거나 기존 질서의 구조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집단의 의견 혹은 은 사

장되거나 보도되더라도 부정 으로 비치기 쉽다.단지 그들은 일탈 이고 비정상

인 집단으로 취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사에 가해지는 경제 제약 역시 기존 질서를 재생산하는 데에

향을 미칠 수 있다.양정혜(2001:294)에서는 이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독자 수와 고수입 유지를 해서는 ‘알기 쉬우면서 재미있는 형태의 정보’가

뉴스 항목 선택과 달 방식 결정에 요한 기 이 되며(Murdock,1981)이를

해서 언론인들은 사건을 독자들이 이미 친숙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틀 속에 치

시키고 드라마 등 심을 끄는 장치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략)이때 최

공통분모에 호소하기 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리 받아들이는 가치 이나 상식

에 주로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가치 의 재생산과 기존 질서 옹호라는 이데

올로기 결과로 이어진다(양정혜,2001:294).

즉 언론사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인 이상 소비자인 뉴스 수용자들

의 반응 혹은 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그러하다 보니 이미 기존 체제에 익

숙한 방식으로 사건이나 이슈를 보도하게 되어 기존 가치 혹은 질서가 옹호되

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③ 매체 특성과 생산 맥락의 상호작용성

신우재(1996)에서는 기본 으로 텔 비 뉴스와 신문 기사는 다를 바가 없으

나,다만 매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며 매체에 따른 뉴스의 특성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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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표 Ⅱ-1>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신문 기사 라디오 뉴스 텔 비 뉴스

문자 언어 정지 화

면(사진)을 사용하는

시각 매체이다.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청

각 매체이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동

작 화면을 사용하는 시청각

매체이다.

정보를 모자이크식으

로 배열하여 공간 으

로 구성한다.

정보를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배열하여 시간 으로

구성한다.

정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시간 으로 구성하

는 경향이 강하다.

기사가 길다.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보

충 설명을 할 수 있다.

기사가 짧다.내용을 간략

하게 요 으로 달한

다.

기사가 짧다.내용을 간략하

게 요 으로 달하며 화면

처리로 이해를 돕는다.

읽기를 통해 내용을

악해야 하므로 인지

과정을 필요로 한다.

듣기를 통해 내용을 악

해야 하므로 필요할 때

피드백이 불가능하여,상

황을 환기하기가 수월치

않다.

보기,듣기 읽기를 통해

내용을 악하므로 매우 효과

이나 경우에 따라 시각과

청각의 간섭으로 이해 는

기억 효과가 떨어지기도 한

다.

독자가 읽을 기사를

선택할 수 있다.

청자는 들을 뉴스를 선택

할 수 없다.뉴스 제공자

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고 다만 채 만 선택할

수 있다.

시청자는 들을 뉴스를 선택할

수 없다.뉴스 제공자의 통제

에 따를 수밖에 없고 다만 채

만 선택할 수 있다.

<표 Ⅱ-1>매체별 뉴스 특성(신우재,1996:160-161)

그러나 더 이상 뉴스가 신문,라디오,텔 비 과 같은 매체에 의해서만 소비되

는 시 는 아니다.한국언론진흥재단(2014)의 조사 결과,인터넷에 의한 뉴스 이용

이 증가 추세에 있다.인터넷 뉴스19)는 하이퍼텍스트를 활용해 련되어 있

는 다양한 뉴스를 함께 찾아볼 수 있다는 ,상호작용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

스스로가 뉴스 만들기에 비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김경희,2000)등에서

19)윤미진(2010)에서는 인터넷 뉴스를 종속형 인터넷 뉴스,독립형 인터넷 뉴스,포털 뉴스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여기에서 종속형 인터넷 뉴스는 기존 언론 매체에서 분사된 형태로 신문사가 자사

의 인쇄신문과 병행하여 온라인에 제공하는 뉴스를,독립형 인터넷 뉴스는 처음부터 온라인상에서

출발한 독립 인 형태의 순수 온라인 신문의 뉴스를,포털 뉴스는 포털 사이트가 기존 신문사나 방

송사 혹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를 재편집해서 달하는 형태의 뉴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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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의 다른 매체 뉴스와 차이를 갖지만,기본 으로 다양한 복합양식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에서는 텔 비 뉴스와 그 특성이 비슷하다.20)

여기서 복합양식 텍스트(multimodaltext)란 하나의 텍스트 안에 문자,음성,이

미지,동 상 등 다양한 형태의 기호가 복합 으로 결합하여 의미 구성에 기여하

는 텍스트를 말하는데(정 선,2014),신문 혹은 라디오 뉴스에 비해 텔 비 이나

인터넷 뉴스는 매체상의 특성으로 인해 의미 생성에 여하는 요인들이 더 많다.

신문 역시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각종 그래 와 그림,사진 등이 뉴스의 의미에

여하고 있으나 텔 비 혹은 인터넷 뉴스의 경우 이와 같은 복합양식 텍스트

요소가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 있어 이들의 계 속에서 암시 이고 함축

인 의미가 발생한다.

권순희(2002)에서는 텔 비 뉴스를 분석하여 뉴스 텍스트의 미시 구조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사건 주의 피동표 이 다수를 이룬 문체,명사로 마무

리되는 문장,인터뷰를 삽입하여 객 성 확보,구어 흔 의 청자 존 , 상 효

과를 극 화하는 소재 선택,설문지 등의 통계 자료,어휘 선택에 드러난 주 성

이 그것이다.이 특히 텔 비 뉴스와의 련성이 높은 것은 형식 인 긴장감

을 조성하기 한 목 에서 비롯된 ‘명사로 마무리되는 문장’,시청자의 존재를 염

두에 둔 ‘구어 흔 의 청자 존 ’, 상 매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상 효과를

극 화하는 소재 선택’을 들 수 있다.

나은 (2010)에서는 Bogart(1980)의 논의를 인용하여 텔 비 과 같이 ‘보는’뉴

스에서 실의 착각이 실제 세계와 유사하게 발생한다는 을 지 한다.‘읽는’뉴

스에서는 읽은 내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읽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지 않을

수도 있다.”거나 “왜곡된 정보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비교 쉽게 열어놓지만,

‘보는’뉴스에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과 귀로 직 보고

듣는다.’라는 느낌에서 생기는 실감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의 뉴스 특성들은 모두 매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들이다.그러나 매체별

뉴스의 특성이 단순히 매체의 특성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통령 기사

를 심으로 신문,방송 뉴스,인터넷 뉴스 간의 차이를 살펴본 박진희(2009)에서

는 매체별 뉴스의 특성이 으로 매체 특성에 의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는 을 지 한다.가령 의제 설정이나 보도 양식에서 신문과 텔 비 뉴스는 매

20)물론 복합양식 요소가 사용된다는 을 제외하면 텔 비 뉴스와 인터넷 뉴스 간에도 많은 차

이 을 지닌다.인터넷 뉴스의 특성에 해서는 권순희(200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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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 는데,즉 역피라미드 구조

의 유형화된 틀을 고수했으며 단편 인 발표 기사를 달하는 데 그 역할이 한정

되어 사안의 층성을 자세히 묘사하기보다는 단편 , 편 보도를 하 다는 것

이다.21)이에 반해 인터넷 뉴스 매체는 이와 같은 제약은 없으나 그러한 매체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매우 주 인 뉴스 보도 행태의 특성을 띠고 있다22)는

을 지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매체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짧은 뉴스 제작 시간,인

원의 한계,지면 혹은 보도 시간의 제한,기자의 문성 교육과 같은 뉴스 생산의

맥락과 더 련이 있는 것들이다.즉 매체별 뉴스의 특성은 일차 으로 매체의 특

성에서 비롯되나,뉴스의 생산 맥락 에는 이와 같은 매체의 특성을 무마시킬 정

도의 향력을 지닌 것이 있어,이로부터 매체별 뉴스의 특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는 을 알 수 있다.

2)뉴스의 조건

뉴스를 이해하기 해서는 뉴스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제되어야

한다.바람직한 뉴스란 어떤 것인가에 한 기 없이 뉴스를 이해할 수는 없

기 때문이다.이창근(2005)에서는 국 방송 리즘에 해 논의하면서 그

근간이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이라는 을 지 한다.한편 이건호·정완규

(2009)에서는 매체가 정보를 달할 때 꼭 지켜져야 하는 요소로 객 성이 꼽히지

만 정보 상의 객 성은 다양한 해석이 수반되는 인간 커뮤니 이션에서 그 자

체로 순수하게 드러나기 어렵다는 을 고려해 심층성을 가장 주요한 뉴스의 조

건으로 꼽는다.여기서 심층성이란 투명 취재원( 시성),복합 (공정성),4명

이상의 이해 당사자(균형성)의 제시로 구 된다.

이와 같이 바람직한 뉴스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한 문제는 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언론에 한 비 의 본질은 결국 ‘언론에 한 공정성

21)이창 ․손승혜(1999)에서는 텔 비 을 포함한 방송 매체의 보도는 신문 뉴스를 모델로 하고

있어 인쇄 매체 내용과 형식으로부터 많은 향을 받고 있으며,역사 으로도 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사를 심으로 했던 기의 텔 비 뉴스 형성 과정으로 인하여,보도의 정직성,정확성,객 성

등 통 인 통신기사 양식의 리즘 가치가 여 히 시된다는 을 제시하고 있다.

22)물론 박진희(2009)에서는 인터넷 뉴스 매체로 오마이뉴스만을 선정하여 연구하 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의 해석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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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라는 을 지 한 이 웅(2005)의 논의를 따르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서 공정성을 어떻게 개념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역이 달라지겠

으나 앞서 제시된 불편부당성, 시성,균형성 등과 같은 조건들 역시 궁극 으로

는 공정성의 제가 되는 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하기 때문이다.이

를 해 여기에서는 객 성과 이를 포 하는 공정성 개념을 상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1)뉴스의 객 성

웨스터슈탈(Westerstahl,1983:414-421)은 뉴스의 객 성이 아래와 같은 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즉 객 성은 사실성과 불편부당성으로 구성되며,

사실성은 다시 진실과 련성으로,불편부당성은 균형 혹은 비당 성과 립 제

시로 구성된다고 본 것이다.

[그림 Ⅱ-2]뉴스 객 성 개념(Westerstahl,1983:405)

의 [그림 Ⅱ-2]에서 사실성의 첫 번째 요소인 진실은 객 성에 한 요건

가장 심 이라고 여겨지는 것으로서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느냐

와 련된다.한 사건에 해 여러 의견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제

과정을 제시해야 하는 때라면 진실의 요건은 훨씬 더 큰 요성을 가지게

된다.

련성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뉠 수 있는데,한 가지 차원은 쟁 이 되고 있는

서로 계가 있는 다양한 뉴스 항목들 간의 련성이고,다른 한 가지 차원은 조

사되어야만 하는 사건의 과정에 있는 독립된 뉴스 항목들 간의 련성이다.이러

한 련성은 어디까지를 련된 사안으로 보고 보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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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언론사의 과 결부되기 마련이다.이런 을 고려하여 웨스터슈탈은

‘련성’과 ‘균형’의 요건이 서로 쉽게 충돌할 수 있다는 을 지 한다.

균형 혹은 비당 성은 일반 으로 립하는 정당과 련된 뉴스를 보도할 때

이슈가 되는 요건이며,각 정당에 할당된 보도량,입장의 제시 여부,정당에 한

정 혹은 부정의 등으로 측정되어 왔다.그러나 웨스터슈탈은 균형을 엄격

하게 지키는 것이 오직 몇몇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을 함께 밝 놓고 있다.가

능하다면 모든 정 의 목소리가 보도되어야 하겠으나 균형의 가치가 엄격히 용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균형의 편차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23)정당에 해

정,부정, 립 으로 범주화하는 것의 타당성 역시 균형과 련되며 한 정

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언론사의 뉴스 논조를 고려하면서 이를 재

확인하는 것으로 범주화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24)

립 제시는 보도자가 보도의 주체와 동일시되거나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보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을 의미한다.따라서 이 요건은 해설뉴스가

아닌 순수 뉴스 보도에만 용된다. 를 들어 한 정당에 반하는 정당의 비 을

보도한다면 그것이 반 정당의 의견이며 보도자의 의견이 아님을 반드시 밝 놓

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명구(1994:32)는 웨스터슈탈의 뉴스 객 성 구성 모델이 실인식으로서의

뉴스가 객 성을 확보하기 해 지녀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들을 보여 다는 에

서 유용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뉴스 생산 과정 안에서 개입되는 언론 조직의 내

․외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을 비 한다.

23) 를 들어,ECC멤버 가입을 한 국민투표가 부결된다면 수상직을 사임하겠다는 발표를 보도하는

경우,반 정당의 의견이 균형에 맞게 보도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Westerstahl,1983:418).

24)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 범주화의 타당성 문제와 련하여 강명구(1994)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립되는 당 간의 균형이란 많은 경우 사회체제 혹은 문화 으로 공유된 가치와 이념에 경도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동성연애,노사 갈등 등의 이데올로기 문제 등은 한국사회의 기존 가치와

문화 가정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미 균형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이러한 에서

강명구(1994)는 불편부당성의 하 범주로서 균형이란 윤리 정당성과 이데올로기 정당성의 차원

과 련된다며,자신의 공정성 개념의 하 범주로 윤리성과 이데올로기의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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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뉴스 실행 모형(Mcquail,1986:22)

다음으로 맥퀘일(Mcquail,1992)은 뉴스의 비객 측면에 해 주목했다는

에서 에서 살펴본 웨스터슈탈에 비해 뉴스에 한 좀 더 포 시각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의 [그림 Ⅱ-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맥퀘일은

필연 요인인 객 성뿐만 아니라 비객 성 요인까지 고려하여 뉴스 실행의 실제

인 제 측면을 드러내려고 하 다.이 비객 성 요인 즉 편향성에 해서는

공개 여부와 의도 여부를 각각 하나의 축으로 하여 아래 <표 Ⅱ-2>와 같이 네

가지 종류로 설명한다.

공개된 숨겨진

의도된
당 성

(Partisanship)

선

(Propaganda)

의도되지 않은
주 성

(Unwittingbias/selectivity)

이데올로기

(Ideology)

<표 Ⅱ-2>뉴스 편향성의 네 가지 종류(Mcquail,1992:193)

먼 당 성은 사설이나 칼럼,유료 고면 같은 뉴스 매체의 구조로 보통 식별

된다.객 인 섹션과 구분되는 당 성이 강한 독립된 섹션을 통해 공개 이고

의도 으로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선 은 숨겨지고 의도된 편향성으로서 그

의도성이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더 어렵다.이는 종종 객 인 뉴

스에서도 보이는데 를 들어 변인, 고 자료,이익 집단에 의해 뉴스 매체에

제공된 정보와 같은 경우이다.이에 비해,고의 이지 않은 편견 혹은 주 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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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특정 소스, 례화에 한 의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화제,사건의 선택

에서 나타나는 공개된,그 지만 의도되지 않은 편향성인 주 성은 보통 선호되는

주의(attention)에 한 조직 패턴으로 인식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

는 은폐되어 있으며,면 한 해석과 논쟁에 의해 감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

기가 더 어려운 편향성의 종류이다.주 를 둘러싼 사회와 제도의 불변하는 압력

은 기존 정치 문화뿐만 아니라 기득권 계층과 기존 권력의 구조를 근본 으로

지지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형성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가 뉴스

를 통해 우리 사회에 향을 미치는 방식인 것이다(Mcquail,1992:193-195).

강명구(1994)는 맥퀘일의 뉴스 실행 모형이 웨스터슈탈의 모델이 간과하 던 뉴

스 생산과정에 개입하는 언론의 내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에서, 실과

인식된 실로서의 뉴스의 계를 조망하기 한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고 평가한다.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문제 을 제시하며 이를 비

한다.

객 보도와 비객 보도의 유형을 다른 범주로 구분함으로써 하나의 보도

가 지니고 있으며 지닐 수밖에 없는 사실 규명의 차원과 주 이고 당

차원을 별개의 구성요소로 개별화시키고 있다는 ,뉴스 생산 주체로서 기자 혹

은 편집실 내의 뉴스 선택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 차원이 간과되고 있다는 ,

집단이나 계 들 간에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표 할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져

있다는 실을 간과한 ,마지막으로 모든 뉴스가 이데올로기 이라는 언명이 자

칫 상 주의로 떨어질 험을 안고 있다는 이 바로 그것이다(강명구,1994:

35-36).

뉴스의 조건으로서의 객 성에 한 비 은 터크만(Tuchman,1972)의 략

의례(strategicritual)개념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여기에서 의례란 객 성을

담보해 주는 것과는 계가 없거나 매우 은 일상 인 차를 말하는데,기자들

이 뉴스에 한 비 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해 사용하는 기사 작성 행으

로 이해할 수 있다.터크만은 객 성을 확보하기 한 기자의 행을 네 가지로

제시하여 이에 해 비 한다(Tuchman,1972:665-671).25)아래는 이에 한 터

크만의 설명이다.

25)4가지 략 의례 이외에 스트 이트 기사와 해설 기사의 섹션이 구분되어 있다는 역시 언

론이 기사를 객 으로 보이게 하는 행이라고 지 하 다.실상 스트 이트 기사와 해설 기사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 이 없음에도 섹션상 이 둘을 구분함으로써 스트 이트 기사가 ‘객 ’

인 것으로 보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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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상반된 가능성의 제시(presentationofconflictingpossibilities)이다.기

자는 사실에 한 주장이 쉽게 검증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사실’을 규명해야만

한다. 를 들어 미국 상원의원이 특정한 종류의 미사일 개발에서 미국이 소련에

뒤지고 있다는 을 주장한다고 할 때,기자는 마감시간에 맞추기 해 한정된 시

간 안에 그 주장의 내용을 검증할 수가 없으며,오직 그 상원의원이 A를 말했다

는 만 검증할 수 있다.이때 기자는 A가 거짓일지라도 “X가 A를 말했다.”는 진

술을 사실로서 간주하게 된다.

이는 기자와 언론사 모두에게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첫째,그 뉴스의 소비자

는 그 A라는 진술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해 알기를 원하게 되지만 그것에 해

알려주지 못하게 되며,둘째 그 상원의원의 주장이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반 되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상원의원의 주장만 편향 으로 제시된

데에 해 뉴스 소비자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그러나 그 기자는 상원의원의 주

장을 스스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확인해 수 있는 사람과 할 수는

있다. 를 들어 상원의원의 반 정당에 소속된 국방장 에게 그 상원의원의 주

장이 사실인지를 물을 수 있는 것이다.만약 국방장 이 그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이때 역시 기자는 그 말의 진 를 검증할 수는 없지만 국방장 이 B라

고 말했다는 은 보도할 수 있다.상원의원에 의해 제기된 A와 국방장 에 의해

제시된 B를 모두 제시함으로써 그 기자는 특정 정 에 치우침이 없이 양측의 의

견을 모두 다루었기 때문에 자신은 ‘객 ’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객 성에 한 두 번째 략 의례는 지지하는 증거의 제시(presentationof

supportingevidence)이다.터크만은 이에 해 ‘거장’음악가의 부음 기사를 를

들어 설명한다.죽은 이를 ‘거장 음악가’로 묘사한 부고 기사를 검토한 편집자는

더 객 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우리가 그 죽은 사람이 ‘거장’음악가인지

그 지 않은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다.이때 기자는 존 필립 소사와 함께

그 음악가가 연주해 왔다는 추가 인 ‘사실’을 제시하고 이로써 ‘거장’음악가라는

표 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기자들은 사실이 스스로 말한다(thefactsspeakfor

themselves)고 주장하는데,즉 존 필립 소사와 함께 연주했다는 증거로 인해 뉴스

소비자들은 그러한 표 이 정당한지를 단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뉴스는

사실 이라는 것이다.그러나 터크만은 사실에 한 평가와 수용은 사회 과정에

크게 의존 이며 사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을 지 한다.기자가 주장하는

것을 사실로 보이도록 하기 해 몇몇 련 정보들만 수집하여 보여 후 그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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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객 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 략 의례는 인용 부호의 한 사용(the judicious use of

quotationmarks)이다.기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을 근거를 제시하

는 한 가지 방법으로 본다.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함으로써 기자들은 그 이야기

에서 자신들을 배제하고 있으며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고 있다고 믿는다. 를

들어 주인이 살지 않는 추한 건물에서 거의 0도의 날씨에도 여러 날 동안 난방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그 건물의 주인은 군가가 그 보일러를 고치고 있

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기자가 이를 토 로 기사를 작성하면 뉴스

편집자는 건물에 화를 해 아무도 보일러 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을 추가

으로 제시할 수 있다.그리고 편집장은 다시 그 기사를 검토하고 추가 인 근거

가 없이는 명 훼손을 당할 수도 있다고 단될 시에 편집자에게 그 건물의 더

많은 세입자를 해 기사에서 언 되는 사람의 수를 높이라고 주문할 수 있다.

이 게 더 많은 사람의 이름과 인용문을 추가함으로써 기자는 그 자신이 생각하

는 바를 다른 사람이 말하도록 하여 기사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거한다.즉 형식상

으로 이 뉴스는 매우 객 으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터크만은 이

것이 실상 기자의 의견이 인용 부호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객 인 말로 포장된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을 비 한다.

마지막 략 의례는 한 순서로의 정보 구조화(structuringinformationin

anappropriatesequence)이다. 한 순서로 정보를 구조화한다는 것 역시 뉴스

스토리의 형식 속성으로 시되는 객 성을 나타내기 한 차이다.하나의 사

건에 한 가장 요한 정보가 첫 번째 문단에 제시되고 각각의 후속되는 문단은

이보다는 덜 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즉 역피라미드의 구조

로 뉴스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요한 정보가 무엇이냐에 한 단이다.기자

들은 직업 감각에 의해 그들의 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 이는

매우 주 일 수밖에 없다.따라서 기자는 ‘가,무엇을,언제,어디서,왜,어떻

게’라고 하는 뉴스에 한 친숙한 공식인 육하원칙으로 주 속성을 경감시킨

다.이로 인해 만약 기자가 육하원칙을 심으로 뉴스를 구성하 다면 그 뉴스는

객 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를 들어 징병 반 시 를 보도할 때 처음

에 몇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지에 한 내용이 들어가고,두 번째 문단에서

는 어조를 설정하고,그 후 련 주장들을 쓰게 된다.따라서 이 시 에서 폭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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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발생한다면 그 폭력에 한 육하원칙이 가장 요한 정보가 되어 자연히 그

시 에 한 설명은 생략되게 된다.즉 역피라미드 구조하에서는 폭력사건을 심

으로 해당 사건이 보도되기 때문에 그 사건의 의미나 의의 등은 사장되는 것이다.

물론 이상에서 터크만이 논의한 것처럼 객 성은 하나의 의례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나마 객 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여 히 요

하다.이는 바람직한 뉴스의 조건과 련된 최소한의 안 장치로서 의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상의 논의에서 요한 것은 객 성을 애 에 실 불

가능한 조건으로 여겨야 한다는 이 아니라 단순히 객 성만으로는 뉴스에 해

제 로 된 단을 할 수 없다는 을 아는 것이다.뉴스 생산자들은 객 성을 확

보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가 실질 으로 ‘좋은’뉴스임을 확

증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2)뉴스의 공정성

강명구(1994)에서는 웨스터슈탈과 맥퀘일의 객 성 개념을 비 으로 고찰한

결과 윤리성과 이데올로기에 한 검증이 사실성에 한 검증과 함께 공정성의

개념을 이룬다고 보면서 공정성을 최상 개념으로 설명한다.여기서 사실성은 객

성으로 볼 수 있는데,뉴스가 객 성을 담보하고 있더라도 공정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객 성을 략 의례(strategicritual)에 지나지 않다

고 본 터크만(tuchman,1972)의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즉 객 성이란 것이 실

제로는 얼마나 진실의 추구와는 거리가 먼 개념일 수 있는지를 보여 다.이런

에서 객 성을 공정성을 한 하나의 구성 요소로 설정하면서 보다 포 개념

인 공정성으로 뉴스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강명구의 논의는 하다.강명구

(1994)에서 제시한 뉴스의 공정성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그림 Ⅱ-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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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뉴스의 공정성 평가 모형(강명구,1994:39)

먼 사실성(객 성)은 사실,진실이란 개념과 련되는데,여기에서 사실은 사

물이나 상 자체가 아니라 상황이나 상의 존하는 상태,일정한 시간 안에 일

어난 사건,인간에 의한 의식과 사고의 과정 등을 가리키며,진실은 개념에 존재

하는 상의 정확하고 균형된 인식뿐만 아니라 실의 올바른 인식을 포 하는

개념이다.윤리성은 취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자의 내 단과정과 련이 있

다.기자가 취재된 사실을 고의 으로 혹은 압력에 의해서 은폐하게 되면 비윤리

행 가 된다.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는 체성과 역사성으로 나뉘는데, 체성

이란 하나의 사건을 사회 과정에 치지어 인식함을 의미하며,역사성이란 사건을

시간 지속 안에서 악하는 것을 말한다(강명구,1994:39-49).

이와 같은 공정성의 개념을 뉴스 이해 교육에 가져올 때 윤리성의 범주는 용

되기가 어렵다.기자의 내 단과정에 해당하는 윤리성은 실상 기자 이외에는

검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강명구의 공정성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했

을 때 뉴스 수용자의 입장에서 공정성 개념에 따라 뉴스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뉴스가 객 인가 하는 인식론 질문과 정의로운가 하는 이데올로기 비 질

문에 한 답을 해 나가는 것이 된다.

이 먼 사실성과 련해서는 이미 국어교육에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이 도입

되어 있다.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게 한다든지,동일한 사건이 서로 다른 에서

보도될 수 있다는 을 알게 한다든지 하는 교육 내용들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를 검증 혹은 검하는 일은 그동안 국어교육 내에서 다루어

지지 않았다.이데올로기를 평가 기 으로 삼는 것은 자칫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

입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이는 언어(혹은 기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으로 하다고 여겨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를 통해 담화를 표 하고 이해하는 활동이 탈맥락 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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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반드시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이 심도 있게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국어교육에서도 이에 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

었다.오히려 이것이 핵심 인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기도 하다.담화를 통해 사회 실천을 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사실성에 한 평

가만으로 뉴스를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반쪽짜리 교육이 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실을 정확하고 균형 으로 보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큰 그림하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식 이고 기계 인 공정성

에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문화 배경과 련지어 뉴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의 정당성 범주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뉴스와 련될 수 있는 특정

이데올로기의 시비를 단하는 차원이 아니라,좀 더 넓은 시각에서 뉴스를 이해

하도록 하는 차원으로 련 교육 내용이 용된다면 이념 교육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뉴스 이해 교육의 실제성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뉴스 이해 교육의 근에 한 검토

여기에서는 뉴스 이해 교육에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근으로서 매체언어교육

근과 비 담화분석의 근을 살펴보고 각 근이 가질 수 있는 의의와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뉴스 이해 교육에 한 근으로서 매체언어교육 근

을 선택한 것은 이미 뉴스 이해 교육에 많이 도입되어 있는 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근의 의의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기존 뉴스 이해 교육

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본다는 에서 의미를 지닌다.비 담화분석의 근은

뉴스 이해 교육에 아직 본격 으로 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뉴스의 비

속성을 고려할 때 그 유용성을 가히 가늠해 볼 수 있기에 선택하 다.

1)매체언어교육 근

(1)매체언어교육의 언어 문식성 개념

매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면 면 의사소통보다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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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늘어났고,이러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해서 국어교육계에서도 매체언어

에 심을 기울이기 시작하 다.언어 교육을 단순히 문자나 음성 언어에 한정시

켜서는 실제 인 의사소통에 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김 행(1998)은 매체언어에 한 국어교육계의 심과 필요성에 해 처음으로

논의한 연구로,이 연구에서는 역동 사회 계에서 의미를 생산해 내고 유통시키

는 매체의 기능에 주목하여 매체언어교육이 축어 혹은 추리․상상 이해를 넘

어서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비 이해의 능력을 기르는 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이 연구는 언어활동의 역이 단지 문자나 음성 언어에 의한 것으

로 한정될 수 없다는 을 지 하고 매체 언어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 비

문식력을 기르는 것에 있어야 함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시작으로 매체언어교육은 우리의 의사소통이 단순히 음성언

어 문자언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그림,사진,도표,그래

,음향, 상 등이 여한다는 에 주목하고 기존의 언어 을 기호학 의

언어 으로 확장한다.26)그리고 이와 같이 확장된 기호학 의 언어 으로 인

해 매체언어교육에서는 복합양식 문식성을 매우 강조한다.

물론 매체언어교육이 다루는 범주가 복합양식 문식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윤여탁 외(2008)에서는 매체 문식성이 복합양식 문식성 외에도 문화 문식성과

비 문식성의 세 층 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한다.매체 문식성의 첫 번

째 측면이 매체 언어의 복합양식 특성에 한 이해이고,두 번째 측면이 언어를

통해 텍스트로 실 된 내용의 문화 이해27)라면,세 번째 측면은 텍스트의 의미

를 구 하고 유통하는 매체의 소통 기술에 한 비 이해28)라는 것이다.

26)정 선(2007)에서는 매체언어를 미디어의 언어,즉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의 이해와 표 에 여

하는 의미화 체계 혹은 의미화 양식들로 규정하는데,여기에서 의미화 체계 혹은 양식이라는 용어

를 쓰는 이유는 매체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여하는 것이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몸짓이나 표정 같은 비언어 표 ,그리고 시각 이미지와 같은 기호 차원으로 확

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정혜승(2008)에서도 랭크셔(Lankshear,1997)의 문식성에 한 논의와 미

국과 호주의 자국어 교육 동향을 살펴보면서 복합양식 문식성이 요해지고 있는 추세를 언 하고

신문식성 교육을 해서는 무엇보다 문자 언어 심의 문식성 교육을 기호 차원의 문식성 교육으로

확 하는 의 환이 필요하다는 을 역설한다.

27)문화 문식성과 련하여 최지 (2007)에서는 매체언어교육을 통한 문식성을 문화․매체 문식성

으로 명명하면서 매체언어의 습과 체제를 이해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을 제안한다.

그는 이 방식이 개별 인 매체 경험을 원인,동기,의도와 배경이 있고 그 결과 양상, 향과 효과

가 있는 사태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의미 있는 상으로서 문화․매체 양식을 받아들이게 하고,수

용자의 경험 속에 개입되어 있는 집단 이고 무의식 인 변주와 각색 과정을 들추어내게 함으로써

문화․매체 양식 자체의 실제를 이해하게 해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즉 그는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매체언어교육이란 것이 학습자의 개별 문화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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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 가장 기본이 되는 차원의 문식성은 복합양

식 문식성이기에 매체교육에 한 교육 실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부

분은 이에 한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먼

정 선(2009)에서는 등학교 2학년들을 상으로 학 문집에 포함될 내용을

생산하도록 하는 로젝트 학습을 통해,표 도구의 차이에 따라 어린이들의 표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사진을 고 을 쓰는 것이 쓰기의 동기와 내용

생성에 정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학 문집과 같이 어린이들에게 실

질 인 소통의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 매체의 설정이 요하다는 을 지 한다.

김성희(2009)에서는 실제 학습자들의 인터넷 매체 텍스트 이해 표 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통합 지도 략을 제시한다.구체 으로는 동시 이고 감각

인 수용을 심화된 읽기와 심층 댓 쓰기로 이어지도록 지도하고,쓰기 개념

을 확장시켜 이미지나 상을 텍스트에 가져와 재생산하기를 하도록 지도하는 방

안에 해 설명한다.

이미숙(2011)에서는 애니메이션이 갖는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의 잠재력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비언어 ․반언어 표 과 그 의미를

가르치기 해 교사가 설계한 교수․학습 과정안과 교과서를 탐구 상으로 선정

하고,이를 비교 검토하여 교수․학습 차원의 원리를 도출한다.

윤여탁 외(2008)역시 시나 서사 교육과 련하여 음성언어나 문자언어의 언어

양식으로 이루어진 텍스트가 상언어 양식으로 변환되었을 때 의미 작용이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즉 텍스트 변환에 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 복

합양식 문식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매체언어교육은 그 언어 을 기호학 으로 확

장시켜 여러 가지 기호가 복합 으로 작용하는,실제 인 의사소통에 한 문식성

을 길러주는 데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기에서의 문식성은 복합양식 문

식성,문화 문식성,비 문식성이라는 세 층 로 구성되는데 그 특히 가장

28)매체 문식성 비 문식성과 련된 논의로는 손 희․김지연(2010)을 들 수 있다.이 연구

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변화한 사회 네트워크의 운용 원리를 알고,이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표 방식에 한 이해가 학습자가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민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서,특히 소셜 미디어상의 소통에서 오 라인과는 다른 자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게 구 된 자아가 어떠한 소통 방식으로 인맥을

형성해 나가는지,그리고 본래의 자아와는 어떠한 련성을 맺는지에 한 부분을 국어교육 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을 지 하고 있다. 한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다양한 필자가 난립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이것을 제 로 읽어내고 그에 한 올바른 선택과 단을 하는 것 역시 국어교육

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8-

기본이 되는 복합양식 문식성에 한 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2)매체언어교육 근의 의의와 한계

뉴스 그 에서도 텔 비 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뉴스는 음성언어

문자언어를 비롯하여 사진,그림,도표,음향, 상 등이 복합 으로 여하여

의미를 형성하는 담화이다.따라서 뉴스의 의미를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언어

의 의미를 단지 음성언어나 문자언어에 국한시켜서는 안 되며 이를 기호학

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29)

이 게 봤을 때 기호학 에서 언어를 바라보고 다양한 기호들이 어떻게

특정한 의미를 형성하는지에 한 매체언어교육의 연구들은 뉴스 이해 교육에도

용되어야 할 성과들이다.특히 문자나 음성 언어에 의한 정보량보다 상 언어

에 의한 정보량이 뉴스에서 더 크고 핵심 일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백선기,

2003),매체언어교육 근은 뉴스 이해 교육에서 필수 이다. 한 매체 문식성

의 다른 차원인 문화 문식성과 비 문식성 차원의 근을 통해서는 단순히

기호학 에서 뉴스를 이해하게 하는 수 을 넘어 이를 둘러싼 담화 그리

고 사회․문화 맥락하에서도 뉴스를 이해하도록 할 수 있어 유용하다.실제로

지 까지 뉴스 이해 교육을 다룬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매체언어교육 근이 많

이 반 되어 있는데,특히 기호 에서의 언어 이 많이 반 되어 있어 뉴스

의 의미를 음성언어나 문자언어의 차원을 넘어 좀 더 다각 이고 복합 으로

악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 이해 교육에 이와 같은 매체언어교육 근을 용하는 것은 일

정 부분 한계를 지닌다.우선 뉴스 장르에 한 지식을 통한 이해 교육의 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장르에 한 지식은 그 장르를 메타 으로 이해하는 데

에 상당한 기여를 함에도(김혜정,2011),매체언어교육 근으로는 이러한 뉴스

29)할리데이에 따르면 언어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즉 (1)어떤 상이나 사건을 기호를 통해 표상

할 수 있는 기능,(2)소통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3)텍스트를 조직하는 기능

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된다.이러한 할리데이의 언어 개념은 복합 양식 이론을 지지하는 사

람들의 이론 기반이 되었다.이미지나 상과 같은 시각언어 역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는 에서 ‘언어’로 볼 수 있으며,이에 따라 텔 비 의 의미 작용 역시 이러한 상 언어를 포함한

복합 양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윤여탁 외,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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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지식을 통한 이해 교육의 장 을 취하지 못한다. 를 들어 뉴스 개방식

의 특성은 어떠하며 그러한 특성이 뉴스 의미에 어떤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해 알고 있다면 이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효과 으로 뉴스를 이해하도

록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근을 제 로 취할 수 없다.

뉴스를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뉴스 생산에 여하는 여러 향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뉴스 생산의 규칙, 행,의례 등과 같은 략이 어떻게 활

용되고 있는지 등과 같은 뉴스 생산의 제반 맥락에 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뉴스 생산에 여하는 향 요인은 뉴스의 의미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한

사회․문화 맥락에 해당해 뉴스 이해의 지평을 넓 주며,뉴스 생산의 행과

같은 략을 악하는 것은 생산 과정에 어떠한 제한 이 숨어 있는지를 악하

도록 해 주어 뉴스 이해를 용이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이러한 제한 은 뉴스를

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단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해 상이 바로

휘발되는 텔 비 뉴스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매체언어교

육 근이 한계를 지니는 다른 이유는 뉴스 생산의 제반 맥락에 해 고려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을 취하지 못한다는 이다.

를 들어 매체언어교육 근을 통해 “같은 사건을 다룬 텔 비 뉴스도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카메라의 치,각도,음향,언어 표 등을 달리함으로

써 여론 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을 배웠다고 하자.이는 단순히

음성언어나 문자언어에 의한 의미화 방식을 넘어 다른 기호들이 뉴스의 의미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 뉴스를 분석하게 만든다는

에서 의미를 지닌다.그러나 언론사의 성향이나 지향하는 가치,뉴스 제작의

행 혹은 략 등에 한 지식 없이는 카메라의 치,각도,음향,언어 표

등을 살펴본다고 해도 이들의 의미를 제 로 분석하기도 에 이들이 이미 휘발

돼 버릴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의미를 규정해 사회․문화 맥락을 스스로

찾아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 일 수밖에 없다.물론 텍스트의

의미를 구 하고 유통하는 매체의 소통 기술에 한 비 문식성이 이와 련

된 어느 정도의 보완을 해 수 있겠으나 이상의 장 을 온 히 취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즉 매체언어교육 근은 다양한 기호가 복합 으로 작용하는 뉴스를 이해하

는 데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으나 뉴스를 효과 으로 이해하게 하는 방안으로 분

명한 한계도 지닌다.



-40-

2)비 담화분석의 근

(1)비 담화분석의 개념 원리

① 세 가지 표 근법에 한 개

뉴스가 실을 있는 그 로 달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을 극 으로 구성한

다는 은 앞서 논의하 다.뉴스의 본질이 이러하다 보니 뉴스를 이해한다는 것

은 비 인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뉴스 틀 형성에 여하는 요인들이 실을

왜곡하지는 않았는지,세상을 바라보는 특정 을 더 우호 으로 묘사하고 있지

는 않은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며 뉴스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뉴스 생산자의 의도

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마련할 때에는 뉴스 이해의 비 특성30)을

반드시 반 해야 하는데,이때 비 담화분석(CriticalDiscourseAnalysis)은

많은 시사 을 제시해 수 있다. 데이크(vanDijk,2003:352)가 지 했듯

이,비 담화분석은 담화에 근하는 특정한 방향이나 학 라기보다는,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서 서로 다른 방식 혹은 을 제공한다.따라서 화용론,회화

분석,서사 분석,수사학,문체론,사회언어학,민족지학,매체 분석 등과 같은 다

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그러나 여기에서 이들 분야의 논의를 모두 살펴보는 것

은 본 연구의 범 를 벗어나는 것이므로,비 담화분석의 표 학자인

데이크(vanDijk),보닥(Wodak),페어클러 (Fairclough)의 논의를 심으로 이

이론이 뉴스 이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어떤 한계를 지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31)

먼 데이크는 비 담화분석 분야 사회인지 근법 쪽에 치해 있

다.그는 이론을 인과 가설에 한 고 계가 아닌 사회 실제의 상을

30)여기에서 ‘비 (비평 )’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반 인 사회 행과 우리가 특정한 언

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 인 상황에서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인과 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Bourdieu,1977;Fairclough,1995/2004:78재인용).

31)보닥과 메이어(Wodak& Meyer,2001)에서는 자거(Jäger), 데이크(vanDijk),보닥(Wodak),

페어클러 (Fairclough),스콜론(Scollon)의 근법을 통해 비 담화분석의 이론 치와 방법론

목표에 해 개 하고 있다.국내에서는 김유미(2014)에서 페어클러 (Fairclough), 데이크

(vanDijk),보닥(Wodak)세 학자의 근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고등학생을 한 비 읽기

교육 방안을 구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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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하는 체제(framework)로 본다.그가 주목하는 것은 담화,인지 그리고 사회

이다(Meyer,2001:20).32)

그가 강조하는 담화-인지-사회의 삼각 계에서 담화는 화 상호작용,작문

된 텍스트, 련된 제스처,체면 유지 상호작용,인쇄상의 윤곽 이미지,기호 혹

은 다층 의미화를 포함하여 의의 의사소통 사건을 의미한다.유사하게 인지

는 개인 인지뿐만 아니라,사회 인지,믿음,목표,평가와 감정,정신 혹은

기억의 구조,재 혹은 담화와 상호작용과 련된 과정을 포 한다.마지막으로

사회는 면 면 상호작용에 한 지역 ,미시구조뿐만 아니라 그룹,(지배와 불공

평과 같은)그룹 계,움직임,제도,조직,사회 과정,정치 체제,사회와 문화의

더 추상 속성의 에서 다양하게 정의되는 사회 이고 정치 인 구조를 포함

한다.

사회인지 근은 담화의 미시 이고 국 인 맥락을 정의함으로써 담화-인

지-사회의 삼각형 인지 그리고 사회 차원을 결합한다.실상,비 담화

분석의 사회정치 그리고 문제 지향 목 은 내 텍스트와 맥락 계의 정교

한 이론화를 필요로 한다.동시에 한 담화분석은 상세한 인지 그리고 사회

분석을 요구한다(vanDijk,2001:98).

보닥(Wodak)으로 표되는 담화 역사 근은 비 이론의 사회-철학 지

향을 고수한다.이 근은 어도 세 가지 상호연 된 측면을 수용하는 사회 비평

에 한 복잡한 개념을 따르는데,그것 두 가지는 인지의 층 와 주로 련이

있고,다른 한 가지는 행 의 층 와 련된다.아래의 인용(Wodak,2001) ⓐ

와 ⓑ가 바로 인지와 련되는 것이며,ⓒ가 행 와 련되는 것이다.즉 담화 역

사 근은 텍스트 혹은 담화의 내 구조에 한 인지를 기반으로 이를 사회․

문화 으로 이해하며 이를 통해 사회를 개선하는 행 를 하고자 한다.

ⓐ 텍스트 혹은 담화 내재 비평은 텍스트 내 혹은 담화 내 구조에서 불

일치,(자기)모순,역설,딜 마를 발견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 내재 비평과는 조 으로,‘사회-진단 비평’은 그것이 명시 이든 잠재

이든,담화 실천의 설득 혹은 조작 특성을 드러내는 설명과 련이 있다.

사회-진단 비평으로 그 분석가는 순 히 텍스트 인 혹은 담화 내 차원을

32)물론 데이크가 비 담화분석이 담화에 한 사회 이고 인지 인 분석에 한정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그는 다차원 인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사회-인지 측면의 분석에

한 개인 심에서 이와 같은 근을 취할 뿐이다(Meye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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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한다.그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맥락 지식을 이용하여 담화 사건의 의사소통

혹은 상호작용 구조를 사회 이고 정치 인 계들,과정,환경이라는 더 넓

은 틀 안으로 끼워 넣는다.이 지 에서 우리는 그 담화 사건을 해석하기 해

사회 이론들을 용해야만 한다.

ⓒ 후 비평은 의사소통의 변형과 개선에 기여한다.( 를 들어,병원,학교,

법정,공공 기 ,미디어 보도 기 들에서 언어 장벽을 이고 성차별 언어 사

용을 피하기 한 제안을 정교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Wodak,2001:65).

담화 역사 근에서는 편향되는 험을 최소화하기 해 삼각 측량의 원리

를 따른다.따라서 이 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는 배경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 자료를 기반으로 방법론 으로 다양한 근들을 함께 취

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역사 ,조직 ,정치 화제와 텍스트를 분

석할 때,담화 역사 근은 담화 ‘사건들’이 개입되어 있는 역사 자료와

사회 이고 정치 인 분야의 배경정보에 한 많은 양의 이용 가능한 지식을 통

합하고자 한다.더 나아가,이 근은 특정한 장르의 담화가 통시 변화의 상

이 되는 방식을 탐구함으로써 담화 사건의 역사 차원을 분석한다.마지막으

로 가장 요한 것으로서 이 근에서 지식은 정보로서만 간주되지 않는다.담

화 역사 근은 이 지 에서 소 말하는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 이론

들을 통합한다(Wodak,2001:64-65).

비 담화분석과 련하여 국어교육계에 가장 리 알려진 이는 페어클러

(Fairclough)이다.페어클러 에 따르면,모든 사회 실천(socialpractice)은 기호

론 요소를 지닌다.생산 활동,생산 수단,사회 계,사회 정체성,문화

가치,자각,기호 작용은 사회 실천의 요소와 변증법 으로 련되어 있다.그는

언어를 포함한 기호 작용과 사회 실천의 다른 요소들 간의 변증법 계에

한 분석으로 비 담화분석을 이해한다.사회 실천에 한 이와 같은 기호론

측면은 장르와 문체 구조의 원인이 된다.사회 질서의 기호론 측면은 담화

질서로 불린다.비 담화분석에 한 그의 근법은 구조에 한 과 행

에 한 사이를 오갔다.그러나 어떻게든 그의 근법에서 비 담화분석

은 해방의 목표를 추구하며,사회 삶에 한 특별한 형태 안에서 ‘패배자’로서

막연히 언 될 수 있는 것들에 맞서는 문제에 을 둔다(Meyer,2001:22).

비 담화분석에 한 이들 세 학자의 근법은 사회 인지,담화 역사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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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등 강조하는 바가 서로 다르긴 하나 공통 한 지닌다.이는

비 담화분석의 일반 원칙들을 제시한 티처 외(Titscheretal.,2000/2015)의

아래 논의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ㅇ 비 담화분석은 사회문제와 련 있다.그것은 언어나 언어 사용 자체와

련 있는 게 아니라,사회 ,문화 과정과 구조의 언어 성격과 련 있다.

따라서 비 담화분석은 본질 으로 학제 이다.

ㅇ 권력 계는 담론과 련 있고,비 담화분석은 담론 내의 권력과 담론

배후의 권력 둘 다를 연구한다.

ㅇ 사회와 문화는 담론과 변증법 인 계에 있다.사회와 문화는 담론에 의해

형성되며,동시에 담론을 구성한다.단 하나의 언어 사용사례도 권력 계를 포함

해 사회와 문화를 재생산하거나 변화시키다.

ㅇ 언어 사용은 이데올로기 일 수 있다.이것을 밝히기 해 그것의 해석,수

용,사회 효과를 조사해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담론은 역사 이며 오직 그것의 맥락과 련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메타이

론 수 에서 이것은 베트겐슈타인의 근과 일치하는데,이것에 따르면 발화의

의미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것의 용법에 달려 있다.담론은 특정한 문화,이데올로

기, 는 역사에 배태될 뿐만 아니라,다른 담론에 상호 텍스트 으로 연결되어

있다.

ㅇ 텍스트와 사회의 연 성은 직 이진 않지만,이것은 텍스트 이해에 한

사회심리학 모델에서 발 된 사회인지 매개 같은 특정한 매개를 통해 분명해

진다.

ㅇ 담론 분석은 해석 이고 설명 이다.비 분석은 텍스트와 그것의 사회

조건과 이데올로기와 권력 계 사이의 계와 체계 방법론을 의미한다.해

석은 항상 역동 이며 새로운 맥락과 새로운 정보에 열려 있다.

ㅇ 담론은 사회 행동의 한 형태이다.비 담화분석은 그것의 심을 분명

히 하고,그것의 발견들을 실천 문제에 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회과학 학문

으로서 이해된다.

(Titscheretal.,2000/2015:229)

즉 비 담화분석 이론들은 담화를 사회와 련지어 그 의미를 해석한다는

에서 가장 큰 공통 을 지니는데 이와 같은 담화 분석 방법은 뉴스를 이해하는

방법에 해서도 그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과 련하여 큰 시사 을 던져

다.



-44-

② 세 가지 근법의 분석 방법

데이크(vanDijk,2001)는 비 담화분석에서 텍스트-맥락 이론이 특히

요하기는 하나,분석에서 담화 구조가 매우 요하다는 을 강조한다.그러나

‘완벽한’담화분석을 해서는 분석해야 할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이슈에 한 연구와 련 있는 구조들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한다. 를

들어 강세,억양,단어 순서,어휘체,응집성,지역 인 의미론 무 ,화제 선

택,화행,스키마 조직,수사 특징 그리고 상호작용에 한 부분의 형태는

원론 으로 화자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분석 상이나,단어의 형태와 문장의

여러 구조들과 같은 다른 구조들은 문법 으로 필수 인 것이고 문맥상으로 변

화가 없어 화자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 권력에 한 연구와는 련

이 없다고 한다.

데이크는 연구의 목 에 따라 을 두어야 하는 담화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을 강조한다.연구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몇몇 구조는 아주 미미하

게 련이 있을 수 있고,다른 것들은 매우 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를 들

어 남성과 여성 간의 비공식 혹은 제도 화에 한 연구는 상호작용 지

배(dominance)가 소리 지르기와 박을 포함하여 남성의 억양 혹은 목소리 크기

에 의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요할 것이나,만약 사회의 성차별주의 혹은 남

자다움의 과시에 한 담화의 역할을 연구하는 데에 심이 있다면,억양과 목

소리 크기의 특정한 구조보다는 화제의 선택,제의,어휘 항목과 같은 요소들이

더 직 으로 믿음,태도,이데올로기와 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van

Dijk,2001:99).

다음으로 담화 역사 방법은 세 가지 차원의 분석 장치를 사용한다.분석 수

으로는 내용,논증 략,언어 실 형태 등이 제시된다.아래 <표 Ⅱ-3>은 담

화 역사 방법의 분석 도식이다(Matouschek etal.,1995;Titscheretal.,

2000/2015:248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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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여러분-담론

차이의 담론

1.범주화와 평가

2.우리-담론

-‘우리’의 구성

- 정 자기 묘사

언어 실

1.집단의 내용 정의

2.1.문법 응집 요소

2.2.단서,자기평가,규범 수

논증 략 기법(정당화)

책임의 귀인 책임의 부인

흑백논리

왜곡을 통한 평가 하 는 상모략책임의 거부

희생양 략

피해자-가해자 환 a)과장: 를 들어,음모이론

의 략과 부인은 한 왜곡에 한

특정한 논증 ‘기법’에 의해 실 된다.

목표:‘상 방’ 의평가 하와 상모략

b)폄하:균형잡기/합리화

c)거부,부인

언어 실 (linguisticrealization)형태

ㅇ비 실 인 시나리오 ㅇ수사 질문

ㅇ도입문구

ㅇ암시,환기

(텍스트와 단어 수 에서)

ㅇ주장

ㅇ은유

ㅇ서술

모호함:

ㅇ언 의 일반화

ㅇ화자의

ㅇ문체론/상황성

ㅇ비교

ㅇ비유

ㅇ환기

ㅇ동일시/일반화 ㅇ완곡어법

ㅇ담론 재 ㅇ텍스트 일 성

ㅇ인용 ㅇ은유 어휘소

<표 Ⅱ-3>담론 역사 방법의 분석 도식(Matouscheketal.,1995:60)

의 <표 Ⅱ-3>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 실 형태에서는 각종 수사법,문체

등 텍스트 요소 수 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진다.논증 략 차원에서는 언어 실

형태 차원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 로 책임의 귀인 혹은 책임의 거부와 같이

어떠한 정당화가 시도되는지가 분석된다.내용 차원에서는 정 자기묘사 혹은

부정 타인 묘사와 같이 언어 실 형태와 논증 략 차원의 장치들이 결국

무엇을 어떻게 구분짓고 평가하 는지에 한 분석이 이루어진다.티처 외

(Titscheretal.,2000/2015:249)에 따르면 이들의 분석 차원은 연속 인 별개의

작동 단계가 아니라,그 안에서 세 가지 분석 차원이 맥락 지식 체와 체계 이고

재귀 으로 련된 하나의 순환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담화 역사 방법의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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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담화는 오직 그것의 특수한 맥락에서 기술되고,이해되고,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배경과 맥락이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ㅇ 발화의 내용은 제시된 보고서뿐 아니라 역사 사건과 사실과 면되어야

한다(상호텍스트성).

ㅇ 텍스트는 다른 학문의 문가들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사회학,역사학,심리

학).모든 단계는 담화 역사 방법의 요한 특징으로서 학제 근을 시사한다.

ㅇ 텍스트는 모든 언어학 수 에서 가능한 한 정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Titscheretal.,2000/2015:249-250)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담화 역사 근은 련된 여러 역사 맥락하에서 내

용,논증 략,언어 실 형태들이 다학문 으로 여하는 분석 방식을 취한다

는 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페어클러 의 비 담화분석 층 33)는 아래 [그림 Ⅱ-5]와 같이

텍스트,담화 실천,사회․문화 실천의 삼 층을 이룬다.먼 텍스트에 한

분석에 해 페어클러 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텍스트들에 한 분석은 통 인 형태의 언어학 분석,즉 어휘 분석과 의미

론,문장 좀 더 작은 단 들의 문법,소리 체계(음운론)그리고 자 체계 등

을 망라한다.그러나 텍스트 분석은 한 문장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응집

cohesion),인터뷰에서의 말 순서 취하기(turn-taking)조직이나 신문 기사의 체

구조 같은 것들을 비롯하여 문장 이상의 텍스트 조직에 한 분석도 포함한다.

( 략)텍스트 분석은 신문 텔 비 의 경우,사진의 이미지,지면 배열,지면

의 체 인 시각 구성에 한 분석과 상 음향 효과 분석 등을 포함하여

다기호 인(multisemiotic)분석일 필요가 있다.(Fairclough,1995/2004:83-84)

즉 텍스트 분석은 체 담화 분석을 한 기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말

그 로 텍스트 자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휘,문법,조직 등의 요소를 토 로

담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이는 물론 담화 ,사회․문화

차원의 분석을 한 기반이 되는 단계이다.텍스트 분석 차원에서 도출된 의미

33)실제로 김은성(2013)에서는 비 담화분석에 한 연구에서 데이크,보닥,크 스, 리우

웨 등의 근법들이 있음에도 페어클러 의 삼 층 모델만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이크의 지

을 인용하며,비 담화분석의 방법이 교육 장에서 구체 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담화분석

방법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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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담화 ,사회․문화 차원의 분석을 통해 그 의미의 지평이 확장된다.

[그림 Ⅱ-5]담화의 층 와 담화분석의 층 (Fairclough,1995:98)

다음으로 담화 실천 차원의 분석은 텍스트와 사회․문화 실천을 매개해 주

는,텍스트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 한 분석이다.페어클러 는 담화 실천 차원

의 분석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언어학 분석은 그 성격이 기술 인(descriptive)데 반해서 상호텍스트 분석

은 좀 더 해석 이다.텍스트의 언어 자질들은 상호텍스트 분석에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고 상호텍스트 분석은 그 증거에 한 특정한 종류의 해

석,즉 담화 실천의 사회 목록,다시 말해서 담화 질서와 련해서 텍스트의

치를 악하는 해석이다.이것은 담화 질서(라는 계망)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

라는 측면 안에서 그 특정 텍스트의 치를 알아낸다는 의미에서 문화 인 해석이

기도 하다.언어학 분석은,명백한 의미에서,종이나 오디오 는 비디오 테이

의 ‘그곳’에 있는 것과 좀 더 가까운 반면,상호텍스트 분석은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결과 으로 상호텍스트 분석에서는 분석

자가 사회․문화 지식에 좀 더 의존하게 된다(Fairclough,1995/2004:89).

여기에서 언어학 분석은 텍스트 분석을,상호텍스트 분석은 담화 실천 차

원의 분석을 말한다.텍스트 분석과 담화 실천 차원의 분석이 명백히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담화 실천 차원의 분석은 텍스트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그 결과를 다른 담화들과 비교함으로써 담화의 의미를 텍스트 이상의 층

에서 악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실천 차원의 분석은 담화를 사회․문화 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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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지어 그 의미를 악하는 단계를 말한다.텍스트 분석을 통해 악한 담화의 의

미는 담화 실천 차원의 분석을 거쳐 좀 더 확장된 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실천 차원의 분석을 거쳐 정치․경제․문화 등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하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장된다.페어클러 는 사회․문화 실천 차원의 분석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회․문화 실천 차원에 한 분석은 직 인 상황 맥락과 그 사례가 내

포되어 있는 좀 더 넓은 제도 실천, 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넓은 사회 문

화를 수반할 수 있다.이런 모든 층(layers)들은 특정한 사례를 이해하는 데 련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특정한 사례들은 모든 단계에서 사회․문화 실천들을

으로 형성하고 재형성한다.사회․문화 실천의 많은 측면들은 경제 ,(힘

과 이념의 문제와 련된)정치 ,그리고 (가치 정체성의 문제와 련된)문

화 인 것 등 넓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Fairclough,1995/2004:89-90).

이와 같은 페어클러 의 비 담화분석에 한 논의는 2000년 에 좀 더 상

세화된다.아래 <표 Ⅱ-4>는 페어클러 (Fairclough,2003)에서 제시한 담화 분석

층 이다.

사회 구조

사회 실천

사회 사건

-행 행 들의 사회 계

-사람들의 정체성

-세상에 한 표상

담화(장르, 련 담화들,문체)

의미

문법 어휘

음운/철자

<표 Ⅱ-4>담화 분석 층 들 간의 계(Fairclough,2003:36)

페어클러 는 텍스트의 외 계와 내 계를 구별하는데,텍스트의 외

계에 한 분석은 사회 사건의 요소들과 텍스트 간의 계에 한 분석이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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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 으로는 사회 실천과 사회 구조에 한 분석이다.텍스트 내 계의

분석은 의미론 계,문법 어휘 계,음운 계를 포함한다.내 계는

통 용어로 통사론 계와 화용론 계이다.즉 텍스트 안에 실제로 존재하

는 요소들 간의 계와,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간의 계인

선택의 계가 여기에 해당한다.담화 층 는 장르,하 담화들,문체 사이의

계를 분석하는 층 로서,텍스트 그 자체와 그것의 사회 맥락인 사회 사건,

사회 실천,사회 구조를 매개하는 층 이다. 련 담화들,장르,문체는 텍스

트 요소이기도 하면서 사회 요소이기도 하다.텍스트에서 이들은 다른 장르,

련 담화들,문체가 특정한 방식으로 혼합되는,상호담화 계에서 함께 조직된

다.사회 요소로서 이들은 담화의 순서상 특정한 방식으로 함께 표 된다.이들

은 텍스트의 내 계와 외 계 간을 연결 짓는다(Fairclough,2003:36-37).

담화 분석 층 들 간의 이와 같은 설명은 페어클러 (Fairclough,1995/2004)에

서 제시한 담화 분석 층 를 좀 더 상세화한 것으로서 이 의 ‘담화 실천’층

를 장르, 련 담화들,문체로,‘사회․문화 실천’층 를 사회 사건,사회

실천,사회 구조로 세분화한 것이다.

(2)비 담화분석 근의 의의와 한계

비 담화분석은 텍스트에 한 분석이 담화 ,사회․문화 실천에 한 분

석과 유기 으로 연결된다는 에서 폭넓은 뉴스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의를

지닌다.특히 뉴스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가 정치 분야

라는 을 고려할 때,비 담화분석이 텍스트를 통해 구 되는 권력과 이데올

로기의 문제를 분석해 내는 데에 을 둔다는 은 매우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비 담화분석의 근법을 뉴스 이해 교육에 그 로 용하기에는 여

러 어려움이 따른다.이는 페어클러 의 비 담화분석 이론의 성과를 인정하면

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있다고 밝힌 푸울(Poole,2010)의 아래 논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ㅇ 담화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정의되며,때로는 간단히 언어로 해설된다.

ㅇ 담화의 수가 무한한지에 해 아무런 단서가 주어져 있지 않다.

ㅇ 비 담화분석의 이론 토 는 다양한 분야의 향력 있는 이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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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이것들이 함께 일 된 체를 형성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ㅇ 비 담화분석은 모든 독자가 주어진 텍스트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

다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ㅇ 비 담화분석은 ( 를 들어 명사화 같은)특정한 텍스트 특징이 독

자에 해 갖는 효과를 무 결정론 인 시각으로 용하는 것처럼 보

인다.

ㅇ 비 담화분석은 심리학 증거를 충분히 이용하지 않는다.

(Poole,2010:151-152)

의 지 우선 세 번째 비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비 담화분석이 학

제 근을 취하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마다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은 교육 으로 활용하기에 장 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방법들이 모두 일 된

체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면 용상의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 에 따르면 비 담화분석은 학제 근의 장 을 취하기보다는 매

우 무질서한 체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더 근본 인 문제는 이와 같은 학제

근 자체가 구체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학생들이 활용하기에는 무 어

렵다는 이다.비 담화분석이 교육 활용을 해 고안된 근법이 아닌 이

상 이에 한 간명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하는데,이것 자체가 일 된 체계를 띠지

않고 그에 따라 분석자의 역량에 기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면 교육 방법으로

는 큰 결 을 지닐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핵심 인 비 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인데,이는 텍스트에 한 실증

분석이 취약하다는 비 으로 수렴된다.가령 이데올로기에 한 분석과 련하여

비 담화분석은 언어에 이미 이데올로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미리 가정하고

그것에 의해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해 낸다(Widdowson,1995:168).즉 텍스트의 의

미란 맥락 조건,믿음,태도,가치 등과 텍스트를 련지음으로써 도출되는 것이

기 때문에 수용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도,비 담화분석은 의미를

미리 정해 놓은 채 그것에 한 증거를 찾는 식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

다.이 게 봤을 때 비 담화분석은 텍스트 요소에 한 기술로부터 그것에

한 분석과 설명이 유기 으로 이어지기를 의도하면서도 그 구체 방법에 해서는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이는 비 담화분석 자체가 거 이론이기 때문에 이 이

론의 실제 용을 해서는 다른 여러 이론들과 융합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했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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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바로 뉴스라는 담화를 이해할 때 비 담화분석 이론 하나인 보닥

(Wodak,1996)에서 텍스트 요소에 해당하는 뉴스 틀을 단순히 텍스트 종류 차원에

서만 악하는 것을 통해 단 으로 드러난다.보닥은 통합 이해 모델에 한 설명

에서 틀에 해 논의하고 있는데,청자 혹은 독자는 처음에는 그들이 듣거나 읽은

것을 틀에 따라 분류하고 마지막에는 텍스트 기반을 얻기 해 원 텍스트를 검한

다고 설명한다(Wodak,1996:113).그러나 이때 틀에 따라 분류한다고 하는 것은 어

떤 장르에 속하는지 정도를 분석하는 것에 해당한다.이는 그의 텍스트 설계 이론에

한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그림 Ⅱ-6]은 텍스트 설계 이론을 그림으

로 나타낸 것이다(Wodaketal.,1990;Titscheretal.,2000/2015:243재인용).

[그림 Ⅱ-6]텍스트 설계(Wodaketal.,1990:47)

그는 텍스트 이해 과정은 단순히 텍스트 설계 이론을 역으로 기술한 것이 될

수 없지만 텍스트 설계에 여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은 여 히 텍스트 이해에서

도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의 텍스트 설계 이

론과 이해의 과정의 련성을 알게 해 주는데,여기서 인지 차원의 틀은 언어학

차원에서는 텍스트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다.즉 보닥은 인지 차원에서 틀에

해 언 은 하고 있으나 이 틀의 역할을 장르 인식을 한 도구 정도로만 보고

있어 틀이 뉴스 내에서 선택과 배제의 원리를 통해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해서

는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 담화분석이 텍스트 요소에 기 어 담화의 분석과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이처럼 틀과 같은 텍스트 요소가 어떤 의미 작

용을 할 수 있는지 그 기능과 제한 등에 해서 련 이론과 통합 설명을 제

시해 주지 못한다면 단지 큰 분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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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 담화분석이 이해 교육에 목되기 해서는 텍스트 요소에 근거한 분

석이 좀 더 체계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구안을 한 틀 이론

앞서 뉴스는 하나의 틀임을 논의하 다.뉴스가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뉴스를

제 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 틀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것과도 같다.틀의 모양,

색깔,크기,방향이 어떠한지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다루더라도 다르게 그것

을 보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여기에서는 틀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이

는 앞서 살펴본 매체언어교육 근과 비 담화분석 근의 안 성격을

갖는 ‘틀 인식 심 근’의 토 가 될 것이다.

1)틀의 개념 틀짓기 기제

틀 개념을 처음 도입한 학자는 인류학자인 베이트슨(Bateson)이다.그는 1955년

에 어떤 메시지의 의도된 추상성의 수 을 서로 동의하기 해서 개인들이 그에

한 신호를 어떻게 교환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틀의 개념을 도입하 다(Tannen,

1979:141).이후 사회학자 고 만(Goffman,1974)은 베이트슨(Bateson,1972)의

틀 개념을 빌려와 상호작용에서 인식할 수 있는 기본 인 구성요소들을 언 하기

해 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데,그에게 틀 분석이라는 구 은 경험의 조직화

에 한 용어의 검토를 일컫는 구호 다.하임즈(Hymes,1974)에서도 발화가 의

도되었던 방식 로 발화를 해석하기 해서 청자는 그 사람이 무슨 ‘틀’을 작동하

고 있는지 즉 그 활동이 농담인지,흉내내기,수다,강의 혹은 놀이에 여되고 있

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야만 한다고 하면서 고 만과 동일한 의미로 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즉 이들에게 틀은 상황을 규정하는,상호교섭의 의미를

악하게 해 주는 ‘맥락에 한 지식’34)으로 볼 수 있다.

인공 지능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서도 틀 용어는 사용되었는데,민스키(Minsky,

34)이 웅(2000:131-132)에서는 ‘틀짓는 frame’은 ‘틀지어진 내용’과 구분될 수 있다고 하면서 틀은

맥락과도 그리고 내용과도 련될 수 있으나,한 수 에서 맥락인 것이 그 상 수 에서는 내용일

수 있으며 그 반 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매우 교묘한 것이라는 을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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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는 ‘형화된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 구조’를 해 모든 것을 포함한 용어로서

틀의 개념을 제안하 다.그에게 이 용어는 생크와 아벨슨(Schank& Abelson,

1975)의 스토랑 스크립트(script)35)에 해당하는 생일 티와 같은 사건 연쇄를

나타내기도 하며,사물과 상황( 를 들어,특정 종류의 거실)에 한 질서 정연한

기 를 나타내기도 한 개념이었다(Tannen,1979).

태 (Tannen,1987)은 틀과 련된 용어의 사용이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고 말

한다.하나는 에서 언 한 사회학자 고 만(Goffman,1974)을 비롯하여 인류학

분야(Frake,1977)와 언어 인류학 분야(Gumperz,1982;Hymes,1974)에서 말하는

상호작용 인 해석의 틀이다.다른 하나는 인공 지능(Minsky,1975;Schankand

Abelson,1977),인지 심리학(Rumelhart, 1975),그리고 언어 의미론(Chafe,1977;

Fillmore,1975;1976)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명명되어 온 지식 구조이다.36)태

(Tannen,1987)은 이와 같은 틀(Interactiveframes)과 지식 스키마(Knowledge

Schemas)가 상호작용하면서 담화의 방향에 향을 미치는 양상을 구체 으로 보

여주기도 한다(Tannen,1987:206).

그러나 태 에게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기 의 구조에 해당하는 공통 을 지닌

다는 이 요하다.사람들은 독립 이고 객 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인 양

자극을 받아들이는 생무지의 빈 그릇으로 세상에 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 경험을 장해 온 인식에 한 경험 많고 정교화된 베테랑으로서 세상에

근하는데,이 사 경험 혹은 조직된 지식인 기 구조가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것

이다(Tannen,1979:144).

이처럼 틀의 기 연구에 해당하는 고 만(Goffman,1974)은 맥락에 한 지식

으로서,태 (Tannen,1993)은 기 의 구조로서 틀 개념을 사용하 지만, 리

즘 연구에서 틀에 한 개념 규정은 조 상이하다.기틀린(Gitlin,1980)에 따르

면,“뉴스 틀37)은 실에 한 인식,해석,제시,선택,강조,배제와 련된 지속

인 패턴이며,이 패턴에 따라 상징 조작자가 례 로 언어 는 상 담론

을 조직”한다.그에 의하면,이러한 틀로 인해 언론인들은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

고 례 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즉,정보로 인지하게 하거나 인지 범주에

할당하거나 청 에게 효과 으로 달하기 해 포장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게

35) 스토랑 스크립트는 스토랑에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즉 ‘들어가기’,‘주문하기’,‘먹기’,‘지

불하고 나오기’와 같은 스토랑 안에서의 일련의 행동에 한 기 를 말한다.

36)태 (Tannen,1993)에서는 지식 구조를 뜻하는 틀은 schemas로 명명하 다.

37)기틀린(Gitlin,1980)에서는 Mediaframes로 나와 있으나 맥락상 ‘뉴스’틀로 번역하 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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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따라서 뉴스를 조직하는 데에 틀이란 불가피한 존재일 수밖에 없으며,

리즘에 한 분석 인 근은 다음 질문들을 수반하게 된다고 한다.“여기에 사용

된 틀은 무엇인가?”,“왜 이 틀이 사용되었으며,다른 틀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

가?”,“이 사건에 해 용된 틀과,다른 순간에 다른 장소의 다른 언론에서 사

용된 틀 간에 어떤 유형이 공유되는가?”,“뉴스 보도 기 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규칙들을 규제하는가?”(Gitlin,1980:7)와 같은 질문들이 바로 그것이다.

갬슨과 라쉬(Gamson & Lasch, 1981)에서는 해석 패키지(interpretive

package)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틀에 해 논하고 있다.이 해석 패키지는

체 인 틀과 입장(position)으로 구성되는데,여기에서 틀은 논쟁 인 이슈에

한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심 인 조직 아이디어를 일컫는 개념이다.엔

트만(Entman,1993)은 틀짓기(framing)는 필수 으로 선택성과 성을 포함한

다고 하면서,틀을 짓는다는 것은 특정한 문제의 정의,원인의 해석,도덕 평가,

해결 방안의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의 특정한 측면을 선

택하여 그것을 더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한다.즉 리즘에서 틀은

실에 한 특정한 을 드러내는 구성 방식으로 규정된다.

한편 틀 개념은 언어학자인 필모어(Fillmore)에 의해서도 사용되었다.필모어

(Fillmore,1982)에서는 틀을 ‘지식의 통합 체계 는 경험의 도식화로 여기고,

부분을 이해하기 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속하는 체를 이해해야 하는 개념의

체계’라고 정의한다(오주 ,2010:299).이러한 개념 정의는 윤곽부여와 하게

련되는데,가령 주 과 주말이라는 두 단어는 모두 7일로 구성된 하나의 주라는

틀을 공유하지만,그 틀을 구성하는 각기 다른 틀 요소에 윤곽을 부여한다는 에

서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7일로 구성된 주 체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주 ,

주말이란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인지심리학에서도 틀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이 분야에서

는 메시지가 제시되는 방식을 표 하기 해 틀 개념을 사용하 다(Tversky&

Kahneman,1981).이는 상 이론(prospecttheory)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를 들어 “6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안 A를 선택할 경우 200명을 구출할 수 있다.

반면, 안 B를 선택하면 600명을 구출할 확률이 1/3,아무도 구출하지 못할 확률

이 2/3이다”라는 상황을 제시하고 피험자들에게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묻고 그

반응을 보는 것이다.38) 안 A와 안 B는 결국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메시

38)이때 응답자의 72%가 안 A를 선택했다고 한다(여지선,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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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이익으로 틀짓느냐,손실로 틀짓느냐에 따라 수용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

음을 틀 개념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틀의 개념은 베이트슨 이래 학문 변모를 겪어왔다.

고 만에서 맥락에 한 지식을 뜻하던 개념은 인공지능학 분야에서는 형화된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 구조로,태 에서는 기 의 구조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

되었고, 리즘 연구에서는 실에 한 특정 을 드러내는 구성 방식이었

다. 인지언어학 분야에서는 지식의 통합 체계를 나타내는 용어 으며,인지

심리학에서는 동일한 상황의 특정 측면을 강조함에 따라 그에 한 반응이 달라

지는 상을 설명하는 개념이었다.

이처럼 각 학문 분과마다 틀의 개념은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지만,공통 이

없는 것은 아니다.틀이 상황이나 메시지에 한 해석의 한계를 정하는,의미

규정 기능을 한다는 이 바로 그것이다.39)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즉

틀짓기에 따라 상황이나 메시지에 한 해석은 특정 방향으로 한계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틀을 선택과 배제의 원리를 통해 특

정 방향으로 의미를 규정하는 장치로,틀짓기를 이와 같은 틀을 통해 특정 방향으

로 의미를 생산하는 행 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그 다면 틀짓기를 통해 어떻게 이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일까?

먼 아이 가와 킨더(Iyengar& Kinder,1987)는 틀짓기 효과를 개념 근성

(conceptaccessibility)의 변화로 설명한다.뉴스 틀이 특정한 부면을 하게 만

들었다면,뉴스 수용자는 배제되어 은폐된 부면에 비해 그 지 에 한 개념 근

성이 더 높아지고 그 결과 뉴스 틀이 의도한 방향으로 해당 뉴스를 해석하게 된

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설명 로라면 틀짓기 효과는 다른 유사한 의사소통

효과와 변별 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틀짓기 효과와 유사한,의제설정 효과

화 효과를 비교해 보면 이 이 명확해진다.

먼 의제설정(agendasetting)40)은 언론의 의제와 공 의 의제 사이에 강한

39)이 웅(2000)에서는 틀에 한 연구들은 모두 틀의 의미 규정 기능,특히 상황이나 메시지에

한 해석의 한계를 정하는 기능을 제하고 이를 검정하려 한다는 에서 공통 이라고 말한다.

40)의제설정 연구는 맥콤스와 쇼(McCombs& Shaw,1972)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으며,1990년

들어와서는 소 ‘2차 의제설정’혹은 ‘속성 의제설정’이라는 역까지 다루어지게 된다.1차 의제설

정 효과가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의 기 단계인 ‘주목(attention)’에 한 것이라면,2차 의제설정 효

과는 의사소통 과정의 결과로서 인간의 ‘이해(comprehension)’단계에 을 맞춘다.따라서 2차 의

제설정 효과는 ‘무엇에 해 생각할 것인가(whattothinkabout)’의 단계를 넘어 ‘무엇을 생각할 것



-56-

계가 있다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며(McCombs& Shaw,1972), 화(priming)는

정치 의사소통 문헌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정치 인 평가를 하기 해

사용하는 기 의 변화를 일컫는 개념이다(Iyengar&Kinder,1987:63). 화 효과

는 종종 의제설정의 확장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이 두 효과가 모두 정보 처리에

한 기억 기반 모델을 토 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이 모델은 사람들은 결정할

때 가장 한,즉 가장 근 가능성이 높은 고려사항에 기반하여 태도를 형성한

다는 을 가정한다(Scheufele& Tewksbury,2007:11).이러한 에 비춰보았을

때,틀짓기 효과와 마찬가지로 의제설정 효과와 화 효과 역시 개념 근성에 의

해 설명이 가능해져 이들 사이의 구분이 없어진다.

이와 련하여 넬슨 외(Nelsonetal.,1997)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이 연구에

서는 KuKluxKlan(남북 쟁 후에 생겨난 인종차별주의 극우비 조직)집회와

련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틀지어진 뉴스를 피험자들에게 제시한다.자유로운 의

사 표 의 틀과 공공질서에 한 우려의 틀이 그것이다.이후 그들은 각 틀을

변하는 단어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에 한 실험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 표

혹은 공공질서에 한 가치의 요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여,특정 틀과 연

되어 있는 단어의 연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다.즉 틀짓기

가 조응하는 개념의 근성을 고조시키지 않으며 개념 근성은 틀짓기의 필수불

가결한 매개가 아님을 지 한다.

라이스와 툭스베리(Price& Tewksbury,1997)는 의제설정 효과와 화 효과

는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념 근성에 의해 설명되나,틀짓기 효과는 개념

용성으로 설명된다고 하며 이들을 구분한다.여기에서 개념 용성이란 용어는

두 개념 간을 연 짓는 메시지의 결과를 일컫는데, 를 들어 기업 투자의 개념

이 제시되었을 때 가계 경제란 개념이 무엇보다 먼 련되어 활성화되었다면

그 수용자에게 이 두 개념 간에는 용성 효과가 존재하는 것이다.

넬슨과 그의 동료들(Nelsonetal.,1997;Nelson& Oxley,1999)은 에서 살펴

본 아이 가와 킨더(Iyengar& Kinder,1987)그리고 라이스와 툭스베리(Price

& Tewksbury,1997)와는 달리,틀짓기 효과가 해당 이슈에 한 특정한 믿음에

부합하는 심리 요성, 련성 혹은 가 치를 선택 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의견

인가(whattothink)’에 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반 ․McCombs,2007:20).즉 상의 성의

이를 다룬 것이 1차 의제설정이었다면,속성의 성의 이를 다룬 것이 2차 의제설정인 것이

다(McCombs&Ghanem,2001/20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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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틀이 수용자의 머릿속에서 가장 쉽게 근되

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으나,넬슨 외(Nelsonetal.,1997)에 따르면 틀이 의견 형

성에 미치는 실질 인 기여는 수용자의 머릿속에서 경쟁하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

들 어떠한 것이 그 수용자의 의견에서 우선권을 갖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는

것이다(Nelson&Oxley,1999:1043).

지 까지 틀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틀이 의미 규정 기능을 한다는 과 그것

이 작동하는 기제에 해서도 논하 다.먼 틀이 의미 규정 기능을 한다는

은 뉴스 이해와 련하여 요한 의미를 지닌다.뉴스가 특정 방향으로 틀짓기되

어 있다면,뉴스 수용자는 그 뉴스 틀이 의도한 해석의 방향으로만 뉴스를 이해하

게 될 것이고 이는 공정성의 구성 요소인 체성․역사성의 배로 이어지는데,

틀의 이와 같은 특성을 아는 것은 뉴스를 좀 더 큰 시각에서 근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틀짓기 효과가 나타나는 기제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

에 아직 명확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새롭게 고안하려는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이 기제는 그것이 개념 근성이든 개념 용성이

든 심리 요성의 변화이든 수용자의 머릿속이 어떠한지에 따라 뉴스 틀의

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이는 뉴스 틀의 향력이 매

우 크기는 하나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뉴스

이해를 한 교육 내용을 마련할 때 뉴스 틀의 향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해석

틀의 향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2)뉴스 틀 형성의 여 요인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Reese,1996/1997)는 뉴스의 내용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아래 [그림 Ⅱ-7]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기자 개인 차원에

서부터 언론의 행 차원,언론의 조직 차원,언론 외 차원,이데올로기 차원이

그것이다.뉴스의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이 바로 뉴스 틀이기 때문에 이 다섯 차원

은 뉴스 틀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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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뉴스 내용에 미치는 향 요인(Shoemaker

&Reese,1996/1997:120)

먼 개인 차원으로는 언론인의 가치,신념,성향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요

인들은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뉴스를 틀짓는다.물론 자신의 가치를 표

할 수 있을 만한 조직 내 권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면 개인 차원에서 뉴스 틀

형성에 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치에 있더라도 언론인들은 객

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교육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뢰성과 이 그들의

공정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개인 가치를 집에 놓고 출근한다.”(Gans,1985:32)

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개인 차원에서 뉴스 틀 형성에 향을 주는 것은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다음으로 뉴스 틀 형성에 향을 미치는 차원으로 언론의 행을 들 수 있다.

슈메이커와 리즈는 언론 조직,수용자,정보원의 세 요소 간 계로부터 행이

발생한다고 한다.이윤을 목 으로 하는 언론사의 뉴스 제작 과정은 다른 사업의

과정에 비견될 수 있는데 즉 보통 조직의 밖에 있는 ‘공 자’로부터 원료를 획득

하며 이를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달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아래의 세 가지 질문

이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따라 나오게 되며 뉴스 행도 이와 련하여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 소비자(수용자)가 만족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 조직(언론사)이 가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공 자(정보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원료는 무엇인가?

(Shoemaker&Reese,1996/199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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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소비자(수용자)가 만족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련

하여 높은 뉴스 가치를 담보하는 특성으로 / 요성,흥미성,갈등/논쟁성,희

귀성,시의성,근 성 등을 지 한 스테 즈(Stephens,1980)를 여겨볼 필요가

있다.사람들은 이와 같은 여섯 가지 특성에 심을 보이기 때문에 언론은 이러

한 특성에 맞게 뉴스 틀을 구성하리라는 것을 기 할 수 있다.많은 뉴스가 사

건의 발생 원인이나 배경보다 갈등 혹은 흥 거리 등을 부각하고 있는 뉴스 틀

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만족을 고려하는 이러한 언론 행이 향을

미친 것이다.

“조직(언론사)이 가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련해서는 터크

만(Tuchman,1978/1995)의 형화(typification)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터크

만에 의하면 뉴스 제작자들은 매일의 사건들이 지니는 개별성을 그들의 일상화된

정보 처리와 보도 업무에 맞는 소재로 바꾸기 해 형화를 사용한다고 한다.

형화를 통해 뉴스의 소재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 게 함으로써 수많은 사건들이

지닌 다양성(개별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형화가 실수를

래할 수 있음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이러한 형화는 사건을 바라보는 의 계속

인 수정과 재구축을 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세계를 가늠하는 고착화된

방법을 제공하기 해 존재하기 때문이다.즉 이와 같은 뉴스의 형화는 뉴스 틀

을 고착화시켜 사안의 다양하고 개별 인 측면을 보도하는 데에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 자(정보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원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련하여서

는 공 취재원에 한 언론인들의 구조 의존에 한 연구들(Fishman,1988;

Fowler,1991;Sigal,1986;Soley,1992;양정혜,2001:293재인용)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이들 연구들에서는 공 취재원이 신뢰성을 지닌다고 평가받으며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등 뉴스 제작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이들을

주로 정보원으로 삼는다는 을 지 한다(양정혜,2001:294).그러나 이와 같은

공 취재원들은 주로 보수 성향을 변하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토 로 뉴스를 생산할 경우 그 뉴스는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언론의 조직 역시 뉴스 틀 형성에 향을 미친다. 부분의 언론 조직

내에는 일반 으로 세 가지 직 이 있다.작가,기자와 같은 일선 직원들은 자료

를 모으고 가공하는 일을 하고, 리자,편집자 등으로 이루어진 간단계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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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부와 하부의 의사소통을 재한다.마지막으로 기업의 최고층과 뉴스 경

책임자들은 조직의 정책을 수립하고,회사의 상업 ․정치 이해를 보호하는 한

편 필요하다면 조직의 구성원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방어한다(Shoemaker&

Reese,1996/1997:251).그러나 이러한 조직 내 구성원의 이해 계가 항상 일치하

는 것은 아니다.기자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뉴스 틀을 구성해도 리자 혹은 경

자 단계에서 언론사 체의 논조와 목 을 고려하여 그 뉴스 틀의 구성을 변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분의 언론사 국장 인사들은 언론의 고에 의존

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한 다른 기 의 이사인 경우가 많아(Shoemaker&

Reese,1996/1997:261),조직이 기자 개인의 가치 혹은 성향과는 무 하게 뉴스

틀을 구성할 수도 있다.

슈메이커와 리즈는 언론에 향을 미치는 외 요인으로 정보원, 고주,정

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먼 정보원과 련해서는 주로 개인 정보원보다 조

직 정보원이 선택된다는 을 지 한다.개인 정보원보다 조직 정보원에

한 근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 정보원들이 보다 요한 것을 말하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Shoemaker& Reese,1996/1997:290).다음으로 고주들이

언론의 뉴스에서 불공평하게 취 되었다고 생각되면 이에 한 항의로 재정

인 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고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언론사에서는 고주에

게 비우호 인 뉴스는 배제하게 된다는 을 지 한다(Shoemaker& Reese,

1996/1997:311).정부 역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론에 향을 끼치는데,그것

은 법,규제,면허,세 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이러한 공식 인 법과 규제

이외에도 뉴스 설,배후 정보제공,비공식 인터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지 한다(Shoemaker& Reese,1996/1997:328).

마지막으로 슈메이커와 리즈가 뉴스 내용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은 것은

이데올로기 차원이다.여기서 이데올로기란 사회를 응집,통합하는 힘으로 작용하

는 상징 인 기제로서 앞서 다룬 네 가지 차원을 포함한다.따라서 이데올로기 차

원보다 낮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이데올로기 으로 련된 메시지의

유형과 련되어 있고 이 과정은 한 사회 권력의 핵과 련되어 있다.슈메이커

와 리즈는 언론을 소유한 자본가 그리고 그 자본가가 속한 지배계 의 이데올로

기가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고 합법화되는 방향으로 뉴스가 다루어진다는 을 지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향 요인들은 뉴스를 제작하는 데에,즉 뉴스 틀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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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향을 미친다.특히 언론 외 차원의 향 요인과 이데올로기는 개인,언

론 행 조직의 요인보다 뉴스 틀 형성에 더 막 한 향력을 행사하기 때문

에 뉴스를 비 으로 듣기 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요인들의 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뉴스 이해 련 틀짓기 방식

뉴스를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틀짓기 방식이 여한다.첫 번째

가 언론이 제시하는 뉴스 틀이고 두 번째가 그러한 뉴스 틀을 받아들이는 수용자

의 틀이다.이하에서는 뉴스 틀을 형식 ․내용 ․ 상 측면에서 살펴보고,이

와 함께 뉴스 이해에 향을 미치는 수용자 틀에 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뉴스 틀의 틀짓기 방식

① 형식 측면의 틀

아이 가(Iyengar,1991)는 ‘일화 심(episodic) 틀’과 ‘주제 심(thematic)

틀’41)이라는 두 가지 뉴스 틀 유형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틀 유형이 정치 이슈에

한 책임 귀인에 미치는 직 인 향과 여론에 미치는 간 인 효과에 해

연구하 다.이 연구의 제는 정치 이슈는 거의 외 없이 일화 심 틀 혹은

주제 심 틀을 취한다는 것이었는데,여기에서 일화 심 뉴스 틀은 특별한 사건

혹은 특정한 사례에 을 맞추는 반면,주제 심 뉴스 틀은 일반 인 맥락에서

정치 이슈와 사건을 다루는 뉴스 틀을 말한다.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일화 심 뉴스 틀은 사례 연구 혹

은 사건 주의 보도 형태를 취하며 구체 사례( 를 들어,노숙자들의 역경,

십 마약 범죄자,여객기 폭발)의 에서 공 이슈를 묘사한다.반면,주제

심 뉴스 틀은 좀 더 일반 이거나 추상 인 맥락에서 공 이슈를 다루며,

일반 인 결과 혹은 조건에 한 배경설명 보도의 형태를 취한다.주제 심

41)이들을 각각 일화 틀,주제 틀로 번역하지 않고,일화 심 틀,주제 심 틀로 번역한 것은

어떤 뉴스더라도 오직 일화 혹은 주제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Iyengar,1991:

14).일화와 주제가 섞여 구성되지만 어느 쪽 비 이 더 높은지에 따라 틀의 유형이 구분되는 것이

기에 ‘- 심’의 표 을 넣어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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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는 정부 복지 비용의 변화,실업 훈련 로그램의 기 에 한 의회

토론,테러리스트 집단에 한 사회 혹은 정치 불만에 한 보도를 포함한

다.일화 심 틀짓기와 주제 심 틀짓기 간의 본질 인 차이 은 일화

심 틀짓기는 이슈를 분명히 보여주는 구체 인 사건을 묘사하는 반면에,

주제 심 틀짓기는 공동의 혹은 일반 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이다.시각

으로 일화 심 보도는 ‘좋은 그림’을 만드는 반면에,주제 심 보도는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특징으로 삼는다(Iyengar,1991:14).

아이 가에 따르면 텔 비 뉴스는 정치 이슈를 묘사할 때 두드러질 정도로

일화 심 이다. 를 들어 1980년 에 테러리즘의 특정한 행동에 해서는 수백

편의 뉴스 보도가 이루어진 반면에 테러리즘에 한 정치 혹은 사회․문화

선행 사건에 해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텔 비 뉴스

가 일화 심 틀짓기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특정한 사건 혹은 발생

(occurrences)의 차원으로 쉽게 축소될 수 없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이슈들은 거

의 보도되지 않게 되었다는 을 지 한다.아이 가는 텔 비 뉴스에서 일화

심 틀짓기의 우 가 뉴스 항목의 선택뿐만 아니라,정치 이슈에 한 공

의 책임 귀인에까지 향을 미친다고 말한다.일화 심 뉴스에 노출된 뉴스 수

용자들은 몇몇 문제의 존재에 해 공직자들이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덜했으며,

그러한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그들이 별로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

이다.정치 행 자에게 국가 이슈에 한 책임을 귀인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텔 비 은 수용자들이 선출한 표와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에 한 의 통제

를 감소시킨 것이다.이처럼 아이 가는 책임을 어디로 귀인시킬 것이냐 하는 문

제는 뉴스 보도가 일화 심 으로 틀지어져 있는지,주제 심 으로 틀지어져

있는지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을 지 한다.주제 심 보도가 정부와

사회에 책임을 귀인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일화 심 보도는 반 의 효과

를 지닌다는 을 지 한다(Iyengar,1991:2-3).

카펠라와 제이미슨(Cappella& Jamieson,1997)은 선거 보도와 련하여 뉴스

틀 유형을 략 틀(strategicframe)과 이슈 틀(issueframe)로 분류한다. 략

틀은 후보자의 선거 략,선거의 승패,정치인들의 이기 심사 등에

을 맞추는 반면,이슈 틀(혹은 정책 틀)은 정책 이슈,선거에서의 문제와 해결 방

안을 강조한다.이를 해 이 두 틀은 주제 명제,수사 양식,이야기 략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Rhee,1997:30).카펠라와 제이미슨은 이 연구를 통해 략 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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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틀에 비해 뉴스 수용자들의 냉소주의(cynicism)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을

보고한다. 략 틀은 어떤 정치인이 특정 정책을 내세웠을 때 그러한 정책을

세운 이유를 정치인 개인의 자기 심 이익의 차원에서 보게 만들어 냉소주의를

유발한다는 것이다.42)

엔트만(Entman,1993)은 틀의 기능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즉 틀은 문제를 정의

하고,원인을 진단하며,도덕 단을 내리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이다.여기

에서 문제의 정의는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개 공통 인 문화 가치의 에

서 측정되는,어떠한 이해득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다.원인 진단은 문제를 발생시킨 세력을 규명하는 것이고,도덕 단은 원인

제공자와 그들이 미친 효과에 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마지막으로 해결책 제

시는 그 문제에 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정당화하며 그 효과를 측하는 것이다

(Entman,1993:52).즉 엔트만은 문제 정의,원인 진단,도덕 단 해결책

제시의 네 가지 기능을 틀을 통해 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갬슨과 라쉬(Gamson& Lasch,1981)에 따르면 쟁 에 련된 사건들을 이

해시키는 데에 심 인 아이디어를 틀이 제시한다.특히 그는 미디어 패키지

(Mediapackages)라는 개념을 통해 틀이 어떻게 표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이때 미디어 패키지란 이슈에 의미를 부여하는 여러 요소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패키지는 체 인 틀과 입장(position)을 제시하는 요소들의 집합인 신

호(signature)로 구성되는데,이 신호는 다시 틀짓기(framing)와 정당화(reasoning

devices)장치로 나뉜다.틀짓기 장치로는 은유,비교 사례,구호,묘사,시각

이미지를,정당화 장치로는 근본 원인,후속 결과,원칙에 한 호소를 제시한

다(Gamson& Lasch,1981:3-4).

팬과 코시키(Pan& Kosicki,1993:59∼62)는 뉴스의 틀짓기 장치가 뉴스의 네

가지 구조 차원을 재 하는 범주들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그것은 각각

구문론 구조,스크립트 구조,주제 구조,수사 구조이다.뉴스 담화에서 구

문론 구조란 데이크가 “거 구문(macrosyntax)”이라고 불 던 것으로서

부분의 뉴스에서 역피라미드 구조와 정보원 귀인 법칙으로 특징지어진다. 한,

균형 혹은 불편부당성을 드러내기 해 발 되어 온 뉴스 작성의 수많은 직업

42)카펠라와 제이미슨(Cappella& Jamieson,1997)은 의료 개 에 한 뉴스에서는 이슈 틀 역시

략 틀만큼이나 냉소주의를 유발했음을 보고하고 있어,이 두 가지 틀의 효과가 모든 이슈에

한 뉴스에서 일 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을 알게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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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들도 하나의 작문 장르로서 뉴스의 구문론 구조의 일부분을 이룬다.이들은

어도 세 가지 방식에서 틀짓기 장치로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문가 혹

은 실증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실증 타당성 혹은 사실성을 주장하거나,공

정보원들을 인용함으로써 특정 을 권 와 연결하거나,인용문 혹은 을 사

회 일탈과 연결함으로써 특정 을 사소하게 만드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스크립트 구조와 련하여 팬과 코시키는 뉴스 보도가 이야기로 인식된다고 말

한다.기자는 허구 이야기를 쓰는 소설가 혹은 작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뉴

스 스크립트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뉴스는 흔히 비평가들에게 과도하게

편화되고,개인화되고,극화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을 지 한다.

팬과 코시키가 언 하는 주제 구조란 뉴스의 가설 검정 요소와 련된 구조

이다.사건들과 정보원들이 인용되고 입장이 표명되는데,이것들은 가설을 한

논리 지지로서 기능한다.행 지향 이야기들은 심지어 매우 자주 특정 가설

검정 요소들을 포함하는데,즉 어떤 주제가 제시되거나 함의되고,정보원 인용

이나 행 에 한 찰의 근거가 그 가설을 지지하기 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팬과 코시키가 말하는 뉴스의 수사 구조는 기자들의 의도된 효과

와 련하여 선택된 스타일이다.갬슨(Gamson)의 다섯 가지 틀짓기 장치인 은유,

비교 사례,구호,묘사,시각 이미지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기자의 직업 행

의 요한 한 가지는 뉴스의 효과성을 증 시키거나 자신의 찰과 해석을 사

실로서 극 화하기 해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하는 것이다.뉴스가 사실 이고 불

편부당하다는 수사 주장은 실재의 거울로서의 뉴스의 권 와 사실 정보의 원

천으로서의 뉴스의 인식론 지 를 세워 다.

② 내용 측면의 틀

라이스 외(Priceetal.,1997)에서는 뉴스 가치에 한 여러 연구들에서 다소

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다음의 세 가지 뉴스 가치에 해서는 모두 동의한다

는 을 지 한다.그것은 바로 갈등,인간 흥미 그리고 개인 결과로서 이들은

모두 뉴스 수용자들의 이목을 확보하려는 일반 심사에서 비롯된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뉴스 틀 역시 이러한 뉴스 가치를 반 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한

다.바로 갈등 틀(conflictframe),인간 흥미 틀(humaninterestframe),개인 결

과 틀(personalconsequence)43)이 그것이다(Priceetal.,1997:48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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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틀은 갈등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요한 요소로 보고 갈등 심

으로 뉴스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패터슨(Patterson,1993)은 선거에 한 뉴

스에서 선거가 마치 게임처럼 비치기 때문에 정작 요한 정치 이슈 등에 해서

는 제 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을 지 한다.그는 선거에 한 투표자

들의 화 주제가 후보자들의 입장과 자격 조건에서 게임과 같은 경쟁 인 부분

으로 격한 변화를 보 다는 을 제시하면서,그 이유로 1948년 이래로 선거 뉴

스의 내용과 페인의 구조가 변화된 을 꼽는다.즉 경쟁 구도만이 끊임없이 강

조되는 뉴스로 인해 선거에 한 화의 주된 이 정책이 아닌 갈등과 경쟁으

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Patterson,1993:93).

물론 갈등을 부각시키는 뉴스 틀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갈등은 뉴스의

요한 가치 하나이며 갈등을 제 로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회는 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갈등의 자극 측면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뉴스가 틀

지어지면 해당 이슈와 련된 정작 요한 측면들이 보도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

긴다.패터슨(Patterson,1993)이 선거를 게임처럼 틀지어 보도하는 뉴스를 비 한

것은 이와 같이 갈등 자체를 부각시킨 것을 비 한 것이라기보다는 갈등의 자극

요소만을 다루어 갈등의 본질을 제 로 드러내지 못한 것을 비 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다음으로 인간 흥미 틀은 공 인 측면을 부각하기보다는 사건을 인간의 흥미에

을 맞춰 뉴스로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베넷(Bennett,2007)은 개인화된 뉴

스를 제도 ,사회 ,정치 맥락에 걸쳐 있는 사건을 개인 주체와 인간 흥미

주의 시각으로 편향되게 한 뉴스로 정의한다(Bennett,2007:49).이 연구에서는

이건 통령 시 규모의 공 실업 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을 Wall

StreetJournal이 보도한 양상을 토 로 인간 흥미 틀이 어떻게 뉴스의 제한 을

낳는지를 설명한다.즉 이와 같은 큰 결정을 사회 ,정치 ,경제 인 큰 그림하

에서 틀짓기보다는 매우 사소하고 감정 으로 근한다고 지 한다. 통 으로

리즘의 행에서는 요도에 따라 내용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열 번째 문단까

지 이 로그램의 단이 가지는 사회 ,정치 ,경제 함의에 해서 언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Bennett,2007:50-51).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뉴스가 인간 흥

43) 라이스 외(1997)에서 개인 결과 틀은 록과 달리 본문에서는 결과 틀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 틀의 주요 특성이 청자 주변과 련된 내용으로 뉴스가 구성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

려 본 연구에서는 개인 결과 틀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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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틀로 구성되면 공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항들이 개별 이고 흥미 주

로 다 지게 되어 뉴스 수용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면들이 은폐된다.

개인 결과 틀은 청자와 련된 사안에 을 맞춰 뉴스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맥도우갤(MacDougall,1982)은 지역 공동체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먼

지역에서 발생한 두 배나 큰 손해를 일으킨 화재보다 지역 신문에서 더 크게 다

루어질 것이라는 을 지 하고,갬슨(Gamson,1992)에서는 뉴스 제작자들이 사

건을 평균 인 소비자들에 한 경제 향의 측면과 주변의 사람들과 장소에

한 향의 측면에서 틀지어 개인 련성을 높인다고 하 는데(Priceetal.,

1997:485재인용),이는 개인 결과 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한 시로서

청자 자신들과 련된 사안으로 뉴스를 구성한다는 개인 결과 틀의 성격을 잘

드러내 다.

세멧코와 발 버그(Semetko&Valkenburg,2000)에서는 뉴스 틀을 갈등 틀,인

간 흥미 틀,경제 결과 틀(economicconsequencesframe),도덕성 틀(morality

frame),책임 귀인 틀(responsibilityframe)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라

이스 외(Priceetal.,1997)에서 언 한 갈등 틀과,인간 흥미 틀 이외에도 새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이 책임 귀인 틀을 제외한 네 가지는 뉴먼 외(Neumanetal.,1992)의 연구

결과를 가져온 것이며,책임 귀인 틀은 아이 가(Iyengar,1991)의 일화 심 틀

주제 심 틀의 논의를 상세화시킨 것이다.갈등 틀과 인간 흥미 틀은 에서

언 하 기에 나머지 유형의 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경제 결과 틀은 개인,집단,기 ,지역 혹은 국가에 경제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을 부각시켜 뉴스를 구성하는 방식이다.도덕성 틀은 종교 신

조,도덕 처방이라는 맥락에서 뉴스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객 성이라는

직업상의 규범으로 인해 언론인들은 종종 도덕성 틀을 간 으로 언 하게 되는

데 그 방식은 인용 혹은 추론 등이 될 수 있다. 를 들어 특정 집단이 해당 사건

에 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미디어는 도덕성 틀을 활용할 수 있다.책임

귀인 틀은 해당 사건의 원인 혹은 해결의 책임을 정부 혹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귀인시키는 방식으로 뉴스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이는 아이 가(Iyengar,

1991)가 말한 일화 틀 주제 틀과 한 련을 맺는다.아이 가(Iyengar,

1991)는 텔 비 뉴스가 문제의 원인을 더 큰 역사 ․사회 맥락의 측면보다

개인 맥락의 측면에서 찾도록 하여 사회 문제를 개인 차원의 문제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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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 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책임을 군가에게 귀인시키는 방식으로 뉴스를

구성하는 방식이 바로 책임 귀인 틀이다(Semetko&Valkenburg,2000:96).

세멧코와 발 버그(Semetko& Valkenburg,2000) 뉴먼 외(Neumanetal.,

1992)에서 제시하는 뉴스 틀 유형의 빈도는 조 상이하다.이는 연구의 자료로

삼은 뉴스가 자의 경우 네덜란드 뉴스이고,후자의 경우 미국의 뉴스이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이는데,세멧코와 발 버그는 책임 귀인 틀,갈등 틀,경제 결과

틀,인간 흥미 틀,도덕성 틀의 순서로 뉴스에서 나타난 빈도가 높았다고 제시한

반면,뉴먼과 그의 동료들은 갈등 틀의 빈도가 제일 높으며 그 다음이 인간 흥미

틀이라고 말한다.

세멧코와 발 버그는 아이 가(Iyengar,1991)의 논의와 상반되는 결론을 이끌

어낸 에서도 주목할 만한데,아이엔가와는 달리 뉴스 틀이 일화 심 이어도

책임을 개인이 아닌 정부에 귀인시킬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세멧코와 발 버그

는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의 원인을 문화의 차이에서 찾는다.즉 네덜란드는 복지

국가로서 사회 문제는 기본 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기 때문

에 일화 심 틀이 사용되더라도 해당 이슈에 한 책임을 국가에 귀인시킨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세멧코와 발 버그는 텔 비 뉴스의 일화 심 특성이 실

제로는 문화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화 혹은 주제 심 틀과 책임 소재의 련

성에 한 아이 가의 논의는 미국 텔 비 뉴스의 경우를 넘어 일반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 한다(Semetko&Valkenburg,2000:106).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네덜란드보다는 미국의

경우에 더 가깝기 때문에 책임 소재와 련하여 세멧코와 발 버그의 논의보다는

아이 가의 논의가 더 합할 수 있겠으나,세멧코와 발 버그의 연구는 특정 뉴

스 틀의 효과를 해당 사회의 체 인 문화하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을 제시해

다는 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③ 상 측면의 틀

에는 뉴스의 상이 음성 혹은 문자 언어의 단순 부가물로 간주되었고 정

보를 제공하는 요소로 생각되지 않았었으나 재에는 텔 비 뉴스에서 상이

지닌 정보량은 그 어떤 언어 기호보다 많으며 의미의 함축성이 높다고 평가되

고 있다(백선기,2003:85).이로 인해 상 차원의 틀이 뉴스의 의미에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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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악하지 않고서는 제 로 뉴스를 이해할 수 없다.

기표 기의

쇼트 크기

빅 클로즈업

클로즈업

미디엄 쇼트

롱 쇼트

요한 순간,감정의 고조

친근감

인물과의 개인 계

맥락,객 거리

카메라 앵

높음

시선과 일치

낮음

등장인물의 나약함,무기력

평등한 계

등장인물의 지배력,권력,권

즈 유형

각

표

망원

감정의 고조

일상성,규범성

음주의

구성

칭

비 칭

정 구성

동 구성

고요함,침착함

일상성

갈등의 결핍

혼란

선택

연

깊은

특정 부분의 강조, 심 끌기

로맨스,향수

모든 배경과 요소의 요성

조명

명조 (highkey)

암조 (low key)

강한 비

약한 비

행복

불행,우울함

연극 효과나 극 효과

실 는 다큐멘터리

색채

노랑,오 지,갈색 등

랑,녹색,회색 등

검정과 흰색

낙 주의,열정

비 주의,침잠,이성

리얼리즘,사실

카메라의

움직임44)

인

아웃

팬

틸트

찰

맥락

찰

찰

장면 환45)

페이드 인(fadein)

페이드 아웃(fadeout)

디졸 (dissolve)

와이 (wipe)

시작

끝

시간의 경과,장면의 연결

강요된 결론

<표 Ⅱ-5> 상 언어의 기술 코드와 의미(주창윤,2003:72)

44)팬은 카메라가 고개를 돌리듯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틸트는 카메라가 고개를 끄덕이

듯 아래로 오가는 것을 말한다.

45)페이드 아웃은 차 으로 화면이 암흑 상태로 어두워지면서 장면이 마무리되는 것이고,페이드

인은 암흑 상태에서 차 으로 화면을 밝게 하는 것이다.디졸 는 두 개 는 그 이상의 화면이

겹쳐지면서 이 화면은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화면이 서서히 떠오르는 기법을 말하며,와이 는

한 쇼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크린을 가로질러 가면서 선행 쇼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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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슨과 라쉬(Gamson& Lasch,1981)가 은유,비교 사례,구호,묘사와 더불어

시각 이미지를 틀짓기 장치로 본 ,엔트만(Entman,1991)이 핵심어,은유,

개념,상징과 더불어 시각 이미지로 뉴스 틀이 구 된다고 한 역시 뉴스 틀

을 이루는 요소에는 음성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시각 요소들이 포함됨을 알

려 다.주창윤(2003)에서는 쇼트 크기,카메라 앵 , 즈 유형,구성, ,조명,

색체,카메라 움직임,장면 환에 따른 기표와 기의를 <표 Ⅱ-5>와 같이 제시하

고 있는데,이 역시 시각 요소의 역할이 상당함을 말해 다.46)

텔 비 뉴스의 상 구성에 한 논의는 크게 심리 사실주의와 형식 사

실주의로 분류된다.즉 효율성에 한 주목과 공익성에 한 주목으로 분류된다.

자의 경우는 클로즈업 등을 통해 사건의 나열이 아닌 의미 있는 재결합을 추구

하며,후자의 경우 주 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해 카메라워킹의 효과를 자제하고

자 한다(최민재,2005:329).즉 가 상을 통한 틀짓기의 기능을 최 화시키

려는 패러다임이 심리 사실주의인 데에 반해,이를 최소화시키려는 패러다임은

형식 사실주의이다.본 연구는 상을 통한 틀짓기의 기능을 악하고 이를 통

해 뉴스에 한 온 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심

리 사실주의 패러다임에 따라 뉴스 상이 어떤 틀짓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에 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 제틀(Zettl,1990)에 따르면 즈는 사건을 더 극 이게 하고 갈등을 띠도

록 하기 해 사용된다.한 화자를 인(zoom in)하는 것은 인터뷰와 다른 발화상황

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법인데 이 인은 그 사람이 말하거나 행하는 것의 극 인 효

과를 강조한다.카메라 인이 빠르면 빠를수록,극 인 갈등과 감정 논쟁성이 발

생할 기회도 더 많아진다.클로즈업(close-up)이미지를 해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역시 극 이고 갈등 인 감각을 불러일으킨다.클래 (Klapp,1964)에 따르면,클로

지우는 장면 환 기법이다.

46)민 식(1999)에서는 상언어가 아무리 요하다고 해도 음성언어와 자막을 이용하는 문자언어

의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 한다.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역할은 여 히 유효하며

오히려 상언어가 하지 못하는 정보를 보완하여 더욱 생생하게 의미 달을 극 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연구에서는 화재 장의 냄새를 구체 으로 보도기자가 묘사하는 것을 로 들며 이와

같은 기능은 언어만의 특권이라는 을 강조한다.김정자(2001)에서도 수십,수백 마디의 말로 달

해야 할 정보를 한 장의 사진으로 달할 수 있을 만큼 상언어의 정보량은 많지만,텔 비 뉴

스에서 의미 내용을 구축하는 표 인 기호는 여 히 앵커나 기자의 말임을 강조하고 있다.따라

서 뉴스 이해 교육에서는 음성언어 문자언어와 상언어의 의미화 작용에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그 특히 음성언어 문자언어와는 모순된 의미 혹은 암묵 인 의미가 어떻게 상언

어를 통해 구성되는지에 해 다루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공정성을 내세우지만 주 일 수밖에 없

는 뉴스의 특성이 반 된 교육 내용으로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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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업은 자연스럽게는 발생하지 않는 극 감정을 유도한다.클로즈업은 화자는 바라

지 않을 수 있는 메시지 속 무언가를 보는 사람이 읽어내도록 한다.클로즈업과

과 같은 두 가지 기법이 혼합되어 사용된다면,이 기법들이 개별 으로 사용되었을

때보다 극 인 감정이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Mullen,1999:161재인용).

황인성(1999)에서는 리즘 로그램이 반 인 의미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

서 발휘할 수 있는 기능 향력 수 을 기 으로 등장인물을 앵커,리포터,제3

의 인터뷰 상 인물들,주변 사회의 소외 집단 사람들 순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한 카메라 작업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선 앵커 쇼트는 거의 부분 미디엄 쇼트에 표 앵 로서 처리

되며 스튜디오 쇼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카메라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이러한 방

식은 앵커의 힘을 확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심리학 에서 볼 때,일반

으로 미디엄 쇼트는 개인 으로 친근감을 수 있는 거리에서 촬 되기 때문에

가장 차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쇼트로서 정서 인 동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뉴스 수용자는 이러한 앵커 쇼트가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으로 인하

여 앵커의 멘트를 이성 이며 객 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리포터는 사건

장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부터 유리된 느낌

을 주기 때문에 사건과는 독립된 객 인 존재로서 부각되며,결국 앵커와 리포터

에게는 이와 같은 카메라 작업에 의해 객 성과 진실성이 부여된다고 본다.

이에 반해 그는 일반인들과 소외 계층은 그들에 한 쇼트로 인해 앵커와 리포

터와 같은 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한다.일반인들에 한 인터뷰 쇼트

는 개 미디엄 쇼트로 이루어지지만 직 인 시선 교류를 통하여 시청자와 만

나지는 않기 때문에 뉴스의 반 진행을 통제하는 앵커나 리포터의 향력에는

견 수 없다는 것이다.소외 계층에게 용되는 쇼트는 앵커와 리포터의 쇼트와

는 상당히 다른데,그들에게는 종종 클로즈업이나 익스트림 클로즈업 는 롱 쇼

트나 익스트림 롱 쇼트 등을 사용하며,카메라 움직임 한 후좌우 상하로 경우

에 따라서는 매우 빠르고 거칠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힌다.가령 10

탈선 청소년들을 취재하는 경우,종종 거칠고 과격한 잉,패닝,트래킹,카메라

의 흔들거림,하이 앵 (highangle)이나 로우 앵 (low angle)쇼트 등이 사용됨

으로써 마치 수사 이 범인을 체포하기 하여 범죄 장에 진입하는 듯 매우 극

인 장면들이 연출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즉 취재 상이 사회 으로 처

벌받아야 할 범죄와 혼란의 원인으로 부각되어,그들이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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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낳은 희생자일 수도 있다는 안 생각들은 더욱 억압된다고 말한다.

박덕춘(2006)에서는 텔 비 뉴스에서 VJ와 카메라기자의 상 표 상의 특징

을 비교한 바 있다.그에 따르면 VJ가 카메라기자에 비해 장 착형 취재방식

을 선호하여 그룹 쇼트보다 원 쇼트를 자주 사용하고,기동성과 역동성 있는 카메

라워크를 선호하여 팔로우잉과 을 과도하게 사용하며,몰래카메라 형식의 카메

라앵 을 선호하여 로우앵 을 자주 구사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텔 비 뉴스에서 사용되는 상 언어가 뉴스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틀짓는지 살펴볼 수 있다.그러나 상 언어에 의해 표 되는 의미는

습 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인 기표와 기의 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

니다. 를 들어,빅 클로즈업이 일반 으로 요한 순간이나 감정의 고조를 나타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맥락에 따라서 다른 기의를 지닐 수 있다(주창윤,2003).

이와 련하여 메사리스와 아 라함(Messaris& Abraham,2001/2007)은 시각

이미지가 고정 인 의미를 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언어로 어떤 의미를 달

할 경우,수용자의 항이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의미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을 지 한다.그들은 시각 이미지의 속성으로 유추성(analogicalquality),지표

성(indexicality),명제 언어구조의 결여(thelackofpropositionalsyntax)세 가

지를 꼽는데,여기서 유추성은 이미지와 의미의 계가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

다는 것과 련된다.유추성은 언어보다 실과 더 하게 연결되어 있고,언어

보다 이미지를 더욱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모든 이미지가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라는 사실을 수용자가 잊게 한다(Messaris&Abraham,2001/2007:364).

지표성은 사진이 다른 의사소통 도구보다 실제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과

련된 특성이다. 체 특정 부분만을 뉴스에서 보도한다고 해도 수용자들은

지표성으로 인해 배제된 부분에 한 인식 없이 그 부분만을 토 로 실에 한

단을 하게 된다(Messaris&Abraham,2001/2007:366).

명제 언어구조의 결여라는 특성은 ‘시각 이미지는 언어가 가지는 정교한 체

계를 지니지 않아 그 의미를 수용자의 직 력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언어보

다 이미지를 통해 메시지를 달하게 되면 수용자는 상 으로 이를 덜 인식하

게 되는데 이는 시각 이미지의 의미 달 체계가 언어에 비해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Messaris&Abraham,2001/2007:368).

메사리스와 아 라함은 이미지의 이와 같은 유추성,지표성,명제 언어구조의

결여라는 세 가지 특성을 통해 뉴스가 특정 의미를 암시 으로 달한다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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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암시 으로 의미를 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특정 의미가 아니라

고 말할 수 있는 탈출구를 언제든 만들어 놓는 것과 같기 때문에,언론사들은 이

러한 시각 이미지를 통해 자신들이 선호하는 이데올로기를 안 하게 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형식 ․내용 ․ 상 측면의 틀에 한 연구들은 뉴스에서 주로 어

떠한 측면이 부각되는지에 한 설명을 제시해 주어 이로 인해 동시에 어떠한

측면이 배제되어 은폐될 수 있는지에 해서 사고할 수 있게 해 다.물론 이

이론들이 모두 교육 내용으로 용되기에는 많은 난 이 존재한다. 를 들어

형식 측면의 틀에 한 이론 에는 보편 으로 부분의 뉴스에 용될 수

없는 틀과 듣기 과정 에 바로 악하기에는 어려운 틀에 한 설명도 포함되

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뉴스의 개 구조를 ‘진행자 소개-기자의 보도-기자의

마무리 말’과 같이 매우 단순화시켜 제시하고 있는 기존의 뉴스 개 방식에

한 설명47)에 풍부한 논의를 제공해 수 있다.즉 뉴스 구조에 한 지식은 뉴

스 이해와 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에 토 를 마

련해 수 있다.내용 ․ 상 측면의 틀에 한 이론 역시 그동안 국어교육

에서 뉴스에 한 일반 이고 상식 수 의 내용만을 제시해 주던 상황에서 뉴

스 이해력에 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론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의의를 지

닌다.

(2)수용자 틀의 틀짓기 방식

틀은 뉴스를 제시하는 틀과 뉴스를 이해하는 틀 두 가지 모두에서 고려되어

야 하기 때문에 틀짓기에 한 개념은 뉴스 틀(media frames)과 개인 틀

(individualframes)로 분류된다(Scheufele,1999:106).앞서 형식 ․내용 ․

상 차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것은 이 바로 뉴스 틀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개인 틀은 수용자 틀(audienceframes)을 일컫는 것으로서,엔트만

(Entman,1993:53)에 따르면,개인의 정보 처리를 안내하는 정신 으로 장된

아이디어들의 집합체로 정의된다.이러한 수용자 틀은 정보를 해석하고 처리하

47)기존의 뉴스 이해에 한 교육 내용은 Ⅲ장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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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사용될 수 있는데, 국 (global)이고 장기 에 한 것과,이슈

에 련된 단기 의 것으로 구분된다. 를 들어 국 인 정치 틀은

특정 개인의 성격의 결과이며 정치 문제의 인지와 해석에 한 향력을 제

한하는 반면,단기 이고 이슈에 련된 틀은 들어오는 정보를 인지,조직,해

석하고,그 정보를 추론하는 데에 요한 향을 미친다(Scheufele,1999:107).

뉴스 이해에서 뉴스의 해석 방향에 향을 미치는 뉴스 틀 이외에 수용자 틀에

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수용자 틀에 따라 뉴스 틀의 향력이 강화되

거나 감소되기 때문이다.즉 뉴스 틀이 수용자 틀에 얼마나 조응하느냐에 따라 그

향력이 결정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이 웅(200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그는 수용자 틀을 해석

틀(interpretiveframes)로 명명하면서,개인의 인지 반응들,즉 생각들 는

개념들의 집합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그는 뉴스 틀이 해석 틀과 결합하거나,

충돌하거나,때로는 부분 으로 체되면서 최종 해석의 산물인 상황 모형을 구

성한다고 보면서 뉴스의 틀짓기 효과를 이해하기 해서는 뉴스와 수용자 두 방

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근 방식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수용자 틀의 역할을 연구의 제로 삼은 김성애․이종 (2011)과 라가 외

(Vragaetal.,2009)는 수용자 틀의 요성을 실증 으로 보여 연구이다.먼

김성애․이종 (2011)에서는 스키마 불일치에 해당하는 뉴스가 수용자에게 심과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인지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뉴스 틀을 기존 인

지구조에 성공 으로 동화시키고 강한 틀짓기 효과를 가져왔음을 밝힌다.즉 이

연구는 뉴스 틀 자체가 바로 뉴스 이해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틀이

뉴스 이해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을 제하고,스키마의 불일치가 뉴스 틀

의 향력을 더 강화시킨다는 을 실증 으로 제시한다.

라가 외(Vragaetal.,2009)에서는 어떤 이슈에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

람들은 그 이슈에 한 뉴스가 자신의 에 반하게 편향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 하고,뉴스 차,뉴스를 해석하는 방법,매체에 제시된 다양

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것의 요성,논쟁에 한 주의 깊은 단,뉴스 이해에

향을 미치는 개인 선호에 한 주의 등에 한 3분간의 젠테이션이 이와

같은 경향을 감소시킨다는 을 밝힌다.이 연구 역시 뉴스 틀의 효과가 수용자

의 틀에 의해 조 된다는 에 토 를 두었다는 에서는 의 연구와 일맥상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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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쇠펠러(Scheufele,1999)에서는 틀짓기 연구의 과정 모델을 통해 뉴스 틀과

수용자 틀의 상호작용에 해 설명한다.아래 [그림 Ⅱ-8]은 틀짓기 연구의 과정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Ⅱ-8]틀짓기 연구의 과정 모델(Scheufele,1999:115)

의 모델에서 쇠펠러는 ‘투입’과 ‘결과’보다는 특히 ‘과정’에 해당하는 요소들

즉,그동안의 많은 틀짓기 연구에서 간과된 측면에 을 맞춰 틀짓기 과정을 설

명한다.이 모델에서 틀짓기가 이루어지는 첫 과정은 틀을 설정하는 것이다.앞서

설명했듯이 이때에는 조직 압력뿐만 아니라,언론인과 언론사의 이데올로기와

태도 그리고 엘리트 집단 등과 같은 이익 집단의 압력 등이 틀 설정에 향을 미

친다.이는 앞서 살펴본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Reese,1996/1997)의 논의

와도 상통하는데, 의 모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연구는 틀 설정 과정에만 을

맞춰,뉴스 틀(매체 틀)이 그 로 곧 수용자 틀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를

노정한다.즉 틀 셋 의 과정에 해서는 심을 두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서 틀 셋 은 앞서 살펴본 개념 근성(Iyengar& Kinder,1987),개념

용성(Price& Tewksbury,1997),심리 요성의 변화(Nelsonetal.,1997;

Nelson& Oxley,1999)로 설명한 틀짓기 효과의 기제에 한 내용이다.즉 뉴스

틀이 수용자의 뉴스 해석 방향에 향을 미치는 원인에 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

한다.

쇠펠러는 개별 차원의 틀짓기 효과와 련하여서는, 부분의 연구들에서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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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모델을 사용하여 이에 해 조사해 왔다는 을 지 한다.즉 이 연결 과정

에 해 조사한 연구들 부분이 투입과 결과에만 을 맞춰 주요 변수들을 연

결하는 이 과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를 들어 아이 가(Iyengar,1991)는 개인

혹은 사회 책임 귀인에 한 일화 심 틀과 주제 심 틀의 효과에 해

조사했으나,그 계 즉 일화 심 틀은 개인에 책임을 귀인시키는 반면 주제

심 틀은 사회 구조에 책임을 귀인시킨다는,틀과 책임 귀인의 계에 수용자의 틀

짓기가 매개되어 있는지에 해서는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을 지 한다.즉

뉴스 틀과 수용자 틀이 왜 그리고 어떻게 서로 간에 연결되는지에 해서는 아무

런 설명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용자로서의 언론인의 과정은 언론인 역시 그들의 수용자와 마찬

가지로 다른 언론 매체의 뉴스 틀에 민감하며,그것에 향을 받아 자신이 뉴스를

보도할 때 유사한 뉴스 틀을 용하게 됨을 알려 다.

틀짓기 연구의 과정 모델에 한 쇠펠러의 이와 같은 논의는 뉴스 이해에 여

하는 뉴스 틀의 제 측면을 살펴볼 수 있게 해 다.즉 뉴스 틀은 여러 요인들의

역학 계 속에 설정되나,그것이 바로 수용자의 인식이나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틀 셋 의 향을 받아 수용자 틀이 형성되고,개인마다 다른 수용

자 틀에 의해 비로소 해당 뉴스에 한 인식이나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이 게 형성된 수용자 개인의 인식이나 태도는 그 수용자가 언론인일 경우 자신

의 뉴스 틀 형성에 다시 향을 미치게 되어 순환 양상을 띠게 된다.

이상의 논의는 언론이 제시하는 뉴스 틀뿐만 아니라 뉴스 틀이라는 자극을 받

아 형성되는 수용자 틀 역시 뉴스 이해에 한 향을 미치는 하나의 축을 이

루고 있음을 제시한다.따라서 뉴스를 이해할 때에는 뉴스 틀에 한 악을 통해

언론인이 부각시키는 혹은 은폐시키려는 부면이 무엇인지에 해 악해야 할 뿐

만 아니라,자신의 틀 즉 수용자 틀이 뉴스 틀에 어떤 식으로 조응하고 있는지에

해 검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 까지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구안을 해 틀 이론에 해 고찰하 다.틀

이론을 통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뉴스 이해 교육의 근 즉 매체언어교육 근 비 담화분석의 근에

한 안의 성격을 지닌다.물론 틀 이론만으로 뉴스 이해의 모든 부분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근의 장 을 차용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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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교육 내용을 구안하기 해 뉴스 틀 이론을 핵심 으로 고려한 것은 이 이

론과 뉴스 본질과의 계 그리고 다른 뉴스 이해 교육에 한 근들과의 계

때문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뉴스는 선택과 배제의 원리로 구성된다.있는 그 로의 실을

그 로 비춰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향 요인들의 역학 계하에서 특정 부면이

부각되고 다른 부면은 배제되도록 구성된 결과물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선택과

배제의 결과물이자 이의 작동 원리인 틀을 심으로 뉴스를 이해하는 것은 뉴스

를 온 히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인 방법이다.

뉴스 이해 교육을 해 취할 수 있는 다른 근과의 계에서도 틀 이론은

핵 인 역할을 담당한다.먼 매체언어교육 근의 핵심은 복합양식 요소들의

의미 작용을 이해하게 하는 것인데,틀 자체가 이와 같은 복합양식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틀 이론을 심으로 한 교육 내용 역시 매체언어교육 근과 상당 부분

을 공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틀의 효과 틀이 용되는 제반 맥락에 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제시해 수 있다.

한 틀은 텍스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뉴스 생산에 한 사회․문화 실천의

한 결과물이다.의미를 규정해 주는 표 방식의 요소이기 때문에 텍스트 요소이

며,빠른 시간 안에 수많은 양의 정보를 뉴스로 만들기 해 형성된 하나의 습

이자 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실천의 한 결과물이기도 하다.따

라서 비 담화분석의 근에서도 틀에 한 지식은 텍스트 차원의 분석을 할

때에도,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 실천 차원의 분석을 할 때에도 효과

인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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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의 설계

1.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실태와 한계

여기에서는 국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그동안 뉴스 이해와 련하여 어떠한

교육 내용을 마련해 왔는지를 비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아울러 매체 교육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받는 호주와 캐나다 교육과정을 함께 살펴

으로써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지향 에 한 시사 을 모색할 것이다.

1)국내의 뉴스 이해 교육과정 교과서 검토

(1)2007-2011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한 비 검토

뉴스가 교육과정에 등장한 것은 1차 교육과정의 학교 1학년 듣기 역이나

이는 단순히 언 된 정도에 불과하고,48)뉴스를 면에 내세운 성취 기 이 다

진 교육과정은 2007개정 교육과정부터이다.49)이때에는 여러 학년에 걸쳐서 뉴스

에 한 내용이 비교 폭넓게 다루어졌으나 2009개정 선택과목 교육과정과

2011개정 교육과정50)에서는 뉴스를 면에 내세운 교육 내용이 한 개로 폭 감

소하 고,새롭게 개정된 2015교육과정에서는 없는 실정이다.아래 <표 Ⅲ-1>

은 2007-2011개정 교육과정에서 뉴스를 면으로 내세운 교육 내용을 정리한 것

이다.51)

48)물론 신문 등에 해서는 교육과정에서 꾸 히 다루어졌지만,뉴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1차

교육과정 이후에 2007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이다.

49)2007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 “뉴스를 듣고 정보에 이 반 됨을 안다.”에 따라 만들어진

등학교 국어 교과서 ‘사실과 ’단원은 매체 언어 교육의 차원에서 뉴스에 한 본격 인 교

수·학습을 구 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정 선,2012).

50)제2011-361호를 통해 고시된 교육과정의 정식 명칭은 2011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아니나,교

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의 교육과정과 명칭상의 혼란을 피하고자 2011개정 국어과 교육과

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51)2009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설명문,기사문,논설문,비평문,건의문,감상문,논술문, 고

문,칼럼,뉴스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과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한다.”,

“학 문고 운 ,문집 발간,독서 신문 제작,독서 동아리 운 ,인터넷 독서 토론방 운 등 다양

한 방법으로 독서를 권장한다.”,“다양한 작문 과제에 하여 설명문,기사문,안내문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을 쓴다.”와 같이 뉴스가 언 된 성취기 이 있으나,이는 내용상 뉴스가 면에 내세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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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개정 교육과정 뉴스 련 내용>

학년/ 역 성취기

5학년

쓰기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요한 사건에 해 보도하는 기사문을 쓴다.

◦기사문의 특성 이해하기

◦ 요한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하기

◦조사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쓰기

◦읽는 이를 고려하여 그림,사진,도표 등을 활용하기

6학년

듣기

뉴스를 듣고 정보에 이 반 됨을 안다.

◦뉴스의 담화 구조 이해하기

◦사건의 개요 악하기

◦서로 다른 시각이 반 된 뉴스 비교하기

◦뉴스의 사회 기능 이해하기

8학년

쓰기

을 쓰는 목 에 맞게 정보를 재구성하여 기사문을 작성한다.

◦기사를 쓰는 목 에 맞게 자료나 정보 수집하기

◦ 을 쓰는 목 에 맞게 정보 재구성하기

◦독자에 따라 내용에 한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기

9학년

듣기

시사 문제에 한 심층 보도를 비 으로 이해한다.

◦심층 보도의 특성 이해하기

◦심층 보도의 기획 의도 악하기

◦심층 보도의 타당성,신뢰성 단하기

10학년

말하기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취재하여 보도한다.

◦방송 보도의 특성 이해하기

◦문제의 요도를 고려하여 취재 내용 선정하기

◦문제가 잘 드러나도록 보도 내용 편집하기

◦방송의 특성을 살려 보도물 제작하기

10학년

읽기

면담 기사를 읽고 질문자의 질문 의도,질문 략,질문 태도 등을 평가한다.

◦면담 기사의 특성 이해하기

◦면담 기사에 해 정보의 신뢰성과 의의 평가하기

◦ 상 인물에 한 심을 불러일으키는 쓰기 략 악하기

◦면담 기사를 평가하기 한 평가 기 항목 설정하기

<표 Ⅲ-1>2007-2011개정 교육과정 뉴스 련 내용

경우로 볼 수 없어 여기에서는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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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개정 선택과목 교육과정 뉴스 련 내용>

학년/ 역 성취기

독서와

문법Ⅰ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나타난 매체 언어의 표 원리와 효과를 이해한다.

<2011개정 교육과정 뉴스 련 내용>

학년/ 역 성취기

5-6학년

듣․말
뉴스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의 <표 Ⅲ-1>을 통해, 통 으로 국내 교육과정에서는 뉴스에 한 교육 내

용이 으로 부족했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2009-2011개정 교육과

정에서 뉴스에 한 교육 내용이 한 개씩밖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뉴스를 국

어교육 분야에서 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공감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을 단 으로 드러낸다.물론 교육과정이 차 간소화 추세에 있다는 ,매체나

독서 교육과 련하여 뉴스 이해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다는 을

고려하더라도,뉴스 장르 자체에 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뉴스

이해 교육은 분명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실태는 뉴스에 한

교육의 가치를 제 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뉴스에 한 교육 내용이 더라도 그 내용이 핵심 이며 심층 인 것

이라면 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에서 언 한 것처럼 다른 역과 복되

는 지 에서 미비한 들이 보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 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

기 해 교육과정이 구 된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 등 단계에서 뉴스 이해와 가장 련이 있는 2007개정 교육과정 6학년

듣기 역의 “뉴스를 듣고 정보에 이 반 됨을 안다.”와 2011개정 교육과정

6학년 듣기․말하기 역의 “뉴스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의 성취기 이

구 된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다음으로 등 단계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

정 9학년 듣기 역의 “시사 문제에 한 심층 보도를 비 으로 이해한다.”의

성취기 이 구 된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물론 이 2007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교과서는 이미 사용되지 않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것은 별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52)이는 뉴스의 구조와 같이 뉴

스 장르에 한 교육 내용을 비롯해 혹은 의도 악과 같은 뉴스 이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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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장 핵심 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추후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구안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① 등 단계에서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 검토

여기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의 6학년 듣기 역 “뉴스를 듣고 정보에

이 반 됨을 안다.”의 성취기 이 구 된 교과서(교육과학기술부,2012)를 심으로

뉴스 이해에 한 교육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1개정 교육과정의 6학년 듣기․말하기 역의 “뉴스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의 성취기 역시 2007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 과 내용이 동소이하기

때문에 2011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교육부,2015)양상은 2007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 양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그림Ⅲ-1]뉴스 이해 련 등학교 교과서 일부(1)(교육과학기술부,2012:98)

52)정 선·옥 진(2010)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창의 체험 활동 혹은 새로운 선택 과목으

로 NIE와 같은 미디어 활용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지 한다.이 연구에서는 그 일환으로 ‘신

문과 생활’(가제)이라는 과목의 교육과정 시안을 제시한다.이를 보면 교육과정의 운 방식에 따라

서는 얼마든지 뉴스에 한 교육이 강조될 수 있다는 을 알 수 있다.따라서 요한 것은 뉴스에

한 앞선 교육 내용을 비 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체계 이고 심도 있는 교육 내용을 구안하

기 해 비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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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듣고 정보에 이 반 됨을 안다.”의 성취기 은 ‘사실과 ’이라는

단원명으로 구 되어,뉴스의 개념,가치,짜임새 등을 이해하게 하고,뉴스의

을 찾는 방법을 배운 후 실제로 뉴스를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 첫 번째로 뉴스의 정보원에 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뉴스가 동일한 사건을 상이한 으로 보도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므로, 을 드러내는 정보원에 한 내용이 가장 핵심 인 내용

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 [그림 Ⅲ-1]에서 볼 수 있듯이 등 교과서(교육과학기술부,2012)에

서는 정보원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 뉴스의 이

달라진다는 단순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서로 다른 입장에 놓여 있는 정보원을

각각 제시하더라도 그들의 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뉴스는 편향되게도 혹은 공

정하게도 보일 수 있으나,이에 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2011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교육부,2015:286)는 의 [그림 Ⅲ-1]의 내용에서

신문사의 뉴스를 텔 비 뉴스로만 바꿔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을 주요 내용으로 내세운 것에 비해 정보원에 한 교육 내용이

무 단순하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물론 등학교 6학년 수 에서는 지 과

같은 내용이 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후의 과정에서 좀 더 상세화되지 않

는다면53)좀 더 심도 있게 근해 볼 필요가 있는 지 이다.

53)이와 련해서는 등 단계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 검토 부분에서 상술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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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뉴스 이해 련 등학교 교과서 일부(2)(교육과학기술부,2012:101)

다음은 뉴스의 에 한 다른 측면이다.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단원의

기 에 있는 교육과정의 성취기 은 “뉴스를 듣고 정보에 이 반 됨을 안다.”

이다.그 다면, 이 서로 다른 뉴스 두 편을 제시하고 뉴스의 을 찾는 방

법을 다루는 것도 요하지만 무엇보다 ‘왜’뉴스에 이 반 되게 되는지 혹은

어떤 요인들이 설정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 사고하게 하는 것이 요하

다.그러나 이에 한 교육 내용은 앞서 배운 내용과의 차이 없이 단순히 의견

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달라진다는 정도의 수 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단원은 듣기 역에 속해 있음에도 뉴스의 제작까지 다루고 있는데,뉴스의

제작 과정은 의 [그림 Ⅲ-2]와 같이 단순히 ‘사 조사→편집 회의→취재→인터

뷰와 촬 →원고 작성→화면 구성→기사 녹음→뉴스 화면 편집→뉴스 보도’로만

제시되어 있다.뉴스의 제작 과정까지 다루었기 때문에 편집 회의의 기능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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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단순히 기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언론사 내외부의 향에 의해 뉴스의 이

설정될 수 있다는 이 제시될 수 있었으나 이 지 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제외되

어 있는 것이다.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뉴스의 설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층 여 요인에 해서는 사고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

2011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뉴스를 만들어

보게 하는 활동 에 방송사마다 이 다르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을 뿐 그

이 더 다양한 여 요인들의 역학 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은 설명되고 있

지 않다.2011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는 ‘국어’교과서(교육부,2015a)외

에 ‘국어활동’교과서(교육부,2015b)가 있어 뉴스 제작하기 과정을 비교 상세하

게 제시하고 있으나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서는 크게 주목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 성취기 의 상이 등학생이라는

때문일 수 있다.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은 고학년에서 다시 다루는 것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뉴스 이해와 련된 국내 교육과정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결핍이 상되는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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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뉴스 이해 련 등학교 교과서 일부(3)(교육과학기술부,2012:91)

마지막으로는 뉴스의 구조(짜임새)에 한 교육 내용이다. 등 교과서에서는

의 [그림 Ⅲ-3]에서처럼 신문 뉴스의 구조는 제목,소제목,요약문,본문으로,텔

비 뉴스의 구조는 진행자의 소개,기자의 보도,기자의 마무리 말로 각각 제

시하고 있다.여기서 요한 것은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이 “뉴스를 듣고 정보에

이 반 됨을 안다.”라는 성취기 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는 이다.

그러나 에서 언 된 뉴스의 구조에 한 내용은 뉴스에 이 반 되어 있

고 그 이 무엇인지를 악하는 것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뉴스의 특정 구

조로 인해 뉴스가 갖게 되는 한계 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기자의 마무리

말은 뉴스의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요.”,“뉴스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기자의

마무리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정도의 내용이 부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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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은 성취기 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외워야 할 지식

을 늘려놓은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는 2011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2011개정 교육과

정에 따른 교과서(교육부,2015a:278-279)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2012:92-93)와 뉴스의 소재만 조 바 었을 뿐54)거의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등 단계에서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학습자 수 을 고

려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 으로 다루고 있는 에 한 설명이 심도

있게 제시되지 못하 으며,뉴스에 한 장르 지식인 뉴스의 구조가 뉴스 이해에

기여하지 못한 채 외워야 할 앎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등 단계에서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 검토

그 다면 뉴스 듣기에 한 내용이 다루어지는 9학년의 교육 내용은 어떠할까?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심층 보도로서 이는 엄 히 말해 뉴스와 완 히 같다고

볼 수는 없다.교육과정 해설서(교육과학기술부,2008a) 일부에서는 아래와 같

이 뉴스와 심층 보도를 구분하고 있다.

심층 보도는 다큐멘터리와 뉴스의 간에 치한 것으로,뉴스에 비해 하나의

사안에 한 방송 시간이 길고,내용상 사회 무게감이 있는 사건이나 사회 변

화의 흐름과 련된 상을 깊이 있게 다루는 특성이 있다.심층 보도는 뉴스에

비해 찰과 면담의 길이가 길고,직 보여주기 어려운 사안은 극화해서 보여주

기도 하며,화면을 보는 시청자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

는지에 해 해설자가 설명하고 주장하기도 한다.이와 같이 심층 보도는 정보

달과 설득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고,기획 의도를 악하며,심층

보도에 나타난 자료와 설명,주장 등을 포함한 내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악하

여 비 으로 이해하도록 지도한다(교육과학기술부,2008a:208).

그러나 심층 보도의 본질 인 속성은 뉴스와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어떤 사

54)2007개정 교과서에서 목 디스크에 한 뉴스를 다루면서 뉴스의 구조를 ‘진행자의 소개-기자의

보도-기자의 마무리 말’로 단순히 다루고 있는 것을 2011개정 교과서에서는 목 디스크가 척추 측만

증으로만 바 었을 뿐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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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기 되지만 이를 특정 에 의해 바라보도록 한다는

에서는 두 가지가 동일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여기에서는 9학년 듣기 역 “시

사 문제에 한 심층 보도를 비 으로 이해한다.”라는 성취기 을 6학년 듣기

역 “뉴스를 듣고 정보에 이 반 됨을 안다.”라는 성취기 의 심화된 상으

로 보고 이 둘을 비교하고자 한다.

등학교 교과서와 달리 2007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교과서는 검정 체제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모든 출 사의 교과서를 살펴 야 하겠으나, 부분의 교과서

들이 교육과정을 그 로 반 하는 양상을 보여 교과서 간 변별성이 크지 않기 때

문에,55)여기에서는 가장 많이 채택된 교과서 하나인 천재 교과서(노미숙 외,

2012a)를 심으로 살펴보되,보완이 필요하거나 변별 양상이 나타나는 지 에

서는 지학사(방민호 외,2012), 교(왕문용 외,2012),디딤돌(김종철 외,2012)교

과서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6학년 ‘사실과 ’단원에서는 동일한 사안을 다른 으로 보도할 수

있다는 을 핵심 으로 다루고 있는 데 반해,9학년 ‘심층 보도 보기’단원(노미

숙 외,2012a:70-81)에서는 심층 보도의 특성과 기획 의도 악,심층 보도의 신

뢰성 타당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즉 뉴스 이해의 측면에서 계열성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앞서 등 단계의 수 에서 다루어지지 못하 던 뉴스 형성의 역

학 계에 한 내용이 학습자의 수 이 높아진 이후에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 9학년에 제시된 교육 내용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주요 내

용으로 다루는데,이 신뢰성과 련해서는 아래 [그림 Ⅲ-4]에서처럼 신뢰성을

해 문가를 정보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을 제시하고 있다.

55)정혜승(2010:467)에 따르면,국어과 교사들은 23종의 교과서들이 서로 비슷하며 변별성을 느끼

지 못한다.이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이와 같은 상의 주요한 원인은 출 사들이 검정 통과를

해 교육과정을 그 로 반 하는 등 무난한 교과서를 만들기 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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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뉴스 이해 련 학교 교과서 일부(1)(노미숙 외,2012a:78)

이는 물론 뉴스(혹은 심층 보도)를 제 로 이해하기 해 정보원에 해 생각해

야 할 지 이 무엇인지에 해 다룬 것이나 뉴스 이해에 큰 기여를 한다고

단되지는 않는다.신뢰성을 높이기 해 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뉴스에 특화된 내용이 아니며 토론이나 연설과 같은 장르에서 다루는 내용

과도 복되기 때문이다.실제로 2007개정 교육과정 5학년 듣기 “토론에서 상

의 주장과 근거가 한지 단한다.”에 한 해설서(교육과학기술부,2008a)

일부를 보면 이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토론에서 요한 것은 증거 자료,즉 논거이다.증거 자료에는 통계,사례,실례

등의 사실 증거와 정황 증거 문가의 의견, 찰자의 증언 등의 의견

증거 자료가 있다.56)토론을 하면서 상 방이 수집한 증거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

성 등을 검증해 보아야 한다.만약 증거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믿을 만하지 못하

면,올바른 논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 편을 공박할 수 있다.증거 자료의 검

증에서는 우선 그것이 증거로서 합한지 검토한 다음,그 출처가 믿을 만한지

56) 은 연구자가 강조를 해 사용하 으며,이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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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다.그리고 질과 양을 검증하여 보아야 하는데,질(質)의 검증은 주어진 자

료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일 성이 있는가,정확한가,최근의 자료인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양(量)의 검증은 자료가 충분하며 완벽한지를 검토하는 것

이다(교육과학기술부,2008a:108).

따라서 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가에 한 내용은 뉴스의 특성이

반 되어야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다.가령,그 문가가 어떤 계층을 변하는지

( 문가만을 주로 정보원으로 삼기 때문에 기득권층의 의견만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지),해당 사안에 해서도 문 식견을 갖춘 사람이 선정되었는지(기자가

자신의 견해를 문가 계층의 입을 빌려 말하기 해 해당 분야와 별다른 상 이

없는 정보원을 단순히 직업이 교수라는 이유로 선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문가

계층 이외에도 다양한 을 변할 수 있는 정보원들이 제시되고 있는지에

한 교육 내용처럼 뉴스에 특화된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에서 교 교과서(왕문용 외,2012:59)가 심층 보도에 한 단을 돕기

해 “인터뷰 참여자의 입장에 따른 인원 비율과 시간 배분이 공평한가?”와 같은

질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하다.뉴스에 좀 더 특화된 공정성 차원에서

교육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인원 비율과 시간 배분이 아무리

공정하더라도 인용한 정보원의 상 자체가 다르다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에서 이 역시 형식 차원에서 공정성을 다루는 한계를 노정한다.

[그림 Ⅲ-5] 뉴스 이해 련 학교 교과서 일부(2)(노미숙 외,2012a: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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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특화된 교육 내용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 은 [그림 Ⅲ-5]에 제시

되어 있는 타당성에 한 내용에도 해당된다.6학년 읽기 ‘논설문을 읽고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과 성을 평가한다.’에 한 교육과정 해설서(교육과학기술부,

2008a) 일부를 살펴보자.

근거에 해서도 근거로 제시한 사항들이 있는 그 로의 사실인가,옳은 생각

인가 등 정확성이나 타당성을 단하게 하고,이들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

용으로 합한가를 단하는 성 평가를 하게 한다.이러한 평가의 과정에서

에 나타나 있지 않는 반 주장이나 반 근거 등을 찾아 으로써 더욱 극

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논리 인 근거로써 주장하고 이에 해 합리

인 이유를 들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논의의 과정임을 깨닫도록 한다(교육

과학기술부,2008a:14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당성에 한 내용 역시 뉴스의 특성을 반 한 내용이

특화되어 다루어지지 않는 이상 다른 많은 역에서 이미 다루어진 내용과 복

될 뿐만 아니라 심화된 내용도 될 수 없다.57)

심층 보도에 한 교과서에는 신뢰성과 타당성에 한 내용 이외에도 언어로

표 되는 내용과 상,소리,음악 등에 의해 표 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그 다면 이 내용은 뉴스 이해에 효과 으로 구 되

어 있을까?천재 교과서(노미숙 외a,2012)에서는 이에 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

어 이와 련해서는 디딤돌 교과서(김종철 외,2012)를 살펴보도록 하자.

57)심층 보도에 한 교육과정 해설서(교육과학기술부,2008a)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공정성

에 해 언 한 부분이 있는데 뉴스와 련해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아닌 이와 같은 공정성이 더

으로 다루어져야 뉴스 이해에 특화된 내용이 될 수 있다.

“심층 보도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과 련된 참여자들 쟁 을 악하고,각 참여자들 쟁 에

해 공정하고 립 인 입장에서 보도하고 있는지를 검한다.하 쟁 에 한 참여자들의 입장을

분석하고,공익을 해 어떤 입장을 선택해야 할지에 해서 단한다”(교육과학기술부,2008a:208).



-90-

[그림 Ⅲ-6]뉴스 이해 련 학교 교과서 일부(3)(김종철 외,2012:213)

심층 보도에서 복합양식 요소에 한 내용은 의 [그림 Ⅲ-6]과 같이 시각 이

미지와 배경 음악이 음성 언어 혹은 문자 언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 다는 내

용으로 교과서에 구체화되어 있는데,이 역시 의 타당성 신뢰성의 교육 내용

과 동일한 이유로 뉴스 이해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뉴스의 특성이 반 되지 않

은,복합양식 요소에 한 일반 인 교육 내용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내용은 굳이

뉴스와 련되어 제시되지 않더라도 다른 역 혹은 장르에서 많이 다루어질 수 있

기 때문에 뉴스에 특화된 내용이 아닌 이상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를 들

어 8학년 말하기 역 ‘공식 인 상황에서 매체를 활용하여 효율 으로 발표한다.’

에 한 교육과정 해설서(교육과학기술부,2008a)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발표에서 활용할 매체란 정보를 달하는 매개물로서 음성이나 문자 매체를 보

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여기에는 도표,그림,사진 등의 시각 매체와

소리,음악 등의 청각 매체,동 상, 래시,애니매이션 등 복합 매체가 포함될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매체는 비디오,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와 실물

화상기,투 화상기, 상 화상기 등 표시 장치와 결합하여 발표의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08a: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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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청각 매체가 음성이나 문자 언어의 보조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정도

의 내용은 굳이 뉴스 이해와 련된 내용과 다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다른

역 혹은 장르에서 훨씬 더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

을 다루더라도 뉴스에 특화된 내용이 강조되어 다루어지지 않는 이상 큰 의미를

지닐 수 없다.

뉴스 이해와 련해서 복합양식 요소의 의미화 방식을 다루기 해서는 시청각

매체가 언어와는 상반된 혹은 독립 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을 부각시켜

야 한다.공정성을 요청받지만 실질 으로는 특정 하에서 실을 비출 수밖에

없는 뉴스의 특성상 뉴스 생산자는 음성 혹은 문자 언어로는 최 한 공정성을 지

키려고 하지만 명시 인 의미 체계를 지니지 않은 시청각 매체를 통해서는 특정

의미를 암묵 으로 제시하는 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학사 교과서(방민호 외,2012:141)에는 상,소리,음악 등의 표 효과에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어,복합양식 요소들

간의 보조 계 이상이 다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뉴스에 특화된

복합양식 요소의 의미화 방식에 한 설명이 앞에 제시되지 않은 채 상,

소리,음악 등의 표 효과에 주의해야 한다는 유의 을 제시했다는 에서 이 역

시 시청각 요소의 보조 기능을 살펴보는 정도로 이를 구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심층 보도의 특성에 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장르의 특성

에 한 지식은 그 장르에 속한 담화를 이해하는 데에 메타 지식으로 활용되어

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그 다면 천재 교과서(노미숙 외,2012a)에 제시되어

있는 심층 보도의 특성에 한 내용은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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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뉴스 이해 련 학교 교과서 일부(4)(노미숙 외,2012a:80)

의 [그림 Ⅲ-7]의 교과서 활동과 련하여 교사용 지도서(노미숙 외,2012b)에

서 심층 보도의 특성으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정보 달과 설득의 특성을 모두 지님.

·뉴스에 비해 찰과 면담의 길이가 긺.

·직 보여 주기 어려운 사안은 극화해서 보여 주기도 함.

·해설자의 설명과 주장이 담기기도 하여 시청자의 생각에 향을 미침.

이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이 그 로 반 된 것인데,이와 같은 내용은 뉴

스를 이해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 도 지닌다.우

선 두 번째 특징인 심층 보도의 찰과 면담 길이가 뉴스에 비해 길다는 을 제

외하고 이들은 심층 보도만의 특성이 아니다.즉 심도 있는 교육 내용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이다.심층 보도도 실상 뉴스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성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6학년에서 뉴스 듣기를 배우고 9학년에서 심층 보도 듣

기를 배우는 것이라면 9학년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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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유의미한 교육 내용이 되기 해서는 단순히 심층 보도의 찰

과 면담의 길이가 뉴스에 비해 길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어떤 이 달

라질 수 있는지가 다루어져야 한다.그래야만 심층 보도에 비되는 뉴스의 특성

도 명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뉴스는 제작 시간과 보도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본

질을 심도 있게 헤치기보다는 뉴스 수용자들의 이목을 끄는 자극 장면 주

로 그 사안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제작 시간과 보도 시간이 짧다는 은 뉴스

를 보도하는 형식에도 향을 미쳐 뉴스는 뉴스 사안의 특성을 포착해 내기에

한 형식이 매번 용되기보다는 행에 따라 일정하게 선택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비해 심층 보도는 그러한 시간의 제약을 비교 덜 받기 때문에 해당 사안

이 발생하게 된 근본 인 원인이라든가 이를 둘러싼 배경 혹은 맥락 등에 해서

도 보도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담아내는 형식도 사안에 따라 비교 자유롭게 선

택될 수 있다.따라서 만약 시간의 제약 여부에 따라 가지게 되는 이와 같은 뉴스

와 심층보도의 변별 을 강조해서 교육 내용으로 다루었다면 단순히 형식 길이

의 비교만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뉴스 혹은 심층보도를 비 으로 바라보는 거

를 제시해 다는 측면에서 훨씬 효과 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직 보여 주기 어려운 사안은 극화해서 보여 다’는 특성은 심층

보도나 뉴스에서 종종 나타나는 특성이기는 하나 이에 한 핵심 인 설명 없이

단순 제시되고 있다는 에서 문제가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취재가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해당 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

고,그 게 되면 그것은 아 텔 비 매체에서는 뉴스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극화를 통해 보도된다.그러나 실제 상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여주는 극화는 실을 공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약 을 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의 을 알려주는 것이 극화와 련된 특성에서는 가장 핵심

인 사항이 되어야 한다.이에 한 언 없이 이를 단순히 하나의 특성으로 제

시하는 것은 극화에 한 문제의식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58)

58)요즘에 뉴스에서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극화와 동일한 문제를 지닌

다.즉 뉴스 수용자의 이해를 도모하기는 하지만,잘못된 실 세계를 구축하여 실을 왜곡하게 만

들 수 있기 때문이다.TV뉴스 컴퓨터 그래픽의 실 구성에 해 연구한 이창훈·안호림(2011)에서

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인한 객 성 약화와 타블로이드화 심화라는 문제 을 지 하고 있는데 이는

뉴스에서의 극화에도 그 로 해당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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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역 성취기

5-6학년

듣․말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5-6학년

읽기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하게 용하며 읽는다.

ㅇ이 성취기 은 매체의 유형을 고려하여 한 읽기 방법을 선택하고 효과 으로 읽는

능력을 기르기 해 설정하 다. 컨 ,애니메이션이나 화와 같은 매체 자료는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목소리의 변화,음악 등이 내용을 악하는 데 요한 요소가 되며,인터넷

에 실린 기사문을 읽을 때에는 을 읽는 것은 물론 사진,동 상 등도 함께 이해해야 하

는 경우가 많고,경우에 따라서는 댓 도 내용을 악하는 데 요한 요소가 된다.이 성

취기 에서는 문자뿐 아니라 그림,표,그래 ,사진,동 상 등의 매체가 내용을 달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이러한 매체의 유형에 따라 내용을 어떻게 악하는

것이 효과 인지를 생각하여,그에 맞는 한 읽기 방법을 찾아 용하며 읽도록 하는

데 을 둔다.

1-3학년

듣기
내용의 타당성을 단하며 듣는다.

1-3학년

읽기

독자의 배경지식,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의 내용을 측한다.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을 읽으며 과 형식의 차이를 악한다.

ㅇ이 성취기 은 여러 편의 을 비교하며 읽으면서 이나 형식의 차이를 악하

여 을 폭넓고 깊게 읽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해 설정하 다.동일한 화제의 여러

을 선정하여 동시에 비교하며 읽을 수도 있고,하나의 을 읽으면서 그와 유사한

<표 Ⅲ-2> 2015개정 교육과정 뉴스 련 내용

따라서 뉴스 혹은 심층 보도의 특성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할 때는 단순히 이러

한 특성이 있다고 기술만 해서는 안 되며,이것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 기

능을 강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단순히 극화가 이용될 수도 있다는 만을 말해

주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해 비 이해를

해하는 결과까지 낳을 수 있으나,이와 같이 극화가 가질 수 있는 폐해를 알려주

는 것은 뉴스 혹은 심층 보도를 비 으로 이해하는 데에 활용할 거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2)2015개정 교육과정에 한 비 검토

2015개정 교육과정에는 뉴스를 핵심어로 면에 내세운 교육 내용은 없

으나 뉴스를 이해하는 데에 련되는 교육 내용은 다수 포함되어 있다.아래 <표

Ⅲ-2>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뉴스 이해와 간 으로 련이 있는 성취 기

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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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나 감을 더 찾아 읽음으로써 자신이 읽은 이 이나 형식 면에서 어떤 특

성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할 수도 있다.어떤 이나 표 형식이 더 타

당한지 평가하면서 비 으로 읽는 데에 그치지 말고,유사한 화제의 여러 가지

이 지니는 각각의 특성과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 으로 감상하며 읽는 데 을 둔

다.

고1학년

읽기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이나 표 방법의 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고등 선택

독서

동일한 화제의 이라도 서로 다른 과 형식으로 표 됨을 이해하고 다

양한 을 주제 통합 으로 읽는다.

ㅇ이 성취기 은 하나의 화제에 해 다양한 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비

･통합 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기 해 설정하 다.동일한 화제에 해

서로 다른 을 지닌 을 조하면서 읽거나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

식의 을 비교하면서 읽도록 한다.여러 가지 이나 형식의 은 주제에 한 독

자의 단 근거이자 자료가 된다.이때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 이고 합리

으로 단하되,단순히 여러 을 비교･ 조하는 수 에 머물지 않고 서로 다른

과 형식의 을 비 으로 종합하여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의 목 ,숨겨진 주

제,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에 드러난 이나 내용, 에 쓰인 표 방법,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

회･문화 이념을 비 하며 읽는다.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의 수용과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매체 자료를 주체 이고 비 으로 읽는다.

ㅇ이 성취기 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고 다양한 매체들이 독서 자료를

유통･제공하는 실을 고려하여,다양한 유형의 매체 자료를 주체 이고 비 으로

읽는 능력을 기르기 해 설정하 다.이 성취기 을 통하여 매체의 특성에 따라 독

서 방법이 달라짐을 알고,다양한 정보가 빠르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사회의 특

성을 고려하여 이나 정보를 인터넷이나 신문,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능동 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아울러,매체 자료와 매체의 소통 양상을

타당성,신뢰성,공정성 등의 에서 비 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을 둔다.

고등 선택

언어와

매체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

에 활용한다.

ㅇ이 성취기 은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정보가 구성되고 유

통되는 방식에 생긴 변화를 이해하고,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를 의사소통에 히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해 설정하 다. 사회에서는 책,신문,잡지,라디오,

텔 비 ,인터넷,이동 통신 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용할 수 있다.각

각의 매체는 정보를 제시하는 언어의 측면,정보의 양과 질,정보 제공의 속도와 보존

방법,정보 제공자 범 의 폐쇄성과 개방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일반 으로 책은 신

문,라디오,텔 비 ,인터넷 등에 비해 정보 제공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속도가 떨어

지지만, 문성 측면에서 깊이 있는 내용을 비교 분량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시할

수 있다.반면에 텔 비 은 신문보다 생생한 장 화면을 통해 정보를 제시하므로,

제시되는 정보에 한 실재감이 높은 편이다. 한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와 달리 쉽

고 신속하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장 이 있지만,그만큼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도 많다는 단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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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사용한다.

목 ,수용자,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ㅇ이 성취기 은 수용자에 한 생산자의 인식과 계,소통의 목 ,매체의 특성 등

소통의 맥락을 체 으로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기 해 설정

하 다.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에는 정보 달과 설득,심미 정서 표 ,사회 상

호 작용 등 소통하려는 목 을 고려하여 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한 수용자

의 연령과 성은 어떠한가,수용자는 다수인가 소수인가, 달하려는 내용에 한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그들의 심사는 무엇인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나아가 달하

고자 하는 매체의 언어 특성과 력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매체언어가 인간 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향을 탐구한다.

ㅇ이 성취기 은 매체언어도 언어의 일종이라는 에서 인간 계와 사회생활에 향

을 미친다는 을 이해하고 매체를 활용하는 자세를 기르기 해 설정하 다.인터넷

이나 휴 화가 개인 ･사회 의사소통과 인간 계에 미치는 향을 알고 다른 사

람과의 의사소통에서 존 과 배려의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해 비 으로 이해하고 주체 으

로 향유한다.

ㅇ이 성취기 은 매체가 형성하는 문화의 특성을 비 으로 이해하고 주체

으로 향유하는 자세를 기르기 해 설정하 다. 문화가 지닐 수 있는 량

달력,큰 향력 등의 장 과 상업성,통속성,지배층의 이데올로기 제약 등의 단 에

해 정확히 인식하고 부정 인 측면을 최소화함으로써 주체 으로 향유하도록 한다.

고등 선택

실용 국어

정보에 담긴 의도를 추론하고 내용을 비 으로 평가한다.

ㅇ이 성취기 은 추론 이해와 비 이해 능력을 기르기 해 설정하 다.정보를

달하는 말과 에도 해당 정보에 한 화자나 필자의 이나 의도가 들어가기 마

련이다.말과 에 명시 으로 드러나 있거나 숨어 있는 화자나 필자의 의도를 악

하는 것은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매우 요하다.제시된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

지,사실인지 의견인지,내용 선정에 편향성이 없는지, 한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지 등 화자나 필자의 의도가 말과 에 실 된 양상을 이해하고 신뢰성,타당성,공정

성의 기 을 용하여 비 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의 <표 Ⅲ-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뉴스에 한

부분의 교육 내용은 읽기(독서)와 매체 역에 국한되어 다루어지고 있다.물론

읽기와 듣기는 모두 이해 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역 간의 교육 내용은 서

로 향을 미친다.그러나 뉴스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을 수 있는 신문 기사와는

달리 텔 비 뉴스의 경우 이해의 상이 바로 휘발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에

합한 교육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일정한 한계이다.물론 매체 역에서 복합

양식의 의미화 방식이 다루어질 수 있겠으나 뉴스가 하나의 소재 정도의 차원에

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뉴스에 특화된 복합양식 요소들의 의미화 방

식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뉴스와 련하여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핵심 인 문제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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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면으로 내세운 교육 내용이 없어 뉴스의 구조와 같은 장르 지식59)이 다루어

지기 어렵다는 이다.아직 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나,매

체 일반의 특성에 한해 교육과정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 장르 지식이 본격

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은 낮다.장르 지식이 이해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을 고

려하면 이와 같은 상황은 재고되어야 한다.

뉴스가 면 으로 다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에서 언 한 외

에 뉴스에 특화된 교육 내용이 구안되지 못한다는 이다.지 과 같은 체제 하에

서는 뉴스가 하나의 소재 정도로만 취 되기 때문에 그 제재가 꼭 뉴스가 아니라

고로 체되어도 무방한 교육 내용이 다루어질 것이고,이는 뉴스 이해의 특성

을 제 로 반 하지 못한 매체 일반 인 교육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를 들어 매체를 타당성,신뢰성,공정성의 에서 비 으로 이해하게 하

는 교육 내용은 공정성이 최상 의 가치가 되고 타당성과 신뢰성은 ‘공정성의 확

보 혹은 배에 어떤 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졌을 때 뉴스에

특화된,의미 있는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문 훈련을 받은 기자와 편집인들에

의해 제작되는 뉴스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의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와 결부되어 나

타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이는 근거가 제 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

는 타당성의 문제보다는 특정 에 한 근거가 더 우호 으로 표 되는 문제,

신뢰가 가지 않는 정보원을 취재하지 않아서 생기는 신뢰성의 문제보다는 특정

계층을 변하는 정보원만을 취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뉴스에서는 더 핵심

인 사항이 된다는 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뉴스란 무엇인가를 선택하여 강조하고 동시에 무언가를 배제하여 은폐시킴

으로써 실을 구성하는 틀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 측면만이 부각되기 쉬

워 그 무엇보다 공정성의 가치가 우 에 있어야 하는데,이러한 에 을 두지

않고 매체 일반 인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이는 앞서 지 한 것과 같이 다른

역의 교육 내용과 불필요하게 복되는 양상으로 개된다.이 게 봤을 때 뉴스

가 면으로 내세워진 교육 내용이 없는 재 교육과정에서 뉴스 교육이 충

59)박태호(2000)는 장르 지식이 ‘상황 인지’의 형식을 갖는다고 하 으며,이상구(2013)는 각 장르가

지닌 ‘형 인 구조’와 ‘형 인 언어 패턴’,‘맥락’을 장르 지식으로 설명하 다.최종윤(2014)에

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각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명제 인 지식의 형식으로 나타낸 것

이 장르 지식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한 류수열(2006)에서는 문학 지식을 텍스트 지식,콘텍스

트 지식,메타텍스트 지식으로 나 는데,정진석(2014)에서는 이 구성,장르,상호텍스트성 등

을 다루는 메타텍스트 지식에 해당하는 것을 장르 지식으로 명명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최종

윤(2014)의 정의가 가장 폭넓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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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2)외국의 뉴스 이해에 한 교육과정과의 비교

앞서 국내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살펴 으로써 뉴스 이해에 한 교육이 어떤

문제 을 지녀왔으며 재의 교육 역시 어떠한 문제를 노정할 수 있을지를 짚

어보았다.여기에서는 이를 외국의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외국 교육과

정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교육 내용의 수 을 가늠해 보고 개선 방향의 시사 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 상 국가는 호주와 캐나다로 선정하 다.그 이유는 뉴스가 매체 교육과

련되어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바,두 나라의 교육과정이 매체 교육을 체계 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실제 분석 결과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체에 한 교육 내용,특히 뉴스 이해에 한 교육 내용이 충실히 다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60)이하 이들의 교육과정과 국내의 그것을 내용 편제와 내용

요소의 두 축을 기 으로 살펴보았다.

(1)내용 편제

국내의 교육과정은 2015년에 개정되면서 2011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편성

내용 체계 등에 변화가 있었다.공통 교육과정 련하여,듣기․말하기,읽기,쓰

기,문법,문학의 기존 역 체계는 그 로 유지되었으나,기존 학교 1-3학년까

지 던 교육기간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늘어났다.공통 교육과정에서 매체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주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역에 녹아들어가 있다.

선택 심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2011

개정 시기에 독서와 문법이 한데 묶여 있었던 것이 2015개정 시기에는 독서가

독립되고 문법이 언어라는 명칭으로 바 어 매체와 함께 묶인 것(언어와 매체)

60)매체 교육 내용에 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들 나라들을 주요 비교 상 국가로 삼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매체 문식성 교육 내용에 한 연구인 한지 (2015)은 호주와 캐나다 교육과

정을 국내의 교육과정과 비교하고 있으며, 젠테이션 교육 내용에 해 다룬 박 홍(2014)도 우

리나라와 미국의 교육과정에 더해 호주,캐나다의 교육과정을 고찰한 바 있다.이외에도 교육과정의

실태를 악하기 해 캐나다(서 ,2004;한혜정,2011)와 호주(김 희,2008;소경희 외,2011)의

교육과정을 선택한 선행 연구를 다수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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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에 띄는 변화이다.

새 교육과정에서 뉴스 이해에 한 교육 내용은 주로 ‘읽기’와 선택 심 교육

과정인 ‘언어와 매체’ 역에 제시되어 있다.그러다 보니 신문 기사에 한해서만

뉴스 이해에 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고,학습자들이 주로 하게 되는 텔 비

뉴스를 이해하는 방법에 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 선택

심 교육과정인 ‘언어와 매체’에서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별 뉴스를 이

해하는 교육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었으나 매체 일반의 특성에 해서만 다루어

지고 있을 뿐 매체별로 뉴스 장르가 어떤 특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해서는 다

루어지지 않고 있다.

호주 교육과정은 F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교육과정과 후기 등 교육과정

(SeniorSecondaryCurriculum)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체계는 서로 다르다.우선

F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자국어 교육과정은 크게 ‘언어’,‘문학’,‘문식성’의 세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역은 다시 하 범주로 세분된다.이 뉴스 이해

와 련된 교육 내용은 언어와 문식성 역에 편성되어 있다.후기 등 교육과정

은 국어(Egnlish),필수 국어(EssentialEnglish),제2언어로서의 국어(Englishas

anAdditionalLanguageorDialect)와 문학(Literatur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이

‘필수 국어’에서 뉴스 이해에 한 교육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아래 <표 Ⅲ

-3>은 뉴스 이해에 한 부분의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는 F학년에서 10학년까

지의 자국어 교육과정 역 체계이다.

언어(Language) 문식성(Literacy)

언어의 변이와 변화 텍스트 맥락

상호작용을 한 언어 타인과의 상호작용

텍스트의 구조와 조직 해석․분석․평가

아이디어의 표 개 텍스트 생성

소리와 문자 지식

<표 Ⅲ-3>호주 자국어 교육과정(F-10학년)의 역 체계

뉴스 이해와 련된 교육 내용은 언어 역에서는 ‘텍스트의 구조와 조직’과 ‘아

이디어의 표 개’의 내용 범주에서 하나씩 제시되어 있고,나머지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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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성 역에 제시되어 있다.문식성 역에서는 ‘해석․분석․평가’범주에 제시

되어 있는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텍스트 맥락’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텍스트 맥락’이란 다양한 문화,목 ,매체 혹은 역사 시기 등에 따라

텍스트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에 해 다루는 내용 범주인데,이 범주에 뉴스 이

해에 한 교육 내용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여러 맥락에 따라 뉴스가 어떤 특성

을 지닐 수 있는지를 학습자들이 많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를 들어,신문

기사의 구조를 텔 비 뉴스의 구조와 비교․ 조해 본다든지,신문사와 온라인

언론사가 목 과 청 을 공유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든지,상업 매체의 뉴스와 원

주민들의 매체 뉴스가 보도되는 방식을 비교․ 조해 본다든지 하는 내용이 상당

한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국내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뉴스 장르에 한

성취 기 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텍스트 맥락’범주에서 텍스트 소재로

뉴스가 활발히 활용됨으로써 다양한 맥락에 따라 뉴스가 어떤 특성을 지니게 되

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뉴스를 소재로 활용하더라도 그 안의 정보,신념,가치 등에 해서만 다루는

식이었다면 이때 뉴스는 다른 설명문이나 논설문 등으로 체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되기 때문에,그와 같은 교육은 뉴스 장르에 한 인식과는 무 하게 이루어

졌을 것이다.국내 교육과정의 ‘읽기’ 역에서 뉴스가 다루어지는 방식이 바로 이

러하다.그러나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텍스트 맥락’범주에서 뉴스의 내용뿐

만 아니라 구조나 보도 방식 등에 을 맞춘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뉴스 장르

에 한 교육 내용이 충실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 교육과정은 1-8학년까지는 구어 의사소통(Oralcommunication),읽기

(Reading),쓰기(Writing),매체 문식성(Media Literacy)으로 역이 구성되나,

9-12학년은 읽기 역만 ‘읽기와 문학 연구’(ReadingandLiteratureStudies)로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이 뉴스 이해에 련된 교육 내용은 주로 매체 문

식성 역에 제시되어 있다.61)아래 <표 Ⅲ-4>는 매체 문식성 역의 체계이다.

61)뉴스 이해에 한 교육 내용은 문학을 제외한 역에 제시되어 있으나,구어 의사소통과 읽

기 역에 제시된 내용들은 매체 문식성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체될 수 있는 것들이어서,본

연구에서는 매체 문식성에 제시된 뉴스 이해 교육 내용으로 그 범 를 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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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텍스트에

한 이해62)

매체 형식, 습,

기술에 한 이해

매체 텍스트

생성

기능과 략에

한 성찰

목 과 청 형식 목 과 청 메타인지

메시지 해석 습과 기술 형식 다른 역간 련기능

텍스트 평가 습과 기술

청 반응 매체 텍스트 제작

비 문식성

제작

<표 Ⅲ-4>캐나다 교육과정의 매체 문식성 역 체계

캐나다 교육과정 9-10학년과 11-12학년의 교육과정은 필수 코스와 선택 코

스로 구분되어 있다.9-10학년 교육과정의 선택 코스에는 ‘문식성 기능:읽기와 쓰

기’라는 한 역이 있고,11-12학년 교육과정의 선택 코스에는 11학년에 3개,12학

년에 5개의 역이 있다.이 11학년의 매체 연구(MediaStudies)라는 선택 코

스에 뉴스 이해와 련된 교육 내용이 매우 충실히 다루어지고 있다.

에서 살펴본 것처럼,캐나다 교육과정은 필수 코스에서부터 선택 코스까지 매

체를 별도의 역으로 다루고 있어,매체가 따로 하나의 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

은 호주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국내 교육과정에서는 매체를 별도의

역으로 다루고 있으나 공통 교육과정 이후의 선택 심 교육과정에서만 그러하

며,이 역시 매체를 언어와 함께 묶어 제시하고 있어,캐나다 교육과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특히 국내 교육과정에서는 매체 역에서도 매체 일반에 한 특

성만 제시될 뿐 뉴스의 담화 구조나 형식,매체별 뉴스 내용의 차별 등 뉴스 장

르에 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 체계로 인해,매체와 련하여 다루어지게 되는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캐나다 교육과정에서 가장 풍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물론 교육 내용이

더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더 우수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좀 더 체계화

된 교육 내용이라면 학습 부담이 으면서도 꼭 필요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한 평가는 뉴스 이해에 한 교육 내용이 실제 어떠한 요

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를 해 이하에서는 3개국의 뉴

스 이해 교육을 한 내용 요소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62)1-8학년까지는 ‘메시지 해석’이 ‘추론하기/메시지 해석’의 두 부분으로 제시되어 있고,‘비 문

식성’은 ‘ ’으로 체되어 있어 9학년 이후의 내용 범주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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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한국 호주 캐나다

12

[독]상이한 과 형식

비

[독]측을 통한 추론

[독]왜곡,숨겨진 의도,

사회･문화 이념 비

[독]매체별 특성 타당

성,신뢰성,공정성 비

[언매]매체의 특성을 활

용한 의사소통

[언매]다양한 과 가

치를 고려한 매체 사용

[언매]목 ,수용자,매체

특성을 고려한매체생산

[언매]매체의 력

[언매]비 이해와 주

체 향유

[실국]의도 추론 비

평가

[문]사실과 근거의

선택 사용에 한

이해

[문]생략되거나 부각

되지 않은 에

한 이해

[매]사진 제목상의 수사법 사용

이해

[매]생략된 여론 형성에

한 이해

[매]뉴스 습

[매]사용된 어휘의 효과

[매]방송뉴스와신문기사의차이이해

11

[매]편견 발생에 한 이해

[매]타블로이드 신문과 보통 신

문 간의 소구 방식의 차이 이해

[매]주요 매체와 안 매체 간의

보도 비교

[매]사회 향력에 한 이해

[매]뉴스보도와사생활의 계이해

[매]미디어 소유 기업의 향력

에 한 이해

[매]안 언론의 향력 이해

[매]의제 설정에 한 이해

10

[읽]표제,기사 본문,사

진 등에 드러난 을

통해 편견 악

[문]상업방송과 비상업

방송 간 신념 가치

등의재 방식비교

[매]생략된 에 한 이해

<표 Ⅲ-5>3개국 교육과정 뉴스 이해에 한 교육 내용

(2)내용 요소

국내 교육과정과 호주,캐나다의 교육과정을 비교하기 해서는 각 나라별로 어

떤 내용 요소를 어떤 학년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한 에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아래 <표 Ⅲ-5>는 3개국 교육과정에서 뉴스 이해에 한 교육 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63)

63)국내 교육과정의 [읽]은 읽기,[독]은 독서,[언매]는 언어와 매체,[실국]은 실용 국어를 각각 나

타낸다. 호주 교육과정의 [문]은 문식성,[언]은 언어이며,캐나다 교육과정의 [매]는 매체 문식성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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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듣]내용의 타당성 단

[읽]배경지식,맥락 등

을 활용한 측

[읽]동일한 상에

한 상이한 악

[문]신뢰성에 한 토

론

[문]논쟁 이슈에 한

국가별 보도 이

해

[매]편견 발생에 한 이해

[매]카메라 앵 ,음향 효과,사

진 등의 효과 이해

8

[언]시각 요소와

텍스트 간의 계

악

[매]언론사별 뉴스 순서 비교

[매]흥미 유지 방법 이해

[매]동일한 뉴스에 한 악

[매]편견 발생에 한 이해

7
[언]뉴스와 신문의

텍스트 구조 분석
[매]언론사별의제설정의차이비교

6
[듣]생략된 내용 추론

[읽]언어 요소 외 사

진,동 상,댓 에

한 이해

[문]동일한 상에

한 상이한

이해

[매]매체별 동일 뉴스 비교

5

[매]뉴스 소재의 신뢰성 비

[매]뉴스 제작비 조성 방식 이해

[매]흥미와 심을 끌기 한 방

식

4 [문]시기별뉴스비교
[매]뉴스 생산 주체 주체의

목 악

<표 Ⅲ-5>를 통해 3개국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공통 요소와 변별 요소

가 각각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공통 요소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루

는 수 과 범 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변별 요소에 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내용인지 아니면 학습 부담만 가

시키고 있는 내용인지 그 의의에 해서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① 공통 내용 요소 그 수 과 범

국내 호주,캐나다의 교육과정에서 뉴스 이해에 한 교육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공통 인 내용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뉴스의 에 한 내용,

텍스트 시청각 요소의 의미화에 한 내용,뉴스 내용의 공정성에 한 내용

이 그것이다.그러나 이 공통 인 내용 요소를 다루는 범 와 수 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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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뉴스의 에 한 내용은 3개국에서 공통 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교

육 내용이다.먼 국내 교육과정에서는 1-3학년군부터 선택과목에 이르기까지

에 한 교육 내용이 계속 으로 반복되고 있다.호주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

9학년,후기 등 교육과정 시기(SeniorSecondaryCurriculum)에서,캐나다 교육

과정에서도 6학년,8학년,10-12학년에서 반복 으로 제시되고 있어 뉴스에 한

교육 내용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의 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세부 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지 않

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국내 교육과정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상이한 들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하고,특정 설정에 따라 생되는 편견,숨겨

진 의도,사회․문화 이념을 비 으로 수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뉴스

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캐나다 교육과정에서도 학년에서 동일한 뉴스가 서로 다른 에서 보도될

수 있다는 을 비교해 보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편견 등에 해 사고

하게 한다는 에서 유사하다.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다를 수 있는 이

유를 언론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뉴스의 에 해 조

더 비 으로 근하도록 하는 에서는 차이를 보인다.아래 <표 Ⅲ-6>은 안

언론의 출 에 해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캐나다

11학년

[매]

교육과정 내용 교사 발화

-매체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의 향을 분석하

라.( 를 들어,(前略)아마추어 비디오의 증

에 의한 화와 텔 비 산업의 향에 해

조사하라.)

“신문 산업은 온라인 뉴스

제작자와 시민 리즘의

출 에 의해 어떤 향을

받아 왔으며 어떻게 응해

왔는가?”

-매체 청 들에게 이용 가능한 과 목소리

에 한 기술의 향을 설명하라.( 를 들어,

(前略) 세계 사건들에 한 다양한 의견에

블로그는 어떻게 근하게 해 주었는지 설명하

라;인터넷에 한 근 비용이 온라인 커뮤니

티의 몇몇 을 어떻게 배제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라.)

“이 블로그에 구의

이 제시되어 있는가?이

은 녁 뉴스에서 들은

과 어떻게 다른가?(下

略)”

<표 Ⅲ-6>캐나다 교육과정 ‘안 언론’에 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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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에서는 구나 뉴스를 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해서도 에 비해 여러 가지 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을 다루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설정의 주체에 해 좀 더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뉴스 매체와는 다른 을 지니게 되는 안 언론의 성격을

통해 뉴스가 기존 질서를 강화하는 경향에 해서도 사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캐나다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뉴스의 비교를 통해 동일한 사건도 상이한

에서 보도될 수 있다는 을 단순히 알려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그러

한 을 설정한 주체가 구인지를 명시 으로 바라보도록 하고,뉴스의 이

상이하다는 을 아는 것을 넘어 그러한 을 비 으로 바라 야만 하는 이

유를 언론 환경의 변화를 통해 사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3개국에서 공통 으로 다루고 있는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텍스트

시청각 요소의 의미화 방식이다.신문의 경우 텍스트 이외에도 사진,그래 ,그

림 등이 뉴스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향을 미칠 수 있고,텔 비 과 인터넷 뉴

스의 경우 상과 음향 등까지 의미에 여되기 때문에 텍스트뿐만 아니라 시청

각 요소들이 달하는 메시지가 뉴스의 의미에 어떤 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먼 국내 교육과정에서는 5-6학년군에서 텍스트는 물론 그림,표,그래 ,사

진,동 상이 내용을 악하는 데 요한 요소가 된다는 이 제시되어 있다.마

찬가지로 캐나다 교육과정에서는 9학년에서 카메라 앵 ,음향 효과,헤드라인,사

진,표제 등이 뉴스의 의미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제시되어 있다.즉 텍

스트 이외에 의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의 효과에 주목하라는 이 제시

되고 있는 것인데 이 효과란 것이 개 음성 혹은 문자 언어를 보조해 주는 정도

의 역할로 제한되어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단순히 언어의 보조 수단정도로

보지 않고 이로 인해 어떤 새로운 의미가 암묵 으로 제시될 수 있는지 등에

해서까지 다루고 있다.아래 <표 Ⅲ-7>은 이에 한 교육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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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8학년

[언]

교육과정 내용 세부 사항

-시각 그리고 복합양식 텍스트가 의

미를 강화하거나 다른 의미를 삽입하

기 해 어떻게 다른 텍스트 혹은 이미

지들을 지시 제시하거나 이용하는지를

조사하라.

-다큐멘터리,텔 비 뉴스,온라

인 신문 그리고 디지털 잡지에서

시각 요소와 텍스트 간의 계

분석하기

<표 Ⅲ-7>호주 교육과정 ‘복합양식 텍스트의 의미화 작용’에 한 내용

<표 Ⅲ-7>에 제시된 호주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시청각 요소와 텍스트

가 어떠한 계로 제시되느냐에 따라 그 텍스트의 의미는 상쇄될 수도 강화될 수

도 있으며,더 요하게는 새로운 의미가 암묵 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언론사에

서는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달하기 해 시청

각 요소를 략 으로 사용하는데 텍스트와 달리 시청각 요소는 의미상의 정

확한 체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Messaris& Abraham,2001/2007).따라서

뉴스 이해를 한 교육 내용에서 복합양식 요소를 다룰 때에는 이와 같은 을

화하여 다루는 것이 핵심이 되며 그 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복합양식에 한 내용 요소와 별다른 차이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의 2015개정 교육과정에도 5-6학년 읽기 역에서 문

자뿐 아니라 그림,표,그래 ,사진,동 상 등의 매체가 내용을 달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그 수 혹은 이 호주와 같지는

않다.국내 교육과정에서는 뉴스가 면에 내세워지지 않은 채 매체 일반 인 내

용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뉴스에 특화된 방식의 내용이 제시되지 못한다.

물론 2015개정 교육과정은 아직 교과서로 발행되지 않아 의 교육과정이 어

느 정도의 수 으로 구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우려는 교

과서 내용에서도 확인된다.이를 해 2007개정 교육과정의 ‘생활 주변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취재하여 보도한다’(10학년 말하기)라는 성취기 이 교과서로 구 된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이 성취기 에 한 해설서(교육과학기술부,2008b:34)

에는 ‘문자 언어를 통해 달되는 신문과는 달리 음성 언어와 소리,음악,이미지,

동 상 등이 의미 구성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의 특성을 살려 보도물을 제

작해 보도록 한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어,복합양식 요소가 다루어진 방식을 확

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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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천재교육 교과서(김 행 외,2011)를 살펴보면 ‘달하려는 내용과 어

울리는 시청각 장치를 활용하여 보도물을 제작한다.’와 같이 부분 시각 자료가

음성 언어와 함께 제시되어 효과 으로 정보를 달한다는 수 에서 그 내용이

다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복합양식 요소가 문자 혹은 음성 언어와 결

부되어 특정 의미를 암묵 으로 제시하는,즉 뉴스의 특성에 맞는 복합양식 요소

의 의미화 방식에 해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아래 [그림 Ⅲ-8]

은 천재교육 교과서(김 행 외,2011)의 해당 부분이다.

[그림Ⅲ-8]뉴스이해 련고등학교교과서 일부(1)(김 행외,2011:210)

아래 [그림 Ⅲ-9]와 같이 천재교육에서 나온 다른 교과서(박 목 외,2011)에서

도 “라디오,텔 비 ,인터넷 하나를 택하여 그 특성에 합한 방식으로 제작

하여 보도해 보자.”라는 활동을 하게 하면서 그 의 알아두기 코 에 라디오,텔

비 ,인터넷의 보도 방법과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여기에서도 언어 요소

를 뒷받침하는 시청각 요소의 활용 정도만이 다루어지고 있다.2015개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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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내용이 교과서에 반 될 때 뉴스에 특화된 복합양식 요소의 의미화 방식

이 다루어지기보다는 복합양식 간의 보조 계만이 다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와 같은 기존 교과서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림 Ⅲ-9]뉴스 이해 련 고등학교 교과서 일부(2)(박 목 외,2011:243)

마지막으로 3개국에서 공통 으로 다루고 있는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뉴스의

공정성에 한 것이다.뉴스는 기자나 언론사의 가치 혹은 외부의 향 등으로 인

해 특정 을 보다 우호 으로 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교육과정에서 공정

성은 뉴스를 비 으로 수용할 때 반드시 검해야 하는 기 으로 여겨지고 있

다.

먼 우리나라는 선택 심 교육과정인 ‘독서’에서 매체 자료와 매체의 소통 양

상을 타당성․신뢰성 등과 함께 공정성의 에서 비 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호주와 캐나다는 뉴스에 다양한 이 포함되어 있는지,생략되거나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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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은 무엇인지 등에 해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을 통해 공정성에

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3개국 교육과정 모두 공정성을 단할 수 있는 기 에 해서는 제 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물론 에서 언 한 것처럼 ‘갈등에 한 이슈에서 상충되는

이 균형 있게 제시되어 있느냐’와 같은 기 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

나,단순히 양측의 이 제시되어 있느냐의 여부로 공정성이 확보되었는지를

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양측의 이 모두 제시되었다고 해도 어느 한 쪽의 에 해

언 한 시간(혹은 분량)이 다른 쪽의 그것에 비해 불균형 으로 길다면 이는 공정

하다고 볼 수 없다.사실 이와 같이 형식 인 측면에서 공정성이 배되는 것은

분별하기 쉽지만 비명시 인 수 에서도 공정성이 의도 으로 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한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은 큰 문제이다. 를 들어,

정보원을 어느 한 쪽은 문가로,다른 한 쪽은 일반 시민으로 할 경우 기계 인

공정성은 확보될지라도 한 쪽의 을 다른 쪽에 비해 암묵 으로 지지하는 결

과를 낳게 된다.이처럼 공정성을 단하는 데에 여하는 요소가 다면 인데도 3

개국 모두 이와 같은 단 기 에 해서는 한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지 못

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변별 내용 요소 그 의의

에서 뉴스 이해와 련된 3개국 교육과정의 공통 요소를 살펴보았다.그 과

정에서 동일한 내용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루는 수 범 는 다르

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3개국 교육과정에는 공통 요소 못지않게

특정 국가에서만 다루는 변별 인 내용 요소도 있었다.이하에서는 국내 교육과정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호주와 캐나다 교육과정에서는 다루고 있는 뉴스 이

해에 한 교육 내용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물론 교육과정의 간략화 흐름에

따라 더 많은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곧 더 우수한 교육과정임을 말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따라서 그 교육 내용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인지의

여부에 한 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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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제작의 여 요인

국내 교육과정은 뉴스의 ,텍스트 시청각 요소의 의미화 작용 방식,

뉴스의 공정성 등에 해 다루고 있는데,이는 다 완결된 뉴스와 련된 교육 내

용일 뿐,그러한 뉴스가 어떤 역학 계 속에서 제작되었는지에 한 이해의 측면

을 포 하고 있지는 못하다.이러한 은 호주의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캐나다 교육과정에서는 뉴스를 제작하는 데에 여하는 요인 즉 뉴스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다루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특히

이러한 교육 내용이 뉴스 이해에 한 교육 내용을 처음 다루기 시작하는 4학년

부터 제시되고 있다는 도 흥미롭다.

캐나다

4학년

[매]

교육과정 내용 교사 발화

-다양한 매체 텍스트를 생산하는 주체와 생산하

는 이유를 알아보라.( 를 들어,정부는 공 인 서

비스 소식을 제공하며,시민의 안 과 공 심

사를 해 이를 무료로 한다;언론사는 정보

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향을 미치며 이익

을 창출하기 해 신문을 제작한다.)

“어디에서 우리는 공

서비스 소식을 찾는가?”

“사람들은 신문을 어떻

게 얻는가?”

캐나다

5학년

[매]

다양한 매체 텍스트를 생산하는 주체와 생산하는

이유,생산하는 방식,제작비를 조성하는 방식에

해 알아보라.(제작자는 매와 고를 통한 기

을 사용하여,특정 을 즐겁게 해 주거나 그

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창출하기 해

잡지를 생산한다.(下略))

“신문 제작에 련되어

있을 수 있는 직종들은

무엇인가?” 신문 혹은

CD를 제작하는 데 얼마

가 소요되나?이를 어떻

게 알 수 있나?

<표 Ⅲ-8>캐나다 교육과정 ‘매체 생산의 주체 제작비’에 한 내용

의 <표 Ⅲ-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나다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목 하에서

뉴스를 제작하는지,제작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에

해 사고하게 한다.즉 뉴스 생산 맥락의 측면에서 뉴스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뉴스 생산의 여 요인을 다루는 교육 내용은 11학년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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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1학년

[매]

교육과정 내용 교사 발화

-매체 소유권의 재 패턴을 조사하고,

근권,선택,표 의 범 에 한 이러한 패

턴의 향을 조사하라.( 를 들어,지역 공

동체에서 각 매체의 소유주를 알아보라;

주요 매체 소유 기업의 보유 자산을 알아

보고,그 자산 간의 계를 조사하라;캐나

다와 미국 내에서 소수의 기 에 통제되고

있는 매체의 장 과 단 을 조사하라;매

체에 한 집 된 소유권이 어떻게 특정

을 우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하

라.)

“캐나다의 한 지역에서 사람들

이 읽거나 보는 뉴스가 왜 다른

지역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할 수

있는가?이는 이 제공받는

정보의 질에 어떤 향을 미치

는가?캐나다에서 매체를 소유

하고 있는 가장 큰 기업은 어디

이며,그 기업은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이는 소비자와 생산자

의 선택에 어떤 향을 미칠 수

있나?”(下略)

<표 Ⅲ-9>캐나다 교육과정 ‘소유권의 집 과 그 향’에 한 내용

의 <표 Ⅲ-9>에서처럼 캐나다 교육과정에서는 “왜 동일한 뉴스가 지역에

계없이 보도되고 있는가?”,“이러한 상이 정보의 질에 어떻게 향을 미치고 있

는가?”,“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기업체가 어디이며,그 기업이 무엇을

통제하고 있으며,이는 수용자와 생산자의 선택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에

해 학습자들이 사고하도록 한다.이는 국내의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에 매우

진 이라고 여겨질 만큼,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룰 만한 내용인지에 해 고민해

보게 한다.그러나 실상 이와 같은 뉴스 생산의 맥락에 한 이해를 제외하고서는

심도 있게 뉴스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을 고려할 때 시사해 주는 바가 큰 교육

내용이기도 하다.

캐나다 11학년 교육과정에서 언론사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것을 일컫는 게이

트키핑(gatekeeping)에 해 다루고 있는 도 주목할 만하다.캐나다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언론사의 입장,성향,이익에 따라 뉴스에서 보도될 사건과 그

것의 이 결정된다는 을 학습자들이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아래 <표 Ⅲ

-10>은 캐나다 교육과정 게이트키핑에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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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1학년

[매]

교육과정 내용 교사 발화

-어떤 매체 텍스트가 에게 공개될지 그 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요소를 분석하라.( 를 들어,

신문이 제1면에 어떤 소식을 담을지를 어떻게 결

정하는지를 조사하라.(下略))

“이 랩 음악은 텔 비

로와 고에서 방송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

하는가?”(下略)

<표 Ⅲ-10>캐나다 교육과정 ‘게이트키퍼(Gatekeepers)’에 한 내용

이러한 교육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뉴스가 언론사 조직과

뉴스 제작에 여하는 고주의 목 과 이익 등 언론사 내외부의 역학 계 속에

서 가공된 것임을 배울 수 있다.즉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뉴스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외 맥락에 해서 고려하며 뉴스를 이해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해의 지

평을 보다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뉴스 장르 지식

앞서 교육 내용의 편제에 한 분석에서 밝혔듯이,국내 교육과정에서 뉴스는

소재로 활용되되 그 방식이 주로 설명문이나 논설문으로 체될 수 있는 것이라

뉴스 장르 지식에 한 교육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를 들어,신문

기사의 이아웃의 특성은 무엇인지,텔 비 뉴스의 담화 구조64)는 어떠한지 등

에 한 교육 내용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재의 교육 내용으로는 신문 기사는 실시간성이 낮지만,텔 비 과 인터넷

뉴스는 실시간성이 더 높다든지,혹은 텔 비 과 라디오 뉴스는 소통 방향이

일방향인데 비해 인터넷 뉴스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은

다룰 수 있다.다만 이는 매체 일반의 특성과 다르지 않으며 뉴스 장르에

을 맞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뉴스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이러한

상황은 아래 호주의 교육과정과는 매우 다르다.

64)기존 교육과정에서 텔 비 뉴스의 구조를 앵커 소개-기자의 보도-기자의 마무리 말로 제시하

고 있으나,구조에 한 이와 같은 단순한 설명이 뉴스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113-

호주

7학년

[언]

교육과정 내용 세부 사항

-더 복잡한 텍스트의 응집성은 텍스트 구조를 나타

내고 독자를 안내하는 장치, 를 들어,개요,서론

과 결론의 단락,토픽 문장,색인 혹은 사이트 지도

혹은 온라인 텍스트의 드크럼65)과 같은 장치에

의존한다는 을 이해하라.

텔 비 뉴스 항목과

방송 그리고 다양한 종

류의 신문과 잡지 기사

와 같은 매체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기

<표 Ⅲ-11>호주 교육과정 ‘뉴스 장르 지식’에 한 내용

의 <표 Ⅲ-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호주에서는 방송,신문,잡지의 뉴스

가 서로 어떻게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게 하는 내용을 통해 뉴

스 장르 자체에 해 학습자들이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매체 일반에 한 특성에

서 나아가 매체별로 다른,뉴스의 구조에 해 다루고 있는 것이다.학습자들이

뉴스 장르 지식을 통해 좀 더 뉴스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에서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매우 요하나 국내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65)메뉴가복잡한사이트에서사용자가어떠한경로를거쳐 재의페이지로넘어오게되었는지를알려주는서비

스(디지털타임스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52802102269808001기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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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지 까지 뉴스 이해와 련된 국내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물론 호주와 캐나다

의 교육과정을 함께 살펴보았다.그 결과 국내 교육과정에는 뉴스 이해와 련하

여 꼭 필요하지만 미처 다루고 있지 못한 내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통 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 역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지 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뉴스 이해 교육을 설계하도록 하

겠다.이때 이 교육은 틀 인식이 추 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특성을 지니게

되므로 이를 고려해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이라 명명하고자 한다.66)

1)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설계

(1)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설계 원리

여기에서는 앞선 논의를 토 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설계

원리를 제시한다.이들은 ‘복합양식 요소의 의미화 방식 고려’,‘뉴스 이해의 비

속성 고려’,‘뉴스 장르 지식 고려’,‘듣기와 읽기의 변별 고려’의 네 가지로

크게 분류되며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복합양식 요소의 의미화 방식 고려

신문 기사와는 달리 텔 비 뉴스를 이해하기 해서는 단순히 이나 그림의

의미를 악하는 것을 넘어 상,음향 등의 보다 복합 인 요소의 의미화 작용을

악해야만 한다.앞서 호주 교육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 요소는 각각 의미

달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계가 복합 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구성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 언어의 의미화 방식을 세세하게 교육 내용으로 다루기

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우선 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방 해질 수 있다. 를

들어 상 언어의 의미화 작용 방법이 여러 개 사용되어 있는 하나의 뉴스 사례

66)따라서 이하 뉴스 이해 교육은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을 뜻하며,지 까지 교육 장

에서 실시되어 온 뉴스 이해 교육은 ‘기존 뉴스 이해 교육’이라 칭해,이 둘을 구분하도록 하겠다.



-115-

를 제시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를 설명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둘째로 그러한 방법을 많이 소개하게 되면 국어교육 근에

서 벗어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국어교육에서 이와 같은 기법을 다

루는 것은 이를 통해 뉴스 생산자의 의도를 비 으로 이해하기 함인데 자칫

기술 인 측면에서 이를 다루게 될 수 있다.보통 뉴스 이해 교육을 하더라도

그 연장선상에서 뉴스를 직 만들어 뉴스 생산자의 의도를 표 해 보는 활동까

지 함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67)뉴스에서 사용되는 카메라워킹 기법이 과

도하게 많이 다루어질 경우,기술 자체를 사용해 보는 식의 교육으로 환될 가

능성이 높다.68)

따라서 여기에서는 복합양식 요소들의 세세한 의미화 방식에 해서 다루는 것

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뉴스 의미를 구성하는지 그 원

리를 심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이때 요한 것은 뉴스의 특성이 고려된 의

미화 방식의 원리이다.다른 장르에서는 복합양식 요소들이 서로의 의미를 어떻게

보충해주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할 수 있다면,뉴스 이해와 련해서는 복

합양식 요소들이 특정 의미를 어떻게 암묵 으로 생성해 내는지가 건이 될 수

있다.

를 들어 최병우 외(2000)에서는 다음과 같이 텔 비 뉴스를 시청할 시 음

성과 상이 상호보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놓친 경우에는 다른 요소

에 의해 내용을 악할 수 있다는 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이 복합양

식 요소 각각이 서로를 보완해 주는 성격에 해 다루는 것은 발표 장르에서 매

체를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방식은 될지언정,뉴스 이해 교육에서는 핵심 인 사

항일 수 없다.

67) 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의 뉴스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 정 선

(2012)에서는,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듣기 역의 교수·학습이 구체 인 ‘활동’으로 구 되어 운용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가 ‘이해 학습+ 용 학습’의 구조로 되어

있는 으로 인해 뉴스 이해 활동이 뉴스 제작 활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을 설명하고 있

다.이해한 바를 용하는 것이 이상 인 학습 체제라고 봤을 때 이와 같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

뉴스 표 교육 내용과 함께 다루어질 가능성은 앞으로도 클 것이다.

68)최지 (2007)에서는 매체언어로서 쉽게 다루기 어려운 조건을 지니고 있는 화 자체가 교육의

상으로 여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이때에는 문 기능이나 실행 능력이 요구될 수 있

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 이상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지 한 바 있다.이는 매체언어 교육이 매체의

기능 숙달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며,의미가 생산되고 이해되는 원리,과정,맥락 그리고 제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을 강조한 것으로서 뉴스 이해 교육에서도 그 로 용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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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비 의 경우에는 상과 음향 그리고 기자들의 목소리가 함께 방송되는 다

매체 속성을 지닌다.시청자들은 뉴스와 계를 하면서 끊임없이 음성과

상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성을 놓친 경우에는 상이, 상을 놓

친 경우에는 음성이 내용 악을 도와주기 때문에 라디오보다는 집 도가 떨어져

도 별 어려움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된다.텔 비 이 갖는 이러한 특성은 텔 비

의 뉴스와 계가 상과 음성의 상호 련이 갖는 달의 효과,말하는 사람

의 동작과 표정 그리고 음색이나 어조 등을 비교하여 비 으로 바라보는 교육

을 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해 다(최병우 외,2000:40).

그 이유는 뉴스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뉴스 생산자들은 뉴스를 공정하게 만들기

를 요청받지만 여러 가지 여 요인들로 인해 뉴스는 특정 을 취하기 마련이

고 이로 인해 뉴스 생산자들은 암묵 으로 특정 을 지지하기 해 복합양식

요소들의 의미화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뉴스 교육과 련하여 복합양

식 요소들의 의미화 방식을 교육 내용으로 다룰 때에는 이와 같은 뉴스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그 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교육 내용의 과 화도 피하고 핵심

인 내용 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 여기에서는 복합양식 문식성을 강조하는 매체언어교육 근을 참

고할 수 있으며, 상 측면의 틀짓기 방식에서 살펴본 카메라 워킹을 통한 의미

화 방식 등이 교육 내용으로 제시될 수 있다.물론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는 뉴스 장르에서 요할 수 있는 지 을 심

으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즉 상 언어를 통한 의미와 언어 텍스트

요소 간의 계에서 암묵 인 의미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학생

들이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 마련이 필요하다.

② 뉴스 이해의 비 속성 고려

뉴스란 실을 객 으로 비춰주지 못하며 여러 여 요인의 역학 계하

에서 생산되는 것임을 강조하여 왔다.따라서 뉴스를 무비 으로 수용한다면

실을 편향되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를 비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뉴스 이해의 상이 단지 뉴스의 텍스트

요소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텍스트 요소에 의해 실 된 특정 의미가 어떤

맥락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를 고려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를 피상 수 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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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을 고려할 때 언론사의 목 ,언론사의 소유 구조,제작비로 인한 향

계 등에 해 다루고 있는 캐나다의 교육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뉴스 생산

맥락에 여하는 요인들을 다룸으로써 이해의 상을 텍스트 요소에서 사회․

문화 맥락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지 에 해서 다루지 못하고 있

어 실질 인 뉴스 이해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에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뉴스 생산을 둘러싼 제반 여건에 해서 다루

는 것은 국어교육의 범 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는 이 첫 번째이고,여기에

서 다루게 될 제반 여건이 정치 성격을 띤 것이기 쉬워 다루기에 녹록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두 번째이다.

그러나 국어교육계의 요한 화두 한 가지가 비 문식성이라는 에서

자의 이유 혹은 우려는 문제시되지 않는다.비 문식성은 텍스트 요소에

한 이해를 넘어 실제 세상의 권력,불평등,이데올로기 등에 한 이해를 요하

기 때문에 뉴스 이해에 련된 제반 여건 즉 사회․문화 맥락을 분석하게 하

는 것은 당연히 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첫 번째

이 제한 이 되지 못한다면 동일한 맥락으로 두 번째 69)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오히려 정치 성격의 맥락에 한 고려가 강조되기 때문이다.70)

이런 에서 앞서 살펴본 비 담화분석은 텍스트 차원의 이해를 넘어 이를

담화 그리고 사회․문화 맥락과 연결 지어 심도 있는 이해를 하도록 하는

근이므로 뉴스에 한 비 이해를 해 그 기본 방향이 취해질 필요가 있

69)그럼에도 실세계의 정치 맥락을 국어교육의 장에서 다루는 것은 여 히 쉬운 일이 아니다.교

사 자신의 정치 이념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방향으로 교수․학습이 흐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맥락이 무 복잡해 온 히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럴 때에는 가상의

배경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와 같은 요인들이 뉴스의 에 어떻게 반 될 수 있는지를 비 으

로 사고해 보게 하는 방식으로 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물론 한 뉴스 자료를 제

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요한 것은 뉴스를 둘러싼 사회․문화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이면의 의미까지 비 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활동을 할 수만 있다면 가상

의 상황을 통한 활동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 학습 목표에 최 화된 상황을 설정할 수만 있다

면 온 히 설명해 내기 어려운 실제 사회․문화 맥락을 고려하여 뉴스를 이해하게 하는 것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70)윤여탁(2015)은 한국의 국어교육에서 비 문식성 논의는 실천,주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

루어지고 있지만,여 히 비 읽기나 비 사고로부터 멀리 진 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비 한

바 있다.그는 그 이유로 비 문식성이 다분히 정치 이고 이데올로기 임에도 국어교육의 이해

와 표 활동에서 이런 정치성이나 이념성이 제한되고,언어의 립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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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1)가령,비 담화분석에서 말하는 담화 ,사회․문화 실천 차원의 분석

을 해서는 다른 동료 학습자들과 뉴스 이해에 해 공유하게 한다든지 해당 사

건을 다룬 다른 언론사의 뉴스를 통해 동일한 사안에 한 여러 가지 담론을

해 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물론 그 에 수행되는 텍스트 차원의 분석에서

는 틀 이론에서 제시해 주는 여러 가지 뉴스 틀 유형이 비 담화분석을 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③ 뉴스 장르 지식 고려

뉴스 이해 교육 내용 실태 분석을 통해, 재 2015개정 교육과정에는 뉴스를

면 으로 내세운 성취기 이 없어 뉴스 장르 지식에 한 교육 내용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을 지 한 바 있다.무언가를 이해하는 데에 장르에

한 지식이 큰 기여를 한다는 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상황은 문제 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보 달 텍스트에 한 김혜정(2011)의 논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정보 달 텍스트에 한 교육 내

용이 반드시 정보 달 텍스트에서 연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에 용되

는 략에 한 것이라는 을 비 한다. 를 들어 기사문은 그 텍스트 특성

을 학습내용으로 삼기보다는 주제나 표 형식이 다른 두 을 비교하기 한

보조 제재로만 다루어지기 때문에 텍스트의 특성은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그러면서 아래와 같이 텍스트 특성을 아는 것이 독해에 얼마나 요할 수

있는지를 논하고 있다.

텍스트 상 구조에 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독자는 정보 처리 과정의 효율성

이 높아져 독해를 훨씬 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Meyer,1980;Tayloretal.,1983).

이들로 인해 텍스트의 구조에 한 지식-형식 스키마(Carrell,1984)-은 언어 학습

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으로 의미를 지니게 된다.즉 텍스트 유형에 한 지

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 독해의 차이가 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텍

스트 생산자(필자)는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와 목 을 고려하여 가장 한 텍스

트 구조를 선택하여 을 썼을 것인데,독자가 이러한 의 조직 유형을 잘 알지

못한다면 의미 구성이 원활하게 이 지기 어렵다는 뜻이다(김혜정,2011:56).

71)물론 비 담화분석의 근만으로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구안할 수는 없다.비 담화분석

의 근에 한 문제에 해서는 Ⅱ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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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읽기 역을 상으로 논의된 것이지만 이것이 비단 읽기에만 해당되

는 연구결과는 아닐 것이다.오히려 텍스트를 반복 으로 살펴볼 수 없는 듣기와

보기의 역에서는 장르에 한 지식이 더 큰 효용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뉴스에 한 장르 지식이 모두 뉴스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장르 지식이 단순히 언어를 기술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면 실제 뉴스 이

해와는 련이 없다.교육 내용의 실태 분석에서도 언 했듯이,2007개정 교육과

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학습자들은 뉴스의 구조 즉 ‘진행자의 소개-기자의 보도-

기자의 마무리 말’로 뉴스가 이루어진다는 을 배우지만 이와 같은 지식이 뉴스

를 이해하는 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쉽게 상할 수 없다.실

제로 모든 뉴스가 이와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은 차치하더라도,이러

한 교육 내용은 뉴스에 한 지식 하나를 더 알게 되는 것 이상으로 뉴스 이해에

어떤 기여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스 장르 지식은 단순히 뉴스 결과물을 기술해 놓은 것이어서는 안 되

며 그것을 바탕으로 뉴스 이해를 수행하는 것에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즉 뉴스 장르 지식은 뉴스 이해72)에 도움이 될 때에 한해 그 요

성을 지닐 수 있다.따라서 지 과 같이 명제 지식이 학습자에게 그것의 앎 이

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실질 인 이해를 한 교육 내용으로는 의미를 얻을

수 없으며 이는 수행 성격의 교육 내용73)으로 환되어야 한다.

틀 이론에서 제시하는 뉴스 틀짓기 방식에 한 내용은 이런 에서 유용하다.

뉴스의 내용과 형식의 유형을 제시해 주면서 동시에 그러한 유형에 따라 뉴스가

어떤 제한 을 지닐 수 있는지 그 효과에 해서도 알려주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뉴스 틀에 한 지식은 단지 앎에 그치는 지식이 아니라 뉴스 이해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이 된다.

④ 듣기와 읽기의 변별 고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뉴스 이해에 한 교육 내용

72)본 연구는 이해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으나,뉴스의 담화 구조를 아는 것은 뉴스 생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한 것은 ‘교육 내용이 하나의 앎 이상으로 활동을 하는 데에까지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느냐’하는 이다.

73)김 행(2005)에서는 국어국문학과는 달리 국어교육의 학문 연구는 수행 이론의 개발을 지향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여기서 수행 이론이란 서술 이론에 비되는 것으로서,가치를 실

하고자 하는 실행 과정을 수행하는 규칙이나 원리 혹은 차나 기 을 나타내는 이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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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읽기 역에 주로 편성되어 있다.뉴스를 주로 하는 매체가 신문보다는 텔

비 이라는 (한국언론진흥재단,2014)을 고려한다면 읽기를 통해 뉴스를 이해하

는 교육 내용 외에 듣기와 보기를 통해서 뉴스를 이해하는 교육 내용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물론 듣기와 보기 모두 읽기와 마찬가지로 이해 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공통 이 많으나 읽기와는 다른 듣기와 보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매체 교육과 련하여 시각 요소들이 어떻게 의미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물이 나와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으나,

듣기에 한 연구는 축 되어 있는 연구물이 매우 미미하다.그동안 자국어 교

육에서 비 이해 교육에 한 연구는 주로 ‘읽기’ 역에서 이루어졌으며(김

순,2008;김혜정,2008;안부 ,2009;이재형,2012;김유미,2014),비 듣

기는 제2언어 교육 분야에서만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상황은 외

국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이는 자국어 교육에서 듣기 교육이 강조될 필요

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발화 순간 바로 휘발되는 구어의 특성상

듣기를 연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이로 인해 비 듣기에

한 교육 내용은 비 읽기에 한 그것에 비해 ‘듣기’의 특성이 반 되지 못한

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 하 듯이 듣기와 읽기는 모두 이해의 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읽기

교육의 연구 성과는 듣기 교육에 상당 부분 용될 수 있다.그러나 두 역은 사

용역의 양식(mode)에서 확연히 변별되는 차이를 지니기 때문에 읽기 교육 내용이

그 로 듣기 교육 내용으로 환되는 것은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비

듣기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해서는 듣기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그동안 축 되어 온 비 읽기 교육 내용을 참조하는 것 역시 듣기와 읽기의

계 등이 충분히 고려된 상황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면 듣기와 읽기는 서로 어떤 계를 가지는가?스티치 외(Stichtetal.,

1974)에서는 듣기 능력 즉 구어 능력이 읽기 능력의 토 가 되므로 학교 교육의

반에는 두 능력 듣기 능력이 앞설 것이나 시간이 경과될수록 그 차이는

어든다는 을 지 하며 결국 듣기와 읽기는 거의 동일한 능력임을 강조한다.이

와 같은 듣기와 읽기의 유사성을 당크스(Danks,1980)에서는 통합 이해 처리

(unitarycomprehensionprocess)라는 용어로 설명한다.이 통합 이해 처리

에 따르면,읽기 능력은 듣기 능력에 해독 능력을 더한 것으로 구성된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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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해독이 숙달되면 읽기는 일반 인 언어 기능(skills)으로부터 구별되는 다른

기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를 들어 스티치 외(Stichtetal.,1974)에서는 듣기와

동일한 언어 능력과 인지 자료에 시각 표시를 찾고 활자를 말로 해독하는 능

력을 더한 것이 읽기라고 주장한다(Sinatra,G.,1990:117).

그러나 디아키도이 외(Diakidoyetal.,2005)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통합 처

리 에 의문을 제기한다.이 연구에서는 통합 처리 은 여 히 지지되고 있

으나 몇몇 측면에서는 증명될 필요가 있다는 을 제기하면서 세 가지 문제 을

지 한다.첫째,듣기가 읽기에 앞서는 시기의 정도(Stichtetal.,1974)가 텍스트

요소들과 계속되는 해독의 어려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다.결과 으

로 듣기 능력의 발달이 읽기 능력의 발달을 앞선다는 주장은 담화 종류의 향에

의해 일반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둘째,듣기와 읽기 간 차이의 방향이 역 된다

는 은 듣기 능력이 읽기 능력에 해 어느 정도로 인 잠재력을 갖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오히려 이와 같은 역 상은 해독이 숙달된 이후 능

숙한 독자가 되는 데에 듣기 기술이 충분하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텍스트 련 요소 읽기와만 배타 으로 련되는 인지

기능 요소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듣기와 읽기 간의 련성이 당연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Diakidoyetal.,2005:72-73).

듣기,읽기,보기의 양식(mode)별로 매체 문식력의 계를 연구한 홉스와 로

스트(Hobbs& Frost,2003)에서는 매체 문식력 교육을 실시하여 ‘주요 아이디어

이해하기’,‘특정한 세부사항 악하기’,‘구성 기술 악하기’,‘ 악하기’,‘생

략된 정보 악하기’,‘비교- 조하기’의 능력에 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

교하고 있다.세 양식 모두에서 문식력의 향상이 일 되게 발견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어,이 연구 역시 반 으로는 통합 처리 을 지지하고 있다.그러나 이 연

구의 체 으로 인해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으나 세부 인 내용에서 흥

미로운 을 발견할 수 있다.바로 ‘생략된 정보를 악하는 능력’과 련하여 오

직 듣기 양식에서만 문식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이다.이 결과에 한 원인은

다각도로 탐색해 야 할 일이지만,특정 정보의 선택과 배제로 인해 드러나는 뉴

스 보도의 의도를 악하는 것이 뉴스 듣기 교육에서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한

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듣기와 읽기는 매우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

다는 그리고 이 둘의 계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차이도 존재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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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듣기와 읽기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그동안 많이 축 되어

온 비 읽기 교육에 한 연구 성과들은 뉴스 듣기 교육에 많은 도움을 수

있다.그러나 이를 듣기 교육에 용할 때에는 반드시 읽기와는 다른 듣기의 특성

이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듣기의 상황에서 뉴스 틀 이론은 특히 그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

뉴스가 어떻게 틀지어져 있는지를 악하면 그 틀이 지니고 있는 내재 한계에

해서 알게 되고 그 게 되면 실제로 뉴스에서 그와 같은 제한 이 드러나게 되

는지를 측하며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74)

(2)뉴스 이해 교육의 내용 체계

김 행(2002)은 국어교육이 언어교육이라는 제하에 언어에 한 천착을 통해

국어 교육의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그는 언어의 본질은 체계,행 ,문

화의 세 측면을 가지며,언어의 기능은 사고,소통, 술을 성립시킨다고 하면서

이를 사실,과제,의미,정체성이라는 국어 능력의 네 속성과 련 짓고 이를 다시

지식,수행,경험,태도로 응시키며 이 네 가지를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제안한

다.

그러나 박종훈(2005)은 이 네 가지 지식을 제외한 수행,경험,태도는 교육

내용이라기보다는 교육 목표에 해당한다고 말한다.우선 수행은 부분 으로는

기능(技能) 다른 측면에서는 활동으로 환원될 수 있는데,기능은 지식을 기

반으로 이루어지며 기능을 신장시키기 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과 반복 연

습이라는 에서 알 수 있듯이 능력이며 곧 목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그에

따르면 활동 역시 교육 내용이 될 수 없는데,첫째 모든 가능한 활동들을 목록

화할 수 없고,둘째,‘핵심 ’이라고 단한 활동만 제시하게 된다면 창의 이고

효과 인 활동의 사용 가능성을 억압하게 되며,셋째, 인 활동의 부재로

인해 교육 내용은 불안정성을 갖게 되어 교육 주체들을 혼란시키기 때문이다.

그는 경험은 활동으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 한 이유 로 교육 내용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학습 경험에는 실험이나 실습,운동,역할 놀이,소집단 활

동,체험 학습 등이 포함되는데 이 게 볼 때 학습 경험이라는 개념은 보다 친숙

74) 어과 논문이기는 하나,듣기 상황에서 측하기의 효과에 해 논의한 연구에 해서는 박은

수(1997),권태훈(2004),천혜 (2009)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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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인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태도는 인지 요소,

정의 요소,행동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 정의 요소와 행동 요소는 주입

이나 강요로는 길러 수 없는 것이며,다만 특정 활동이나 조건의 설계를 통해서

이들 요소가 자발 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육 내용에

서 제외한다.75)결과 으로 그는 “지식(내용)을 활동(방법)을 통해 배워서 목표를

성취한다.”는 것으로 내용과 방법 그리고 목표의 계를 설정한다.그는 이를 아

래 [그림 Ⅲ-10]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

내용 → 방법 → 목표

지식 을 활동 을 통해 배워서

지식76)

技能

태도

을(를)갖춘다.

[그림 Ⅲ-10]교육의 과정에서의 지식,활동,技能,태도의 계(박종훈,2005:477)

이와 같이 지식,활동,기능,태도의 계를 도식화한 과정은 매우 논리 이나,

여 히 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이

어떠한 지식이냐 하는 것이다.물론 방법인 활동도 크게 향을 미치겠으나 지식

의 성격에 따라 이 도식화에서 목표로 제시한 것들이 성취될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 박종훈(2005)에서는 지식을 기능 (機能的)지식과 과정 지식

으로 분류하고 있다.여기에서 기능 (機能的)지식은 상황 맥락에 따른 언어 표

과 련된 지식이며,과정 지식은 방법에 한 지식이다.그는 이와 같이 기

능 (機能的)지식과 과정 지식으로의 범주 설정 방식이 실제 언어 수행 과정을

분석한 데에서 도출해 낸 범주 설정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명제 ,방법 ,조

건 지식으로 범주를 설정하는 것보다 더 유의미하며 효율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민병곤(2006)은 이 기능 (機能的)지식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비 을

75)김창원(2016)에서도 교과서를 만들면서 태도 련 목표를 처리할 때의 난감함과 ‘객 인 태도

평가’를 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용할 때의 무력감을 생각할 때,태도를 내용 체계가 아닌 목

표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솔직한 태도라고 밝히고 있다.

76)박종훈(2005)은,순수 지식 교과의 경우,지식을 배움으로써 지식을 갖추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

처럼 국어교육의 경우에서도 지식은 내용이 될 수도 있으며,동시에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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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다.첫째 박종훈(2005)은 언어 표 과 상황 맥락을 기능(機能)으로 통합하고

있으나,모든 맥락을 기능 (機能的)지식으로 환원할 수는 없으며 그 반 의 경

우 즉,모든 언어 표 만으로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둘째,

언어 사용자의 에서 기능(機能)이란 X가 Y로 치환되는 함수 계 즉,Y에

도달하는 데 X가 수행하는 역할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을 처리

하는 과정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에서 용어의 체계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

려운 이 있다는 것이다.민병곤(2006)에서는 이에 한 안으로 상징 ,처방

,기술 ,기술공학 정보/내용이라는 타인의 지식을 ‘투입’하여,획득,동화,순

응,수행,포부의 ‘과정’을 거쳐,유식하고 문화 교양이 있는 유능한 개인을 ‘산

출’한다는 하우엔슈타인(Hauenstein,1988)의 논의와 이와 련되는 오우크쇼트

(Oakeshott,1962),폴라니(Polanyi,1958)의 지식 개념을 응시켜 지식의 범주를

기법 지식,실천 지식,인격 지식으로 설정한다.그리고 기법 지식에 해당

하는 텍스트 유형,언어,사고,맥락의 범주로 내용 요소를 설정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봤을 때 내용 체계에서 확고한 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임을 알 수 있다.첫 번째가 지식이고,여러 가지 명칭으로 언 되어 왔으

나 방법에 한 내용으로 수렴되는 것이 두 번째77)이다.그 외의 수행,경험,기

능,언어,사고,맥락 등78)은 지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명제 지식 혹은 방법

지식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체계를 명제 지식과 방법 지

식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79)물론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지식은 에서 열

77)이는 김 행(2002)에서는 수행으로,박종훈(2005)에서는 과정 지식으로,민병곤(2006)에서는 사

고로 명명되었으며,6차와 7차 교육과정에서는 원리로,2007-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능으로 불

렸다.

78)운율,어휘․문법,담화,매체 층 의 언어 자원에 한 ‘언어’는 명제 지식에,내용 확인,추론,

평가 감상, 인지 등에 한 ‘사고’는 방법 지식에 해당한다.소통 상황, 인 계,문화 이해

에 한 ‘맥락’역시 2007개정 교육과정의 맥락이 2011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식 범주에 편입된 것

처럼 명제 지식으로 포 될 수 있다.

79)명제 지식과 방법 지식으로 지식을 분류하는 것은 라일(Ryle,1984/1999)의 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 에는 각각 ‘knowingthat’과 ‘knowinghow’로 표기되어 있다.본 연구에서 지식을 명

제 지식과 방법 지식으로 구분한 것 역시 지식이 아는 것 이외에 하는 것과도 련된다는 라일

의 논의를 참고한 것이나 본 연구의 명제 지식과 방법 지식이 ‘knowingthat’과 ‘knowinghow’

에 일 일로 응하는 것은 아니다.라일이 말하는 ‘knowinghow’란 오우크쇼트가 말하는 실제

지식에 응하는 것으로서 명문화할 수 있는 성격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명제 지식과 방법 지식은 모두 라일의 ‘knowingthat’즉 오우크쇼트의 기법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다.즉 본 연구의 명제 지식과 방법 지식은 라일의 지식 구분에 응되는 것은

아니나,사실에 한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것에 해서까지 지식의 스펙트럼을 넓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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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것처럼 지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지식에 포함되기도 혹은 따로 제

시되기도 했던 내용들을 포 하는 의의 의미로서 사용된다. 를 들어,2015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맥락 범주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기능․경험과 련된 ‘수행’

내 ‘듣기․말하기의 구성 요소(화자,청자,맥락)’에서 다루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도 맥락을 방법 지식에서 포 으로 다룬다.

내용 체계를 이와 같이 설정하면,내용 체계에 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포함되

기도 혹은 배제되기도 했던 여러 용어들을 경우에 따라 혼란스럽게 사용하지 않

아도 되는 이 이 있으며,실제 이를 용하는 교육 장에서도 그와 같은 세세한

분류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80)간명한 형식으로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물론 뉴스 이해에 여하는 요소를 최 한 고려하여,교육 내용으로서 지식의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그것이 실질 인 뉴스 이해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비 은 언제든 제기될 수 있다.즉 그와 같은 지식을 아는 것과 실제로 뉴스

를 제 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오우크쇼트(Oakeshott,

1962)가 명문화할 수 있는 기법 지식(technicalknowledge)과는 별개로 실제

지식(practicalknowledge)을 상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81)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내용을 편 한 지식으로 구성하지 않은 한)내용을

지식으로 구성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수․학습 방법 차원의 문제로 보

는 것이 온당하다.물론 내용 체계 자체를 능력으로 환되기 쉽게 마련하는 것도

요하나,내용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체계에 어떤 내용 요소를 설정하여 놓

더라도 이는 결국 처음에는 타인의 지식일 뿐 교수․학습 과정에서 비로소 내면

화된 지식 혹은 능력으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82)

한다는 차원에서 라일의 논의가 차용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물론 교수․학습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크게 의존하게 되겠으나,이와 같이 명문화된 상태일지라도 방법에 한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은 그것이 ‘knowinghow’를 얻게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80)김창원(2016)에서는 교육 장에서 ‘과정,방법’,‘상황,맥락’에 한 지식도 개념지로 환원해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며,의미상 큰 차이 없는 용어들을 그때그때 바꿔 쓰다 보니 지식의 타당성

자체에 회의가 생겼다고 하면서 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국어 교과 지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81)오우크쇼트(Oakeshott)의 지식 이론에 해서는 차미란(2003)과 조 태(2004)참조.

82)윤여탁 외(2011)에서는 시 교육에서 요하게 인식되는 지식으로 사실 지식,개념 지식,

방법 지식을 제시하면서,이러한 지식들이 서로 연 을 맺지 못하며 주로 명시 이고 기억을 통

해 재생 가능한 단편 지식의 형태로 교수․학습되고 평가되어 왔다는 을 지 한다.이 연구에

서는 이에 한 안으로 사실 지식의 계화,개념 지식의 의미화,방법 지식의 재구성이라

는 방안을 제시하는데,이 역시 지식이 단순 사실들만을 나열한 정도의 체계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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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을 지식으로 보고 이를 명제 지식과 방법

지식으로 하 분류하여 내용 체계로 삼고자 한다.여기에서 명제 지식은 뉴스의

본질,특성,조건 등으로 뉴스 이해에서 요구되는 형식 ,본질 지식을 의미하

며,방법 지식은 뉴스의 텍스트 요소 인식,뉴스 내용의 추론,뉴스 내용에 한

평가,뉴스 이해에 한 검과 조정 등으로 뉴스 이해에 여하는 사고의 차나

과정에 한 지식을 의미한다.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Ⅲ-12>와 같다.

텍스트 유형(혹은 실제):뉴스

명제 지식 방법 지식

․뉴스의 본질

․뉴스의 특성

․뉴스의 조건

․뉴스의 텍스트 요소 인식

․뉴스 내용의 추론

․뉴스 내용에 한 평가

․뉴스 이해에 한 검과 조정

<표 Ⅲ-12>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체계

(3)뉴스 이해 교육의 내용

앞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설계 원리를 네 가지로 제시하

고,내용 체계를 명제 지식과 방법 지식으로 설정한다는 을 논의하 다.여

기에서는 그 원리와 체계에 맞게 구체 내용 요소를 구성하고자 한다.물론 이에

앞서 Ⅱ장과 Ⅲ장에서 살펴본 뉴스 이해에 한 이론들과 교육 실태를 토 로

내용 요소 구성의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① 내용 요소의 구성 근거

㉮ 명제 지식의 구성 근거

우선 명제 지식의 내용 요소로는 ‘실구성체로서의 뉴스 본질’,‘뉴스와 사회

의 상호작용성’,‘뉴스의 기존 질서 재생산성’,‘뉴스의 공정성’을 선정하 다.이들

면 이를 학습자에게 내면화시키는 것은 교수․학습 방법의 몫이라는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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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뉴스 이해를 한 기 개념에 해당되는 것들로서 뉴스 이해를 한

제의 성격을 지닌다.

㉠ 실구성체로서의 뉴스 본질

명제 지식의 첫 번째 내용 요소는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Reese,

1996/1997), 터크만(Tuchman, 1978/1995) 그리고 캐나다 교육과정(Ontario

MinistryofEducation,2006,2007a,2007b)의 논의를 토 로 뉴스 생산의 여

요인을 강조한 ‘실구성체로서의 뉴스 본질’로 선정하 다.

물론 뉴스의 실구성체로서의 본질은,뉴스를 객 이고 규범 성격의 담화

소재로 보는 에서 벗어나 비 이해의 상으로 여겨질 필요가 있다고 본

기 뉴스 교육 연구(김태환,2000;김정자,2001;권순희,2002)의 이래 가장

시되어 온 내용 요소로서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존 교육과정에서 이 내용 요소는 단순히 뉴스가 상이한 을 지닐

수 있다는 정도로만 제시되는 데 반해,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Reese,

1996/1997)와 캐나다 교육과정(OntarioMinistryofEducation,2006,2007a,2007b)

에서는 기자와 언론사의 신념 가치, 고주와 정부의 외 향력 등 뉴스 생

산의 여 요인들 간의 역학 계 속에서 뉴스가 특정 을 지니게 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한 기자들은 선택된 사건을 짧은 시간과 제한된 분량하에 뉴스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틀에 사건을 끼워 맞춰 뉴스를 생산하게 되었고,그에 따라

수많은 사건들이 지닌 다양성이 감소되었다는 터크만(Tuchman,1978/1995)의 논

의도 뉴스의 제작 환경으로 인해 뉴스가 실구성체로서의 본질을 지니게 된다는

을 말해 다.이와 같은 제작 환경은 기자와 언론사의 신념 가치, 고주와

정부 등의 외 향력과는 다른 차원의 성격을 지니나 뉴스의 형성에 향

을 미친다는 에서는 뉴스 생산의 여 요인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을 토 로 뉴스 생산의 여 요인을 강조한 실

구성체로서의 뉴스 본질을 내용 요소로 삼았다.뉴스의 이 단순히 다를 수 있

음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은 해당 뉴스의 이 인 것이 아니라는

만을 깨닫게 해주는 데 반해, 이 형성되는 데에 향을 미친 여 요인을 고

려하면서 상이한 을 사고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여타의 이 략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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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지,그리고 왜 그러한 을 취하게 되었는지에 해서까지 사고하게 해

다는 에서 더 큰 교육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 뉴스와 사회의 상호작용성

‘뉴스와 사회의 상호작용성’은 팬과 코시키(Pan& Kosicki,1993)의 뉴스 형성

과정 이론을 토 로 내용 요소로 선정하 다.팬과 코시키(Pan& Kosicki,1993)

는 뉴스가 사회에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역으로 사회에 의해 향을 받게 되기

도 한다는 을 지 하는데,이는 기존 교육 내용에서 사회에 한 뉴스의 일방

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변별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성이 뉴스 이해 교육에서 요한 것은 상호작용성에 해

배운 학습자는 뉴스를 둘러싼 담론들이 뉴스가 특정 을 갖는 데에 어떤 향

을 미쳤는지를 고려하면서 뉴스를 이해하기 때문이다.뉴스의 사회에 한 일방

향력은 보편 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학습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단순한

앎에 그칠 가능성이 크나,뉴스와 사회의 상호작용성에 한 이해는 뉴스 생산에

향을 여러 사회 담론들과 뉴스를 련지어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

게 해 다는 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스 생산을 둘러싼 담론들과 함께 뉴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뉴스와 사회의 상호작용성을 내용 요소로 선정하 다.

㉢ 뉴스의 기존 질서 재생산성

‘뉴스의 기존 질서 재생산성’은 터크만(Tuchman,1978/1995)과 비 담화분석

이론(Fairclough,1995;Fairclough& Wodak,1997)을 토 로 내용 요소로 선정하

다.터크만(Tuchman,1978/1995)은 뉴스가 기존 질서를 유지 강화한다는

을 지 한다.그런데 비 담화분석 이론(Fairclough,1995;Fairclough &

Wodak,1997)에서는 담화가 권력 계를 생산하거나 재생산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보면서 권력의 문제를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담화에 한 이해가 제 로 이

루어진다고 본다.이들의 논의를 종합해 봤을 때 기존 질서를 재생산하는 뉴스의

특성을 인식하고 이를 뉴스 이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는 단순히 기존 질서의

가치 혹은 이에 한 항 가치 어떠한 것이 더 옳다는 문제가 아니며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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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즉 기존 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뉴스의 특

성을 이해하는 학습자는 기존 질서의 척 에 서는 가치에 해서도 보도되고

있는지,어느 한 쪽의 가치만 우호 으로 그려지면서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집단이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한 이

는 뉴스를 담화 층 에서 벗어나 권력 혹은 이익과 같은 사회․문화 차원에서

이해하게 하는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뉴스의 특성상 권력 혹은

이익의 에서 뉴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비 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심도 있는 뉴스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뉴스의 기존 질서 재생산성을 내용

요소로 선정하 다.

㉣ 뉴스의 공정성

마지막으로 웨스터슈탈(Westerstahl,1983),맥퀘일(Mcquail,1986),강명구(1994)

의 논의를 토 로 ‘뉴스의 공정성’을 내용 요소로 선정하 다.강명구(1994)는 웨

스터슈탈(Westerstahl,1983)과 맥퀘일(Mcquail,1986)의 논의를 비 으로 검토

하면서 공정성을 사실성(객 성),윤리성,이데올로기( 체성․역사성)를 포 하는,

바람직한 뉴스의 최상 조건으로 개념 규정한 바 있다.이는 기존의 교육 내용에

서 타당성,신뢰성과 함께 공정성을 다루면서 공정성을 피상 수 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변별되는 내용이다.타당성과 신뢰성은 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육 내용에서도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와 련하여 다루어질 때에는 뉴스

에 특화된 측면이 부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나 기존 교육 내용에서는 이들과

공정성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뉴스 이해 거의 핵심(이 웅,2005)인 공정

성 자체에 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식 수 의 공정성을 넘어 실제 인 공정성을 학습자

들이 단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사실성(객 성),윤리성,이데올로기( 체성․역

사성)를 포 하는 공정성 개념을 내용 요소로 선정하 다.

이상 명제 지식으로 설정한 네 가지 내용 요소는 뉴스 이해를 한 개념에

해당되는 것들로서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설계 원리 ‘뉴스 이해의 비

속성 고려’와 특히 련이 있다.즉 실구성체로서의 뉴스 본질은 뉴스가 실

을 특정 하에 바라보게 만드는 강한 설득의 성격을 띤다는 에서,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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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상호작용성은 그 특정 을 취하게 된 담론의 향을 비 으로 바라

보게 한다는 에서,뉴스의 기존 질서 재생산성은 특정 가치가 편향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비 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에서,마지막으로 뉴스의 공정성 개

념은 비 이해의 거가 된다는 에서 각각 뉴스 이해의 비 속성과 맞

닿는다.

㉯ 방법 지식의 구성 근거

방법 지식의 내용 요소는 크게 ‘뉴스 틀 분석을 통해 측하며 듣기’,‘뉴스

틀 분석을 통해 은폐된 내용 추론하기’,‘뉴스 틀 분석을 통해 사회․문화 으로

뉴스 평가하기’,‘뉴스의 객 성에 한 논증 략 분석을 통해 실질 객 성 평

가하기,’‘뉴스 수용자의 틀 검하기’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 뉴스 틀 분석을 통한 측․추론․평가하기

방법 지식의 내용 요소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뉴스 틀 분석을 통해

뉴스를 측하며 듣고,은폐된 내용을 추론하며 이를 사회․문화 배경과 련지

어 이해하도록 구성하 다.이는 듣기의 과정 혹은 수 을 사실 듣기,추론

듣기,비 듣기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연구들(박 목 외,2001;김 희․강경숙,

2012)을 우선 으로 참고한 결과이다.83)즉 측하며 듣기는 텍스트 요소에 한

인식력을 높이기 한 것으로서 사실 듣기를 한 내용 요소이며,그 뒤를 추론

듣기와 비 듣기에 해당하는 평가하기가 이어지도록 구성하 다.

이들은 모두 뉴스 틀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내용 요소에 포함시

킬 틀 유형부터 선정하 다.다만 실 으로 뉴스 이해 교육에 배정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앞서 Ⅱ장에서 살펴본 틀 유형이 모두 선정될 수는 없었다. 를 들어,

내용 차원의 거시 틀에 한 이론(Priceetal.,1997;Semetko& Valkenburg,

2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틀을 모두 제시하면 갈등 틀,인간 흥미 틀,개인

결과 틀,경제 결과 틀,도덕성 틀,책임 귀인 틀로 여섯 가지이나,이들 틀 모

두를 내용 요소에서 다루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

83)박 목 외(2001)에서는 사실 듣기,추론 듣기라는 용어 신 이에 해당하는 듣기의 과정을

정보 확인 단계,내용 이해 단계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동일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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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가장 많이 용되는 틀로 밝 진,책임 귀인 틀,갈등 틀,인간 흥미 틀을

내용 차원의 거시 틀로 선정하 다.

형식 차원의 거시 틀에 한 이론은 아이 가(Iyengar,1991),카펠라와 제이

미슨(Cappella& Jamieson,1997),엔트만(Entman,1993),팬과 코시키(Pan &

Kosicki,1993)등이 있으나,카펠라와 제이미슨의 논의는 선거 련 뉴스에만

용되는 틀 유형에 한 것이라는 에서,엔트만 그리고 팬과 코시키의 논의는 일

정한 틀 유형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에서 뉴스 분석 시 용상의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용 요소에서 다룰 형식 차원의 거시 틀을 부분

의 뉴스에 보편 으로 용 가능한 아이 가의 일화 심 틀과 주제 심 틀로

선정하 다.

뉴스의 미시 틀은 갬슨과 라쉬(Gamson& Lasch,1981)그리고 팬과 코시키

(Pan& Kosicki,1993),메사리스와 아 라함(Messaris& Abraham,2001/2007)의

논의를 토 로 은유,비교 사례,표어,묘사,시각 이미지,그리고 제틀(Zettl,

1990),클래 (Klapp,1964),주창윤(2003)등의 논의를 토 로 카메라워킹 등의

상 언어 장치로 선정하 다.

이상과 같이 틀의 유형 혹은 장치들을 선정한 이후에는 이들과 함께 라운과

율(Brown& Yule,1983),샤모트와 쿠퍼(Chamot& Kupper,1989)등의 ‘측하

며 듣기에 한 이론’등을 토 로 ‘뉴스 틀 분석을 통한 측하며 듣기’의 내용

요소를 구성하 다.이 라운과 율(Brown& Yule,1983:67-68)에서는 내용

에 한 배경지식이 청자의 국 측(globalexpectations)을 제한하여 련된

경험이 활성화되도록 한다고 말한다.즉 청자는 련된 배경지식을 통해 해석을

한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측하며 듣는 것이 이해에 기여한다는 것이다.한편 틀

이론 특히 뉴스의 거시 틀에 한 이론(Iyengar,1991;Price etal.,1997;

Semetko& Valkenburg,2000)에서는 뉴스가 거시 틀에 따라 편화․사소화․자

극화 등의 제한 을 가지게 된다는 을 설명하는데,이는 측을 한 배경지식

이 될 수 있다.따라서 이 두 종류의 이론을 통해,학습자들이 뉴스의 제한 을

토 로 뉴스를 측하며 듣도록 내용 요소를 구성하 다. 측하며 듣기는 특히

구어 상황에서의 이해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에서(박은수,1997;권태훈,2004;,

천혜 ,2009),이는 텔 비 뉴스와 같이 이해의 상이 바로 휘발되는 경우에

더 큰 유용성을 지닌다는 의의를 지닌다.

다음으로 ‘뉴스 틀 분석을 통한 은폐된 내용 추론하기’는 이상의 틀 이론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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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개념(강명구,1994)을 통해 내용 요소로 구성하 다.공정성의 하 요소인

체성․역사성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뉴스에 한 올바른 이해는 해당 이슈

의 은폐되어 있는 부면까지 모두 고려하여 해당 이슈 체를 조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이를 고려할 때,뉴스 틀 분석을 통해 뉴스에서 강조되어 있

는 부면뿐만 아니라 은폐되어 있는 부면까지 모두 고려하는 것은 뉴스 이해를

한 가장 핵심 인 방법이다.그런데 뉴스 틀 이론은 뉴스 틀이 어떠한 부면을 강

조하며 그에 따라 어떠한 부면이 은폐될 수 있는지에 한 설명을 제공한다. 를

들어 뉴스에서 특정 사태의 책임을 개인에게 귀인시킴에 따라 사회구조 책임은

은폐된다든지,갈등의 자극 이고 립 측면만이 부각됨에 따라 그것의 본질은

은폐된다든지,개인 이고 흥미로운 측면이 부각됨에 따라 공 측면은 은폐된다

든지 하는 설명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따라서 이들 틀 분석을 통해 뉴스에서 은

폐되어 있는 부면을 추론하게 하여 체성․역사성 측면에서 뉴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뉴스 틀 분석을 통한 은폐된 내용 추론하기’의 내용 요소 구성에는 메사리스와 아

라함(Messaris& Abraham,2001/2007)과 호주 교육과정(AustralianCurriculum

AssessmentandReportingAuthority,2015)의 논의도 그 토 를 제공하 다.이

들 논의에서는 상 언어와 문자 음성 언어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부합하는지

를 분석하고,이때 이들 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암묵 의미가 형성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론하게 한다.이는 언론이 공정성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도 략 으로 즉 비명시 으로 특정 을 노출시키는 략을 이해시키기 한

것으로서 이 역시 뉴스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추론하여 뉴스를 제 로

이해하도록 하기 한 목 을 지닌다.

뉴스 틀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틀 이론’과 ‘비 담화분석 이론

들’(Fairclough,1995,1995/2004,2012;vanDijk,2001,2003;Wodak,1996,2001)

의 공통 속성을 통합하여 ‘사회․문화 으로 뉴스 평가하기’로 내용 요소를 구

성하 다.비 담화분석 이론들은 텍스트 차원에서의 분석 결과를 담화 그

리고 사회․문화 실천 차원에서의 분석 결과와 련지어 이해의 지평을 확장시

키도록 하는데,이때 뉴스 틀은 하나의 텍스트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텍스트 분

석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사용되며,뉴스 틀의 효과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측면

과 련된 사회․문화 배경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사회․문화 실천 차원에서

의 분석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따라서 이들 이론을 통합하여 뉴스 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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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한 뉴스의 제한 에 주목하여 이와 련된 사회․문화 배경을 활성화시

키고 이를 통해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도록 하 다. 한 비 담화분석 이론

특히 페어클러 (Fairclough,1995)의 논의는 담화가 권력과 깊은 련을 맺는

을 강조하고 있는데,본 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는 과

정에서 뉴스를 통해 어떤 집단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되는지에 해서 사고할 수

있도록 하 다.

㉡ 실질 객 성 평가하기

‘실질 객 성 평가하기’는 터크만(Tuchman,1972)의 객 성에 한 략

의례(strategicritual)개념을 토 로 내용 요소로 선정하 다.앞서 살펴보았듯

이, 략 의례 개념은 기자들이 뉴스에 한 비 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해 사용하는 기사 작성의 행으로서 상반된 가능성의 제시,지지하는 증거의 제

시,인용 부호의 한 사용, 한 순서로의 정보 구조화로 설명된다.이

한 순서로의 정보 구조화는 역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개 방식이기 때문에

틀 분석에서 더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어 제외하고,나머지 내용을 통해 형식상

으로만 객 성을 띠고 있는지,실질 으로 객 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도

록 하 다.이는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뉴스 생산 략의 측면에서 객 성을 다루

지 않아 객 성이 뉴스에 특화된 내용으로 제시될 수 없었던 을 고려한 내용

요소이다.

㉢ 수용자의 틀 검하기

‘수용자의 틀 검하기’는 뉴스를 이해하는 데에 뉴스 틀뿐만 아니라 수용자

틀까지 향을 미친다는 이론(Vragaetal.,2009;김성애․이종 ,2011;이 웅,

2009)을 토 로 내용 요소로 선정하 다. 한 청소년 시기만 되어도 이미 자신만

의 확고한 수용자 틀을 지니고 있다는 84)역시 이를 내용 요소로 선정한 이유

로 작용하 다.

84)박정서(2012)에서는 매스미디어,가족,동료집단,학교 등 청소년들의 정치사회화 기 의 이

비교 빈번하여 정치․사회화 경험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을 밝히고 있는데,이는 이미 이 청

소년들도 자신만의 세계 혹은 가치 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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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틀의 요소는 라가 외(Vragaetal.,2009)에서는 해당 이슈에 한 감

정,김성애․이종 (2011)에서는 배경지식(스키마)그리고 이 웅(2009)에서는 뉴

스에 의해 활성화되는 지식 체계로 제시되고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기존 입장,

여도,배경지식,언론사에 한 태도로 그 요소를 수정하 다.

우선 배경지식(스키마)과 뉴스에 의해 활성화되는 지식 체계는 사실상 동일한

상이기 때문에 배경지식으로 수렴할 수 있으며,해당 이슈에 한 감정은 그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한 기존 입장과 언론사에 한 태도 등으

로 구체화하는 것이 더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용자의 틀 검하기’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입장, 여도,

배경지식,언론사에 한 태도 등에 의해 뉴스를 곡해하는 것을 막아주고 뉴스 이

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상 방법 지식으로 설정된 내용 요소들은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설계 원리

‘비 속성 고려’에 모두 련되며,특히 ‘뉴스 틀 분석을 통한 측․추론․

평가하기’는 ‘복합 양식 요소의 의미화 방식 고려’,‘뉴스 장르 지식 고려’,‘듣기와

읽기의 변별 고려’등의 설계 원리와도 모두 련을 맺는다.먼 ‘복합 양식 요

소의 의미화 방식 고려’의 설계 원리는 뉴스의 미시 틀 분석에서 언어 기호와

상 기호의 상호작용을 통한 암묵 의미 생성을 다룬다는 에서,‘뉴스 장르 지

식 고려’의 설계 원리는 뉴스 틀 분석 자체가 뉴스 장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라

는 에서,마지막으로 ‘듣기와 읽기의 변별 고려’의 설계 원리는 이해의 상이

휘발성을 가지는 상황에서 뉴스 틀을 활용한 측하며 듣기 방법을 다룬다는

에서 그러하다.

② 뉴스 이해 교육의 내용 요소

이상에서 논의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의 내용 요소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Ⅲ-13>과 같다.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선정된 각각의 내용 요소를 교

수․학습의 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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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지식

- 실구성체로서의 뉴스의 본질

-뉴스와 사회의 상호작용성

-뉴스의 기존 질서 재생산성

-뉴스의 공정성

방법

지식

-뉴스 틀 분석을 통해 뉴스를 측하며 듣기

-뉴스 틀 분석을 통해 은폐된 내용 추론하기

-뉴스 틀 분석을 통해 사회․문화 으로 뉴스 평가하기

-뉴스의 객 성에 한 논증 략 분석을 통해 실질 객 성 평가하기

-뉴스 수용자의 틀 검하기

<표 Ⅲ-13>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 요소

㉮ 명제 지식의 내용 요소

㉠ 실구성체로서의 뉴스 본질

뉴스는 실을 있는 그 로 반 하는 거울이 아니며 오히려 실을 극 으로

구성한다.뉴스를 제작하는 데에 여하는 여러 요소들의 향을 받아 뉴스가 만

들어지기 때문이다(Shoemaker& Reese,1996/1997).먼 기자 개인의 입장,성

향,태도 등에 따라 특정 이 선택되어 강조되도록 제작된다.그러나 이러한

기자 개인의 향력은 오히려 제한 일 수 있다.기자가 일차 으로 만든 뉴스는

언론사의 데스크에 의해 내용이 걸러지거나 상이 교체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

이다.기자들은 이러한 과정에 따라 애 에 뉴스를 만들 때부터 이러한 언론사의

입장 성향 등에 자신의 그것을 맞추기도 한다.그 다고 언론사가 원하는 방향

로 뉴스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언론사에 향을 끼칠 수 있는 고주 혹은

정부 등의 언론 외 요소가 뉴스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뉴스는 제작 과정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즉 기자와 언론사의 입장

성향, 고주와 정부의 향에 따라 실을 구성한다.

따라서 ‘실구성체로서의 뉴스 본질’을 교수․학습할 때에는 단순히 뉴스가 여

러 을 지닐 수 있다는 에서 나아가 그러한 을 형성하게 된 원인이 무

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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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와 사회의 상호작용성

뉴스를 제작할 때 기자는 규칙, 행,의례 등에 의해 형성된 틀에 따라 뉴스를

생산하고 이 뉴스는 실의 특정 부면만 활성화시키고 다른 부면은 제한하는 방

식으로 수용자들의 해석에 향을 미친다.뉴스 수용자들은 자신의 배경 지식

추론 능력 등을 동원하여 뉴스를 이해하는데 그 게 이해한 바는 여론을 형성하

고 이는 다시 사회제도와 제도 간 계에 향을 미친다.사회제도와 언론 조직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는 다시 기자가 뉴스를 구성하는 데에 향을 미치게 된

다.즉 뉴스는 사회에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러한 향이 시발 이 되어 형성

된 사회 담론에 의해 다시 향을 받게 되는 순환 과정에서 형성된다(Pan&

Kosicki,1993).이는 뉴스가 사회 실천 행 의 주체이자 동시에 상이 되기도

한다는 을 말해 다.

따라서 ‘뉴스와 사회의 상호작용성’을 교수․학습할 때에는 이와 같이 뉴스가

사회에 일방 인 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뉴스가 향을 받기도

한다는 을 강조해야 한다.이러한 이 요한 것은 어떠한 사회 담론이 뉴스

를 생산하는 데에 향을 미쳤을지 학습자들이 고려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즉

‘뉴스와 사회의 상호작용성’을 지도할 때에는 뉴스가 우리 사회와 단 되어 있는

개별 담화가 아니며 사회와 상호작용한다는 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뉴스

에 향을 끼친 담론까지 고려하여 뉴스를 이해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 뉴스의 기존 질서 재생산성

뉴스는 언론인들의 사회화,정보원의 특성,경제 제약 등으로 인해 특정 사건

혹은 이슈를 체제 옹호 인 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뉴스의 기존

질서 재생산성을 교수·학습할 때에는 뉴스가 우리 사회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가치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을 인식시키는 것이 요하다.이때 유의해

야 할 은 기존 질서가 변하는 가치이든 그것에 반하는 항 가치이든 특정

가치에 한 이념 교육으로 교육의 양상이 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다.

뉴스 이해 교육에서 ‘뉴스의 기존 질서 재생산성’이라는 내용 요소가 가치를 지

니는 것은 기존 질서의 가치와 항 가치가 모두 공정하게 다루어졌는지를

단하게 하는 기본 개념이 되기 때문이며,어떠한 가치의 선호 문제와는 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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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스의 기존 질서 재생산성’을 교수·학습할 때에는 뉴스에 의해 우호

으로 그려지고 있는 가치가 있지는 않은지,그로 인해 그것의 척 에 있는 가치

가 은폐되거나 사소한 것 혹은 열등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단하

도록 하는 데 을 맞춰야 한다.

㉣ 뉴스의 공정성

좋은 뉴스의 조건으로 흔히 객 성,균형성,공정성 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제시

되고는 한다.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교육 내용으로 제시될

때 학습자들은 뉴스를 분석 으로 혹은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없다.뉴스를 단

하는 기 을 명확하게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성은 사실성(객 성),윤리성,이데올로기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강명구,1994).따라서 뉴스를 이해할 때에는 이 세 가지 측면이 모

두 담보되고 있는지를 단해야만 한다.물론 윤리성은 기자의 내 단 과정이

기 때문에 실질 으로 뉴스 이해에 용될 수는 없으나 학습자가 개념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특히 요한 것은 이데올로기가 공정성에 여한다는 이다.이는 아

무리 사실성(객 성)과 윤리성이 담보되더라도 이데올로기를 구성하고 있는 체

성․역사성에서 뉴스가 한 쪽으로 경도되어 있다면 그 뉴스는 공정한 뉴스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 공정성을 이루는 객 성 역시 정확성뿐만 아니라 균형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개념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지 까지의 뉴스 이해 교육

에서는 주로 주 성에 반 되는 개념으로 객 성이 교수․학습되어 왔으나 이 역

시 좀 더 포 인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방법 지식의 내용 요소

㉠ 뉴스 틀 분석을 통한 측하며 듣기

뉴스를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우선 사실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런데

텔 비 뉴스와 같이 이해의 상이 바로 휘발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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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자신이 읽고 싶은 지 으로 여러 번 되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신문 기사와 달리 텔 비 뉴스에서는 어떠한 내용,표 등이 사용되었

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우선 사실 이해가 제 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해서는 뉴스의 내용을 측하며 들을 필요가 있다. 측하며

듣는 것은 휘발되는 이해의 상 즉 텍스트 요소를 자신의 측과 비교해 가며

듣게 만들기 때문에 이에 한 인식을 높여주기 때문이다.85)

그런데 측을 하기 해서는 측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배경지식이 청자의 국 측을 제한하여 련된 경험을 활성화하도록 해주고

이 게 활성화된 경험을 통해 비로소 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때 틀에

한 분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제목이나 리드 등을 통해 뉴스의 거시

틀을 악할 수 있고,거시 틀 유형에 한 지식을 통해 뉴스가 략 어떠한 내

용일지 그리고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될지 등에 해 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스의 도입부에서 제목과 리드에 주목하도록 교수․학습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뉴스의 거시 틀이 악된 이후에는 그러한 거시 틀에 부합하는 미시 틀이 사용

되는지를 측하며 듣도록 해야 한다.거시 틀이 담화 수 에서 뉴스의 해석을 특

정 방향으로 설정해 놓는다면,미시 틀은 그 게 설정된 특정한 해석 방향을 어휘

나 표 등의 수 에서 더 확고하게 만드는데,이들이 서로 부합되는지를 측해

가며 듣도록 하는 것이다.이때 은유,비교 사례,표어,묘사,시각 이미지(Gamson

&Lasch,1981), 상 언어(Klapp,1964;Zettl,1990)등은 이와 같은 미시 틀을 구

축하는 표 인 장치이다.

먼 은유는 근원 역이 다른 한 목표 역에 사상될 때,해당 목표 역의 오

직 일부 측면만이 을 받게 된다는 에서 특정 부면을 선택하여 하게 만

들고 다른 부면은 배제한다.가령,토론을 쟁으로 비유하면 토론의 경쟁 인 측

면만이 해지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다른 의 의견을 공유하게 되는,이해

의 지평이 넓어지는 지 은 배제된다.

85)박은수(1997)에서는 측 략훈련이 어 화문의 세부 내용에 한 이해를 높여 다는 을

실증 으로 밝히고 있다.이는 비록 어를 상으로 한 연구이나 측하며 듣기가 학습자를 듣기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게 하고 듣기 과제를 더욱 쉽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그 상이

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에서 자국어에 한 이해에서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즉 측

하며 듣기는 자신의 측과 실제 텍스트를 비교해 가며 듣도록 하기 때문에 극 으로 듣게 할 뿐

만 아니라,그 측이 타당할 경우 듣기 과제를 쉽게 만들기 때문에 세부 내용 즉 텍스트 요소에

한 인식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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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사례는 과거나 재의 실제 사건을 사용하여 그러한 사건의 속성 하에서

무언가를 규정짓기 해 사용된다. 를 들어 한국 쟁은 베트남 쟁의 속성을

규정짓기 한 틀로서 제시될 수 있다.

표어는 심 주제를 요약한 진술이다. 를 들어 “만약 베트남에서 그들을 막지

않으면,말리부 해변에서 그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와 같은 표어는 베트남 쟁의

성격을 규정짓는 핵심 인 진술이다.86)

묘사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어떤 상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다. 를 들어 업

무를 보고 있는 공직자를 “벌겋게 상기된 얼굴과 없는 빛의”라는 수식어

로 묘사하 다면 공직자로서의 부 한 처신의 부면을 선택하여 강조한다.

시각 이미지는 핵심 주제를 제시하는 아이콘을 일컫는다. 를 들어 개고기

축제에서 좁은 철창 안에 갇 있는 개들의 이미지는 개고기 축제를 야만 인 행

로 규정짓는다.

상 언어는 쇼트 크기와 카메라 앵 등이 어떻게 의미 형성에 여하는지를

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클로즈업은 친근감을 드러낼 수 있고,클로즈업이 좀

더 이루어지면 요한 순간,감정의 고조 등을 표 할 수 있다.카메라 앵 이 높

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의 나약함이나 무기력을,낮을 때에는 등장인물의 지배력,

권력,권 등을 나타낼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계가 언제나 용되는 것은 아

니며 맥락을 고려하여 상 언어가 의미하는 바를 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미시 틀을 뉴스 도입부에서 측한 거시 틀에 근거하여 서로 비교하

며 듣도록 교수․학습하는 것은 텔 비 뉴스와 같이 이해의 상이 바로 휘발

되는 상황에서 텍스트 요소에 한 인식을 높여주는 의의를 지닌다.

㉡ 뉴스 틀 분석을 통한 추론하기

틀은 특정 부면을 부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부면은 은폐한다.따라서 뉴

스에 용된 틀을 악하는 것은 그 틀로 인해 배제되어 은폐되어 있는 것이 무

엇인지를 추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해 다.뉴스 틀은 크게 거시 틀과 미시

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거시 틀은 다시 형식과 내용에 련된 틀로 크게 나뉜

다.먼 형식에 한 틀로는 일화 심 틀과 주제 심 틀을 들 수 있다(Iyengar,

1991).일화 심 틀은 사건을 심으로 뉴스를 구성하는 틀을 말한다.사건을

86)‘비교 사례’와 ‘표어’의 시는 갬슨과 라쉬(Gamson&Lasch,1981:4-5)를 참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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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뉴스가 구성되다 보니,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맥락 등은 배

제되고 자극 이고 선정 인 장면이 주로 등장하게 된다.반면에 주제 심 틀은

좀 더 일반 이거나 추상 인 맥락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어 그 사건의 배경에

한 설명을 부각한다.이 언론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뉴스 틀은 물론 일화 심

틀이다.언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른바 ‘좋은 그림’ 주로 뉴스를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일화 심 틀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일화

심 틀은 사건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 계라든지 사회구조 측면 같은 배경에

해서는 다루지 않아 사태를 단편화,사소화 혹은 자극화시킬 수 있는 한계를 노정

한다(Iyengar,1991;Priceetal.,1997;Semetko&Valkenburg,2000).

형식에 한 이러한 틀들은 내용에 한 틀들과 결부되어 그 효과가 구체 으

로 드러난다.내용에 한 틀에는 갈등 틀,인간 흥미 틀,책임 귀인 틀 등이 있는

데,이들은 각각 말 그 로 갈등,인간의 흥미,책임의 소재지에 한 내용을 심

으로 뉴스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를 들어 갈등 틀로 구성된 뉴스는 주로

갈등만이 부각되고 다른 내용들은 거의 배제되기 때문에 그 뉴스를 본 수용자들

이 다른 내용이 아닌 바로 갈등에 주목하게 되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 틀이 형식 틀 일화 심 틀과 결부되면 일화 심 틀에 내재된

한계가 내용 틀에 따라 조 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먼 갈등에 한

내용 틀이 일화 심 틀과 결부되면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갈등의 구체

내용은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폭력 사태와 같은 립 양상이 주로 묘사된다.

인간 흥미 틀은 개인의 감정이나 흥미 등에 을 맞춰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기 때문에 형식 으로도 일화 심 틀이 될 수밖에 없다.이것 역시 인간의 흥미

주로 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이목을 끌 수는 있으나 복잡한 문제

가 한 개인의 문제로 변질되어 사태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책임 귀인 틀은 일화 심 틀과 결부되었을 때 책임의 소재를 개인에게 돌리는

효과를 나타낸다.사건 심으로 해당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해당 사건과 련이

있는 개개인들에게 책임의 소재도 있다는 식으로 뉴스가 보도된다.그러나 책임

귀인 틀이 주제 심 틀과 결부되면 책임을 개개인보다는 사회구조 인 문제로

귀인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사건을 둘러싼 배경에 한 설명이 다루어지면서 직

인 당사자만의 잘못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

었던 배경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시 틀에 한 악을 통해 어떠한 부면이 선택되어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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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떠한 부면이 배제되어 있을 수 있는지에 한 단

서를 얻을 수 있도록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뉴스의 미시 틀 역시 특정 부면을 강조하면서 다른 부면은 배제하여 은폐한다.

앞서 설명한 은유,비교 사례,표어,묘사,시각 이미지, 상 언어 등이 바로 그

러한 역할을 한다.특히 뉴스의 미시 틀을 교수․학습할 때에는 상 언어의 의미

가 음성 문자 언어의 의미와 상치될 때 그로부터 어떠한 암묵 의미가 생성

되지는 않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하는 것이 요하다. 실구성체

인 뉴스는 특정 을 지닐 수밖에 없으나 표면 으로는 언제나 공정성을 요구

받기 때문에 뉴스 생산자들은 상 언어를 통해 자신의 가치 혹은 신념 등을 비

명시 으로 표 하기 때문이다(Messaris&Abraham,2001/2007).

이와 같이 학습자들이 뉴스의 틀을 악한 후 뉴스의 틀로부터 비롯되는 제한

들을 고려하여 해당 뉴스에서 배제되어 은폐되게 된 부면이 무엇인지를 추론하며 뉴

스를 보도록 교수·학습하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의도된 뉴스를 좀 더 비

으로 근하도록 해 주어 이해의 지평이 확장될 수 있는 토 를 마련해 다.

㉢ 뉴스 틀 분석을 통한 사회․문화 평가하기

뉴스 틀에 따른 뉴스의 제한 은 뉴스에 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데에

도 유용하게 활용된다.사회․문화 배경과 련지어 뉴스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뉴스 틀에 따른 제한 이 한정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텔 비 뉴스와 같이 뉴스의 내용에 해 숙고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뉴

스를 사회․문화 배경과 련지을 때 뉴스에서 의도한 해석 방향에 따라 이를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큰데,뉴스 틀 분석을 통해 뉴스에서 배제되어 있는 부면에

한 사회․문화 배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훨씬 의미 있는 뉴스 이해가 가

능해진다.

따라서 뉴스를 사회․문화 배경과 련지어 평가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틀

분석을 통한 은폐된 내용 추론하기’와 매우 한 련을 맺는다.뉴스에서 은폐

되어 있는 내용을 추론해 낸 이후에 그와 련한 사회․문화 배경을 활성화시

킴으로써 뉴스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책임 귀인 틀과 일화 심 틀이 결부되어 있는 뉴스에서는 책임의

원인이 개인의 탓으로만 그려지기 때문에 개인의 탓 이외에 사회․문화 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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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원인이 있을지에 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도록 교

수․학습해야 한다.즉 틀 분석을 통해 틀에 의해 은폐되어 있는 부면을 추론해

내고,이와 련된 배경지식을 활성화시켜 뉴스를 사회․문화 차원에서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이때에는 권력 혹은 이익의 측면에서 뉴스를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정 부면이 부각되고 다른 부면이 은폐된다는 것은 특정의 가치가 더 우호 으

로 그려진다는 것이고 이는 그러한 가치를 지닌 집단의 권력 혹은 이익을 재생산

해 내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뉴스라는 하나의 담론이 권력의 강화 혹은 분배

와 련하여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사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틀 분석을 통해 뉴스에서 은폐되어 있는 부면을 악하더라도 그와 련

된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면 뉴스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없다.따라서 평소 사회

문제에 해 심을 가지고 그와 련된 다양한 담론을 여러 매체를 통해 하도

록 하여 배경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 뉴스 이해 교육과 병행되어야 한다.

㉣ 객 성에 한 논증 략 분석을 통한 실질 객 성 평가하기

뉴스는 보통 박한 마감시한에 맞추기 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제작될 수밖

에 없으나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항상 정확하고 균형 이기를 요구받는다.상

황이 이러하다 보니 뉴스 생산자들은 이와 같은 사회 요구에 빨리 처할 수

있는 략을 활용하여 뉴스를 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형식상으로 정확하고 균형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Tuchman,1972). 를 들어 립하는 이해당사자들

의 근거를 뉴스에서 모두 담아 균형감을 맞춘다든지,소수의 사례 혹은 인용을 근

거로 삼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그러나 립하는 이해당사자들의 근

거를 모두 담아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그러한 근거가 모두 사실로 검

증되었다면 이를 모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겠으나,단순히 균형감을 맞추

기 해 사실이 아님에도 어떤 이해당사자들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뉴스 수용

자들이 오히려 실을 곡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소수의 사례 혹은 인용이 제

시되어 있을 때에도 그것이 성 한 일반화나 정당화를 한 것일 수 있다.소수의

사례가 체 사례인 것처럼 실을 해석하게 하거나,다른 사람의 말을 빌리는 방

식으로 언론사의 입장을 객 인 것처럼 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 성에 한 논증 략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고 균형 으로 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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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형식상으로만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실

질 인 객 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를 학습자들이 분석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할 필요가 있다.

㉤ 뉴스 수용자의 틀 검하기

뉴스를 이해할 때 기존 입장이나 배경지식 등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이

들이 편견으로 작용한다면 제 로 된 뉴스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를 들어 언

론사에 한 수용자의 기존 태도가 우호 이거나 부정 일 때 자신의 기존 태도

에 따라 비 의 기 혹은 강도가 달라지거나 오히려 비 자체가 왜곡된 방향으

로 행해질 수 있다.언론사에 한 태도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에 한 기존 입장

과 여도,편 한 배경지식 등도 같은 이유에서 뉴스 이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

끌어 갈 수 있다. 를 들어 어떤 뉴스의 논조는 항상 언론사의 가치나 이념에 의

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여론의 향배나 해당 사건 혹은 이슈를 둘러싼 상황

의 변화 등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언론사에 한 태도만

으로 그 뉴스를 편향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 특정 사건 혹은 이슈는 다양

한 측면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자신의 배경지식이 충분하다고 간주하

는 것은 항상 험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배경지식이 편 할 수 있다는 을 인지하고 뉴스 이해를 한

다른 측면 혹은 맥락은 없는지 폭넓게 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도록 할 필

요가 있다.특정한 감정이나 선입견을 통해 뉴스를 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뉴스 이해를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아닌지를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

2)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방법의 설계

(1)뉴스 이해 교육 방법의 설계 원리

뉴스 이해 교육 방법은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본 연

구에서는 뉴스 틀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학습자들이

이러한 뉴스 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그리고 그러한 틀의 효과와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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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를 스스로 탐구하여 찾아내는 것은 효과 이지도 않으며 교육과정상 뉴

스 이해 교육에 할당되는 시간상 하지도 않을 것이다.따라서 기본 으로

뉴스 틀에 한 지식에 해서는 개념 설명 주로 근하는 것이 실 이라고

본다.

물론 설명식 수업은 바람직하지 못한 수업의 명사로 일컬어질 정도로 많은

문제 이 지 되고 있지만 교사의 설명이 없는 수업은 거의 없다는 에서 재

에도 여 히 가장 강력한 교육 방법임에는 틀림없으며,설명식 수업이 불가피하거

나 설명식 수업이 더 효과 인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다(이재승,2005).앞서 언

한 로 뉴스 이해에 한 교육에서도 뉴스 이해를 한 개념을 스스로 탐구해

내는 것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뉴스를 비 으로 이해해 내는 것이 더 요하기

때문에 수업의 시작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 설명 주의 교육 방법이 하

다.설명 주의 교육 방법에는 직 교수법,이의 문제 을 보완하여 인지주의

근을 가미한 시 교수법87)그리고 설명 심 지도 등이 있다.물론 이들의

원리나 차를 뉴스 이해 교육에 그 로 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으나 원

리 수 에서 차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뉴스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것과는 다

르기 때문에 설명 주의 교육 방법으로 체의 교육 방법을 설계하는 것은

하지 않다.뉴스 수용자마다 경험,가치,성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

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그러한 이해의 양상들은 수 에서 다르기도

하지만 이와는 계없이 방향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따라서 학습자가 뉴스

를 개별 으로 이해하게 하는 과정만큼이나 개별 으로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동

료 학습자들과 서로 그것을 공유하게 하는 과정도 뉴스 이해 교육에서는 매우

요하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설명 주의 수업 이후에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시하는 교육 방법이 용될 필요가 있다는 을 알 수 있다.이를 한 모형으

로는 동 학습 공동 학습법(learningtogether,LT)이 할 수 있다.이 방

법은 구성원들이 함께 련된 자료를 읽고,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교환하는 것

87)김혜정(2005)에서는 읽기 역의 경우,이해 역으로 텍스트 이해 과정을 명시 인 행동으로 시

범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인지 과정 자체를 시 인 thinkaloud와 같은 방법으로 시범

보임으로써 이해 기능을 학습시킨다고 하며 직 교수법과 다른 시 교수법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마찬가지의 이유로 뉴스 이해에 한 교육에서도 이해에 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할 때 직

교수법에 인지주의 근을 가미한 시 교수법이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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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는 학습법으로서 다른 학습법에 비해 간단하고 학생들 간의 언어 상

호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 을 가져,학습자 간에 뉴스에 해

이해한 바를 서로 교환하며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합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뉴스 이해를 한 교육 방법은 개념 설명을

한 방법과 학습자들 간 뉴스 이해에 한 공유를 한 방법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하다.이를 구체화한 교육의 차는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2)뉴스 이해 교육의 방법

뉴스 이해 교육 방법의 설계 원리에 한 논의를 통해 체 인 교육 방향에

해서는 제시하 으나 구체 단계에 해서는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하다.이

를 해 본 연구에서는 의미 학습과 련하여 사회구성주의 가정에 근거하여

수업의 국면을 제시한 색스 외(Saxeetal.,2009:205-206)의 논의를 참고하

다.

이 연구에서는 수업의 국면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제시한다.개별 학습

- 체 학 제시-소집단 토의-개별 학습(수정을 한 기회)-교사의 조정-개별

학습(사후 평가)이 그것이다.즉 개별 학습 이후에 몇몇 학생들의 해결안을 학

체를 상으로 발표해 보게 하고,이후 소집단별로 문제 해결안을 생각해

보게 한다.이후 다시 개별 으로 처음에 생각한 답을 조정하게 한 후,교사의

조정을 거쳐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로 사후 평가를 해보는 단계이다.이는 수학

수업을 상으로 삼은 모델이기 때문에 다소간 수정이 필요하나,개별 학습과

소집단 활동 그리고 교사의 조정이 유기 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에서 참고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수업의 국면을 원용하여 몇 가지 수정을 하 는데 먼 개별

학습 이후에 바로 소집단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소집단 토의 이 에 몇몇

학습자가 이해한 바를 듣게 하는 것은 활발한 토의를 방해하고 특정 답안을 제시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개별 학습(수정을 한 기회)이후에

교사의 조정 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체 발표 이후에 교사의 조정 단계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수정하 다.소집단 토의 이후 바로 수정의 기회를 갖는 것보다는

체 발표까지 실시한 후 소집단 토의와 체 발표 내용을 종합 으로 수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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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지평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당하기 때문이다. 한 교사의 조정이 이

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수정을 한 기회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다고 단하 다.

이상의 논의를 거쳐 지식 설명 이후의 단계를 용 토의,발표 피드백,

성찰 내면화의 단계로 설정하 다.뉴스에 한 심이 매우 낮은 상황을 고려

하여 지식 설명 에는 목표 설정 동기 유발 단계를 제시하 다.이를 구체화

한 교육의 차는 아래 [그림 Ⅲ-11]과 같다.

목표

설정

동기

유발

➡
지식

설명
➡

용

토의

➡

발표

피드백

➡

성찰

내면화

[그림 Ⅲ-11]뉴스 이해의 교육의 차

① 목표 설정 동기 유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뉴스의 요성을 인식하고 자발 이고 극 으로 뉴스

를 보는 경우는 드물다.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등학생의 뉴스 시

청일수는 일주일에 채 2일이 되지 못하며,시청 시간 역시 10-20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따라서 이미 어느 정도 동기가 부여되어 있는 수업에 비해 뉴스 이해

에 한 수업에서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학습자들이 뉴스를 제 로 이해

하는 것이 왜 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해 필요가 있다.

㉮ 맥락화를 통한 동기 유발

맥콤스와 가넴(McCombs& Ghanem,2001/2007)에 따르면,매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상에 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해

서까지 향을 미친다.이는 2차 의제설정 혹은 속성 의제설정에 한 이론으

로서 뉴스가 상의 성을 넘어 속성의 성까지 결정할 수 있음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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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와 같은 뉴스의 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보 달의 기능을

넘어 그 정보에 한 가치 단까지 결정하는 강력한 것이다.

한 그 향력이 단순히 개인의 의견 형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게 형

성된 혹은 의견을 가진 개인들이 사회의 요 정책 등을 결정하는 데에 참

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 향력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크다.즉

뉴스는 개개인의 입장을 형성하는 데에 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한 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 이해 교육에서는 먼 이와 같은 의제설정 효과를 학생들이 체

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능동 인 자세로 뉴스를 시청하지도 않으며,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객 인 정보라고 믿고 있는 학습자의 비율이 매

우 높다(서 석․이정우,2014:197-200)88)는 을 고려할 때,뉴스의 의제설정

효과,그 에서도 속성 의제설정의 효과를 깨닫도록 해 주는 것이 뉴스 이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 최근 가장 요한 사회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그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본 뉴스의 의제 논조와 얼마나

같은지 등과 같은 간단한 설문을 통해 뉴스의 의제설정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직 깨닫게 해 주는 것은 효과 인 방식이다.민병곤(2008:376)에서는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은 교수․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하여 의도 으로

기획되는데,이때 교수․학습 목표는 개 교수자의 에서 기획된 것이기 때

문에 학습자를 수업에 참여시키기 한 맥락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학습자들에

게 최근의 사회 이슈에 한 생각을 말해보게 하고,그것에 한 의견 형성에

뉴스가 상당한 향을 미쳤음을 깨닫게 하는 과정은 학습자들이 뉴스를 시청할

때 비 이해의 태도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감하게 하여 수업에 능동 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다는 에서 이와 같은 맥락화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88)서 석․이정우(2014)에서는 텔 비 뉴스르 시청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는 문항에

78.5%의 학생이 ‘부모님이 뉴스를 보고 계셔서’라고 응답했으며,‘스스로 뉴스 시청이 필요

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18.4%에 지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어 학습자들이 뉴스를 시청

하는 태도가 얼마나 소극 인지를 알려 다. 한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객 인 정

보라고 믿고 있는지에 한 문항에 ‘그 다’와 ‘매우 그 다’고 응답한 학생이 81.4%에 이

른다는 을 보고하고 있어 뉴스 이해 교육 시 비 태도를 강조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물론 이는 등학교 5,6학년을 상으로 이루어진 연

구 결과이기는 하나,Ⅳ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통제 집단)도 뉴스 틀

에 갇힌 채 뉴스에서 다루는 이슈를 이해하고 있다는 에서 이는 비단 등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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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유발을 한 뉴스 유형의 선택

슈나이더와 로우리온(Schneider& Laurion,1993:208)에 따르면,사람들은 뉴

스가 개인 으로 련이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기억한다.문자 심의 신문 기

사가 아닌 텔 비 뉴스를 이해할 때 뉴스의 내용을 가 많이 기억해내는

것은 뉴스 이해를 한 제에 해당하기 때문에,동기 유발 시 제시할 뉴스로

는 가 학습자들에게 여도가 높은 뉴스를 제시하여 뉴스의 내용이 쉽게

기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태범․권상희(2013)에서는 10 청소년들이 연 ․사회(사건사고)등 연성

뉴스(softnews)89)를 선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그런데 여기에서 연성 뉴스

란 단순히 뉴스 분야로 인식하기보다는 뉴스를 다루는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정치,경제 련 뉴스 에서도 이를 흥미 주로 다룬 뉴스에 해서는

청소년들도 큰 심을 보이기 때문이다.90)이를 뉴스 틀의 에서 보면 청소

년 학습자들은 인간 흥미 틀 뉴스를 선호하는 것이 된다.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경성 뉴스보다는 이슈를 흥미 주로 다루는 연성 뉴스(인간 흥미 틀 뉴스)에

보다 큰 심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상은 아니겠으나 략 으로 뉴스 이

해 교육의 도입 단계에 활용할 수는 있다.즉 수업 도입 단계에서는 연성 뉴스

앞서 밝힌 것처럼 특히 여도가 높은 뉴스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은 두 가지 장 을 지니는데,첫째로 ‘뉴스는 어렵고 지루하다’

라는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다.임문선(2005)이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의 뉴스

는 30 남성이 주 시청자로 설정되어 있어 10 청소년들이 뉴스에 심을 갖

고 흥미를 느끼기는 어렵다.따라서 뉴스 이해 교육을 실시할 때 처음부터 주

로 정치,경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경성 뉴스(hardnews)를 제시하는 것은

89)연성 뉴스에 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로이드의 심리학에 근거를 둔 슈람(Schramm,

1960)은 보상설에 근거를 두어 뉴스를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로 분류하고 있다.그는 수용자의 감정

과 충동을 바로 제공하는 즉각 보상을 유발하는 뉴스를 연성 뉴스로 분류하고,시간이 지난 후

지성 실의식을 제공받는 지연 보상을 주는 뉴스를 경성 뉴스로 정의하 다.반면,차안리

(Charnley,1966)는 뉴스의 흥미도 요도에 따라 연성 뉴스와 경성 뉴스로 분리하고 있는데 경

성 뉴스로는 정치,경제,국제 계,교육,법률,종교 등에 한 뉴스들을 로 들고 있으며,연성 뉴

스로는 범죄, ,성,폭력,진기함,서스펜스,인정미담,경쟁,발견 발명과 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한진만․설진아,2001:335-336).

90)한진만․설진아(2001)에서는 정치,경제와 같은 경성 뉴스 주제들 가운데도 갈등과 사 투쟁,

흥미,유행 등을 담고 있는 정치,경제 뉴스는 연성 뉴스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이 역시 연성과 경성

뉴스를 구분하는 요한 기 을 뉴스 분야보다는 해당 이슈를 다루는 방식에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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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청소년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소재를 다룬 뉴스를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수업 도입 단계에서 여도가 높은 연성 뉴스를 우선 으로 제시하여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장 은 그러한 뉴스조차 비 시각을 견지하면서 수용해야

한다는 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이다.아무리 흥미 주로 이슈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 이슈를 뉴스로 보도하기 해서는 이 설정되어야 하고,그

의 뒤에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수능 어

문제의 난도와 련한 뉴스를 생각해 보자.이 이슈는 경성 뉴스로 다루어질

수도 있지만 ‘심지어 국 명문 생도 어려워한다.’는 식의 일화 심으로 보도

될 수도 있다.그러나 이와 같이 흥미 주로 보도된 뉴스라 하더라도 학습자

들은 이 뉴스가 경쟁주의 혹은 평등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 그리고 당시 정부

의 입시 정책 기조와 결부지어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을 배우게 된다.즉 뉴

스에 한 흥미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비 태도를 취해야 할 필요성에 해

깨닫게 되는 것이다.

② 지식 설명

㉮ 매체 환을 통한 난도 조

목표 설정 동기 부여의 단계 이후에는 뉴스 이해를 한 지식들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그런데 이때는 텔 비 뉴스보다는 우선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설

명할 것을 더 권장한다.텔 비 뉴스는 상과 음향이 구어와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더 쉽게 심을 가지게 할 수는 있으나 그만큼 더 분석해야 하는 요소들

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휘발성으로 인해 분석 상으로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이

다.물론 텔 비 뉴스의 텍스트를 자료로 제시할 수는 있으나 복합양식 텍스트

를 문자로만 구성된 텍스트로 제시하는 것은 제 로 된 뉴스 이해 방식을 가르치

는 데에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따라서 처음에는 신문 기사를 자료로

제시하고 추후 텔 비 뉴스를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이 단계

에서 가장 핵심 인 활동은 같은 사안을 언론사에 따라 어떻게 달리 틀짓는지,

그리고 그 게 하는 방식은 무엇인지를 학습자들이 악하도록 하는 것인데,방

송사보다는 신문사의 논조가 좀 더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91)이와 같은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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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신문 기사가 더 합하다.물론 궁극 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하게 되며

분석 상이 더 다양하고 복잡한 텔 비 뉴스92)이해에 한 학습을 목표로

삼는다.

㉯ 틀에 한 단계 설명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에서 가장 핵심 인 내용 요소는 역시 ‘틀’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이 개념을 해본 이 없기 때문에,틀 개

념을 이해시키는 것 자체가 큰 난제가 된다.따라서 단계 으로 틀에 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처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우선 이코 (Lakoff,2014/2015)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코끼리

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지시를 하고 학습자들과 함께 자신의 머릿속에 정말로

코끼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해서 얘기를 나 는 활동이 효과 이

다.93)이로부터 언어를 통해 어떤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틀의 기능임을 악

하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좀 더 명시 인 를 통해 틀 개념에 근하도록 한다. 를 들어

‘정의의 사도’와 ‘24시간 잠복근무’의 표 을 통해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 말해

보게 한다.학생들이 경찰이라고 답을 하면 ‘정의의 사도’와 ‘24시간 잠복근무’

모두 경찰을 떠올리게 하지만,머릿속에 떠오른 상이 각각 어떻게 달랐는지 말해

91)윤 철 외(2015)에서는 신문,방송,통신,인터넷뉴스로 구분되는 매체 부문별 내 의견 다양성

분석 결과,내 의견 다양성이 가장 큰 부문은 신문이며,방송은 의견 다양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한 이념 방향성 지수에서 방송은 매체 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반면,

신문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와 같은 결과는 각 방송사의 텔 비 뉴스가 한 쪽으

로 치우친 논조를 보이는 반면,각 신문사의 기사 논조는 이에 비해 더 다양하다는 을 말해 다.

92)텔 비 뉴스에서 상이 지닌 정보량은 그 어떤 언어 기호보다 많으며 의미의 함축성이 높

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백선기,2003:85),지식 설명의 자료로 처음에는 문자 심의 신문 기사

가 더 하다.

93) 이코 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의 서론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를 한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한다.그것은 짧은꼬리원숭이가 어떤 물

체를 잡으면 원숭이의 복측 운동 피질에서 특정한 뉴런 집단이 활성화되는데,원숭이에게 그 물

체를 집지 말도록 훈련시켰을 때 이 뉴런의 부분은 (꺼져서)억제되지만,물체를 집을 때 사용되

는 바로 그 뉴런의 일부분은 여 히 켜진다는 연구 결과이다.이 연구 결과는 물체를 집지 ‘않으려

면’물체를 집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을 말해 다. 이코 는 어떤 틀을 부정하면

그 틀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상 방의 틀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따라서 상 의 틀을 끌어

들이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을 말하기 해 이 시를 사용했으나,본 연구에서는 틀

개념에 학습자들이 쉽게 근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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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 한다.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경찰이라는 개념을 정의로움과 련된 ‘인간

틀’로도,혹은 힘들고 고된 일과 련된 ‘직업 틀’로도 한정지어 표 할 수 있음

을 이해하게 한다.94)

단,이상과 같은 활동에서 틀이라는 용어를 굳이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틀이라

는 용어 자체가 비유 인 표 일 뿐만 아니라,용어의 난이도가 이해도에 향을

미친다(장낙한․류재욱,2009)95)는 을 고려할 때 생소한 개념인 틀은 이해도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어떠한 사안을 특정한 방향으로 해

석하도록 련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언어 표 정도로 틀 개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 이다.

틀 개념에 해 인식하게 한 이후에는 동일한 사안에 해 달리 틀지은 신문

기사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후,각 신문사의 기사가 해당 사안을 각각 어떻게 해

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지,그리고 그 게 한 표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학습자

들이 악하도록 한다.이때 요한 것은 특정 방향으로의 해석이 강조되면서 동

시에 배제되어 은폐되는 부면이 무엇인지를 함께 사고하도록 하는 것이다.즉 뉴

스 틀을 통해 무엇이 선택되어 강조되며 동시에 무엇이 배제되어 은폐되는지를

추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아이 가(Iyengar,1991)의 일화 심 틀과 주제 심 틀,그리고

라이스 외(Priceetal.,1997)와 세멧코와 발 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에서 도출한 책임 귀인 틀,갈등 틀,인간 흥미 틀과 같이 유형화되어 있는

뉴스의 거시 틀을 제시하고 이러한 틀이 뉴스를 어떻게 한정 짓는지에 해서 설

명한다.96)

틀 유형을 설명할 때에는 유형 간에 완 히 배타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을 설명해 필요가 있다.아이 가(Iyengar,1991:14)의 지 처럼 하나의 틀

이 다른 틀보다 명백히 두드러진다는 에서 하나의 틀 유형을 이루는 것이지,어

느 한 가지 틀 유형의 속성만 지니는 뉴스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일화 심 틀

에 어느 정도의 배경 설명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가령 책임 귀인 틀에도

다소간 갈등 틀이나 인간 흥미 틀의 속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94) 시는 신명선(2009a:84)을 참조하 음.

95)바라스(Barrass,1979:191)에서는 일상용어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어휘가 있다면 문 용어가

교수요목과 도입 코스를 한 시험지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을 지 하고 있다.

96)물론 이때에도 틀이란 개념이 학습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단되면 개 방식 등으로 이해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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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틀에 한 설명 이후에는 은유,비교 사례,표어,묘사,시각 이미지와

상 언어 등과 같은 미시 틀이 거시 틀과 동일한 방향으로 해석을 한정 짓는지

검토하게 한다.

신문을 통한 설명이 이루어진 후에는 텔 비 뉴스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지

식을 설명한다.다만 이때는 이해 상의 휘발성을 고려하여 뉴스를 측하며 듣

는 방안의 요성(Brown& Yule,1983;Chamot& Kupper,1989)을 강조하면서

앞서 설명한 뉴스 틀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뉴스의 제한 을 활용하여 측하며

듣도록 지도한다.즉 학습자들이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뉴스의 제목,화제,리드

등을 통해 어떤 뉴스 틀이 용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지를 측하고 뉴스가 진

행됨에 따라 그러한 측이 맞는지,그리고 맞다면 그러한 틀로 인해 어떠한 제한

을 갖게 되었는지를 사고하게 한다.

뉴스 틀에 한 설명이 마무리된 후에는 수용자 틀에 해 설명한다.수용자 틀

은 뉴스에 한 심도를 높이고 제반 맥락에 한 이해를 용이하게 해주기도 하

지만 뉴스를 곡해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해 검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특정 언론사에 한 태도 혹은 배경지식은 뉴스를 둘러싼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수 있지만 이것이 편견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언론사의 이념

성향을 고정 인 요소로 인식하고 이것에만 근거하여 이해한다면 뉴스를 곡해하

게 되는 것이다.언론사의 이념 성향은 언론사와 정부 사이,언론사와 자본 사

이의 계에 의해 유동 일 뿐만 아니라,언론사도 하나의 기업인 이상 여론의

향을 받아 수시로 변화를 거듭하기 때문에97),학습자들이 기존의 인식 틀에 한

반성 검 없이 이를 통해 뉴스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을 지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용자 틀에 한 검을 통해 자신이 편견 혹은 섣부른 태도를 갖고

뉴스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도록 하는 것은 뉴스를 명확한 근거에

의거해 이해하도록 하는 의의를 지닌다.

물론 수용자 틀 검에 한 설명은 뉴스 틀에 한 설명 이 에 이루어져도

계없다.이는 뉴스 이해의 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스 틀의 효과가 수용자 틀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을 설명하기

해서는 뉴스 틀 이후에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 이다.

97)페어클러 (Fairclough,1995/2004)에서는 BBC의 역사를 로 들어 언론이 국가에 의해 통제받

기도,때로는 공격 자세를 취하기도 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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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 성의 의례(ritual) 측면 강조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객 성을 단순히 주 성에 반 되는 개념 정도로 다룬

다.따라서 기존의 객 성 개념으로 뉴스를 이해할 때 학습자들은 형식상의 객

성 수 에서 뉴스에 한 단을 하게 된다.즉 근거에 의거해 어떤 이슈에

해 보도한다면 객 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그러나 뉴스는 문 으

로 교육을 받은 기자에 의해 작성되며98)언론사 내에서도 여러 번의 검토를 거

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 객 성은 뉴스를 이해하는 데에 별다른 기

여를 하지 못한다.형식 으로는 객 성을 확보하여 생산되는 경우가 부분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실질 객 성을 뉴스가 확보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뉴스 이해에서 요하다.이를 해서는 많은 뉴스가 왜 형식 객

성을 지니게 되는지에 한 기제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즉 짧은 제작 시간 안

에 뉴스에 한 비 으로부터 기자 자신을 보호하기 해 실질 이지는 않으나

표면 으로는 객 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기 한 방편으로 형식 객 성만 주

로 확보한다는 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 형식 차원의 객 성만 확보된 뉴스를 제시하고 이것이 실질 인

객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어떠한 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사고하게 하는 방

법을 사용할 수 있다.이때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을 듣고 만약 그것이 여 히 형

식 차원의 객 성이라면,왜 여 히 실질 인 객 성이 되지 못하는지를 사고하

도록 해주는 발문 즉 소크라테스의 화법과 같은 방식을 통해 실질 객 성과

형식 객 성의 차이를 악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터크만

(Tuchman,1972)은 객 성에 한 략 의례 개념을 통해 뉴스가 실상 객 성

을 갖출 수는 없다고 본 만큼,형식 객 성은 자체 한계를 많이 지니고 있으

며,이로 인해 소크라테스의 화법과 같은 발견 학습법(Cooneyetal.,1975)이

그 한계를 스스로 악해 나가는 데에 효과 이기 때문이다.

③ 용 토의

98)이상기․김주희(2013)에 의하면,SNS등을 활용한 온라인 언론 활동이 보편화되어 있는 재의

환경에서도 기자의 문성은 여 히 유효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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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는 앞서 배운 뉴스 이해에 필요한 지식을 실제 뉴스에 용하여 뉴스를

이해하고 이를 다른 동료 학습자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 심도를 높이는 단계

이다.

㉮ 개별 용

개별 용 단계는 학습자들이 개별 으로 뉴스를 비 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

는 단계이다.그라함․헤버트(Graham & Hebert,2010)에서는 읽기와 쓰기를 통합

하여 지도하 을 경우에 읽기 능력이 정 으로 향상되었음을 밝히면서,특히 단

지 읽기 , ,후에 텍스트에 한 간단한 답을 쓰거나,텍스트에 해 생성한

질문을 쓰게 하는 것 혹은 요약을 하게 하는 것보다 읽기 후에 분석,해석,개인

화를 포함한 확장된 방식의 쓰기를 시키는 것이 이해력 향상에 더 유의미하다는

을 제시한다.

이는 비록 읽기와 쓰기의 계에 한 연구이나 듣기와 쓰기 혹은 보기와 쓰기

의 계에서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결과라고 단된다.그라함․헤버트

(Graham & Hebert,2010)에서는 쓰기가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쓰기의 역할은 듣기 혹은 보기 능력을 향상시키

는 데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텍스트 이해는 텍스트 내 아이디어 간 그리고 텍스트와 독자의 지식,믿음,경험

간의 계를 구축함으로써 극 으로 의미를 생성하는 것을 포함한다(Wittrock,

1990).학습자들에게 텍스트에 해 쓰게 하는 것은 읽기 능력을 향상시킨다.왜냐

하면 이는 텍스트 내 아이디어에 해 생각하게 하는 더 큰 기회를 주며 응집성을

갖춘 체로서 그 아이디어들을 조직 통합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 이는 명시

성을 발달시키며,성찰을 용이롭게 하며,텍스트와 개인 련성을 맺도록 고무하

며,학습자 자신의 언어로 아이디어를 변형하도록 해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Applebee,1984;Emig,1977;Klein,1999;Smith,1988;Stotsky,1982).요약하면,

텍스트에 한 쓰기는 학습자들에게 자료를 시각 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도구일 뿐

만 아니라 텍스트 내 핵심 아이디어들을 련짓고,분석하고,개인화하고,조작하는

도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해력을 향상시킨다(Graham&Hebert,2010:13).

따라서 개별 용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해한 바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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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지를 비하여 이를 로 표 하게 한다.이때 학습자

들이 지식 설명 단계에서 배운 바를 뉴스를 이해하는 데에 쉽게 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안내하는 질문99)을 제공해 필요가 있다.질문을 매개로 이해

한 바를 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뉴스에 해 이해한 바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게 로 표 해 놓음으로써 동료 학습자들과 이

해한 바를 공유하는 과정 즉 개별 용 단계에 이어질 소집단 토의 단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소집단 토의

소집단 토의 단계는 담화에 한 분석이 단순히 텍스트 차원의 분석에 머물지

않고,역사 이며 오직 담화의 맥락과 련되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본 비

담화분석의 이론(Titscheretal.,2000/2015:229)에 근거하여 설정하 다.즉 뉴스

와 련을 맺을 수 있는 맥락은 상당히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이와 같은 다양한

맥락을 한 학습자가 모두 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서로 다른 경험,성향,믿음

등을 가진 학습자들이 함께 자신의 견해를 공유한다면 혼자서는 미처 포착해내지

못했던 부면들을 인식할 수 있다.특히 학습자들의 여도가 높은 뉴스 혹은 기존

언론이 안 을 포 하지 못한 뉴스의 경우에는 학습자들 사이에서 공유되

는 담론이 뉴스 이해에 더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집단 토의는 뉴

스 이해에 많은 도움을 다.

소집단 토의의 구체 인 과정에 해서는 피셔 외(Fischeretal.,2002)의 논의

를 참조하 다.피셔 외(Fischeretal.,2002:214-215)는 력 지식 구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과정으로 설명한다.지식의 외면화(externalization of

task-relevantknowledge),지식의 유도(elicitationoftask-relevantknowledge),

갈등 지향 합의 구성(conflict-orientedconsensusbuilding),통합 지향 합의 구

성(integration-orientedconsensusbuilding)이 그것이다.

먼 지식의 외면화는 학습자들이 주어진 상황과 련된 개별 사 지식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동 의미의 상을 한 시작 에 해당하는 과정이다.본 연

구에서는 학습지에 뉴스에 해 이해한 바를 기술하는 개별 용 단계가 이에 해

당한다.

99)질문 내용은 Ⅳ장 1 의 집단별 수업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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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유도는 동료 학습자가 과제와 련된 지식을 표 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다.이는 주로 질문의 형태로 나타나며 설명 형태의 외면화를 이끌기 때문에 성공

학습을 일정 부분 책임진다.본 연구에서는 질문 형태로 제시된 학습지와 이

학습지를 기반으로 행해지는 동료 학습자 간의 질문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갈등 지향 합의 구성은 학습자들의 다른 해석이 지식 구조의 수정을 이끄는

과정이다.본 연구에서는 뉴스 이해에 한 서로 간의 차이 을 악하면서 자신

의 기존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통합 지향 합의 구성은 주어진 과제에 한 공동의 해석 혹은 해결책에 개별

을 통합시키는 것이다.이는 몇몇 조건 하에서 매우 요하나,모든 개별

을 하나의 공통 에 통합시키려는 시도는 표면 으로 갈등을 회피하기

한 동 양상을 이끌기도 한다.본 연구에서는 뉴스에 한 이해의 차이 을 서로

악한 후에 공동의 해석을 이끌어 가는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동료들과 함께 뉴스에 해 이해한 바를 공유할 때에는 해당 사안을 여러 가지

으로 보도한 뉴스들을 유인물로 제시하거나(텔 비 뉴스의 경우에는 시청

하게 함)스스로 검색하게 하여 논의가 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개별 언론사마다 가치,성향,입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언론사의 뉴스를

해보는 것은 특정 사안을 여러 측면에서 조망하게 해 주어 그 사안을 온 히

악하는 데에 도움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나 주기 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한 뉴스 담론은 거의 동일한 틀로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 체 인 담론 양상을

악해 놓는 것은 뉴스 이해에 매우 유용하다. 를 들어 명 길 교통 문제는 해

마다 반복되는데 이를 보도하는 뉴스의 논조나 그에 따른 보도 방식 역시 되풀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한 여러 언론사들의 담론을 두루 섭렵해 놓는 것은 뉴스 이

해에 도움을 다.

④ 발표 피드백

㉮ 뉴스 의미의 재구성을 한 발표

‘용 토의’단계가 끝난 이후에는 소집단별로 뉴스를 이해한 바를 정리하

여 학 체를 상으로 발표하도록 한다.소집단별로 토의를 하고,동일한 사

안을 다룬 다른 언론사들의 뉴스를 찾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 체를



-157-

상으로 발표를 하게 하는 것은 뉴스를 둘러싼 다양한 제반 맥락에 한 이해를

확장시키기 함이다.앞서 말한 것처럼 담화에 한 분석은 단순히 텍스트 차

원의 분석에 머물지 않고,역사 이며 오직 담화의 맥락과 련되어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Titscheretal.,2000/2015:229),동일한 뉴스에 해 다른 소집단

에서 어떤 이해의 양상을 보 는지를 공유하게 하는 것은 뉴스 이해에 용된 다

양한 맥락을 확인하게 한다는 에서 뉴스에 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

는 다른 기회가 된다.

한 발표하기 해 이해한 바를 정리하면서 학습자들은 뉴스 의미를 다시 한

번 재구성하게 되는데,이때 정리를 반드시 ‘쓰기’를 통해 하지 않더라도 말로 표

하려는 과정에서 의미의 재구성 과정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게 된다.그라함․헤

버트(Graham & Hebert,2010)의 읽기․쓰기 간의 계에 한 연구에서 쓰기가

읽기의 능력을 향상시켰던 것처럼,발표가 그동안 개별 용과 소집단 토의에서

이루어졌던 이해의 양상을 통합 으로 재구성하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 진자로서의 교사 피드백

발표 피드백 단계에서는 특히 교사의 역할이 요하다.물론 개별 용과 소

집단 토의 단계에서도 교사는 학습자들과 개별 으로 소통하면서 학습의 과정을

검하고 피드백을 제시해 수 있지만,그 단계에서 교사의 개입은 최소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격 인 교사의 피드백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힐즈(Hills,1986/1987:55)는 집단 학습에서 교사의 주된 역할은 그 집단이

선택한 특수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이를 한 교사의 역할은

학생이 착상을 창출하고 표 하도록 장려하고,필요한 도움을 찾아 제공하며,

괴 인 비평보다는 건설 인 비평을 하는 것이라는 을 지 한다.이는 뉴

스 이해를 한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뉴스 이해는 正誤의 문제라기보다는

텍스트 요소를 토 로 이를 제반 맥락과 련지어 얼마나 그 의미를 풍부하고

정교하게 악해 내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교사는 특정한 소집단이 이해한 바가 가장 우수하다는 식

의 피드백은 삼가되, 신 뉴스가 틀지은 방식에 내재되어 있는 제한 혹은 한계

를 제 로 포착하는 과정을 거쳐 뉴스를 이해하 는지를 검하여야 한다.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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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교사는 뉴스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틀과 같은 언어

장치를 토 로 이해해야 한다는 을 분명히 인식하게 해 다.

한 이와 같은 언어 요소를 뉴스의 맥락과 련짓는 과정에서 뉴스의 틀에

갇 있지는 않았는지,뉴스에 한 왜곡된 이해나 논리 비약이 일어나지는 않았

는지에 해서도 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단,이때도 교사는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만 하고,교실 체를 상으로 여러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그러한 이해가 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야 한

다.뉴스에 한 이해의 수 이 향상되는 것은 교사가 직 자신의 높은 이해 수

을 학생들에게 펼쳐 보인다고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학습자 스스로 사고의 과정

을 거쳐 그 수 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100)

⑤ 성찰 내면화

㉮ 수용자 틀에 한 성찰

뉴스 이해에 한 선행 연구들은 뉴스 틀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틀 역시 뉴스

이해에 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를 들어,해당 이슈에 한 감정(Vraga

etal.,2009)과 배경지식(김성애․이종 ,2011)그리고 뉴스에 의해 활성화되는

지식 체계(이 웅,2009)등과 같은 수용자의 틀이 뉴스 틀과 상호작용하여 뉴스

이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따라서 학습자가 이해한 뉴스의 의미는 뉴

스 틀이 의도한 해석 방향에 가까울 수도 있고,기존 학습자(수용자)의 틀에 가까

울 수도 있으며,이 두 가지가 당히 섞인 양상이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수용자의 틀이 뉴스 이해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성찰하는 것

은 뉴스 이해에 요하다.수용자의 틀이 뉴스에 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나,오히려 뉴스를 곡해하게도 만들기 때문이다.

100)이와 련하여 장상호(2009)가 제시한 동교육(edcoopertation)모형의 내재율 ‘단계의 배열’

에 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이는 장상호가 교육의 내재율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서 ‘상구교육의

순차’와 ‘하화교육의 역차’로 설명된다.여기에서 상구교육의 순차는 학습자(하품자)가 더 높은 수 으

로 오르는 것을,하화교육의 역차는 교사(상품자)가 학습자를 더 높은 수 으로 이끄는 것을 뜻한다.

장상호는 제자의 품 가 스승의 품 로 비약할 수 있는 방도는 없으며, 당한 수 의 딜 마․패러

독스․모순․혼미․당혹감을 유발함으로써 제자 스스로 상구의 각 단계들을 충실하게 거쳐 나가야 함

을 역설하고 있다.뉴스 이해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역시 학습자가 당한 수 의 문제에 착하게

하고,이를 해결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진자가 하다.교사가 자신의 이해 수 을 보여주는

것은 교사의 품 에 이르지 못한 학습자들에게는 아직 무의미한 수 을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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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라가(Vragaetal.,2009)에서 지 하듯이,어떤 이슈에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슈에 한 뉴스가 자신의 에 반하게 편향되어 있

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뉴스에 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할 가능성

이 커진다.

따라서 뉴스 이해 교육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 까지 한 뉴스에 한 다양

한 의견 혹은 담론을 자신의 에서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 입장, 여도,배경지식,언론사에 한 태도 등

이 뉴스 이해를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해 보도록 한다.물론 지식 설명 단계에

서 설명했듯이 수용자 틀에 한 성찰은 이해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마

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이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 뉴스의 이해에 한 가치 강조

뉴스는 실구성체이기 때문에 뉴스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 으로 비

속성을 지니게 됨을 앞서 논의하 다.이는 뉴스를 이해하는 것이 교육목표분

류학상으로 봤을 때(Hauenstein,1998/2004;Marzano,2001/2005),매우 높은 차원

에 치하는 것임을 말해 다.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뉴스를 이해하는 과정은 매

우 도 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한편으로 뉴스 이해 교육을 통해 뉴스에 한 이해의 지평

을 넓히는 정 경험을 하게 된다. (Fleming,2014)에서 밝히고 있듯이,

학습자들은 뉴스 이해 교육에 높은 참여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최신 뉴스에 더

정규 으로 심을 보이는 등 정 태도를 함양한다.이는 뉴스 이해가 비록 도

인 과제일지라도 뉴스 이해 교육을 통해 처음에는 미처 보이지 않았던 부면

까지 이해의 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는 즐거움101)을 느

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스 이해 교육의 마지막 단계는 뉴스 이해에 한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

101)매체 교육과 련하여,2011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매체에 나타난 내용을 서로 나 면서 생각과 느

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때로는 상 방과 공감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있으며,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해 비 으로 이해하고 주체 으로 향

유하기를 지도할 때에 문화에 한 부정 인 인식만을 강조하지 않도록 유의하게 한다.매체 교육

과 련된 즐거움에 한 맥락은 조 상이하나,이는 매체 교육이 학습자들에게 분석 이기만 한 과제

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통 으로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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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 다.이는 그동안 개별 용,소집단 토의,발표 피드백 등의 과정을 거

치면서 깨닫게 된 비 태도를 좀 더 내면화시키고,이해의 지평이 확장되면서 느

끼게 되는 즐거움의 가치를 강조하기 함이다. 한 이는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유

발한 뉴스 이해에 한 동기가 수업 이후에도 지속 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함이기

도 하다.102)

102)듀이는 교육을 경험을 계속 으로 재조직하고 재구성하며 변형시켜가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이는 계속 인 성장의 과정을 의미한다(이돈희,2004:164).이런 에 의하면,뉴스를 제 로

이해하려는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여 계속 인 성장의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뉴스 이해 교육의 가장 큰 목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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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교육 내용의 교수․학습 효과 검정

1.자료의 수집 분석

앞서 제안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이론 연구를 통해 연역

으로 도출된 것이다.따라서 이것이 학습자들의 뉴스 이해 능력을 실제로 향상

시킬 수 있는지에 해서는 실제 실험을 통해 검정될 필요가 있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뉴스 이해 교육을 실시하

다.이하에서는 이 실험을 해 사용된 자료와 분석 방법에 해 자세히 논의하

도록 하겠다.

1)자료 수집 방법

(1)자료 수집을 한 설계

① 자료 수집 과정

실험을 해 서울 소재의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

하 다.해당 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일반계 학교로서103)연구 결과의 이성을 비

교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고 단하 기 때문이며,연구 참여자를 고등학교 1학

년 학생으로 선정한 것은 뉴스를 이해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과 비

사고력이 필요하며,104) 실 으로 입시의 부담이 비교 은 편이 하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하 으며,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학습자들은 월,화,수요일에 개설되어 있는 반 자신의 일정을 고려하여

편안한 시간의 반에 신청하게 하 다.즉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연구는 기존의

학 을 그 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피험자들을 각 집단에 무선할당 방식으로 배

103)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국가학업성취도 국어 교과의 평가에서 보통

학력 이상이 69%,기 학력이 23.2%,기 학력 미달이 7.8%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2015년 11월 기 ).

104)서 석․이정우(2014)에서는 뉴스 담화의 비 이해가 등학교 5․6학년 수 에서 치

않다는 을,주세형(2010)에서는 신문 기사의 이해와 련하여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학습이

학교 2학년 학생에게 어렵다는 을 각각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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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함으로써,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라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과 섞여 종속변인인

뉴스 이해 능력에 향을 미칠 확률을 최 한 낮추도록 하 다.이 결과 각 집단

에 배치된 연구 상자 수는 처음에 통제 집단 24명,비교 집단 24명,실험 집단

24명으로 총 72명이었으나,연구 총 12명이 도 하차하여 연구의 과정을

참여한 최종 참가자 수는 통제 집단 21명,비교 집단 18명,실험 집단 21명으로

총 60명이었다.60명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은 각각 30명이었다.집단별로 보

면,통제 집단의 경우 남자 13명,여자 8명,비교 집단의 경우 남자 7명,여자 11

명,실험 집단의 경우 남자 10명,여자 11명으로 실험집단은 성비가 거의 동일하

으나,비교 집단은 여자 학생이,통제 집단은 남자 학생이 조 더 많았다.105)

이들을 상으로 2016년 1월 4일부터 1월 27일까지 총 4주(1주 당 3시간)동안

교수․학습 , ,후로 실시한 실험의 과정은 아래 <표 Ⅳ-1>과 같다.

시

기
실험 단계

실험 내용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1주

교수․학습

(설문조사

사 검사)

① 성별,시청일수,시청시간,매체 종류별 뉴스 이용 빈도,언

론사에 한 태도 /인지욕구, 여도,배경지식,동의 정도

등 설문조사(자료2㉠)

② 세 가지 유형의 뉴스를 보고 학습지에 분석 평가한 내용

기술하기(자료3㉠)

2주
교수

․

학습

1-2

차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개념 수업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개념 수업
체 수업

3

차시

책임 귀인 틀 뉴스에 한 개별 분석 조별

토의(자료4)와 발표
체 수업

3주

4

차시

갈등 틀 뉴스에 한 개별 분석 조별

토의(자료4)와 발표
체 수업

5

차시

인간 흥미 틀 뉴스에 한 개별 분석 조별

토의(자료4)와 발표
체 수업

6

차시
종합 정리 체 수업

4주

교수․학습 후

(설문조사

사후 검사)

① 인지욕구, 여도,배경지식,동의 정도 등 설문조사(자료2㉡)

② 세 가지 유형의 뉴스를 보고 학습지에 분석 평가한 내용

기술하기(자료3㉡)

<표 Ⅳ-1>실험 단계 내용

105)이와 같은 차이는 무선 할당 방식으로 집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서 후술할 상 분석

결과,뉴스 이해력에 유의한 상 을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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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Ⅳ-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본격 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습자(연구 참여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성별,텔 비 뉴스

시청 일수와 시간,매체 종류별 뉴스 이용 빈도,언론사에 한 태도 등과 같은

뉴스 이용에 한 기본 인 정보뿐만 아니라,뉴스에 한 여도와 배경지식도

미리 조사하 다.학습자들의 인지욕구도 조사하 는데,인지욕구는 교육 처치

의 향으로 인해 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처치 과 후에 한

번씩 총 두 번 조사하 다.

이후 아무런 수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가지 유형의 뉴스106)를 시청하게

한 후 이 뉴스를 비 으로 이해한 바를 기술하게 하 다.이때 해당 뉴스의

이 무엇이며 그 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리고 그 정도로 동의한 이유가 무

엇인지를 함께 설문조사하여 학습자들이 기술한 내용을 좀 더 심층 으로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다음으로는 본격 으로 교수․학습을 실시하 다.실험 집단에게는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비교 집단에게는 기존 뉴스 이

해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실시하 으며,통제 집단에게는 일반 인 토

론 쓰기 교육 내용( 체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실시하 다.이후

학습자들이 교육 받은 내용을 토 로 세 가지 유형의 뉴스를 시청한 후 먼 개

별 으로 이에 해 이해한 바를 학습지에 기술(25분)하게 하 고 이후 4-5인씩

소집단을 구성해 뉴스에 해 이해한 바에 해 토의(12분)하게 하 다.마지막으

로 토의 후에는 체 학습자를 상으로 발표(13분)를 하게 하 다.

교육 처치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는 사후 검사를 해 교육 처치 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의 뉴스를 학습자들이 시청하게 한 후 이 뉴스를 비 으로 이해한

바를 기술하게 하 다.이때 역시 교육 처치 과 같이 인지욕구와 이때 시청하

게 한 뉴스에 한 여도,배경지식,동의 정도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 다.

② 실험용 뉴스 자료

스트 이트 뉴스 혹은 리포트용 뉴스 등과 같은 구분은 학습자들에게 뉴스 장

르에 한 지식을 익 뉴스 이해에 도움을 주게 하는 것에 기여하지 못한다.따

라서 실험에 사용된 뉴스는 뉴스 틀 유형에 따라 선정하 다.이는 뉴스 자체가

106)뉴스의 선정 기 에 해서는 아래 ‘실험용 뉴스 자료’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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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비추는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뉴스 틀에 한 지식이 뉴스 이해에 유의미

한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요 가설을 검정하는 것과도 련된다.

Ⅱ장에서 고찰한 뉴스 틀 유형에 한 선행연구인 라이스 외(Priceetal.,

1997)와 세멧코와 발 버그(Semetko& Valkenburg,2000)에서는 모두 여섯 가지

뉴스 틀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장 많이 뉴스에 용되는

틀로 밝 진 책임 귀인 틀,갈등 틀,인간 흥미 틀만을 실험 자료로 선정하 다.

한 세 개 이상의 뉴스를 상으로 실험을 할 경우 연구 상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수 있다는 도 고려되었다.

뉴스는 사 검사용,수업용,사후 검사용 총 세 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뉴스

틀별로 뉴스를 세 가지씩 수집하 고,각각의 뉴스가 동일한 틀로 구성되어 있는

지의 여부에 해서는 교사 3인107)에게 뉴스 틀 유형에 해 설명한 후 이들의

검토를 통해 확인받는 방식을 취하 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9건의 뉴스를 최

종 자료로 선정하 다.이들 뉴스의 세부 사항은 아래 <표 Ⅳ-2>와 같다.

사용

용도
뉴스 틀 유형 주요 화제

해당

언론사
뉴스 약칭

사

검사용

책임귀인 틀 아동 비만의 원인 SBS 비만 뉴스

갈등 틀
설악산 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찬반 갈등
TV조선 이블 뉴스

인간 흥미 틀 나홀로 즐기는 문화생활 MBC 홀로 뉴스

수업용

책임귀인 틀 어린이집 아동학 의 원인 KBS 학 뉴스

갈등 틀 9시 등교를 둘러싼 찬반 갈등 TV조선 등교 뉴스

인간 흥미 틀 메르스 완치 할머니 KBS 메르스 뉴스

사후

검사용

책임귀인 틀 명 길 교통 문화 MBC 교통 뉴스

갈등 틀
국 개고기 축제를 둘러싼 찬반

갈등
KBS 국 뉴스

인간 흥미 틀
임 리지 학생의 수능 어

문제 풀기
JTBC 어 뉴스

<표 Ⅳ-2>실험에 사용된 뉴스 자료 목록

107)뉴스가 동일한 틀로 이루어졌는지에 해서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 3인의 검토를 받았다.검토

자1은 교직 경력 11년의 직 교사(고등학교),검토자2는 석사학 자이자 교직 경력 10년의 직 교

사(고등학교),검토자3은 석사학 자이자 교직 경력 3년의 직 교사(고등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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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뉴스 자료를 선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거를 고려하

다.먼 학습자의 흥미와 심사를 고려하 다.아무리 사회 으로 요한 문제

라고 할지라도 학습자들이 별다른 심을 보이지 않는 사안에 한 뉴스라면 학

습자들이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이다.물론 학습자들이 별로

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으로 요한 문제라면 실제로

는 학습자들에게도 큰 향을 미치고 있고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문제일 가

능성이 크다.따라서 이와 같은 뉴스에 해서도 련성을 부여하고 심을 갖게

지도할 필요성도 분명 있다.그럼에도 재 학습자들의 뉴스에 한 요성 인식

이나 심이 낮다는 (서 석․이정우,2014)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들의 흥미와 심사가 비교 높은 뉴스들로 뉴스 자료를 선정하 다.

다음으로는 뉴스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하 다.교수·학습 자료로 제시된 뉴스의

내용이 무 어려울 경우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

에 이를 비 으로 근하려는 시도는 미처 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어려운 용어가 해설도 없이 제시된다든지, 련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뉴스의 경우에는 자료로 선정하지 않았다.108)

화제의 민감성 역시 고려 상이었다. 를 들어 정치인의 성추행에 한 문제를

생각해 보자.이러한 뉴스는 비 으로 들여다볼 지 이 매우 많은 뉴스이기 때문

에 여러 차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기에는 좋은 자료이다.이와 같은 사안은 그 당

시를 상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재연을 하게 되고,그 과정에서 실을 곡

해하는 경우가 많다. 한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그 심각성을 드러내는 표

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큰 이슈에 해당해 여러 언론사에서 다루기 때문에 언

론사별로 뉴스를 비교하게 하기도 용이하다.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학생들을 상

으로 다루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노출시킨다는 것 자체가 교육

이냐 하는 문제에 착하게 된다. 한 공인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학습용 자료로는 하지 않다고 보았다.

하나의 고려 사항은 뉴스의 시의성이었다.뉴스 가치에 한 많은 연구들에

서는 시의성,근 성, 요성,흥미성,갈등성,선정성, 명성,특이성 등이 거론되

108)최미숙 외(2012:61)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재가 무 어려운 경우의 문제 을 지 하고 있

다.“교과서 제재의 학습 내용에는 의 언어 형식 ·구조 ·미 요소와 내용 ·주제 ·가치

요소 등에 한 분석과 이해가 포함된다.따라서 제재가 학습자가 이해하기에 어렵고 교사의 설

명과 같은 개입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교과서 학습량은 증가하게 된다.어려운 제재는 그에

사용된 어휘 학습,구조 분석,주제 악에 학습자의 인지 부담을 가 시키고,제재 이해 자체에

수업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어려움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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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Shoemakeretal.,1991:783),이 에서도 시의성은 핵심 인 가치로

볼 수 있다.이미 지난 사건이나 이슈는 더 이상 흥미롭거나 특이하지 않을 가능

성이 클 뿐만 아니라 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교육용 자료

로 다룰 뉴스들은 이미 보도된 것들일 수밖에 없다는 에서 가 시의성에

향을 덜 받는 뉴스를 자료로 선정하 다.

마지막으로 교육 내용의 반 성을 고려하 다.아무리 에서 언 한 고려 사항

들을 다 만족하더라도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 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 자료

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집단별 수업 내용

앞서 설명했듯이 통제,비교,실험 집단에 무선할당 방식으로 배치된 연구 참여

자들에게는 각각 다른 교육 내용으로 뉴스 이해 수업이 진행되었다.통제 집단에

는 뉴스 이해와 련이 없는 일반 인 토론 쓰기 교육 내용( 체 교육 내용)

이 실시되었으나,비교 집단에는 기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실험 집단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

이 처치되어 뉴스 이해에 한 두 교육 내용의 효과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 다.

실험 집단에 처치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과 비교 집단에 처치된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① 명제 지식의 집단 간 차이

㉮ 실구성체로서의 뉴스 본질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뉴스 생산에 여하는 요인들,즉

기자와 언론사의 신념이나 성향, 고주와 정부의 향력 간의 역학 계 속에서

뉴스가 특정 을 취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실을 극 으로 구성하게 되는

실구성체로서의 본질을 지닌다는 을 강조한다. 한 짧은 시간과 분량 하에 다

양한 성격을 지니는 뉴스를 일정한 틀에 끼워 맞춰 보도하는 과정에서도 실구

성체로서의 뉴스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는 을 설명한다.

이에 반해,기존 교육 내용에서는 단순히 뉴스 생산자의 이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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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도 다른 에서 보도하게 된다는 수 에서 뉴스의 본질을 설명한다.

짧은 시간과 분량 하에 뉴스가 생산된다는 에 해서는 동일하게 제시하나,그

것에 의해 주 이 생긴다는 만 설명할 뿐,사건의 다양한 성격을 일정한

틀에 맞게 보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에 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즉 이

다르다는 이외에 왜 특정 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지에 해서는 다루지 않

는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의 차이로 인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 뉴스가 실

을 있는 그 로 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을 극 으로 구성해 낸 것이라는

에 해서는 학습하게 되지만 실험 집단은 비교 집단과는 달리 뉴스의 논조에

향을 미친 요인을 의식하면서 뉴스를 이해하게 된다.

즉 비교 집단에는 뉴스 생산에 향을 미친 맥락을 고려하면서 뉴스를 이해하

게 하는 근을 취하지 않으나,실험 집단에는 그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뉴스를 비

으로 이해하도록 한다.물론 특정 기자의 가치나 신념 그리고 고주와 정부

의 향력 등에 해서 매번 악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언론사의 정치 성향109)

등과 같은 뉴스 생산의 여 요인을 고려하면서 뉴스를 이해하도록 교수․학습되

며,짧은 제작 시간과 분량으로 인해 다양한 사건의 성격을 감소시키는 뉴스 틀이

존재하게 된다는 에 해서 배우게 된다.

㉯ 뉴스와 사회의 상호작용성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뉴스가 사회에 향을 미치는 동시

에 사회에 의해 제한되는 순환 과정에서 형성되며,이는 하나의 사회 실천 행

가 되는 것임을 교수․학습한다.뉴스가 사회에 향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향을 받아 생산될 수 있다는 을 아는 것은 요하다.특정 뉴스가 지 과 같

은 논조를 반 하게 된 것은 해당 사건과 련하여 여러 가지 사회 담론들이

이 뉴스에 향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을 고려하게 되고 이는 사회․문화 배

경 하에서 뉴스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기존의 교육 내용에서는 뉴스의 기능에 해 다루면서 뉴스가 새로

109)언론사의 정치 성향으로 인해 뉴스의 논조가 항상 고정 일 것이라는 설명을 하지는 않는다.

앞서 설명했듯이,다른 요인들로 인해 뉴스의 논조는 언론사의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이와 같은 요인의 향력에 해서 고려하며 뉴스를 이해하도록 하는

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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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소식을 달해 주고,이를 통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수 에서,즉 뉴스가

미치는 일방 인 향력의 수 에서 뉴스와 사회의 계를 설명한다.그 기 때문

에 기존 교육 내용을 처치 받게 된 학습자들은 해당 사건에 한 뉴스를 여러 사

회 담론의 향력 하에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을 안내 받지 못한다.

㉰ 뉴스의 기존 질서 재생산성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뉴스의 기존 질서 재생산성에 해

설명한다.뉴스가 하나의 단 된 담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존 질서 즉 가치와

련되며 어떠한 가치를 우호 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권력 혹은

이익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는 에서 뉴스 이해를 담화 차원을 넘어 권력과

같은 사회․문화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뉴스가 기존 체제 옹호 인 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을 지 하면서 그에

항하는 가치에 해서도 공정히 다루고 있는지를 면 히 고려하면서 뉴스를 이

해하게 한다.이와 같이 권력 혹은 이익의 차원에서 뉴스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방법 지식의 ‘뉴스 틀 분석을 통해 사회․문화 뉴스 평가하기’ ‘뉴스의 객

성에 한 논증 략 분석을 통해 실질 객 성 평가하기’와도 연 지어 다루

어진다.뉴스 틀의 제한 을 토 로 뉴스를 사회․문화 배경과 련지을 때 권

력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도록 교수․학습되며, 한 객 성은 정확성과 균

형성으로 구성되는데 이 균형성과 련하여 어느 특정 집단의 이 우세하

게 보도되었는지의 여부에 한 문제를 실질 객 성의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교

수․학습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이에 응되는 교육 내용이 존재하

지 않는다.뉴스가 새로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에 해서는 다루나 그 여

론이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성격을 지닌다든지,그로 인해 기득권을 지닌 집단이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다든지 하는 내용에 해서는 다루지 못한다.그로 인

해 사회․문화 배경을 활성화시키거나 객 성에 한 단을 할 때 특정 집단

의 이익의 에서 뉴스를 심도 있게 바라보도록 교수․학습되지 못한다.

㉱ 뉴스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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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객 성,균형성,공정성 등과 같이

뉴스의 조건으로 주로 제시되는 개념들을 계화하여 이 공정성을 바람직한

뉴스의 최상 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뉴스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에 반해 기존 교육 내용에서는 타당성,신뢰성 등의 개념이 공정성과 동일한

비 으로 설명된다.이러하다 보니 학습자들이 공정성에 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하도록 하지 못하고,단순히 논란에 계된 양측의 의견이 균형 있게 제시되어 있

기만 하면 그것이 곧 공정성을 담보한 것처럼 설명된다.

이는 ‘객 성이 형식 객 성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체성․역사성의

에서 뉴스가 사태를 체 으로 조망하고 있는지’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뉴스의

공정성을 단하게 하는 틀 인식 심의 교육 내용과는 크게 변별되는 지 이다.

기존 교육 내용에서는 뉴스의 가치에 해서도 다루고 있다.110)즉 뉴스가 시의

성, 외성,근 성, 향성, 명성 등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물

론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의미가 있으나 뉴스 이해에 직 기여를 하지는 못

한다.실상 이러한 가치가 배제된 사건 혹은 이슈가 뉴스로 보도될 일이 거의 없

기 때문이다.교육과정의 간략화 흐름 속에 특정 교육 내용의 선정이 다른 것의

배제를 낳는다는 을 고려하여,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뉴스 이해력과 크게 련이 없는 하나의 앎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단하여 배제한다.

② 방법 지식의 집단 간 차이

㉮ 측하며 듣기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뉴스 도입부에서 제목과 리드 등을

통해 뉴스에 용된 틀을 단하고,해당 틀에 따라 뉴스가 노정할 수 있는 한계

등을 측하며 뉴스를 듣도록 교수․학습한다.이를 통해 뉴스 도입부부터 자

신의 측과 실제 뉴스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해가며 극 으로 뉴스를 듣도

록 유도한다.이를 통해 뉴스 텍스트 요소와 같이 세부 인 내용에 한 인식력을

110)이는 뉴스의 공정성에 해당되는 개념은 아니나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심으

로 이에 응하는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동일하게 뉴스의 조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공정성 항에서 이에 해 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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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 우선 뉴스에 한 사실 이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반해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이에 한 별다른 교육 내용을 제

시해 주지 못한다.뉴스를 측하며 듣도록 교수․학습하려고 해도 ‘어떻게’ 측

을 할 수 있는지에 한 방법을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틀 인식 심의 뉴

스 이해 교육 내용이 뉴스에서 정형화되어 있는 틀에 한 지식을 통해 뉴스의

내용이나 형식을 측할 수 있게 해 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는 크게 변별되는

지 이다.

㉯ 뉴스의 미시 틀 분석을 통한 추론하기

‘뉴스의 미시 틀 분석을 통한 추론’과 련하여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뉴스

이해에 활용하도록 제시된 학습지111)의 질문 내용은 아래의 <표 Ⅳ-3>과 같다.

핵심

내용

실험 집단

(틀 인식 심의 교육 내용)

비교 집단

(기존 교육 내용)

뉴스의

미시 틀

분석을

통한

추론

○뉴스의 제목,표 (은유,비교 사

례,표어,묘사 등)등에 의해 어떠

한 이 부각되었고 어떠한 이

은폐되었는가?

○시청각 요소를 통해 암묵

의미가 형성되지는 않았는가?

○뉴스에 가치가 개입된 표 은 없었

는가?있다면 어떤 가치를 드러냈는

가?

○선정 이거나 자극 인 표 이

나 장면은 없었는가?

○편견이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시청각 요소가 뉴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가?

<표 Ⅳ-3>‘뉴스의 미시 틀 분석을 통한 추론하기’에 한 학습지 질문 내용

<표 Ⅳ-3>을 통해 볼 수 있듯이,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뉴스의 제목과 표 등에서 부각되는 측면이 무엇인지,반 로 배제되어 은폐되는

측면은 무엇인지를 으로 이해하도록 한다.즉 부각된 측면에 한 인식과

은페된 측면에 한 추론을 통해 그러한 표 으로 인해 어떠한 틀 안에서 특정

111)명제 지식에 한 내용은 뉴스 이해를 한 제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학습지

를 제시하지 않았으며,실제 뉴스 이해의 방법에 한 방법 지식에 한해 학습지를 제시하 다.다

만 ‘측하며 듣기’는 학습지를 통해 재상기시켜야 할 성격의 방법 지식이 아니므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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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이해하도록 만들고 있는지 그 의도에 심이 있다.

이에 반해,기존 교육 내용에서는 뉴스의 표 이 어떠한 틀 안에서 특정 사건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지에 심을 두기보다는 그 표 이 선정 이고 자극 이지

는 않았는지와 같이 표 의 성에 심을 둔다.

물론 표 이 가치 립 인지,가치가 개입되었다면 어떤 가치를 함의하고 있는

지와 같은 질문 등은 뉴스의 과 련되기 때문에 뉴스가 어떠한 해석 틀을

설정해 놓고 있는지를 찾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나 가치 개입의 문제만으로 해석

틀을 온 히 찾아내기란 쉽기 않기 때문에 이에 해서는 한계를 노정한다.

한 기존 교육 내용에서 편견이 발생하지는 않았는가와 같은 을 단하면서

뉴스를 이해하도록 한다.그러나 편견을 찾는 방법에 해서는 제시하지 못한다.

편견이 있는지의 여부에 해서만 사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편견을 발견하더라도

그것이 뉴스 이해에 어떠한 향을 끼쳤는지에 해 사고하도록 하는 데에는

심을 두지 않는다.

반면,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편견이라는 단어를 언 하지

는 않으나,뉴스 틀에 따라 어떤 측면이 부각되어 있고 어떤 측면이 은폐되어 있

는지에 한 단 과정 속에서 편견을 발견하게 한다. 를 들어 정당 간 토론을

싸움으로 틀짓는 뉴스에서 ‘싸움’의 측면이 부각됨에 따라 그것이 갖는 ‘합리 의

사결정 과정’이라는 측면이 은폐되게 됨을 추론하게 함으로써 정치 활동에 한

편견을 발견하게 한다.

미시 뉴스 틀에는 시청각 요소의 의미화 작용도 해당되는데,이와 련하여

틀 인식 심의 교육 내용에서는 시청각 요소의 유추성,지표성,명제 언어구

조의 결여 등과 같은 특성을 활용하여 음성 문자 언어에 의한 의미와는 다른

암묵 의미를 뉴스에서 략 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추론하게 한다.이는

공정성을 항상 요구받지만 특정 하에서 뉴스를 보도할 수밖에 없는 언론사

의 상황과 략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이에 한 비 이해를 도모하게 하는 데

에 을 둔 내용이다.

이에 반해,기존 교육 내용에서는 시청각 요소가 음성 문자 언어의 의미를

효과 으로 보조하고 있는지 단하면서 뉴스를 이해하도록 한다.이 역시 시청각

요소의 요한 의미화 작용이나 복합양식 요소를 다루는 여타의 수업에서 많

이 다루어지고 있는,즉 뉴스에 특화된 교육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틀 인식 심

의 교육 내용과는 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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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거시 틀 분석을 통한 추론 평가하기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학습자들이 뉴스의 틀을 악한 후

뉴스의 틀로부터 비롯되는 제한 들을 고려하여 해당 뉴스에서 배제되어 은폐되

어 있는 부면이 무엇인지를 극 으로 추론하면서 뉴스를 이해하도록 한다.이를

해 형식 차원의 거시 틀(일화 심 틀 주제 심 틀)과 내용 차원의 거

시 틀(책임 귀인 틀,갈등 틀,인간 흥미 틀)의 효과와 제한 을 교수․학습한다.

기존 교육 내용에는 틀 이론이 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교육 내용이 있지는 않으나,형식 차원의 틀과 련하여 ‘진행자 소개→기자의

보도→기자의 마무리 말’로 설명되는 개 방식과,내용 차원의 틀과 련하여

육하원칙의 내용 요소 정도가 마련되어 있다.

아래 <표 Ⅳ-4>는 ‘거시 틀 분석을 통한 추론 평가’와 련하여 실험 집단

과 비교 집단이 뉴스 이해에 활용하도록 학습지에 제시한 질문 내용이다.

핵심

내용

실험 집단

(틀 인식 심의 교육 내용)

비교 집단

(기존 교육 내용)

뉴스의

거시 틀

분석을

통한

추론

평가

○이 문제의 책임과 련된 개인

측면과 사회구조 측면은 각

각 무엇인가?두 측면 특정한

측면만 부각되고 다른 측면은 은

폐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 사태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은

무엇인가?자극 인 립 양상만 부

각되고 갈등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은폐되지는 않았는가?

○흥미 주의 보도로 인해 문제의

맥락이 사소화 혹은 단순화되어 있

지는 않은가?사소화된 맥락으로

인해 은폐된 측면은 무엇인가?

○이 뉴스의 구조 혹은 개 방식

(‘진행자 소개→기자의 보도→기

자의 마무리 말’)은 뉴스를 이해

하는 데에 하 는가?

○육하원칙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보도되었는가?

○ 제 혹은 가정이 숨겨져 있지

는 않았는가?

○이 뉴스에 숨어 있는 사회․문

화 배경은 무엇인가?

<표 Ⅳ-4>‘뉴스의 거시 틀 분석을 통한 추론 평가하기’에 한 학습지 질문 내용



-173-

틀 인식 심의 교육 내용에서 뉴스의 거시 틀에 한 지식은 뉴스를 텍스트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 배경 하에서 이해하도록 한다는 에서 특히 요하다.

학습자로 하여 특정 사건의 개인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책임을,갈등의

립 양상뿐만 아니라 본질을,흥미 주 사건의 개인 ․표면 성격뿐만 아니라

공 ․이면 성격 등에 해 생각해 보게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뉴스가 보도한 사건을 그 사건을 둘러싼 사회․문화 맥락하에서 바라보도록 안

내되기 때문이다.

한 틀 인식 심의 교육 내용은 명제 지식에서 기존 질서의 재생산성에

해서 다루기 때문에 거시 틀 분석을 통한 뉴스에 한 이해를 사회․문화 배경

과 련짓는 과정에서 권력 혹은 이익의 문제에 해서도 생각해 보게 한다.뉴스

에 제한 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라 특정 집단의 가치가 더 우호 으로 그려지지

는 않았는지에 해 사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교육 내용도 뉴스에 숨어 있는 사회․문화 배경과 뉴스를 련지어 이

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는 있으나,틀이 가지는 제한 에 한 설명 등이 제시되

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뉴스를 사회․문화 배경과 련지어 사고해야 하는지에

해서는 아무런 안내도 해주지 못한다.

기존 교육 내용에서 숨겨진 제 혹은 가정에 해 추론해 보게 하는 것도 마

찬가지의 문제를 지닌다.뉴스 이해 시 숨겨진 제 혹은 가정을 찾는 것은 매우

요한 문제이나 단순히 이에 해 추론해 보아야 한다는 명제 이외에 어떠한 설

명도 제시하지 못하는 지 과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 내용은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제 혹은 가정이라는 단어를 명시

으로 언 하지는 않으나,틀 자체가 선택과 배제의 기제이기 때문에 틀에 한

악이 곧 제와 가정에 한 추론을 포함하게 된다. 를 들어 특정 사건을 (내

용 )책임 귀인 틀과 (형식 )일화 심 틀을 결합하여 보도하는 것은 사건의

책임이 사회구조가 아닌 개인에게 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틀 인식 심의 교육 내용에서 틀 분석에 한 내용은 어떠한

제 혹은 가정이 숨겨져 있는지를 추론하는 데에 방향을 제시해 다.물론 이와

같은 추론은 사회․문화 평가를 한 제로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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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객 성 평가하기

‘실질 객 성 평가하기’와 련하여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뉴스 이해에 활

용하도록 제시된 학습지의 질문 내용은 아래의 <표 Ⅳ-5>와 같다.

핵심

내용

실험 집단

(틀 인식 심의 교육 내용)

비교 집단

(기존 교육 내용)

객 성에

한

논증

략

분석을

통한

실질

객 성

평가

○소수의 사례 혹은 인용을 통해

일반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양한 을 변하는 정보원

들이 제시되었으며 그들의 상과

수는 서로 비슷한가?

○이 뉴스로 인해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 는

가?그들의 입장이 뉴스에 충실히

반 되었는가?

○자료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그 출처가 명확한가?

○어떤 근거가 제시되었으며 그것

이 타당한가?

○양측의 을 균형 으로 제시하

고 있는가?한 쪽의 입장만 일방

으로 달하고 있는가?

○정보원은 신뢰감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며,뉴스 내

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

가?

<표 Ⅳ-5>‘실질 객 성 평가하기’에 한 학습지 질문 내용

<표 Ⅳ-5>를 통해 알 수 있듯이,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정확성과 균형성의 상 개념인 객 성을 단하도록 하는 데에 단순히 형식

객 성의 수 에서 단하도록 하지 않는다.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객 성에 한 터크만의 략 의례의 개념 즉 기자가 짧은 시간

하에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뉴스에 한 비 을 회피하기 해 표면 인

수 에서만 주로 객 성을 확보한다는 에 해서 설명하기 때문에,인용이나

사례 제시 등과 같은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부의 사례를

통해 체를 변하는 것은 아닌지에 해 단하도록 한다. 한 다양한

을 변하는 정보원이 모두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그들의 상과 수를 종합

으로 고려하게 하고,그 과정에서 이슈에 련된 사람들(이득을 보는 사람들

과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구이며 그들의 입장이 충실히 반 되었는지

를 검하게 함으로써 뉴스가 실질 인 객 성(특히 균형성의 측면에서)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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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있는지를 단하도록 한다.

이에 반해,기존 교육 내용에서는 근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얻은 사실

이며 타당하다면,그것이 특정 계층에게 우호 인 소수의 사례로 체를 일반화시

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즉 기자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몇몇 사례에 의지

해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에 해서는 심을 두지 않는다. 한 단순히 립되는

양측의 의견이 골고루 제시되어 있다면,그 의견을 제시한 정보원이 어떤 상을

지녔으며 그들이 변하는 계층에 이슈 련자들이 충실히 포함되어 있는지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 뉴스 수용자의 틀 검하기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뉴스 틀의 효과뿐만 아니라 수용자

틀의 역할에 해서도 다룬다.뉴스 틀이 특정 해석 방향을 의도한다고 하더라도

수용자 틀이 이에 조응하지 않는다면 뉴스 틀이 의도한 방향으로만 해석이 일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용자 틀의 역할에 해 학습자들이 인지하게 하는 것

은 매우 요하기 때문이다.아래 <표 Ⅳ-6>은 이에 한 내용을 학습자들이 뉴

스 이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지에 제시한 질문이다.

핵심

내용

실험 집단

(틀 인식 심의 교육 내용)

비교 집단

(기존 교육 내용)

뉴스

수용자의

틀 검

○해당 뉴스에 한 수용자의 기존

입장, 여도,배경지식,해당 언론사

에 한 태도 등이 뉴스 이해에 기

여를 하 는가?이것들이 방해가 되

지는 않았는가?

-

<표 Ⅳ-6>‘뉴스 수용자의 틀 검하기’에 한 학습지 질문 내용

<표 Ⅳ-6>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수용자 틀을 구성하는 요소로 뉴스에 한 기존 입장, 여도,배경지식,해당 언

론사에 한 태도 등을 설정하고 이들이 뉴스 이해에 미치는 향력을 학습자들

이 성찰하도록 한다.이와 같은 수용자 틀이 뉴스 이해에 정 인 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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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실험 집단

(틀 인식 심의 교육 내용)

비교 집단

(기존 교육 내용)

명

제

지

식

뉴스의

개념

특성

-뉴스 생산의 여 요인의 향 하

에서 뉴스의 실구성체로서의 본질

악하기

-뉴스의 실구성체로서의 본

질 악하기

-뉴스와 사회의 상호작용성 이해하기 -뉴스의 사회에 한 (일방 )

향력 악하기

-뉴스의 기존 질서 재생산성 이해

하기

-뉴스의 사회 기능 이해하기

(새로운 소식 달, 정 혹

은 비 사고 독려,여론 형

성의 기능)

뉴스의

조건

-객 성(정확성, 균형성), 윤리

성112), 이데올로기( 체성, 역사

성)세 가지 측면의 상 개념으

로서의 공정성 이해하기

-뉴스 조건으로서의 신뢰성,

타당성,공정성 이해하기

-뉴스의 가치(시의성, 외성,근

성, 향성, 명성)이해하기

방

법

지

식

측

하며

듣기

-형식 차원의 틀(일화 심 틀

주제 심 틀)과 내용 차원의

틀(책임 귀인 틀,갈등 틀,인간 흥

미 틀)의 개념을 이해하고,내용

차원의 틀이 형식 차원의 일화

심 틀과 결부되었을 때 노정되

는 뉴스의 한계 혹은 제한 을 토

로 뉴스를 측하며 보기

<표 Ⅳ-7>실험 집단 비교 집단 간 수업 내용 비교

도 있지만 뉴스를 곡해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기존 교육 내용에서는 수용자 틀의 역할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

지 않는다.뉴스 수용자의 기존 입장 배경지식에 따라 뉴스에 한 반응이 수

용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에 해서는 다루지만,이는 반응이 단순히 다를 수

있다는 수 에서 언 될 뿐,그러한 수용자 틀이 뉴스 내용을 곡해하게 할 수 있

으므로 이에 해 성찰해야 한다는 방법 지식에 해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지 까지 논의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에 각각 처치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과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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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틀

분석을

통한

추론

평가

하기

-은유,비교 사례,표어,묘사,시각

이미지, 상 언어 등이 부각시

킨 측면이 무엇인지 인식하고,배제

시켜 은폐된 측면이 무엇인지 추론

하기

- 상 언어와 문자 음성 언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부합되지 않는

다면,어떤 암묵 의미가 형성되고

있는지 추론하기

-은유,직유,비교, 조,과장,

시 등의 수사 장치가 뉴스

이해에 도움을 주는지 단하

고,시청각 요소가 음성 문

자 언어의 의미를 효과 으로

보완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뉴스가 편견을 낳고 있지는

않은지 분석하기

-뉴스의 선정성,자극성에

해 비 하기

-뉴스의 미시 틀 장치들로 인해 부

각된 들이 거시 틀 분석을 통해

악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하

고 분석 내용 간에 차이가 있다면,

뉴스에 한 해석이 제 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뉴스 틀의 효과에 의해 배제되는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고 단된

다면,사회․문화 배경을 활성

화시켜 그것에 해 극 으로

사고하고,그 게 배제된 내용으

로 인해 어떤 집단이 이득을 보고

어떤 집단이 피해를 보게 되는지

를 악하기

-‘진행자 소개→기자의 보도→

기자의 마무리 말’로 구성되는

뉴스의 개 구조 이해하기

-육하원칙의 내용 요소 제

외된 내용이 없는지 분석하기

-숨겨진 제 혹은 가정에

해 추론하기

-뉴스의 의미를 사회․문화

배경과 련 짓기

실질

객 성

평가

하기

-근거로 소수의 사례 혹은 인용이 제

시되어 있을 때 그것이 성 한 일반

화 혹은 정당화는 아닌지 단하기

-다양한 이 모두 제시되어 있

으며,그 을 제시한 정보원의

상과 수는 유사한지 등을 종합

으로 단하여 실질 객 성

확보 여부 단하기

-한 쪽의 일방 인 입장이 아

니라 립하는 양측의 이

균형 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단하기

-근거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

는지,신뢰감을 수 있는 사

람을 정보원으로 삼았는지,근

거가 타당한지 등을 단하기

수용자

틀

검

하기

-뉴스의 해석에 향을 미치는 수

용자 틀(기존 입장, 여도,배경

지식,언론사에 한 태도)의 역할

을 이해하고 이에 해 성찰하기

-수용자의 기존 입장 배경

지식에 따라 뉴스 수용자의 반

응이 상이할 수 있다는 이

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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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 분석 방법

(1)양 분석 방법

뉴스 이해에 한 교육 내용이 뉴스 이해력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겠으나,이것

이외에도 뉴스 이해에 여하는 요인들은 많이 있다.따라서 교육 내용의 향력을

더 면 히 분석하기 해서는 교육 내용과 뉴스 이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간의 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 성별,뉴스 시청 시간,뉴

스 매체의 유형별 사용 빈도,언론사에 한 태도,인지욕구,각 뉴스의 화제에 한

여도 배경지식,뉴스 논조에 한 동의 정도 등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 다.

먼 뉴스 시청 시간은 뉴스 시청 일수 시간으로 나눠 측정하 으며,뉴스

매체의 유형별 사용 빈도는 신문,라디오,텔 비 ,인터넷(컴퓨터),인터넷(스마

트폰)으로 나눠 조사하 다.언론사는 주요 언론사로 KBS,MBC,SBS,YTN,

TV조선,CHANNELA,JTBC를 선정하여 이들에 한 태도를 측정하 다.인지

욕구는 김완석(2007)에서 제시한 인지욕구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다만 교

육 처치의 향으로 인해 학습 후의 인지욕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단하여 교

육 처치 후로 두 번 측정하 다. 여도 사 지식은 정재선․이동훈(2012)의

척도를 참고하되 문항을 추가 변형하여 측정하 다.

각 변인은 리커트(Likert)5 척도에 의해 측정하 으며 분석에 사용될 항목의

신뢰도를 SPSS23으로 분석한 결과,크론바흐 알 (Cronbachα)는 사 인지욕

구 .810,사후 인지욕구 .893,‘비만’ 여도 .882,‘비만’배경지식 .830,‘설악산

이블카 설치’ 여도 .848,‘설악산 이블카 설치’배경지식 .899,‘나홀로 즐기는

문화생활’ 여도 .926,‘나홀로 즐기는 문화생활’배경지식 .889,‘명 길 교통 문

화’ 여도 .914,‘명 길 교통 문화’배경지식 .808,‘수능 어 문제’ 여도 .842,

‘수능 어 문제’배경지식 .814,‘국 개고기 축제’ 여도 .911,‘국 개고기 축

제’배경지식 .871로 상당히 높은 수 의 신뢰도를 보여 분석에 문제가 없었다.113)

112)앞서 설명했듯이 윤리성은 기자의 내 단과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제 지식에서는

공정성의 하 구성 요소로 객 성 체성·역사성과 함께 다루어지나,공정성을 분석하는 방법에

한 지식에서는 윤리성 이외의 객 성과 체성·역사성만이 다루어진다.

113) 날리외(Nunnallyetal.,1967)에따르면,탐색 인연구 분야에서는크론바흐알 계수가 0.6이상이면

충분하고,기 연구분야에서는0.8, 요한결정이요구되는응용연구분야에서는0.9이상이어야한다고주장하

고있으나, 드펜․페리(VandeVen․Ferry,1980)에서는조직단 의분석수 에서일반 으로크론바흐알

계수가0.6이상이면측정도구의신뢰도에는별문제가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노형진,2014:569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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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 인 분석 자료인 학습자들의 뉴스 이해 수행 결과물은 평가자 3

인114)의 채 을 통해 양화(量化)하 으며,채 상 결과물은 총 360건(뉴스 유형

세 가지×사 ․사후 각 1회씩 총 2회×학생 수 60명)이었다.채 기 은,뉴스 이

해가 본질 으로 비 속성을 띤다는 을 고려하여,페어클러 (Fairclough,

1995)의 담화 분석 층 에 한 논의를 참고하되 이를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설정하 다.이에 한 구체 인 내용은 아래의 <표 Ⅳ-8>과 같다.

기 5 4 3 2 1

(1)

역:

텍스트

요소

인식력

뉴스를 이해한 바

를 기술할 때 텍

스트 내용,구조,

표 시청각

요소,제목 등과

같은 텍스트 요소

를 6가지 이상 언

한경우

뉴스를 이해한

바를 기술할 때

텍스트 내용,구

조,표 시

청각 요소,제목

등과 같은 텍스

트요소를5가지

언 한경우

뉴스를이해한바

를 기술할 때 텍

스트 내용,구조,

표 시청각

요소,제목 등과

같은텍스트요소

를 3-4가지 언

한경우

뉴스를 이해한

바를 기술할 때

텍스트 내용,구

조,표 시청

각요소,제목등

과 같은 텍스트

요소를 1-2가지

언 한경우

뉴스를 이해한

바를 기술하 으

나,텍스트 내용,

구조,표

시청각 요소,제

목등에 해

언 하지 못

한경우

(2)

역: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

뉴스가 틀지어

놓은 해석 방향

을 제 로 악

하고,이에

해 텍스트 요소

에 기반하여

히 4가지 이

상 비 한 경우

뉴스가 틀지

어놓은 해석

방향을 제

로 악하고,

이에 해 텍

스트 요소에

기반하여

히 3가지

비 한 경우

뉴스가 틀지어

놓은 해석 방향

을 제 로 악

하고,이에

해 텍스트 요소

에 기반하여

히 2가지 비

한 경우

뉴스가 틀지

어놓은 해석

방향을 제

로 악하고,

이에 해 텍

스트 요소에

기반하여

히 1가지

비 한 경우

뉴스가 틀지

어 놓은 해석

방향을 제

로 악하

으나 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

거나 단순히

동조한 경우

(3)

역:

사회․

문화

이해력

뉴스에 표 되지

않은 사회․문화

배경을 정확하

게 악하고 경제

․정치 ․문화

측면에서 뉴스

의 내용을 하

게비 한경우

뉴스에 표 되

지 않은 사회․

문화 배경을

정확하게 악

하고,이와 련

하여 뉴스를 이

해한경우

뉴스에 표 되지

않은 사회․문화

배경은 악하

지 못한 채,뉴스

의논조에 련된

사회․문화 배

경만언 한경우

사회․문화

배경을 언

하 으나 뉴

스의 내용과

련성이 떨

어지는 경우

사회․문화

배경에 한

언 이

없는 경우

<표 Ⅳ-8>뉴스 이해에 한 평가 기

114)채 에 참여한 평가자 3인은 국어과 직 교사이거나 교사 경력이 있는 학원생으로 선정하

다.평가자1은 교직 경력 11년의 직 교사(고등학교),평가자2는 교직 경력3년(고등학교)의 학원

박사과정 수료생,평가자3은 재 학원 석사과정생이자,교직 경력 10년의 직 교사( 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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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3인은 총 채 상 결과물의 10%에 해당하는 36건을 공통 채 상

으로 삼아 1차 작성된 채 기 에 따라 우선 채 을 실시하 다.그 후 채 기

에 한 회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 고,이를 통해 최종 채 기 안을

마련하 다.이후에는 사 ․사후의 각 집단별 결과물이 고루 포함되도록 삼등분

하여 세 명의 평가자가 각각 채 하 다.단 이미 공통으로 채 한 결과물의 수

는 3인 채 결과의 평균값을 반올림하여 양화하 다.평가의 체 인 차와 일

정은 아래 <표 Ⅳ-9>와 같다.

연구 차 시기

학습 뉴스 이해력 측정 2016년 1월 4일-1월 6일

학습 후 뉴스 이해력 측정 2016년 1월 25일-1월 27일

채 기 안 작성 2016년 2월 1일

평가자 3인 선정 2016년 2월 2일-2월 5일

공통 결과물 채 채 기 안 수정 2016년 2월 17-19일

채 실행 2016년 2월 19-26일

<표 Ⅳ-9>뉴스 이해력의 평가 차 일정

평가자 간 신뢰도는 내상 계수(IntraClassCorrelations)로 측정하 다.그

결과,(1) 역(텍스트 요소 인식력)의 평가 기 에 한 크론바흐 알 (Cronbach

α)는 .920,(2) 역(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823,(3) 역(사회․문화 이해

력).940,총 ( 체 이해력).943으로 매우 높은 수 의 신뢰도를 보여 채 결과

를 신뢰할 수 있었다.115)

(2)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양 분석과 함께 질 분석을 병행하 다.양 분석만으로도

교수·학습 내용의 효과 유무를 별할 수 있으나,텍스트 요소 인식력,텍스트 기

반 비 이해력,사회․문화 이해력의 양상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풍부한

115)ICC가 클수록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지만,그 값에 한 명확한 기 은 없다.다만 다음의

Landis&Koch(1977)의 분류가 일반 이고 리 쓰이고 있다.p≤0.000(poor),0.00＜p≤0.20(slight),

0.20＜p≤0.40(fair), 0.40＜p≤0.60(moderate), 0.60＜p≤0.80(substantial), 0.80＜p≤1.00(almost

perfect)(Landis&Koch,1977;최숙기,2012:408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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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사 을 얻기 해서는 질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이에

질 분석 방법 내용분석의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이 수행한 결과,즉 뉴스에

해 이해한 바를 학습지에 기술한 결과물과 수업 소집단별로 뉴스에 해 토

의한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 다.

양 분석 방법에서도 언 한 것처럼,뉴스에 해 이해한 바를 기술한 학습지

는 총 세 집단 60명의 학생을 상으로 세 가지 뉴스 유형을 사 과 사후 각 1회

씩 총 2회 기술하도록 하여 총 360건을 수집하 다.

소집단 토의는 한 소집단당 4-5명의 인원이 되도록 구성하 으며,가 한 소

집단에 남녀 학생이 모두 포함되도록 성비를 조정하 다.그 과정에서 친한 동료와

그 지 않은 동료가 히 섞여 자유로운 분 기 속에서도 진지하게 토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하 다.총 21명이었던 실험 집단은 5개의 소집단이,총 18명이었던 비

교 집단은 4개의 소집단이 토의를 실시하여,녹음된 소집단별 토의 자료는 모두 27

건(뉴스 유형 세 가지×소집단 9개)이었으며,총 녹음된 시간은 203분 6 다.

분석 범주는 연역 귀납 구성 방법에 따라 설정하 다.즉 자료에 한

내용분석에 앞서 뉴스 이해에 한 제 이론에 기 하여 미리 범주를 구성하는 한

편,자료 검토를 통해 이를 다시 수정․보완하 다.이에 따라 가장 기본 인 범

주는 앞서 양 분석 방법에서 밝힌 로 페어클러 (Fairclough,1995)의 담화 분

석 층 에 한 논의를 참고하여,‘텍스트 요소 인식’,‘텍스트 기반 비 이해’,

‘사회․문화 이해’로 설정하 다.

이는 듣기의 과정 혹은 수 을 사실 듣기,추론 듣기,비 듣기로 보고

이에 기반하여 방법 지식의 내용 요소를 구성한 것과도 련된다.즉 ‘텍스트

요소 인식’은 ‘뉴스 틀 분석을 통해 뉴스를 측하며 듣기’의 내용 요소와 련되

며,‘텍스트 기반 비 이해’는 ‘뉴스의 객 성에 한 논증 략 분석을 통해

실질 객 성 평가하기’의 내용 요소와 련된다.마지막으로 ‘사회․문화 이

해’는 ‘뉴스 틀 분석을 통해 은폐된 내용 추론하기’ ‘뉴스 틀 분석을 통해 사

회․문화 으로 뉴스 평가하기’와 련된다.‘뉴스 수용자의 틀 검하기’의 내용

요소의 경우 이에 한 능력이 명시 으로 드러나기는 어려우나,‘텍스트 기반 비

이해’와 ‘사회․문화 이해’와 련을 맺는다.

이 세 가지의 최상 범주 ‘텍스트 요소 인식’은 ‘인식된 요소의 다양성’과

‘이해의 ’에 한 양상으로 하 분류하 다.이 범주는 뉴스 틀 분석을

한 제를 한 것이고,앞서 언 했듯이 내용 요소 ‘측하며 듣기’와 특히



-182-

련된 것으로서,텔 비 뉴스와 같이 이해 상이 바로 휘발되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텍스트 요소를 통해 뉴스 틀을 제 로 인식하는지,그로 인

해 이해의 이 뉴스 틀에 의해 선택․배제된 상의 악에 놓여 있는지를

분석하기 해 설정하 다.

다음으로 ‘텍스트 기반 비 이해’는 Ⅱ장에서 고찰한 뉴스의 개념,특성,조

건 틀 이론의 개념들을 토 로 여러 번의 자료 검토를 통한 귀납 구성 방식

으로 하 범주를 설정하 다.그 결과 ‘텍스트 기반 비 이해’의 하 범주는

‘비 상의 이탈 여부’,‘공정성에 한 비 ’,‘의도 악에 한 비 ’으로 분류

되었다.

이 먼 ‘비 상의 이탈 여부’는 학습자들의 비 이 뉴스 사안을 향한 비

이 아닌,뉴스 틀을 향한 비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해 설정하

다.이는 앞서 텍스트 요소에 한 인식이 한 상을 향한 비 으로 이어지

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한 목 과도 련된다.

텍스트 기반 비 이해의 두 번째 범주인 ‘공정성에 한 비 ’은 내용 요소

‘뉴스의 공정성’ ‘실질 객 성 평가하기’와 특히 련된 것으로서,학습자

들이 뉴스에서 공정성을 어떠한 수 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해 설정

하 다.

텍스트 기반 비 이해의 세 번째 범주인 ‘의도 악에 한 비 ’은 내용 요

소 ‘실구성체로서의 뉴스 본질’ ‘뉴스의 공정성’과 특히 련된 것으로서,

특정 방향으로 실을 구성하고자 하는 뉴스 생산자의 의도와 련지어 뉴스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해 설정하 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이해’는 Ⅱ장에서 고찰한 뉴스 틀의 제한 을 근거로,

즉 연역 구성 방식으로 하 범주를 설정하 다.그 결과 ‘사회․문화 이해’는

‘사회구조 책임에 한 비 ’,‘갈등의 본질에 한 비 ’,‘맥락의 사소화에 한

비 ’으로 하 분류되었다.

이들은 내용 요소 ‘뉴스의 공정성’,‘뉴스의 기존 질서 재생산성’,‘뉴스 틀 분

석을 통해 은폐된 내용 추론하기’ ‘사회․문화 으로 뉴스 평가하기’와 특히

련된 것으로서,이 사회구조 책임에 한 비 은 책임 귀인 틀 일화․주

제 심 틀,갈등의 본질에 한 비 은 갈등 틀 일화․주제 심 틀,맥락의

사소화에 한 비 은 인간 흥미 틀 일화․주제 심 틀의 분석에서 비롯된다.

이들 하 범주는 뉴스 틀 분석을 통해 뉴스 틀로부터 비롯되는 제한 을 추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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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이를 사회․문화 배경과 련지어 사고함으로써 그 제한 을 넘어 총체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하는지 분석하기 해 설정하 다.

지 까지 논의한 텍스트 요소 인식,텍스트 기반 비 이해,사회․문화 이

해의 분석 범주와 그 하 범주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내용분석의 범주

이상의 범주를 토 로 내용분석한 결과를 기술할 때에는 내용분석의 범주이

기도 한 비 이해력의 구성요소와 뉴스 틀 유형(뉴스 약칭),집단명과 학생 번

호(토의의 경우 소집단 번호)의 순으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 다. 를 들

어【텍스트 요소 인식-책임(교통)-비교-학생3】에서 첫 번째 항목인 “텍스트 요

소 인식”은 비 이해력의 하 항목을,“책임(교통)”은 책임귀인 틀로 구성된

뉴스 뉴스 약칭이 교통인 뉴스를,비교-학생3은 비교 집단의 학생 세 번째

학생임을 말한다.

2.학습자 수행 결과 분석

1)학습 후의 향상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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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습 뉴스 이해 능력

뉴스 이해를 한 교육 내용의 효과를 검정하기 해서는 먼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사 능력을 검사할 필요가 있었다.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같은

학교 학생들이지만 기존의 학 과 상 없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각 집단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구성된 것이나,각 집단별 뉴스 이해 능력을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동질 집단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이를

해 SPSSStatistics23으로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학습자들의 사

뉴스 이해 능력을 검사하 고,그 결과는 아래 <표 Ⅳ-10>과 같다.

종속변수 집단 M SD F/p Scheffe

(비만 뉴스)

텍스트 요소

인식력

통제 2.143 .6547

1.302/.280 -
비교 2.111 .4714

실험 2.381 .5896

체 2.217 .5849

(비만 뉴스)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

통제 1.667 .5774

4.212/.020 실험>통제
비교 2.111 .9634

실험 2.429 .9783

체 2.067 .8995

(비만 뉴스)

사회․문화

이해력

통제 1.524 1.0305

.114/.632 -
비교 1.500 1.2948

실험 1.667 1.2780

체 1.567 1.1842

(비만 뉴스)

체 이해력

통제 5.333 1.1972

2.494/.092 -
비교 5.722 2.0236

실험 6.476 1.7782

체 5.850 1.7254

<표 Ⅳ-10>학습 책임귀인 틀 뉴스에 한 이해력 비교

의 <표 Ⅳ-10>에서 볼 수 있듯이 먼 책임귀인 틀 뉴스에서는 텍스트 요소

인식력,사회․문화 이해력, 체 이해력 항목에서 유의확률이 각각 .280,.632,

.092로 나와 유의수 .05에서 통제,비교,실험 세 집단이 동질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에서는 유의확률이 .020으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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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Scheffe사후검정 결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 통계 으로 다른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책임귀인

틀 뉴스의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질 인

집단으로 볼 수 없었다.즉 교육 내용 처치 에 이미 집단별 이해력의 차이가 존

재하 다.

종속변수 집단 M SD F/p Scheffe

( 이블 뉴스)

텍스트 요소

인식력

통제 2.190 .8136

6.221/.004
실험>비교,

통제

비교 1.944 .6391

실험 2.857 1.0142

체 2.350 .9173

( 이블 뉴스)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

통제 1.619 .6690

.304/.739 -
비교 1.722 .8264

실험 1.810 .8729

체 1.717 .7831

( 이블 뉴스)

사회․문화

이해력

통제 1.190 .6796

.895/.414 -
비교 1.389 .9164

실험 1.095 .4364

체 1.217 .6911

( 이블 뉴스)

체 이해력

통제 5.000 1.5492

1.185/.313 -
비교 5.056 1.8621

실험 5.762 1.8949

체 5.283 1.7764

<표 Ⅳ-11>학습 갈등 틀 뉴스에 한 이해력 비교

<표 Ⅳ-11>에서와 같이 갈등 틀 뉴스에서는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사

회․문화 이해력, 체 이해력 항목에서 유의확률이 각각 .739,.414,.313으로

나와 유의수 .05에서 통제,비교,실험 집단이 동질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텍스트 요소 인식력 항목에서 유의확률이 .004로 나와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Scheffe사후검정 결과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 통제 집단과 동

질 집단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갈등 틀 뉴스의

텍스트 요소 인식력에서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통제 집단을 동질 인 집단

으로 볼 수 없었다.즉 갈등 틀 뉴스에서도 이해력의 한 항목에서는 이미 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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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의 이해력의 차이가 존재하 다.

종속변수 집단 M SD F/p Scheffe

(홀로 뉴스)

텍스트 요소

인식력

통제 1.857 .5732

5.658/.006
실험>비교,

통제

비교 1.722 .7519

실험 2.524 1.0305

체 2.050 .8719

(홀로 뉴스)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

통제 1.333 .4830

2.428/.097 -
비교 1.500 .6183

실험 1.762 .7684

체 1.533 .6501

(홀로 뉴스)

사회․문화

이해력

통제 1.381 .9735

1.374/.261 -
비교 1.500 1.2005

실험 1.952 1.3220

체 1.617 1.1802

(홀로 뉴스)

체 이해력

통제 4.571 1.3256

6.219/.004
실험>비교,

통제

비교 4.722 1.4874

실험 6.238 2.0953

체 5.200 1.8208

<표 Ⅳ-12>학습 인간 흥미 틀 뉴스에 한 이해력 비교

마지막으로 <표 Ⅳ-12>와 같이 인간 흥미 틀 뉴스에서는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사회․문화 이해력 항목에서 유의확률이 각각 .097과 .261로 나와 유의

수 .05에서 통제,비교,실험 세 집단이 동질 인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텍스트 요소 인식력과 체 이해력 항목에서 유의확률이 각각 .006과 .004

로 나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Scheffe사후검정 결과 실험 집단이 비

교 집단 통제 집단과 동질 집단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같은 결

과를 통해 인간 흥미 틀 뉴스의 텍스트 요소 인식력과 체 이해력에서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통제 집단을 동질 인 집단으로 볼 수 없었다.즉 인간 흥미

틀 뉴스에서도 교육 처치 에 이미 집단 간 이해력의 차이가 존재하 다.

이상의 사 검사 결과에서 보듯이 통제,비교,실험 세 집단은 몇몇 항목에서

는 동질 집단이었으나 다른 항목에서는 서로 다른 집단임이 확인되었다.비록

서울 소재의 한 학교를 상으로 연구 상자를 표집하 으나,기존 학 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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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단으로 사용하지 않고,연구 상자들을 각 집단에 무선할당 방식으로 배치

하 음에도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그러나 설령 사 검사에

서 세 집단이 동질 집단으로 단되었다고 하더라도,실제로는 통제될 수 없는 수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집단을 엄 하게 동질 인 집단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뉴스 이해 교육 내용 이외에 종속변수인 뉴스 이해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변수들을 조사하여 이를 통계 으로 통제하는 것이 보다

정 한 결과를 얻는 방법이 된다.이에 이하에서는 앞서 논의한 사 수뿐만 아

니라 다른 매개변수들을 악하여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 가지는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2)학습 후 뉴스 이해 능력

앞서 살펴봤듯이 통제,비교,실험 집단이 완 히 동질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사후 검사에서 실험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높은 뉴스 이해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원인이 온 히 처치된 교육 내용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이미

몇몇 이해력 구성 요소에서 실험 집단이 우수한 능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처치된

교육 내용과 계없이 사 이해력이 뉴스 이해력에 향을 끼쳤을 수도 있으며,사

이해력 이외에도 뉴스 이해력에 유의하게 향을 끼친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

다.이에 사후 검사에서는 사 이해력과 그 외의 매개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

육 내용의 효과를 보기 해 우선 뉴스 이해력과 뉴스 이해의 여요인 간의 상

분석을 통해 매개변인을 악하 다.그리고 이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뉴스 이

해 교육 내용의 향력만을 분석하기 해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다.116)

즉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사 수가 더 높게 나왔으나,공분산분석을 통

해 사 수와 그 외 매개변인의 향력을 제거하여,실험 집단의 사후 수가

더 높게 나온 것이 사 수가 더 높았다거나 매개변인이 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처치한 틀 인식 심의 교육 내용 효과 때문임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하 다.

116)김 철(2005)에서도 사 검사 수가 집단 간에 차이가 없더라도,각 집단에 속한 개인의 사

검사 수를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사 검사 수와 사후검사 수의 상 계 정보를 이용하

는 공분산분석이 일원분산분석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 다는 을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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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아래 <표 Ⅳ-13>은 사 검사 수 이외에 뉴스 이해력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들에 한 상 분석 결과이다.

인지

욕구

시청

일수

시청

시간
성별

논조에

한

동의정도

여도
배경

지식

언론사

에 한

태도

체

이해력

인지욕구 1

시청일수 .156 1

시청시간 -.120 .599** 1

성별 -.152 -.247 -.164 1

논조에 한동의정도 -.086 -.013 .040 -.270* 1

여도 -.080 .107 -.062 .126 -.295* 1

배경지식 -.225 -.066 -.175 .101 -.283* .745** 1

언론사에 한 태도 -.042 .188 .230 -.094 .149 .109 -.038 1

체 이해력 .020 -.029 -.062 .134 -.613** .271* .242 -.085 1

<표 Ⅳ-13>책임 귀인 틀 뉴스에서 뉴스 이해력과 여요인의 상 계

*p<.05,**p<.01

먼 책임 귀인 틀 뉴스에서는 뉴스의 체 이해력과 논조에 한 동의 정도 그

리고 여도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이고 있었다.이해력과 동의 정도

간의 상 계수는 -.613으로 .01유의수 에서 유의하 으며,이해력과 여도 간의

상 계수는 .271로 .05유의수 에서 유의하 다.그러나 그 방향은 서로 달랐다.

동의 정도는 부(-)의 방향에서,그리고 여도는 정(+)의 방향에서 상 성을 보이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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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욕구

시청

일수

시청

시간
성별

논조에

한

동의정도

여도
배경

지식

언론사

에 한

태도

체

이해력

인지욕구 1

시청일수 .156 1

시청시간 -.120 .599** 1

성별 -.152 -.247 -.164 1

논조에 한동의정도 -.090 -.136 -.040 -.019 1

여도 -.165 .033 .050 .122 .051 1

배경지식 -.092 .080 .095 .086 .236 .860** 1

언론사에 한 태도 -.261* .130 .211 -.092 -.090 .149 .062 1

체 이해력 -.191 -.151 -.030 .212 .024 -.050 -.101 .006 1

<표 Ⅳ-14>갈등 틀 뉴스에서 뉴스 이해력과 여요인의 상 계

*p<.05,**p<.01

의 <표 Ⅳ-14>에서 볼 수 있듯이 갈등 틀 뉴스에서는 이해력과 다른 뉴스

이해력에 한 여요인들이 별다른 상 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상

계수는 성별이 .212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은 아니었다.

인지

욕구

시청

일수

시청

시간
성별

논조에

한

동의정도

여도
배경

지식

언론사

에 한

태도

체

이해력

인지욕구 1

시청일수 .156 1

시청시간 -.120 .599** 1

성별 -.152 -.247 -.164 1

논조에 한동의정도 -.029 .291* .206 -.050 1

여도 .050 -.022 -.191 .000 -.076 1

배경지식 .282* .192 -.163 -.052 .009 .579** 1

언론사에 한 태도 .140 .255* .254 -.076 .151 -.128 .028 1

체 이해력 -.119 -.062 -.038 -.077-.425** -.029 -.187 -.158 1

<표 Ⅳ-15>인간 흥미 틀 뉴스에서 뉴스 이해력과 여요인의 상 계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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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 흥미 틀 뉴스에서는 책임 귀인 틀에서와 마찬

가지로 논조에 한 동의 정도가 부(-)의 방향에서 뉴스의 체 이해력과 상 계를

보이고 있었다.두 변인 간의 상 계수는 -.425로 유의수 .01에서 유의하 다.

물론 모든 유형의 뉴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표 Ⅳ-15>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많은 변인들 에서 뉴스 이해력에 향을 미치는 변인은 뉴스 논조

에 한 동의 정도와 여도 다.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배

경지식(상 계수=.242,p=.062)도 책임 귀인 틀 뉴스에서는 꽤 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 많은 요인을 통제해야 교육 내용의 효과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

으나,휴이테마(Huitema,1980;임시 ,2002:122재인용)에서는 한 공변수의

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즉 N을 체 개체 수,J를 집단 수,그리고 C를

공변수의 수라고 할 때 이론 으로 포함할 수 있는 공변수의 수는 최 N-(J+1)

개이겠으나 한 공변수의 수는 C+(J-1)/N<0.1의 계를 만족하는 C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식을 따랐을 때 본 연구의 설계에서 이론 으로 한 공변수의

수는 3개이므로 사 검사 수,동의 정도, 여도를 공변수로 설정하여 교육 내

용의 효과를 검정하 다.배경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상 분석 결과 여도와 높은 상 을 보이고 있어 공

선성 문제117)를 피하기 해 제외하 다.아래는 이해력의 각 항목별 사 -사후

수와 공분산분석의 결과를 표로 제시한 것이다.

① 책임 귀인 틀 뉴스에 한 수행 결과 분석

변인 시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M SD M SD M SD

텍스트

요소

인식력

사

(비만 뉴스)
2.143 .6547 2.111 .4714 2.381 .5896

사후

(교통 뉴스)
2.571 1.3256 3.111 1.1318 3.762 1.0443

<표 Ⅳ-16>책임 귀인 틀 뉴스에서 집단별 텍스트 요소 인식력의 사 -사후 검사 수

117)공변수들을 선정할 때에는 이들이 종속변수와는 상 이 높은 반면,공변수 자신들 사이에는 가

상 계가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공변수들 간에 상 계가 높으면 이 공변수들은 공통 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복수의 공변수들을 사용해서 추가되는 정보가 미미한 셈이 된다.이 경우,통

계 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공선성(collinearity)문제라고 통칭한다(임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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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과 같이 책임 귀인 틀 뉴스에서 텍스트 요소 인식력은 통제 집단이

사 에 2.143에서 2.571로,비교 집단은 사 에 2.111에서 3.111로,실험 집단은

2.381에서 3.762로 모두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책임 귀인 틀 뉴스에서

텍스트 요소 인식력 수의 사 -사후 간 향상 폭은 실험 집단에서 가장 컸으나

아래 공분산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

니었다.118)

소스 TypeIIISS df MS F p

수정된 모형 24.346a 5 4.869 3.794 .005

편 5.279 1 5.279 4.113 .047

동의 정도 2.116 1 2.116 1.649 .205

여도 3.489 1 3.489 2.719 .105

사 텍스트요소인식력 1.929 1 1.929 1.503 .226

집단 3.821 2 1.910 1.489 .235

오차 69.304 54 1.283

체 689.000 60

수정된 합계 93.650 59

R-squared=.260(AdjustR-squared=.191)

<표 Ⅳ-17>책임 귀인 틀 뉴스에서 텍스트 요소 인식력의 공분산분석 결과

<표 Ⅳ-17>과 같이 공분산분석 결과,동의 정도의 F통계값은 1.649,유의확률

은 .205, 여도의 F통계값은 2.719,유의확률은 .105,사 텍스트 요소 인식력의

F통계값은 1.503,유의확률은 .226으로 유의수 .05에서 사후 텍스트 요소 인식력

에 유의한 향을 주지는 않았다.그러나 임시 (2002:61)에서는 공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산분석보다 공분산모형을 용하는 것이 더 타당

한 결과를 얻게 해 다는 을 지 한다.유의성에 계없이 공변수가 오차변량을

축소하여 검정력을 높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들을 통제한 후

118)그런데 의 <표 Ⅳ-16>을 해석할 때에는 주의가 요구된다.각 집단의 수 향상 폭을 토 로,

처치된 교육 내용의 효과를 비교하기 쉽기 때문이다.실제로 향상 폭에 의거해 응표본 t검정을 할

경우,어떤 집단은 사 -사후 이해력 향상 정도가 유의하게,다른 집단은 그 지 않게 나올 수 있

다.그러나 여기에서 응표본 t검정의 결과는 사 -사후 수의 향상 정도가 각 집단 내에서 유의

한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집단 간 교육 내용의 효과를 비교해 주는 결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의 에서처럼 어떤 한 집단 내의 향상 정도만 유의하게 나오더라도,집단 간 교육 내용의

비교에서는 그 집단과 ‘향상 정도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다른 집단’이 서로 동질 인 집단으로 밝

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비해 공분산분석은 집단 간의 효과 비교를 한 결과를 도출하며 그 과

정에서 독립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변수의 효과를 통제함으로써 보다 엄

정한 집단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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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된 사후 텍스트 요소 인식력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F 통계값은

1.489,유의확률은 .235로 유의수 .05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즉 책

임 귀인 틀 뉴스에서 텍스트 요소 인식력은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

용,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뉴스 이해와 무 한 체 교육 내용 간에 차이가

없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평균이 1.191 이나 차이가 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다고 나온 것은 동의 정도, 여도,사 텍스트 요소 인식력 등의

매개변수가 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즉 이들 매개변수는 모두 사후 텍

스트 요소 인식력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지는 못하 으나 오차변량을 축

소해 주어 검정력을 높인 것이다.실제로 아래 <표 Ⅳ-18>과 같이 공분산분석을

통해 조정된 텍스트 요소 인식력의 집단별 평균은 통제,비교,실험 집단이 각각

2.791 ,3.139 ,3.518 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0.727 으로

감소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집단 평균 표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통제 집단 2.791 .274 2.242 3.341

비교 집단 3.139 .269 2.600 3.677

실험 집단 3.518 .274 2.969 4.068

<표 Ⅳ-18>조정된 텍스트 요소 인식력의 평균과 표 오차

한 <표 Ⅳ-18>과 같이 분산분석(ANOVA)으로,즉 매개변수의 향력을 고

려하지 않고 세 집단 간 사후 텍스트 요소 인식력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오고 Scheffe사후검정 결과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확률 .007로 유의수 .01에서 유의하게 나온 것은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 해 다.119)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틀 유형의 향력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다.후술하겠으나,갈등 틀과 인간 흥미 틀 유형의 뉴스에서는 텍스트 요소

인식력에서 세 집단이 모두 차이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이 유형의 뉴스에서만 이

와 같은 결과가 나온 데에는 다른 요인보다 역시 뉴스 틀 유형이 많은 향을 미

119)분산분석 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차이는 Scheffe사후검정 결과 유의확률 .235로 유의수

.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즉 분산분석에서도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기존 교육 내용에 비해 통계 으로 효과가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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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것으로 해석된다.책임 귀인 틀 유형의 뉴스를 이해하는 데에는 기존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 이 있기 때문이다.즉 기

존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뉴스의 타당성,신뢰성을 악하며 이해하는 것

을 강조하고 있는데 책임 귀인 틀 뉴스의 이해에서는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과정

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따져보는 일이 많이 여하게 되고 그러하다 보니 자연

스럽게 텍스트 요소에 한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인 시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M SD M SD M SD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

사

(비만 뉴스)
1.667 .5774 2.111 .9634 2.429 .9783

사후

(교통 뉴스)
1.476 .6796 2.056 1.2113 3.476 .9284

<표 Ⅳ-19>책임 귀인 틀 뉴스에서 집단별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의 사 -사후 검사 수

<표 Ⅳ-19>와 같이 책임 귀인 틀 뉴스의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은 통제

집단이 사 에 1.667에서 사후에 1.476으로,비교 집단이 2.111에서 사후에 2.056으

로,실험 집단이 2.429에서 사후에 3.476의 수를 보여 실험 집단만 수가 향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스 TypeIIISS df MS F p

수정된 모형 54.722a 5 10.944 14.440 .000

편 7.316 1 7.316 9.652 .003

동의 정도 5.010 1 5.010 6.610 .013

여도 2.119 1 2.119 2.796 .100

사 뉴스텍스트기반비 이해력 2.568 1 2.568 3.389 .071

집단 13.057 2 6.528 8.613 .001

오차 40.928 54 .758

체 427.000 60

수정된 합계 95.650 59

R-squared =.572(AdjustR-squared=.532)

<사후 검정 결과>120) (**p<.01)

통제 비교 실험

통제 -.5794** -2.0000**

비교 -1.4206**

실험

<표 Ⅳ-20>책임 귀인 틀 뉴스에서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의 공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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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과 같이 공분산분석 결과,동의 정도의 F통계값은 6.610,유의확률

은 .013으로 유의수 .05에서 동의 정도가 사후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에 유

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여도의 F통계값은 2.796,유의확률은 .100,사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의 F통계값은 3.389,유의확률은 .071로 나와 이 두

매개변수는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이들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텍

스트 기반 비 이해력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F통계값은 8.613,유

의확률은 .001로 나와 유의수 .01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해

Scheffe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통제 집단 비교 집단,통제 집단 실험 집

단,비교 집단 실험 집단 간에 유의수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책임 귀인 틀 뉴스의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에서,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육 내용에 한해 효과 이었으나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육 내용은 물론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보다 효과 이었다.

변인 시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M SD M SD M SD

사회․문화

이해력

사

(비만 뉴스)
1.524 1.0305 1.500 1.2948 1.667 1.2780

사후

(교통 뉴스)
2.238 1.4800 2.000 1.1882 4.286 1.4541

<표 Ⅳ-21>책임 귀인 틀 뉴스에서 사회․문화 이해력의 사 -사후 검사 수

<표 Ⅳ-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 귀인 틀 뉴스의 사회․문화 이해력

수는 통제 집단이 사 에 1.524에서 사후에 2.238로,비교 집단이 사 에 1.500에

서 사후에 2.000으로,실험 집단이 사 에 1.667에서 사후에 4.286으로 모든 집단

에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0)사후검정결과의수치는집단간의평균차이로나타냈으며,이들의유의확률은*을이용하여표시하 다.



-195-

소스 TypeIIISS df MS F p

수정된 모형 70.751a 5 14.150 7.388 .000

편 23.692 1 23.692 12.369 .001

동의 정도 5.022 1 5.022 2.622 .111

여도 .417 1 .417 .218 .643

사 뉴스사회․문화 이해력 1.336 1 1.336 .698 .407

집단 40.874 2 20.437 10.670 .000

오차 103.432 54 1.915

체 673.000 60

수정된 합계 174.183 59

a.R제곱 =.406(AdjustR-squared=.351)

<사후 검정 결과> (**p<.01)

통제 비교 실험

통제 .2381 -2.0476**

비교 -2.2857**

실험

<표 Ⅳ-22>책임 귀인 틀 뉴스에서 사회․문화 이해력의 공분산분석 결과

<표 Ⅳ-22>에서 볼 수 있듯이 공분산분석 결과,동의 정도의 F 통계값은

2.622,유의확률은 .111, 여도의 F통계값은 .218,유의확률은 .643,사 사회․

문화 이해력의 F통계값은 .698,유의확률은 .407로 나와 세 매개변수 모두 유

의수 .05에서 사후 사회․문화 이해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았

다.이들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사회․문화 이해력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

한 결과,F통계값은 10.670,유의확률은 .000으로 나와 유의수 .01에서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해

Scheffe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통제 집단 실험 집단,비교 집단 실험 집

단 간에 유의수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통제 집단

비교 집단은 동질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책임 귀인 틀 뉴스의 사회․문화 이해력에서,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육 내용에 비해서도 변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으나,틀 인식 심의 뉴

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육 내용은 물론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보다 효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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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시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M SD M SD M SD

체 이해력

사

(비만 뉴스)
5.333 1.1972 5.722 2.0236 6.476 1.7782

사후

(교통 뉴스)
6.286 2.1247 7.167 2.1213 11.524 2.1123

<표 Ⅳ-23>책임 귀인 틀 뉴스에서 집단별 체 이해력의 사 -사후 검사 수

<표 Ⅳ-23>과 같이 책임 귀인 틀 뉴스에서 체 이해력의 수는 통제 집단의

경우 사 5.333에서 사후에 6.286으로,비교 집단의 경우 사 5.722에서 사후에

7.167로,실험 집단의 경우 6.476에서 사후에 11.524로 변화를 보여 세 집단 모두

에서 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스 TypeIIISS df MS F p

수정된 모형 380.788a 5 76.158 20.420 .000

편 97.359 1 97.359 26.105 .000

동의 정도 35.921 1 35.921 9.631 .003

여도 6.631 1 6.631 1.778 .188

사 뉴스 체이해력 2.772 1 2.772 .743 .392

집단 131.657 2 65.828 17.651 .000

오차 201.395 54 3.730

체 4799.000 60

수정된 합계 582.183 59

R-squared=.654(AdjustR-squared=.622)

<사후 검정 결과> (*p<.05,**p<.01)

통제 비교 실험

통제 -.8810* -5.2381**

비교 -4.3571**

실험

<표 Ⅳ-24>책임 귀인 틀 뉴스에서 체 이해력의 공분산분석 결과

<표 Ⅳ-24>에서 볼 수 있듯이 공분산분석 결과,동의 정도의 F 통계값은

9.631,유의확률은 .003으로 나와 유의수 .05에서 동의 정도가 사후 체 이해력

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여도의 F통계값은 1.778,유의확률은 .188,

사 체 이해력의 F통계값은 .743,유의확률은 .392로 나와 두 매개변수는 유

의수 .05에서 사후 체 이해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았다.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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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체 이해력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F통계값은

17.651,유의확률은 .000으로 나와 유의수 .01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해

Scheffe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통제 집단 비교 집단 간에 유의수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통제 집단 실험 집단,비교 집단 실험 집단 간에

는 유의수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책임 귀인 틀 뉴스의 체 이해력에서,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

육 내용에 한해 효과 이었으나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

육 내용은 물론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보다 효과 이었다.

이상에서 제시한 책임 귀인 틀 뉴스에서의 사 -사후 검사 수와 공분산분석

결과를 통해,텍스트 요소 인식력을 제외한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사회․문

화 이해력, 체 이해력에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 가장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 비해 효과

이지 못한 것은 물론,사회․문화 이해력에서는 체 교육 내용에 비해서도

변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과는 큰 차

이를 드러냈다.

② 갈등 틀 뉴스에 한 수행 결과 분석

변인 시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M SD M SD M SD

텍스트 요소

인식력

사

( 이블 뉴스)
2.190 .8136 1.944 .6391 2.857 1.0142

사후

( 국 뉴스)
2.190 .7496 2.722 .7519 3.333 1.2780

<표 Ⅳ-25>갈등 틀 뉴스에서 집단별 텍스트 요소 인식력의 사 -사후 검사 수

<표 Ⅳ-25>와 같이 갈등 틀 뉴스에서 텍스트 요소 인식력 수는 통제 집단의 경

우 2.190에서 변화가 없었으며,비교 집단의 경우 사 1.944에서 사후 2.722로,실험

집단의 경우 사 2.857에서 사후 3.333으로 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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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TypeIIISS df MS F p

수정된 모형 17.508a 5 3.502 3.801 .005

편 3.852 1 3.852 4.182 .046

동의 정도 3.763 1 3.763 4.085 .048

여도 .029 1 .029 .031 .860

사 뉴스텍스트요소인식력 .232 1 .232 .252 .618

집단 13.610 2 6.805 7.388 .001

오차 49.742 54 .921

체 521.000 60

수정된 합계 67.250 59

R-squared=.260(AdjustR-squared=.192)

<사후 검정 결과> (**p<.01)

통제 비교 실험

통제 -.5317** -1.1429**

비교 -.6111**

실험

<표 Ⅳ-26>갈등 틀 뉴스에서 텍스트 요소 인식력의 공분산분석 결과

<표 Ⅳ-26>에서 볼 수 있듯이 공분산분석 결과,동의 정도의 F 통계값은

4.085,유의확률은 .048로 나와 유의수 .05에서 동의 정도가 사후 텍스트 요소

인식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여도의 F통계값은 .031,유의확률은

.860,사 텍스트 요소 인식력의 F통계값은 .252,유의확률은 .618로 나와 두 매

개변수는 유의수 .05에서 사후 텍스트 요소 인식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

지는 않았다.이들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텍스트 요소 인식력의 통계 유의성

을 검정한 결과,F통계값은 7.388,유의확률은 .001로 나와 유의수 .01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해

Scheffe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통제 집단 비교 집단,통제 집단 실험 집

단,비교 집단 실험 집단 간에 유의수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갈등 틀 뉴스의 텍스트 요소 인식력에서,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육 내용에 한해 효과 이었으나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육 내용은 물론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보다 효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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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시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M SD M SD M SD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

사

(이블뉴스)
1.619 .6690 1.722 .8264 1.810 .8729

사후

( 국 뉴스)
1.476 .6016 2.333 .9701 2.619 1.0713

<표 Ⅳ-27>갈등 틀 뉴스에서 집단별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의 사 -사후 검사 수

<표 Ⅳ-27>과 같이 갈등 틀 뉴스의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은 통제 집단의

경우 사 1.619에서 사후 1.476으로,비교 집단의 경우 사 1.722에서 사후 2.333

으로,실험 집단의 경우 1.810에서 사후 2.619로 변화를 보여 통제 집단을 제외한

두 집단에서 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스 TypeIIISS df MS F p

수정된 모형 19.514a 5 3.903 5.088 .001

편 4.438 1 4.438 5.786 .020

동의 정도 3.303 1 3.303 4.306 .043

여도 1.476 1 1.476 1.925 .171

사 뉴스텍스트기반비 이해력 .033 1 .033 .043 .836

집단 14.774 2 7.387 9.631 .000

오차 41.420 54 .767

체 334.000 60

수정된 합계 60.933 59

R-squared=.320(AdjustR-squared=.257)

<사후 검정 결과> (*p<.05,**p<.01)

통제 비교 실험

통제 -.8571** -1.1429**

비교 -.2857*

실험

<표 Ⅳ-28>갈등 틀 뉴스에서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의 공분산분석 결과

<표 Ⅳ-28>에서 볼 수 있듯이 공분산분석 결과,동의 정도의 F 통계값은

4.306,유의확률은 .043으로 나와 유의수 .05에서 동의 정도가 사후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여도의 F통계값은 1.925,유

의확률은 .171,사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의 F통계값은 .043,유의확률은

.836로 나와 두 매개변수는 유의수 .05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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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들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F통계값은 9.631,유의확률은 .000으로 나와 유의수 .01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해

Scheffe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통제 집단 비교 집단,통제 집단 실험 집

단 간에 유의수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비교 집단 실험 집단 간에는

유의수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비교 집단 실험

집단 간 차이의 유의확률은 .013으로 나와 실상 유의수 .01에 거의 근 하 다.

즉 갈등 틀 뉴스의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에서,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

은 체 교육 내용에 한해 효과 이었으나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

은 체 교육 내용은 물론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보다 효과 이었다. 한 비

교 집단 실험 집단 간 차이가 유의수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으나,유의

확률이 거의 .01에 근 하여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과 기존 뉴스 이

해 교육 내용의 효과 차이가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변인 시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M SD M SD M SD

사회․문화

이해력

사

(이블 뉴스)
1.190 .6796 1.389 .9164 1.095 .4364

사후

( 국 뉴스)
1.714 1.3093 1.722 1.3636 4.048 1.5645

<표 Ⅳ-29>갈등 틀 뉴스에서 집단별 사회․문화 이해력의 사 -사후 검사 수

<표 Ⅳ-29>와 같이 갈등 틀 뉴스에서 사회․문화 이해력 수는 통제 집단

의 경우 사 1.190에서 사후 1.714로,비교 집단의 경우 사 1.389에서 사후

1.722로,실험 집단의 경우 사 1.095에서 사후 4.048로 변화를 보여 모든 집단에

서 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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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TypeIIISS df MS F p

수정된 모형 78.314a 5 15.663 7.646 .000

편 4.249 1 4.249 2.074 .156

동의 정도 .202 1 .202 .099 .754

여도 3.661 1 3.661 1.787 .187

사 뉴스사회․문화 이해력 .001 1 .001 .001 .980

집단 72.613 2 36.307 17.723 .000

오차 110.619 54 2.049

체 574.000 60

수정된 합계 188.933 59

R-squared=.415(AdjustR-squared=.360)

<사후 검정 결과> (**p<.01)

통제 비교 실험

통제 -.0079 -2.3333**

비교 -2.3254**

실험

<표 Ⅳ-30>갈등 틀 뉴스에서 사회․문화 이해력의 공분산분석 결과

<표 Ⅳ-30>에서 볼 수 있듯이 공분산분석 결과,동의 정도의 F통계값은 .099,

유의확률은 .754, 여도의 F통계값은 1.787,유의확률은 .187,사 사회․문화

이해력의 F통계값은 .001,유의확률은 .980로 나와 세 매개변수 모두 유의수

.05에서 사후 사회․문화 이해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이들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사회․문화 이해력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F

통계값은 17.723,유의확률은 .000으로 나와 유의수 .01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해

Scheffe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통제 집단 비교 집단은 유의수 .05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통제 집단 실험 집단,비교 집단 실험 집

단 간에는 유의수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갈등 틀 뉴스의 사회․문화 이해력에서,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육 내용에 비해서도 변별 효과를 보이지 못하 으나,틀 인식 심의 뉴스 이

해 교육 내용은 체 교육 내용은 물론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보다 효과 이

었다.



-202-

변인 시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M SD M SD M SD

체

이해력

사

( 이블 뉴스)
5.000 1.5492 5.056 1.8621 5.762 1.8949

사후

( 국 뉴스)
5.381 1.4655 6.778 2.0452 10.000 2.8107

<표 Ⅳ-31>갈등 틀 뉴스에서 집단별 체 이해력의 사 -사후 검사 수

<표 Ⅳ-31>과 같이 갈등 틀 뉴스의 체 이해력의 수는 통제 집단의 경우

사 5.000에서 사후 5.381로,비교 집단의 경우 사 5.056에서 사후 6.778로,실

험 집단의 경우 5.762에서 사후 10.000으로 변화를 보여 모든 집단의 수가 향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스 TypeIIISS df MS F p

수정된 모형 260.764a 5 52.153 11.457 .000

편 15.853 1 15.853 3.483 .067

동의 정도 21.010 1 21.010 4.615 .036

여도 1.146 1 1.146 .252 .618

사 뉴스 체이해력 8.659 1 8.659 1.902 .174

집단 233.252 2 116.626 25.620 .000

오차 245.819 54 4.552

체 3807.000 60

수정된 합계 506.583 59

R-squared=.515(AdjustR-squared=.470)

<사후 검정 결과> (**p<.01)

통제 비교 실험

통제 -1.3968** -4.6190**

비교 -3.2222**

실험

<표 Ⅳ-32>갈등 틀 뉴스에서 체 이해력의 공분산분석 결과

<표 Ⅳ-32>에서 볼 수 있듯이 공분산분석 결과,동의 정도의 F 통계값은

4.615,유의확률은 .036으로 나와 유의수 .05에서 동의 정도가 사후 체 이해력

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여도의 F통계값은 .252,유의확률은 .618,

사 체 이해력의 F통계값은 1.902,유의확률은 .174로 나와 두 매개변수는 유

의수 .05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았다.이들을 통제한 후 교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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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체 이해력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F통계값은 25.620,유의확률

은 .000으로 나와 유의수 .01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해

Scheffe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통제 집단 비교 집단,통제 집단 실험 집

단,비교 집단 실험 집단 간에 유의수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갈등 틀 뉴스의 체 이해력에서,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육 내

용에 한해 효과 이었으나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육 내

용은 물론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보다 효과 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갈등 틀 유형의 뉴스에서는 텍스트 요소 인

식력,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사회․문화 이해력 그리고 체 이해력 모두

에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 가장 효과 임을 알 수 있다.특히

책임 귀인 틀 유형의 뉴스에서 텍스트 요소 인식력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에 비해 갈등 틀 유형에서는 이 역시 유의한 차이가 났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책임 귀인 틀 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갈등 틀 유형의 뉴스에서도 체 교육 내용에 비해 사회․문화 이해력에서 변

별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 다.즉 뉴스에 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에 기

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이 확인되었다.

③ 인간 흥미 틀 뉴스에 한 수행 결과 분석

변인 시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M SD M SD M SD

텍스트 요소

인식력

사

(홀로 뉴스)
1.857 .5732 1.722 .7519 2.524 1.0305

사후

( 어 뉴스)
2.143 .7270 2.722 .8948 3.143 1.1084

<표 Ⅳ-33>인간 흥미 틀 뉴스에서 집단별 텍스트 요소 인식력의 사 -사후 검사 수

<표 Ⅳ-33>과 같이 인간 흥미 틀 뉴스의 텍스트 요소 인식력은 통제 집단의

경우 사 1.857에서 사후 2.143으로,비교 집단의 경우 사 1.722에서 사후 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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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실험 집단의 경우 사 2.524에서 사후 3.143으로 모든 집단에서 수가 향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스 TypeIIISS df MS F p

수정된 모형 12.193a 5 2.439 2.793 .026

편 2.659 1 2.659 3.045 .087

동의 정도 .060 1 .060 .069 .794

여도 .072 1 .072 .082 .776

사 뉴스텍스트요소인식력 1.141 1 1.141 1.307 .258

집단 6.694 2 3.347 3.834 .028

오차 47.141 54 .873

체 486.000 60

수정된 합계 59.333 59

R-squared=.205(AdjustR-squared=.132)

<사후 검정 결과> (**p<.01)

통제 비교 실험

통제 -.5794** -1.0000**

비교 -.4206**

실험

<표 Ⅳ-34>인간 흥미 틀 뉴스에서 텍스트 요소 인식력의 공분산분석 결과

<표 Ⅳ-34>에서 볼 수 있듯이 공분산분석 결과,동의 정도의 F통계값은 .069,유

의확률은 .794, 여도의 F통계값은 .082,유의확률은 .776,사 텍스트 요소 인식

력의 F통계값은 1.307,유의확률은 .258로 나와 세 매개변수 모두 유의수 .05에서

사후 텍스트 요소 인식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이들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텍스트 요소 인식력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F통계값은 3.834,

유의확률은 .028로 나와 유의수 .05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해

Scheffe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통제 집단 비교 집단,통제 집단 실험 집

단,비교 집단 실험 집단 간에 유의수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간 흥미 틀 뉴스의 텍스트 요소 인식력에서,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육 내용에 한해 효과 이었으나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육 내용은 물론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보다 효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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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시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M SD M SD M SD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

사

(홀로 뉴스)
1.333 .4830 1.500 .6183 1.762 .7684

사후

( 어 뉴스)
1.143 .3586 2.389 1.2897 2.952 .9207

<표 Ⅳ-35>인간 흥미 틀뉴스에서 집단별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의 사 -사후 검사 수

<표 Ⅳ-35>와 같이 인간 흥미 틀 뉴스의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은 통제

집단의 경우 사 1.333에서 사후 1.143으로,비교 집단의 경우 사 1.500에서 사

후 2.389로,실험 집단의 경우 사 1.762에서 사후 2.952로 변화를 보여 통제 집

단을 제외한 두 집단에서 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스 TypeIIISS df MS F p

수정된 모형 42.234a 5 8.447 11.013 .000

편 9.156 1 9.156 11.938 .001

동의 정도 5.414 1 5.414 7.059 .010

여도 .820 1 .820 1.069 .306

사 뉴스텍스트기반비 이해력 .088 1 .088 .114 .737

집단 21.441 2 10.721 13.978 .000

오차 41.416 54 .767

체 361.000 60

수정된 합계 83.650 59

R-squared=.505(AdjustR-squared=.459)

<사후 검정 결과> (**p<.01)

통제 비교 실험

통제 -1.2460** -1.8095**

비교 -.5635**

실험

<표 Ⅳ-36>인간 흥미 틀 뉴스에서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의 공분산분석 결과

<표 Ⅳ-36>에서 볼 수 있듯이 공분산분석 결과,동의 정도의 F 통계값은

7.059,유의확률은 .010으로 나와 유의수 .05에서 동의 정도가 사후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여도의 F통계값은 1.069,유의

확률은 .306,사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의 F통계값은 .114,유의확률은 .737로

나와 두 매개변수는 유의수 .05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았다.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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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F통계값은 13.978,유의확률은 .000으로 나와 유의수 .01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해

Scheffe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통제 집단 비교 집단,통제 집단 실험 집

단,비교 집단 실험 집단 간에 유의수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간 흥미 틀 뉴스의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에서,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육 내용에 한해 효과 이었으나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육 내용은 물론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보다 효과 이었다.

변인 시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M SD M SD M SD

사회․문화

이해력

사

(홀로 뉴스)
1.381 .9735 1.500 1.2005 1.952 1.3220

사후

( 어 뉴스)
1.762 1.0911 1.889 1.4096 4.095 1.5461

<표 Ⅳ-37>인간 흥미 틀 뉴스에서 집단별 사회․문화 이해력의 사 -사후 검사 수

<표 Ⅳ-37>과 같이 인간 흥미 틀 뉴스의 사회․문화 이해력은 통제 집단의

경우 사 1.381에서 사후 1.762로,비교 집단의 경우 사 1.500에서 사후 1.889

로,실험 집단의 경우 사 1.952에서 사후 4.095로 변화를 보여 세 집단 모두

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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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TypeIIISS df MS F p

수정된 모형 72.963a 5 14.593 7.634 .000

편 8.550 1 8.550 4.473 .039

동의 정도 1.165 1 1.165 .609 .438

여도 1.105 1 1.105 .578 .450

사 뉴스사회․문화 이해력 .061 1 .061 .032 .859

집단 54.251 2 27.125 14.191 .000

오차 103.220 54 1.911

체 587.000 60

수정된 합계 176.183 59

R-squared=.414(AdjustR-squared=.360)

<사후 검정 결과> (**p<.01)

통제 비교 실험

통제 -.1270 -2.3333**

비교 -2.2063**

실험

<표 Ⅳ-38>인간 흥미 틀 뉴스에서 사회․문화 이해력의 공분산분석 결과

<표 Ⅳ-38>에서 볼 수 있듯이 공분산분석 결과,동의 정도의 F통계값은 .609,

유의확률은 .438, 여도의 F통계값은 .578,유의확률은 .450,사 사회․문화

이해력의 F통계값은 .032,유의확률은 .859로 나와 세 매개변수 모두 유의수

.05에서 사후 사회․문화 이해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이들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사회․문화 이해력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F

통계값은 14.191,유의확률은 .000으로 나와 유의수 .01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해

Scheffe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통제 집단 비교 집단 간에는 유의수 .05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통제 집단 실험 집단,비교 집단 실

험 집단 간에는 유의수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간 흥미 틀 뉴스의 사회․문화 이해력에서,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육 내용에 비해서도 변별 효과를 드러내지 못했으나,틀 인식 심의 뉴

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육 내용은 물론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보다 효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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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시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M SD M SD M SD

체 이해력

사

(홀로 뉴스)
4.571 1.3256 4.722 1.4874 6.238 2.0953

사후

( 어 뉴스)
5.048 1.0713 7.000 2.8697 10.190 2.2499

<표 Ⅳ-39>인간 흥미 틀 뉴스에서 집단별 체 이해력의 사 -사후 검사 수

<표 Ⅳ-39>와 같이 인간 흥미 틀 뉴스에서 체 이해력은 통제 집단의 경우

사 4.571에서 사후 5.048로,비교 집단의 경우 4.722에서 사후 7.000으로,실험

집단의 경우 사 6.238에서 사후 10.190으로 변화를 보여 세 집단 모두에서 수

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스 TypeIIISS df MS F p

수정된 모형 303.631a 5 60.726 13.489 .000

편 59.201 1 59.201 13.150 .001

동의 정도 16.205 1 16.205 3.600 .063

여도 5.273 1 5.273 1.171 .284

사 뉴스 체이해력 .261 1 .261 .058 .811

집단 168.274 2 84.137 18.689 .000

오차 243.102 54 4.502

체 3862.000 60

수정된 합계 546.733 59

R-squared=.555(AdjustR-squared=.514)

<사후 검정 결과> (**p<.01)

통제 비교 실험

통제 -1.9524** -5.1429**

비교 -3.1905**

실험

<표 Ⅳ-40>인간 흥미 틀 뉴스에서 체 이해력의 공분산분석 결과

<표 Ⅳ-40>에서 볼 수 있듯이 공분산분석 결과,동의 정도의 F 통계값은

3.600,유의확률은 .063, 여도의 F통계값은 1.171,유의확률은 .284,사 체

이해력의 F통계값은 .058,유의확률은 .811로 나와 세 매개변수 모두 유의수

.05에서 사후 체 이해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이들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체 이해력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F통계값은 1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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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확률은 .000으로 나와 유의수 .01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해

Scheffe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통제 집단 비교 집단,통제 집단 실험 집

단,비교 집단 실험 집단 간에 유의수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간 흥미 틀 뉴스의 체 이해력에서,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

육 내용에 한해 효과 이었으나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체 교

육 내용은 물론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보다 효과 이었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 흥미 틀 뉴스에서는 갈등 틀 뉴스와 마찬가지

의 결과가 나왔다.즉 공분산분석 결과 이해력의 세 가지 하 항목과 체 이해력

에서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왔으며,사후검정 결과 모든 항목에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하면,책임 귀인 틀 뉴스의 텍스트 요소 인식력에서만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 다른 교육 내용에 비해 변별 효과를 보이지 못했을 뿐,모든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책임 귀인 틀 뉴스에서의 텍스트

요소 인식력에 한 결과는 앞서도 그 원인에 한 해석을 제시하 지만,본 연구

는 양 분석과 함께 질 분석을 병행하는바,이에 해서는 이하의 질 분석

결과와 함께 종합하여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2)학습자 수행 결과의 내용분석

(1)텍스트 요소 인식

뉴스의 텍스트 요소를 인식하는 것은 뉴스를 제 로 이해하기 한 제 조건

에 해당한다.특히나 텔 비 뉴스와 같이 이해의 상이 바로 휘발되는 경우에

는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식 능력은 더 요해진다.

이를 해 양 분석에서 텍스트 요소 인식력에 해 살펴보았으나,양 분석

의 특성상 얼마나 많은 요소를 인식하는지에 해서만 밝혔을 뿐 얼마나 다양한

요소를 다루는지에 해서는 살펴볼 수 없었다.텍스트 요소의 양만큼이나 얼마나

다양한 요소를 인식하는지도 뉴스 이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다양성에 을 맞추어 분석을 하 다.많은 요소를 인식하더라도 그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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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유형이라면 뉴스 이해를 한 단서를 거듭 확인은 할 수 있겠으나 여러

방향에서의 단 근거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식한 텍스트 요소와 함께 그 인식의 이 어디에 있는지에 해서

도 살펴보았다.동일한 텍스트 요소를 주목했다고 하더라도 그 요소를 통해 인식

하고자 한 바 즉,인식의 이 다르다면 이해의 양상 역시 상반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텍스트 요소 인식에 한 질 분석 범주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식된

요소의 다양성’과 ‘이해의 ’으로 구성된다.그러나 이에 한 분석 결과는 서

로 히 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해서는 함께 기술하도록 하겠다.

【텍스트 요소 인식-책임(교통)-통제-학생3】

명 날만 되면 일어나는 교통문제,휴게소에서 마구잡이로 버리는 쓰 기 문제

등 사람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꼬집었다.차로를 막 끼어드는 차량,버스

용 차로에서 버스와 함께 달리는 얌체 승용차,차도 에서 일어나는 교통 문제

를 잘 보여주었다.뉴스는 교통문제에 이어서 바로 휴게소에 련된 문제 상으

로 매끄럽게 연결 다.다만 아쉬운 은 잘못된 쓰 기 투기에 한 법 처벌

등과 같은 자료를 보여주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깨워주었어야 할 것이 빠진 듯

한 느낌이 들었다. 재 일어나는 안 좋은 상황에 응하는 해결방법을 제 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명 이 아닌 상황과 명 후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

록 하는 자료화면이 있었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정확하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을 것 같다.

【텍스트 요소 인식-책임(교통)-통제-학생12】

명 기간은 귀성으로 인해 교통이 매우 혼잡한데 그 사이에서 비양심 으로

운 을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일을 보도하 다.'비양심 ','얌체족'이라는 직설

인 단어를 사용하여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나타냈고,끼어들기,버스 용차선

이용,가정쓰 기 투기 같은 법 행 를 촬 하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실제로 런 비양심 인 행동은 구나 무심코 할 수 있는 일인

데 그 행동에 하여 벌 과 피해 사례를 알려주면서 얌체족(비양심 운 자)을

이고자 하는 바를 보도하 다.더 나아가 얌체족 운 자들이 어드는 것으로

인하여 꽉 막힌 명 길이 안 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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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제-학생3]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통제 집단에서는 뉴스의 제목,

내용,구성 방식,표 등을 반 으로 고려하면서 뉴스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기억에 남는 내용에만 주목하고 있었다. 한 그러한 인식의 결과가 거의

의 도입부에 한정되어 있었다.[통제-학생12]는 뉴스의 내용 이외에 ‘비양심 ’,

‘얌체족’과 같은 표 에도 주목하고 있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다른 집단의

학생들에 비해서는 인식의 다양성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책임 귀인 틀 뉴스의 텍스트 요소 인식력에 한 양 분석에서 통제

집단이 다른 집단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이 의

도입부에 뉴스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요소에 한 인식을 일정 정도

보여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이는 특별한 의도 없이 의 도입을 해

인상에 남는 내용만을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유형의 뉴스에서는 통계

으로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인식된 텍스트 요소의 다양성도 요하지만 본질 인 차이는 인식된 텍스트 요

소들을 통해 무엇을 이해하고자 하는지에 한 그 에 있다.그런데 통제 집단

은 텍스트 요소에 한 인식이 뉴스에 한 비 이해의 제로서 기능하는 것

이 아니라,내용에 한 단순 상기의 역할에 그치고 있었다.이는 [통제-학생12]의

“더 나아가 얌체족 운 자들이 어드는 것으로 인하여 꽉 막힌 명 길이 안 하

고 기분 나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다.”와 같은 부분에서 확인

할 수 있다.즉 인식한 텍스트 요소로부터 공정성에 한 문제 을 인식하려고 하

기보다는 뉴스 생산자가 틀지어놓은 해석 방향 로 뉴스를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제 집단은 뉴스 생산자에 의해 사용된 텍스트 요소가 뉴스에서 어

떠한 기능을 하는지,그리고 그로 인해 뉴스의 공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를 사고하기 해 의 텍스트 요소들을 언 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본 내용

을 단순 상기하는 차원에서 텍스트 요소들을 언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텍스트 요소 인식-책임(교통)-실험-학생20】

이 뉴스를 제작한 언론사는 명 교통문제에 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

다고 볼 수 있다.제목에서부터 ‘얌체 운 ’,‘무질서 여 ’과 같이 운 자의 잘못

을 드러내어 개인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있다.인터뷰에서도 버스 용도로를 주

행했을 때 벌 을 알려주었고 휴게소 직원의 인터뷰를 통해 쓰 기를 버리는 사

람이 많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한 사람의 인터뷰만 이용해 공정성에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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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세 개의 인터뷰 모두 개인이 잘못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동이다.명

에 운 을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볼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버스 용도로를 달리고 쓰 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담배를 아무 곳에서나 피우는 사람들을 통해 모든 사람의 행동을 그 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분명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명 에 운 을 한 많은 사람 에

극히 일부에 속할 것이다.모든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

면서 시민의식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이 뉴스는 사건 심의 보도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만을 다루고 있다.차들이 버스 용도로를 다니고 쓰 기를 버

리고 담배를 아무 곳에서나 피우는 이유에 해서는 언 하지 않고 있다.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 해서는

언 하고 있지 않다.언론사는 한 ‘뒷차량은 모르겠고 나만 먼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무질서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와 같은 표 을 사용하여

객 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통제 집단에 비해 실험 집단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텍스트 요소를 인식하고 있

었다. 의 [실험-학생20]과 같이 제목,정보원,구성 방식,표 등 다양한 텍스트

요소를 인식한 것을 볼 수 있다.이 게 다양한 텍스트 요소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틀 인식 심의 교육 내용에서 뉴스 틀에 따라 뉴스가 갖게 되는 한계를

측하며 뉴스를 듣게 하기 때문이다.즉 학습자들은 뉴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

갈지 측할 수 있고, 측이 하는지를 계속 단하면서 듣기 때문에 아무런

의도 없이 뉴스를 시청한 통제 집단보다 다양한 요소에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실험-학생20]의 텍스트 요소 인식 양상을 통해서 확인된다.[실험-학생20]

은 ‘얌체 운 ,무질서 여 ’이라는 표 이 들어간 제목에서부터 책임에 한(책임

귀인 틀),그리고 그것을 개인에게 돌리는(일화 심 틀)틀이 뉴스에 용되었다

고 측하고,이에 따라 뉴스를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인식된 텍스트 요소들

이 모두 이러한 틀에 의해 뉴스가 가지게 되는 한계와 련되어 있다는 이 이

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다.즉 ‘뒷차량은 모르겠고’,‘무질서로 얼룩지고’와 같은

표 ,개인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편향된 정보원과 장면 등 인식된 텍스트 요소 모

두가 책임 귀인 틀 일화 심 틀이 결부된 데에 따른 측과 련된 것들이다.

이와 같이 실험 집단의 학생들은 거시 틀에 따른 뉴스의 제한 을 측하고 그

에 따라 뉴스의 미시 틀,정보원 선정 방식 등이 이에 부합되는지를 단하면서

보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텍스트 요소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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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텍스트 요소에 한 인식의 과정에서 실험 집단은 뉴스 틀에 의해

무엇이 선택되어 해지는지,반 로 무엇이 배제되어 은폐되는지에 특히 주목

한다.즉 인식의 이 특정 텍스트 요소의 사용에 따른 선택과 배제의 결과에

놓여 있다.이는 앞서 살펴본 [실험-학생20]에서 ‘사건 심의 보도 방식’으로 인

해 사건이 부각되다 보니 그로 인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맥락이나 배경은 배

제되었다는 ,‘얌체 운 ’,‘무질서 여 ’과 같은 표 으로 인해 개인의 잘못이

부각되었다는 등을 언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뉴스를 이해하는 최상 단 거가 공정성이며 그 의 한 축이 체성․역사

성임을 앞서 언 하 는데,이처럼 선택과 배제의 결과에 인식의 이 가 있는

것은 뉴스를 체 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체성․역사성의 측

면에서 뉴스를 제 로 단할 수 있게 해 다는 의의를 지닌다.

【텍스트 요소 인식-책임(교통)-비교-학생14】

앵커가 처음 말을 시작했을 때 주 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버스 용차선

에 한 내용이 나올 때 첫 번째 시각자료에서는 차가 막히지 않았다.근데 기자

는 꽉 막힌 도로라고 언 하여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 을 무 극 화

하여 말하는 것 같다.휴게소에서 양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쓰 기양이 2배 늘어

났다고 한 것은 타당성에 어 난다.명 때는 휴게소를 들르는 사람이 2배 이상

많아질 텐데 자극 으로 보도하기 해 일부러 과장한 것 같고,정확한 정보가

아닌 환경미화원 분의 말만을 통해 방송에 나오니 신뢰성도 떨어지고,명 에 고

향길에 향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다. 법을 어긴 사람들보다 어

기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모든 사람이 법을 어긴 것처럼 과장 보도하고 있

는 것 같다.뉴스가 한 가지 주제에서만 다룬 것이 아닌 교통 문제,쓰 기 문제

등 여러 가지 주제를 혼합하면서 보도하 다.이는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

으킨다.구체 인 상을 제시해서 시청자에게 믿음을 주었지만 잘 지키고 있는

시민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실험 집단에 비해 비교 집단에 처치된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타당성

과 신뢰성 등이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의 [비교-학생14]에서와 같이 타당성이나

신뢰성에 어 나는 내용들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상에서는 실제로 차가 막히

지 않았는데 기자의 보도에서는 차가 많이 막히는 것처럼 표 했다는 언 ,정보

원이 신뢰가 가지 않았다는 등의 언 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그러하다 보니 단

순히 인상에 남는 내용만을 인식한 통제 집단보다는 더 다양한 텍스트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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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해 낼 수 있었다.

한 [비교-학생14]에서처럼 비교 집단에서는 일반화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

법을 어긴 사람들보다 어기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라고 하는,뉴스에서 배제

된 측면에 한 사고 과정이 수반된 양상도 나타났다.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실험

집단에 비해서는 비교 단순하다 할 수 있다.‘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도 있

다’고 하는 정도의 비 은 뉴스가 의도한 ‘시민의식이 문제’라는 논조를 여 히 수

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뉴스의 해석 방향과는 다른 측면에서 배제된 측면

에 해 인식하는 실험 집단과는 변별되는 양상인 것이다.

즉 비교 집단은 실험 집단처럼 인식된 텍스트 요소로부터 무엇이 선택되었고

무엇이 배제되었는지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러한 요소들이 주로 타당성 신뢰성

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한다.이와 같은 양상은 양 분석 결과에서 오직

책임 귀인 틀의 텍스트 요소 인식력에서만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차이가 유

의하지 못했던 한 가지 원인이 틀 유형의 향일 수 있다는 해석을 증명해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임 귀인 틀에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 단이 많이

개입되고 그 과정에서 비교 집단에서도 텍스트 요소에 한 인식이 활발히 이루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 요소 인식-갈등( 국)-실험-학생3】

개고기 축제라는 것도 한 지역의 문화, 통 행 라고 생각하여 존 해 주어

야 된다고 생각한다.그런데 이 뉴스에서는 그 동물을 지키겠다는 사람과 요리

를 해먹고 싶다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만 한다. 한 개고기를 먹는

축제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인터뷰했던 사람들을 보면,인터뷰 내용만

보았을 때 굉장히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못해 반 를 하는 것처럼 보일 뿐더러

식용개를 팔기 해서 개를 학 하고 비싼 값에 팔아 넘기는 악질의 매상들을

보여 으로써 개고기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개를 학 할 것이라는 듯한

안 좋은 인상을 심어 다.반 로 동물 애호가들은 “동물을 잔혹히 학 하는 것에

반 한다”라든지 “인간의 친구인 동물을 학 하고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

는 어투를 써 좀 더 착해보이고 논리 으로 보이는 듯한 효과를 보여 다.나도

개고기에 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반 의 입장이지만,인터뷰 상

라든지 보도 내용 자체가 반 를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여 공정성에 어

난다고 느껴진다.문화 측면에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었더라면

좀 더 공정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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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요소 인식-갈등( 국)-비교-학생1】

이 뉴스는 국이 개고기 축제를 맞아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동물보호단체의

분쟁을 보여 것 같다.나는 이 뉴스가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이를 반 하는

입장의 근거를 다양성 있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쉽다.뉴스는 정보를 알 수 있

는 공간인데 그냥 주제만 던져 놓고 시청자들 보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 같다.

정리하자면 이 뉴스는 정보가 부족하다.

【텍스트 요소 인식-갈등( 국)-비교-학생15】

개고기 축제에 한 부정 인 입장만 달하고 있어 공정성에 어 난다고 생각

된다.허나 동물학 를 하는 것은 윤리 으로,도덕 으로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

각되기 때문에 타당성 측면에서는 올바르다고 생각된다.이 뉴스에서 나온 개를

는 사람이 개를 학 하는 모습을 통해 개고기 축제를 해 얼마나 많이 개를

학 하 는지,개를 는 사람들이 비인간 인 모습을 보이는지 잘 이해할 수 있

었으나 장면이 자극 이었던 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책임 규명에 한 양상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갈등 틀 뉴스에는 책임

귀인 틀 뉴스에 비해 타당성과 신뢰성보다는 공정성이 더 많이 개입된다.따라서

의 [비교-학생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 집단 학생들은 주로 자극 인 장면

의 부 성을 언 하는 차원에서 텍스트 요소를 인식한다.[비교-학생15]는 공정

성의 문제도 지 하고 있으나,오히려 뉴스가 의도한 방향 로 개고기 상인들이

부정 으로 그려진 것만 인식할 뿐,반 로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이 우호 으로 그

려지고 있는 것에 해서는 별다른 인식을 드러내지 못한다.다양한 텍스트 요소

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비교-학생1]도 마찬가지이다.[비교-학생1]은 립 상황

만을 인식한 채 정보의 부재를 탓한다.텍스트에 한 인식의 이 타당성과 신

뢰성에 있기 때문에 이와 련된 내용이 별로 개입하지 않자 비 이해의 상

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실험-학생3]은 뉴스의 제목이나 리드로부터 뉴스가 갈등 주의 내용이

며(갈등 틀),이 갈등의 본질을 제 로 드러내기보다는 자극 인 립 양상만 표

하는(일화 심 틀)구성방식을 취했을 것임을 측하고 그러한 측에 따라 텍

스트 요소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폭력 으로 그려진 개고기 상인의 모습,문

화 측면이 아닌 사 이익의 측면이 부각된 인터뷰 내용,착하고 논리 으로 그

려진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의 모습 등에 한 언 이 이를 증명한다.특히 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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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의 측면에서만 개고기 축제를 옹호하는 인터뷰가 진행되었다는 인식으로부터

문화 측면에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었어야 한다는 이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태의 본질에 주목했다는 에서 뉴스 틀에 따른 선택과 배제의 결과

에 역시 이해의 이 가 있다는 것을 보여 다.이는 개고기 상인들의 사 이

익이 부각되면서 문화 측면과 같이 반 측의 근거와 좀 더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될 수 있는 측면이 배제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기 때문이다.

(2)텍스트 기반 비 이해

① 비 상의 이탈 여부

뉴스 이해의 최상 거는 앞서 말했듯이 공정성이다.즉 뉴스가 객 성

체성․역사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기 으로 뉴스를 이해해야 한다.따라서 뉴스

가 특정 사건 혹은 이슈를 공정하게 보도했는지가 이해의 기 이 되어야지,뉴스

에서 다루는 사안에 한 단이 뉴스에 한 이해의 기 이 되어서는 안 된다.

를 들어 안락사 문제의 정 인 측면과 부정 인 측면을 공정히 보도했는지가

이해의 기 이 되어야지,안락사 자체에 한 개인의 단이 뉴스 이해의 기 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통제 집단에서는 이와 같이 비 의 상이 뉴스의 사안 자체가 되는

상이 다수 확인되었다.이는 특정 틀이 뉴스의 해석 방향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는 을 강조해서 배우게 되는 실험 집단이 틀이라고 하는 뉴스의 구성 방식 혹

은 표 방식에 주목하여 뉴스를 이해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텍스트 기반 비 -갈등( 국)-통제-학생15】

뉴스에서와 같이 국에서는 개고기 축제와 련해 동물애호가들 사이에서 논

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에서는 나름 로 축제라고 벌이고 있지만 동물애호가들

은 사람의 친구인 개를 학 하는 것은 야만 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동물애호

가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인 개를 학 하고 개고기로

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지 않은 충격을 다.아무리

동물이라고 해도 학 를 해서 고기로 축제를 벌이는 국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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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기반 비 -갈등( 국)-통제-학생16】

'개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

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개'는 리하게 사람 말을 알아듣고,행복,

슬픔,분노와 같은 감정도 나타내며 주인에 한 충성심 한 강하다.이러한 조

건들로 볼 때에 인간은 개라는 족속을 좋아하고 사람인 듯,친구인 듯 그 게 친

하고 좋은 계를 맺을 수 있었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런 조건들이 강하지 않

은 ‘물고기,돼지,양들은 잡아먹는다’라는 것은 필요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이 짐

승들은 필요의 목 이 '친구'가 아닌 '음식'이 되어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그

다면 개는 사람의 필요 즉 친구라는 그 사람의 필요 덕에 먹히지 않고 살아남는

짐승이 된다.만약 개의 필요가 사람에게 음식으로 바 어서 먹힌다면 이것이 비

인간 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나는 잘 모르겠다.'개를 먹는다'라는 것에 옹호하

지는 않지만 동물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왔다.실

험 도구,음식,친구,볼거리 등 이미 동물들을 이용하는 곳은 많다.오직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말이다.그들이 바란 것도,그들이 좋아한 것도 아닌 오직 나와

를 해서 말이다 그런데 이 필요의 목 이 바 었다고 그들을 '나쁘고 비인간

이다'라고 표 할 수 있는가.귀엽다고 키우고 귀엽지 않다고 먹고…….필요에 의

해 그것들의 쓰임새는 바 다.그들(개를 먹는 것을 반 하는 사람)도 먹는 사람

들에 비해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텍스트 기반 비 -흥미( 어)-통제-5】

‘수능 어 문제에 한 뉴스'에서 수능에 나오는 어 시험 어휘나 문법들이

지에서는 잘 쓰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나도 그 주장에 동의한다. 어가 모국

어인 사람들조차 수능 어는 난이도를 떠나서 잘 안 쓰는 단어나 문장들을 쓴다

고 주장한다. 한국 수능 어는 회화나 문법의 교육이 아닌 그 수 내기용

이라는 비 도 많이 받고 있다.그건 마치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에서 한국인들

이 잘 쓰지도 않는 들로 시험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언어란 사람들 간의 의

사소통을 해 만들어진 것이다.쓰는 사람들이 편하게 느껴야 편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따라서 지인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들로 배열해서 만든 외국어 시험

지는 교육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난이도는 어렵게 하되 지인들이

자주 쓰는 어휘를 채택해서 시험을 만들어야 학생들의 어가 더 늘 것이다.

【텍스트 기반 비 -흥미( 어)-통제-10】

모국어로 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조차 풀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를 모국어

가 아닌 사람들에 풀라고 하는 건 시험이 아니라 실험 같다.실생활에서 잘 쓰지

도 못하고 수가 잘 나온다고 해도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화도 잘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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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국 학생들은 그 시험을 해 12년 동안 어 공부를 해야 한다.과연 수

가 잘 나온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고 어를 잘하는 것일까.시험을 해 시험

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다. 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를 사용하겠다는 말인데 외국에 나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 인 언어 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변별력을 해 어려운

문제 몇 문제를 넣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 처럼 계속 그 게 하는 것은 잘못 되

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의 사례에서 통제 집단은 뉴스에 해서 비 하는 것이 아니라,뉴스에서 제

시한 사안에 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특성을 드러낸다.뉴스가 사건 혹은 이

슈를 공정한 방식으로 다루지 못했음을 비 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학 ,교육 정책의 실패 등에 한 비 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드러나게 된 데에는 우선 갈등 틀이라는 뉴스 틀의 유형이 향

을 것으로 해석된다.책임귀인 틀과 인간 흥미 틀로 구성된 뉴스에서도 두 가

지 이상의 상반된 이 제시될 수 있지만, 립 양상을 심으로 보도되는 갈등

틀 뉴스에서는 항상 그러할 수밖에 없다.이러하다 보니 학습자들은 개 제시된

두 어떤 이 더 옳다거나 둘 다 그른 측면이 있다는 식의 비 을 하

는 양상을 보인다.즉 뉴스 자체에 한 비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주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통제-학생15]에서 개를 학 하며 개고기 축제를 하는 국의 행태를 비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이러한 양상은 [통제-학생16]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개고기 축제와 련하여 인간이 동물들을 여러 필요에 의해서 이용

하고 있다는 지 을 통해 개고기 축제를 반 하는 측도 찬성하는 측과 마찬가지

로 윤리 잘못을 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개하고 있어 뉴스 자체에 한 비

에서 벗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간 흥미 틀로 구성된,수능 어 문제의 난도(難度)에 한 뉴스에서도 이와

같이 뉴스가 아니라 뉴스 사안에 해 비 을 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 경우에

는 뉴스 틀의 향보다는 수능이라는 뉴스의 화제 자체가 향을 끼친 것으로 해

석된다.

해당 뉴스마다 여도와 배경지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교육 처치 이후에

제시된 세 가지 뉴스 수능 어 난도 문제를 다룬 뉴스의 여도와 배경지식

이 다른 두 뉴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121)[통제-학생5]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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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생10]은 이처럼 뉴스에 한 여도와 배경지식이 높은 상태에서 다수 학

생들의 기존 입장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는 뉴스의 논조가 결부되자 뉴스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피력한 양상에 해당한다.

물론 [통제-학생5]에서처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련 배경지식을

최 한으로 활성화시킨 은 정 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우선 으로 이루어져

야 할 뉴스 텍스트에 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은 교육 처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뉴스가 갈등 틀로 구성되어 있거나 뉴스의 화제에

한 련성과 배경지식이 높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더욱 텍스트 자체에 한

이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뉴스에 한 비 상이 뉴스 자체에서 뉴스의 사안으로 이탈하는 것은 부

분 통제 집단에서만 나타났다.비교 집단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뉴스 틀이 의도한

로 뉴스를 해석하고 있었으나 여 히 비 의 상은 뉴스 사안보다는 뉴스 자

체에 놓여 있었다.

② 공정성에 한 비

공정성에 해 이해하기 해서는 사실성(객 성)의 측면이나 체성․역사성의

측면에서 뉴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우선 있어야 한다.그러나 통제

집단의 경우 뉴스가 본질 으로 실을 주 으로 구성한다는 특성에 한 인식

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사실성이나 체성․역사성의

측면에서 뉴스를 비 으로 근하기보다는 뉴스가 의도한 해석 틀에 따라 뉴스

를 그 로 수용하는 경향이 매우 많이 나타났다.더구나 신문 기사와 달리 텔 비

뉴스에서는 기자가 말하는 내용이 상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뉴스가 의

도한 해석 방향에 항하면서 학생들이 뉴스를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다.이는 아래의 사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텍스트 기반 비 -책임(교통)-통제-학생2】

이 뉴스에서는 명 기간에 도로가 막히는 상황,버스 용 차로에 끼어들거나

차선을 이리 리 변경하며 뒤차에 부담을 주고 휴게소를 도로처럼 사용하고 떠나

는 자리에는 담배꽁 와 쓰 기들을 남기고 가는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121)뉴스의 여도 배경지식은 각각 30 만 에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수능 어 뉴스(28.00,

22.67),교통 문제 뉴스(20.22,19.75), 국 개고기 축제 뉴스(15.55,12.68).



-220-

루고 있다. 에서 말했듯이 버스 용차로에 끼어들어 혼잡하게 만들며 차선을 변

경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분명한 범법행 이며 사회의 균형을 깨는데도 자신

이 빨리 가는 순간이 더 요하다고 표 했다.이 문제에 해서는 실제로 목격해

당황했던 도 있고 오히려 당당한 경우까지 있었는데 그 을 잘 표 한 것 같

다. 휴게소에서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재떨이를 마련함에도 버리고 가며 쓰 기

를 풀숲에 던지고 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여 화가 났는데 그 도 잘

짚었다.최근에는 이 보다 그 수나 모습이 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기 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 하고 실태를 나라하게 밝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그 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교훈을 남기는,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을 바꾼다는 언론의 역할을 잘 이행하 다.

【텍스트 기반 비 -책임(교통)-비교-학생14】

앵커가 처음 말을 시작했을 때 주 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버스 용차선에

한 내용이 나올 때 첫 번째 시각자료에서는 차가 막히지 않았다.근데 기자는 꽉

막힌 도로라고 언 하여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 을 무 극 화하여 말

하는 것 같다.휴게소에서 양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쓰 기양이 2배 늘어났다고 한

것은 타당성에 어 난다.명 때는 휴게소를 들르는 사람이 2배 이상 많아질 텐데

자극 으로 보도하기 해 일부러 과장한 것 같고,정확한 정보가 아닌 환경미화원

분의 말만을 통해 방송에 나오니 신뢰성도 떨어지고,명 에 고향길에 향하는 사람

들을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다. 법을 어긴 사람들보다 어기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모든 사람이 법을 어긴 것처럼 과장 보도하고 있는 것 같다.뉴스가 한 가

지 주제에서만 다룬 것이 아닌 교통 문제,쓰 기 문제 등 여러 가지 주제를 혼합

하면서 보도하 다.이는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구체 인 상을 제시

해서 시청자에게 믿음을 주었지만 잘 지키고 있는 시민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텍스트 기반 비 -책임(교통)-비교-학생12】

(前略)이 뉴스에서 깨끗하고 통행이 잘 되는 도로와 휴게소를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다고 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왜냐하면 공공장

소와 고속도로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윤리 으로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이

뉴스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이 뉴스를 보는 시민들의 의식을 일깨워

다는 의미에서 하다고 생각이 된다.(後略)

[통제-학생2]는 뉴스가 특정 부면을 선택하여 강조함에 따라 배제된 측면은 무

엇인지에 해 사고하기보다는 뉴스의 해석 틀에 단순히 동조하는 양상만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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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통제 집단의 부분의 학생에게서 나타난 양상이었다.특히 “쓰 기

를 풀숲에 던지고 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여 화가 났는데 그 도

잘 짚었다.”고 하는 부분은 교통 문화의 문제를 시민 의식에 가하려는 뉴스의

해석 틀이 [통제-학생2]의 이해 양상에 고스란히 반 된 을 여실히 보여 다.

앞서 살펴봤듯이 뉴스 틀이 뉴스 수용자의 해석에 향을 끼치는 기제는 개념

근성,개념 용성,심리 요성의 변화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따라서 [통제

-학생2]가 뉴스 틀 그 로 뉴스를 이해하게 된 것은,이 뉴스로 인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시민의식에 한 개념이 활성화되었거나,애 부터 교통 문화

와 련되어서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나,뉴스에 노출된 이

후 이에 한 단 과정을 거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여기서 정

확한 기제가 무엇이든 주목해야 할 지 은 뉴스 틀이 학생들의 뉴스 이해에 미치

는 향력이 상당하다는 이다.

[통제-학생2]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언론 까지 뉴스의 틀 로 뉴스를 이해하

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을 바꾼다는 언론의

역할을 잘 이행하 다.”라는 부분을 통해 이 학생은 의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이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뉴스가 해야 한다는 인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는 뉴스가 기자 언론사의 성향 가치, 고주와 정부와 같은 외부

요인들의 향력 간의 역학 계 속에서 생산된 하나의 주 담화라는 을 이

해하지 못하고,뉴스에 지나친 권 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이다.이런 사례는 뉴스

가 항상 옳거나 교훈 인 것이 아니라 실을 규정한 하나의 일 뿐이라는

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비교 집단은 타당성,신뢰성,공정성의 측면에서 뉴스를 비 으로

이해하는 양상을 보 는데,이는 기존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 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비교-학생14]에서 볼 수 있듯이,여 히 뉴스가 의도한

로 명 길 교통 문제의 원인이 시민의식에 있다고 보면서,이와 같은 뉴스의 해

석 방향에 해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명 에 고향 길에

향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다.”와 같은 문제제기도 그러한 정보원이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시각에서 보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다.오히려 [비교-학생12]에

서 보는 것과 같이 공공장소와 고속도로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

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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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인식이 부분이었다.여 히 뉴스 틀에서 의도한 로 뉴스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통제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 공정성에 해 다루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양상

이 나타난 것은 시민의식을 지켜야 한다는 당 에 해 별다른 비 인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기존 교육 내용에서 뉴스가 공정성에 배되지는 않

았는지 검토하라는 명제 지식만 제시할 뿐 공정성의 배에 해 분석 으로

근할 수 있는 방법에 한 내용은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특히 무나

당연해 문제의식을 갖기 힘든 이데올로기와 련된 사안에 해서는 학습자들이

부분 와 같이 뉴스 틀 로 뉴스를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에서 의 사례

들은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비교 집단에서는 특히 공정성 객 성 측면과 련하여 이해의 한계를 드러

낸 양상을 자주 드러내 주목할 만하다.아래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텍스트 기반 비 -갈등( 국)-비교-학생9】

(前略)이 뉴스는 동물애호가의 입장과 개고기 축제를 진행하려는 상인들의 입

장을 모두 보도함으로써 편 인 뉴스가 되진 않았다.자료화면은 하나의 타당

성 있는 근거가 되어 주었고, 지 특 원의 생생한 보도는 신뢰성을 다.하지

만 이 게 자극 인 뉴스를 시청자들에게 보도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할 수 있다.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넘어 국과의 분쟁이 발생

할 수도 있고,작은 문화를 존 해 주지 않는다는 '한국인'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나라를 홍보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後略)

【텍스트 기반 비 -갈등( 국)-실험-학생19】

(前略)뉴스를 제작한 언론사는 개고기 축제에 한 찬반논쟁으로 뉴스를 제작하고 찬

성 측 인터뷰와 반 측 인터뷰를 다 취재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고 보인

다.그러나 뉴스의 흐름상 <반 -찬성-반 >순으로 흐르고 있다.반 측 의견이 더 많

이 나온 것이다. 한 반 측 장면에서는 스 일이 큰 시 장면,강렬한 색의 포스터,

모자이크 기법이 쓰 고,찬성측에서는 업 련 식사 장면과 인터뷰한 컷뿐이다.앞서

나온것들로 단해보자면 언론사는 공정성을확보하려고 양측을 다 인터뷰하고 소개하

고 있으나실질 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쳐진공정하지 못한 보도를하고있다.(後略)

[비교-학생9]에서는 편 인 뉴스가 되지 않았다고 단하면서도 이 뉴스로 인

해 우리나라와 국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뉴스에 한 모순된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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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다.서로 입장이 다른 두 명의 정보원 입장을 모두 담아내고 있기 때문

에 편 이지 않다고 한 을 미루어보아 형식 객 성의 수 에서 뉴스를 이

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어느 한 쪽을 묘사하는 방식이 자극 이고 폭력 이라

면 그것이 궁극 으로는 객 성에 한 배가 될 수 있다는 을 인지하지 못하

고,단순히 자극 인 장면이 외교 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수 에서 뉴스

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험 집단의 [실험-학생19]와 조해 보았을 때 그 수 차이가 확연히 드

러난다.[실험-학생19]는 양쪽의 의견이 모두 보도되었으나,이를 보도하는 과정에

서 어느 한 쪽이 실질 으로는 더 우호 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포착해 내는데 이

는 단순히 기계 균형만을 통해 공정성을 단하는 [비교-학생9]와는 변별되는

양상이다.즉 실험 집단은 비교 집단과는 달리 뉴스의 객 성을 단할 때 단순히

형식 인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그것이 실질 인 객 성까지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하는 수 에서 이해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텍스트 기반 비 -책임(교통)-비교-학생10】

이 뉴스는 명 기간에 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얼마나 무질서하게 달리고,휴게소를쓰

기장으로 취 하듯이 하고,얌체운 에다가 양심이 없는 운 자들을 다루었다.이 뉴스

에서는 조 있으면 설날이 다가오는 우리에게 향을 끼쳤고 시의성도 있었다.그리고

그냥 정보 달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러지 말자는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이끌고 있

는 것 같다.뉴스의 정보원들은 휴게소 직원,운 자 등 직 으로 문제와 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신뢰성도 있었고,내용 구성도 좋았다.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

차들 에 얌체운 자들을 은 자료들을 보여주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

다.운 자들이 빨리 달리는 이유를 인터뷰해 보고 흡연자들이 흡연실을 놔두고 왜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는지 인터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그 사람들의 생각을 추측해서

리포터가 말한 것을 보면 조 의 주 인 생각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명 에,

고속도로에서,운 자들이,얌체운 과 흡연 무질서를 하면서,휴게소를 가로질러가고 고

속버스도로를 이용하면서,빨리 가기 해 등육하원칙에맞게보도가 된것 같다.

【텍스트 기반 비 -책임(교통)-실험-학생16】

(前略)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공정하게 여러 사

람들의 입장을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이 뉴스에선 정부에서

일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뉴스를 만든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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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기반 비 -책임(교통)-실험-학생18】

(前略)사실 러한 문제에는 교통체증을 해결하지 못한 사회구조 인 원인도

있지만 뉴스에서는 개인 한 명 한 명을 비춤으로써 그것을 잘못된 시민의식만의

결과라고 보도한다. 한 정보원들 선택 시에도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가책을 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선택함으로써 그 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後略)

뉴스의 공정성을 단하는 데에는 정보원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정보원

은 어떤 계층을 변하는지,정보원 간의 상은 한지 등과 같은 사항이 매

우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그러한 사항을 고려함으로써 와 같이 형식

수 에서 공정성을 이해하는 수 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의 사례들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먼 [비교-학생10]은 정보원,내용 구성, 상 등의 요소를 다양하게

인식하면서 뉴스를 이해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나 그러한 인식이 심도 있는 비

으로 연결되지 못하 다.이 뉴스에는 [비교-학생10]이 언 한 것과 같이 휴게

소 직원 외에도 경찰 등이 등장하기 때문에 직 련이 있고 신뢰감을 수

있는 사람들로 정보원이 선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그러나 그러한 정보원들이

변하는 계층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배가 됨에도 그러한 비

의식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이 뉴스에서는 운 자와 같은 시민을 등장시키기

도 하 으나 이들은 단지 시민의식이 부족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

할 뿐 립되는 정당한 시각을 드러내 주지는 못했다.그럼에도 [비교-학생10]은

이들이 련이 있는 정보원이라는 이유에서 신뢰감이 간다는 정도의 이해 수

을 보인다.

이러한 은 [실험-학생16]과 [실험-학생18]의 경우와 조해 보았을 때 더 확

연히 드러나는데,[실험-학생16]과 [실험-학생18]에서는 이 뉴스의 정보원을 단순

한 이해당사자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어느 계층을 변하고 있

는지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정보원은 곧 을 변하는바,그들

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도 요하지만 실질 객 성의 에서 이들이 정당하

게 다양한 시각을 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뉴스 이해에서 더 핵심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학생10]에서 흡연실이 있음에도 아무데서나 흡연을 하는 이유를 시민에게

직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한 문제제기는 주목할 만하다.이러한 문제의식은 뉴

스가 애 에 틀지어놓은 해석 방향 즉 교통 문제의 원인이 시민의식의 부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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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에 한 근본 인 비 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학생10]의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단순히 뉴스에 기자의 주 인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 못하다는 수 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을 확인

할 수 있다.물론 객 성을 추구해야 하는 뉴스에서 기자의 주 성이 포함되어 있

는 을 지 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나 더 심도 있는 수 의 비 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문제제기라는 에서 이 역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한 것이다.

【텍스트 기반 비 -갈등(등교)-실험-토의4】

학생2:야,뉴스의 제목은 다양한 을 포 한 것 같지 않지 않니?

학생1:응 딱 정해져 있잖아.학생은 반긴다는 거 부모는 꺼린다는 거.

학생2:다양한 을 변하는 정보원들이제시되었으며그들의 상과 수는서로비슷한가?

학생1:일단 수는 같은데.선택된 정보원은 어떤 계층을 변하며 이들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었는가?음.학생,학부모.

학생2:어떻게 묘사했지?어떤 쪽을 더 정 으로 묘사했나?

학생1:딱히 어떤 쪽을 더 정 으로 묘사한 뉘앙스는 없었는데.확실히 학부모 쪽

이 논리 으로 말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 같은데.

학생2:그런데 진짜 학생 입장하고 부모 입장 딱 게 인터뷰하고 보면 부모 쪽이

딱 논리 으로 말하니까 부모 의견만 막 귀 기울여 듣게 되지 않아?뭔가 부

모 말만 맞는 거 갖고 그런 쪽으로 느껴지잖아.딱 그런 거 같지 않아?딱 애

랑 어른 그 게 볼 거 같은데

학생4:근데 그에 비해 막 학생은 어디 길가 지나가다가

학생3:그냥 시켜서 하는 거 같은 흐흐흐

학생2:좋다고 말해요 흐흐흐

학생4:아침 늦게 가니까 좋다 그 게 말해 흐흐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의 [실험-토의4]와 같이 학생들이 수업에

서 진행한 소집단 토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9시 등교 문제를 갈등 틀로 구성한

뉴스를 본 후 [실험-토의4]에서 학생들은 정보원이 어떻게 소개 혹은 묘사되고 있

는지에 해 알아보는 활동 내용과 련하여 와 같이 의견을 나 다.즉 서로

상반되는 이 모두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을 변하는 정보원의

상이 서로 달리 설정되어 있다는 에 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

은 이해 양상은 아래의 비교 집단과 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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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기반 비 -갈등(등교)-비교-토의3】

학생1:음.근데 이거 보면서 보면 고3학생들 자녀들 걱정하는 거잖아.근데 이거 인터

뷰한 거 보면 고1이잖아.그러면 고3학생의 입장도 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학생2:나도 그 게 썼어.

학생3:아 그런 거야?나는 그냥 무 인터뷰하는 그게 다양하지 않다라고 썼는데.뭐

지 이거 처음 할 때 고 이 게 해서 다 9시 등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

인터뷰한 게 다 고등학생이란 말이야.고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

이 게 했단 말이야.그러면은 실질 으로는 고등학교에 있는 상황이잖아.그럼

우리는 등학교 하고 학교 상황은 잘 모르잖아.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상황

보고 고등학생들한테는 막 이 다 이것만 알려주고 그거를 일반화하는 거니까.

(中略)

학생3:근데 이 입장에서 반 하는 학생은 없을까?

학생2:뭐를?

학생4:9시 등교를?

학생3:9시 등교에서 이거를 학생은 반기고 학부모와 학교는 허둥지둥이잖아.근데

학생은 반긴다고 하는데 이 학생만 반길 수도 있잖아.

학생4:맞아.맞아.나도 그거 썼어.

학생1: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1학년이면 솔직히 늦게 등교하라니까 좋

아라 하는 것도 많은데,근데 고3같은 경우에는 수능은 일 보잖아.수능은 8

시고,근데 9시 등교래 그러면 이게 계속 습 화돼 있으면 9시에 등교하는 고3

수험생이 생길 거 아니야.그럼 그 시간 그 시간은 아 그날 수능은 망치는

거잖아.그 고3수험생은 근데 이 게 고등학교 1학년으로 말함으로써 얘는 반

기는데 수험생으로 말해줬으면 뭔가 조 아 고3수험생도 반기는데 왜 이

게 하냐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게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인터뷰했을

까.나는 그런 의문 이 들기도 해.

의 [비교-토의3]을 살펴보면,비교 집단에서는 뉴스의 논조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근거가 타당한지에 해 매우 비 인 근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앞서 논의한 로 기존 교육 내용에서 타당성,신뢰성 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은 분명 통제 집단에 비해 비교 집단 학생들이 텍스트

요소를 좀 더 꼼꼼하게 인식하고 뉴스의 근거를 비 으로 이해하게 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비교 집단은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 신뢰성,타당성을 심으로

배우고 공정성도 그와 등한 비 으로 형식 객 성의 수 에서 배우게 되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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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실험 집단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이는 비교 집단에서 정보원에 한 추가

제시가 필요하다는 이해를 보여주는 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비교-토의3]에

서는 고1인지,고3인지에 따라 9시 등교에 한 학생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에

도 고1학생만 인터뷰한 것에 해 문제를 제기한다.이는 매우 타당한 비 이기

는 하나 뉴스의 특성 혹은 의도에 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비 이해가 아니

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수 의 이해이다.

모든 학생이 9시 등교를 반기고 학부모는 이를 꺼려하는 것처럼 립구도를 설

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그 의도성에 한 이해로부터 근거의 타당성을 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 이 소개되어야 하는데 그 지 못하다는 형식

객 성 수 에서의 비 이었기 때문이다.가령 이 뉴스에서 기자가 9시 등교를 찬

성하는 고3학생의 인터뷰를 추가 으로 제시해 놓았다면 비교 집단의 학생들은

더 이상 뉴스의 근거에 해 비 시각을 견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실험 집단은 뉴스에 해 제기될 수 있는 비 을 모면하기 해 뉴

스가 형식 객 성 수 에서 제작된다는 이 강조된 교육 내용을 학습했기 때

문에,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뉴스에 한 비 을 피하

기 해 형식 인 수 에서 짜 맞추어진 것일 수 있다는 을 인식한다.따라서

아무리 다양한 을 변해 주는 정보원이 균형 으로 제시되어 있더라도 비명

시 인 방식으로 특정 이 지지될 수 있다는 을 인식한다.이로 인해 정보원

이 상반되는 으로부터 동일하게 한 명씩 제시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형식 인

수 에서는 공정하나 실질 으로는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이해하

는 것이다.이러한 은 [실험-토의4]에서처럼 이 뉴스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립

으로 갈등의 구조가 설정된 이상,실질 으로는 학부모 쪽의 이 더 우호 으

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을 비 해 내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③ 의도 악에 한 비

어떻게든 실을 객 으로 보여주는 것은 실질 으로 불가능하다.뉴스 역시

실을 있는 그 로 반 해 주는 거울이 아니라 특정 으로 실을 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그리고 그 이란 것은 기자와 언론사의 성향 가치

외에도 외부 요인의 향을 받아 형성된다.따라서 뉴스를 제 로 이해하기 해

서는 뉴스 제작자의 의도를 악하는 것이 필수 이다.그러나 뉴스 제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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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의도는 명시 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 지 않을 때가 더 많다.특정

을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뉴스는 한 쪽으로 경도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

만 그것이 가능하든 그 지 않든 뉴스는 언제나 공정하기를 요구받기에 형식 으

로나마 특정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 기에 뉴스에서는 비명시 인 방식으로 특정 의도가 드러나기 마련이며,이

로 인해 뉴스 수용자들은 뉴스의 모든 표 장치들을 뉴스 생산자의 의도와 련

지어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뉴스가 뉴스 생산의 여러 여 요인들에

의한 실구성체라는 인식이 부족하면 특정 의도가 담긴 뉴스의 표 장치들에

해서 제 로 된 이해를 할 수 없다.아래 통제 집단과 비교 집단의 사례가 바로

그러하다.

【텍스트 기반 비 -갈등( 국)-통제-학생17】

이 뉴스는 국 개고기 축제에 이용할 개 때문에 발생하는 동물 애호가들과 식

당 측의 갈등을 보여주는데 딱히 메시지를 달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간에

나온 개를 일부러 학 하는 사람이 언 한 말은 이 주제와 련이 없는데 왜 나

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내 주 인 생각이지만 알게 모르게 동물애호가의 편을

좀 더 들어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다.

【텍스트 기반 비 -흥미( 어)-비교-학생14】

한 국 명문 학생이 수능 어를 풀더니 어렵다고 했고 일상 으로 쓰는 단

어들도 아닌 생소한 단어들을 사용한다고 했다.한 명의 학생의 이야기만 들어서

객 성이 떨어지고 인터뷰를 한민국 학생에게 했다면 더 신뢰성 있는 뉴스가

되지 않았나 싶고 분 기가 수능 어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 같다.한국 노래를

듣다가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어도 다고 생각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後略)

【텍스트 기반 비 -흥미( 어)-실험-학생4】

(前略)한 처음에 나온 국 학생이 이팝을 좋아한다며 춤을 추는 장면은 핵

심 장면이 아니었지만 다소 길게 다 졌다.이것은 우리나라의 어 수능과 계가 없

는 외국인에게 련성을 억지로 부여하려고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이 외국인이 문

제를 풀며 얼굴을 푸리는 장면,명문 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임 리지 입학시험

보다 어렵다는 인터뷰를 통해 수능 어가 잘못되었다는 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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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기반 비 -흥미( 어)-실험-학생18】

(前略)'K-pop'을 좋아해 한국을 사랑하게 된'여학생을 정보원으로 삼은 것도

수능 어 출제 문제를 K-pop등과 같은 가벼운 주제와 동 으로 놓기 한 장

치 을 가능성이 크다. 한 '수능 어 어려워요.힘내세요'로 끝마침으로써 아

무런 책 없이 '그 구나'라는 생각만 남게 된다.(後略)

[통제-학생17]은 갈등 틀로 구성된 ‘국 뉴스’에서 개장수가 개를 일부러 학

하며 한 말122)이 왜 뉴스에서 언 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이는 개장수들을 부정 으로 묘사하여 개고기 축제를 반 하는 쪽을 은연 에 지

지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서 그 의도가 비교 명시 으로 나타난 경우에 해

당하나 통제 집단의 학생은 이 말을 단순히 부차 인 내용으로만 이해해버린 것

이다.이로 인해 뉴스가 편향 인 것 같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러한 단에 해

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해 수 을 보인다.뉴스의 모든 내용 요소들은 뉴스

제작자의 특정한 의도를 실 하기 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인식 하에 뉴스

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스의 의도를 악하는 양상의 변별 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뉴스는

갈등 틀보다는 인간 흥미 틀로 구성된 뉴스이다.인간 흥미 틀로 구성된 뉴스에서

는 흥미 주로 뉴스가 구성되다 보니 뉴스의 핵심 인 내용과 크게 련이 없어

보이는 장면이 다른 뉴스에 비해 많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통제-학생17]에서와 같이 통제 집단의 학생들이 뉴스의 핵심 내용이 아닌

시각 요소에 해서는 련이 없어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보 듯이 비교 집단의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를 들어 [비교-학생14]에서는 ‘국 학

생이 한국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내용’에 해 단순히 불필요한 장면이기 때문

에 뉴스에서 없어도 된다는 정도의 인식을 드러낸다.이 역시 타당성이나 신뢰성

심으로 뉴스를 이해하도록 하는 비교 집단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험 집단에서는 비교 집단과는 달리 의도성 심으로 이를 이해하는

양상을 보 다.즉 [실험-학생4]에서와 같이 “K-pop을 좋아한다는 내용이나

K-pop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 등은 뉴스에서 핵심 인 내용은 아니지만 수능과

련 없는 외국인을 억지로 수능과 련 짓기 해서”라든지,[실험-학생18]에서

와 같이 “사회 으로 요한 수능 문제를 K-pop과 같은 가벼운 주제와 동일시하

122)동물보호론자들이 개장수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으며 자신들이 그 개를 사겠다고 하자 개를 학

하며 "살 거야 안 살 거야"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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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기 해서”와 같이 이를 어떤 의도를 한 장치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역시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에 각각 실시된 교육 내용의 차이에서 비

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뉴스가 형식상으로는 공정해 보이더라도 비명시 으로 특

정 을 지지할 수 있다는 ,즉 객 성에 한 략 의례 등 뉴스 제작 행

에 해 강조한 학습 내용을 처치 받은 실험 집단이 좀 더 뉴스의 의도성을 고려

하면서 뉴스를 이해했기 때문이다.이는 아래의 토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기반 비 -흥미(메르스)-비교-토의2】

학생1:일단 뉴스에 개연성이 없었어.갑자기 할머니가 물 좀 잡수실래요?흐흐흐 이

게 메르스 하고 무슨 연 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학생2:흐흐흐 맞아.

학생1: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 같아.

학생2:맞아.

학생3:뉴스의 구조가 별로야. 요하지 않은 장면도 들어있고 이것 때문에 집 이

잘 되지 않았던 거 같아.

학생4:맞아.갑자기 40 환자로 넘어가는 부분이 매끄럽지 못할뿐더러 흐흐흐 보도

내용과 맞지 않았어.그 게 느 어.

학생3:그리고 이게 막 메르스에 한 공포감을 없애려는 느낌.왜냐면 이거 나왔을

때 한참 메르스가 감염이 쉽게 일단 쉽게 감염이 되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

고 근데 백신이 없어.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고 막 한참 마스크도 막 사고 그랬잖아.그러니까 그거를 좀 억

러 보려고 면역력이 높으면 메르스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근거 없이 얘기하고

있어.그리고 일단 들었던 근거가 할머니?그거랑 그 앵커가 얘기한 거 있잖아

장면 보여주면서 그리고 인터뷰한 거 있잖아 40 아 씨를.근데 그게 문가

나 의사의 소견이 들어 있는 게 아니잖아.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져.

학생1: 무 이겨내는 방법이 용기를 가지면 된다 이런 식으로.되게 이것도 무책임했어.

【텍스트 기반 비 -흥미(메르스)-실험-토의5】

학생1:선택된 정보원은 어떤 계층을 변하며 이들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었는가?정

보원은 할머니밖에 없지 않나?

학생2:할머니도 있는데 그 어떤 아 씬가?

학생3:어 든 다 완치자 아니야?

학생2:응 완치자지.완치자 말고,걸렸는데 아직 치료 안 된 사람은 안 나왔어.그지?

학생3:응.

학생1:어떻게 묘사되고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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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4: 정 으로.

학생3: 정 으로 묘사하지.

학생1: 리 잘 해줬더니 알아서 나았다.그 게 묘사하고 있고.그러니까 의도 으로

정 으로 묘사했어.

학생2:그니까 막 집안일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정도로

학생1:응 딱 도 의도 인 느낌.다른 정보원이 필요하지 않나?

학생2:할머니 말고도 메르스 걸렸는데 완치가 안 된 사람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학생3:완치가 안 된 사람들이랑 가족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학생1:그 지.

(中略)

학생1:시청각 요소가 암묵 으로 특정 을 지지하지는 않았는가? 상에서 나

오는 게 병원 나오고

학생2:할머니 집에서 막 집안일 막 무리 없이 하는 거 나오고...

학생3:물 먹을래요?

학생4:흐흐흐 맞어 책 읽는 거 나오고

학생2: 메르스 걸린 환자 병원 침 에서 앉아 있잖아.

인간 흥미 틀로 구성된 메르스 뉴스에는 메르스에서 완치된,천식을 앓았

던 77세의 할머니가 등장하고 부차 으로 보일 수 있는 할머니의 물 먹는

장면과 집안일을 무리 없이 한다는 표 등이 제시된다.[비교 집단-토의2]

에서는 이러한 시각 요소가 뉴스의 핵심 내용과 련성이 없어 뉴스 이

해를 방해했다고 단한다. 한 할머니에 한 내용을 다루다 갑자기 40

환자로 넘어간 부분에 해서도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정도의 비

만 한 채 넘어간다.비 의 핵심은 의사와 같은 문가의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와 같이 근거의 신뢰성에 제한되어 있다.

이에 비해 실험 집단에서는 이러한 장면들이 뉴스의 핵심 내용과 연 되지 않

는다고 단하지 않는다.오히려 이와 같은 시각 요소들이 뉴스 체의 논조를

암묵 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단한다.물 마시는 장면과 집안일을 무리 없이

한다는 표 이 할머니를 건강하게( 정 으로)묘사하기 한 장치 으며,40

환자가 ‘앉아’있는 장면에 주목해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메르스가 알려진 것과

같이 무서운 병이 아닐 수 있음을 알리려는 의도라고 악한다.

[비교-토의2]에서 학생3의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억 러 보려고 면역력이 높으면

메르스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근거 없이 얘기하고 있어.”와 같은 발언을 통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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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집단에서도 뉴스의 체 의도에 해서는 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

러나 그것은 뉴스 텍스트 요소에 한 면 한 인식과 비 으로부터 비롯된 이해

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지닌다.다른 화제를 다룬 뉴스에 해서는 제 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메르스의 경우 학생들에게도 매우

여도가 높고 이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배경지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뉴스의 의도를 악하는 것이 비교 쉬울 수 있었겠으나,다른 뉴스에 해서는

그 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는 기자 혹은 언론사의 성향, 고주와 정부 등의 향력 등 뉴스에 여하

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특정 을 지지할 수밖에 없으나,항상 공정하기를

요구받기 때문에 비명시 인 수 에서 어떠한 사건이나 이슈가 특정 방향으로 해

석되도록 하는 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뉴스의 핵심 내용과 동떨어져 보이는 표 혹은 시각 요소가 있을 때

이를 단순히 신뢰성 혹은 타당성의 에서 근한다면 뉴스의 의도를 제 로

악할 수 없다.오히려 그러한 요소가 뉴스의 주요 내용과 별다른 계가 없어

보임에도 왜 제시되었는지를 뉴스 제작자의 의도성을 고려하며 극 으로 사고

하려고 할 때 뉴스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와 같은 양상은

뉴스를 교수․학습할 때에 학생들이 무엇보다 뉴스 제작자의 의도에 을 맞춰

뉴스를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을 시사해 다.

(3)사회․문화 이해

뉴스의 이해가 온 히 이루어지기 해서는 텍스트 차원에 한 이해에 머물러

서는 안 된다.실상 텍스트 차원에 한 이해는 그것이 사회․문화 맥락하에서

다시 어떤 의미로 규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한 제에 해당하며,뉴스에

한 심도 있는 이해는 뉴스 텍스트를 사회․문화 배경과 련지어 사고할 때 비

로소 제 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이에 이하에서는 학습자들이 앞서 텍스트 차원

의 분석을 사회․문화 배경과 어떻게 련짓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사회구조 책임에 한 비

앞서 Ⅱ장에서 뉴스의 특성에 해 고찰하면서 뉴스가 기존 질서를 유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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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을 지 하고,그 이유를 언론인의 사회화 과정,기존 체

제를 변하는 정보원의 선택,경제 제약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해당 사건의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뉴스 행도 여기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보통

뉴스는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심층 인 취재가 이루어지기도 에 보도해야

하는 경우가 부분인데,그러하다 보니 가장 표면 인 원인 즉 개인의 잘못을 그

사건의 원인으로 보도하게 되고,그에 따라 더 큰 차원의 사회구조 문제는 부각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뉴스를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표면 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은폐된 더 거시 인 이유를 함

께 사고하여 그 사건을 체 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는 틀에 따른 제한 에 해 다루기

때문에 그 틀을 악함으로써 뉴스 틀로 인해 뉴스에서 어떤 제한 이 발생하는

지 즉 어떠한 이 은폐될 수 있는지에 해 알려 다.물론 그것에 한 정확

한 내용은 련 배경지식을 통해 사고해 내어야 하나,그 사고의 방향을 제한 혹

은 안내해 수 있다.따라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을 처치 받은 실험

집단은 뉴스 틀이 유도하는 해석 방향에 갇히지 않고 보다 큰 시각에서 뉴스를

볼 수 있게 된다.그러나 통제 집단과 비교 집단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을

처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양 분석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사회․문화 이

해력에서 두 집단 모두 매우 낮은 성취를 보인다.이는 아래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문화 비 -책임(교통)-통제-학생5】

한민국의 낮은 시민의식이 거론되고 있다.‘명 기간 교통 문제에 한 뉴

스’에서 일부 비양심 인 운 자들이 차선을 바꿔가며 다른 차량 운 자에게 피

해를 주는가하면,휴게소에 쓰 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등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 다.이런 행동들을 이려면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한다.이

러한 좋지 않은 운 자들의 행동을 계속 뉴스에 내보내서 낮은 시민의식 수 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사람들이 시민의식의 요성을 깨닫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

동은 어들 것이라고 생각된다.이번 뉴스는 시민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잘 포착했다.하지만 외국의 사례들을 빗 어서 어떤 이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했더라면,더 명확한 주제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를 들면,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길거리의 쓰 기를 거의 버리지 않아서,항상 깨끗한 도로를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구 차나 경찰차 등과 같이 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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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운 자들을 해 다른 운 자들이 으로 차를 빼고 길을 터 다.이 게

외국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사회․문화 비 -책임(교통)-비교-학생16】

명 기간 고속도로에서 버스 용차량에 끼어들어 먼 가려는 사람들,휴

게소를 그냥 통과하여 빨리 가려는 사람들,흡연구역이 있는데 귀찮아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고 버리는 사람들,장애인 용 주자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쓰 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사람들 등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나는

이 뉴스가 잘 보도되었다고 생각한다.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 뉴스

를 보고 나서 반성을 할 것 같기 때문이다.우리의 사회 배경은 자신만 이

익이 되는 일을 찾아서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한다.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을 해 단속을 더 철 히 해서 벌 을 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 [통제-학생5]는 외국의 교통문화라는 사회․문화 배경을 뉴스와 련지

어 사고함으로써 뉴스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이는 이해의 범 가 텍스트 수

에 머문 부분의 통제 집단 학습자들에 비해서는 매우 수 높은 이해를 한 경

우에 해당한다.그러나 [통제-학생5]가 련지은 사회․문화 배경은 뉴스에서

감추어진 부면을 인식하기 한 극 인 목 에서 탐색된 것이 아니라,뉴스에서

의도한 로,달리 말해 뉴스에서 활성화시킨 방향으로 떠올린 사회․문화 배경

이었기 때문에,이와 련지어 확장된 이해의 수 도 근본 인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었다.그에 따라 와 같이 뉴스의 논조 즉 교통 문제의 원인이 온 히 시

민 의식에 있는 것과 같은 이해 양상을 보인다.

양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양상은 비교 집단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났다.[비교-학생16]은 우리 사회는 자신의 이익만 좇기 때문에 명 에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비 을 하고 있는 것인데,이 역시 뉴스가 틀지어 놓

은 해석 방향 그 로 뉴스에 한 사회․문화 배경을 떠올리고 이를 뉴스에

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사회․문화 이해-책임(교통)-실험-학생1】

(前略)이 뉴스는 사건 심의 뉴스이다.사건 심의 뉴스이다 보니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각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자동차들이 얌체 운 을 하고,

담배꽁 ,쓰 기를 버리고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어

쩌면 개인의 잘못이 아닐지도 모른다.정부에서 쓰 기통을 조 더 가까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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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놓았다면 쓰 기를 무단 투기하는 일이 에 띄게 었을 것이며,흡연구

역을 더 많이 만들었다면,구석에 만들지 않았다면 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

람이 었을 것이다. 한 얌체 운 ,잘못된 운 을 하면 내야하는 벌 을 올리

면 잘못된 운 을 하는 사람도 어들 것이다.이 뉴스는 왜 지 정해진 법칙을

유지하고 개개인을 바꾸려고 뉴스를 보도하는 것일까?아마도 보수성향의 뉴스로

서 사람들에게 지 정해진 규칙이 옳다는 것을 머릿속에 심어주며 인터뷰를 한

사람도 직원만 인터뷰를 하면서 보수 성향을 유지시키려는 뉴스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실험 집단은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의 [실험-학생1]은 이 뉴스가

사건 심(일화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을 먼 인식하고,그러하다 보니

지 과 같이 시민의식에 책임을 가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잘못된 행동만이 부

각되었으며 그러한 행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배제되어 은폐되었다는 을 비

한다.그리고 다시 그러한 비 의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된 이

유가 무엇일지를 사회․문화 배경과 련지어 사고한다.즉 일화 심 틀과 책

임 귀인 틀이 결부됨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문제 을 인식하고 이를 사회․문화

배경과 련지어 이해의 지평을 확장한다.이는 의 통제 비교 집단 학생

들이 뉴스가 틀지어 놓은 해석 방향 그 로 뉴스를 이해하는 모습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한 [실험-학생1]은 해당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뉴스를 이해하는 데에 활용했는데,이는 통제나 비교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상이다.앞서 언 했듯이 뉴스의 이 정해지는 데에는 기자에서부터 언론사,

고주와 정부까지 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뉴스 생산 맥락을 뉴

스 이해에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요함에도 통제나 비교 집단에서는 이에 한

인식이 보이지 않았다.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

서는 이러한 뉴스 제작의 여 요인에 해서 크게 심을 두지 않아 왔기 때문

인데,이는 언론사의 소유 구조에 해서까지 생각해 보게 하는 캐나다의 교육과

정과는 매우 상반된 것이다.123)

123)본 연구에서 언론사에 한 태도를 설문조사한 결과,‘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학생들이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이 역시 교육과정에서 뉴스의 생산 맥락에 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

일 수 있다.언론사별로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학생 수와 비율은 아래와 같다.

KBS MBC SBS YTN TV조선 채 A JTBC

학생수(비율) 10(16.7) 9(15) 8(13.3) 16(26.7) 20(33.3) 30(50) 1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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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살펴봤듯이 실험 집단은 언론사의 성향과 같은 뉴스 생산의 맥락 혹

은 뉴스 제작의 여 요인을 고려하여 뉴스 이해의 지평을 넓히기 때문에 통제

집단과 비교 집단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심도 있는 뉴스 이해의 양상을 보인다.

한 단순히 떠오른 사회․문화 배경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에서 은폐되어

있는 에 한 추론과 련지어 사회․문화 배경을 활용하기 때문에 뉴스 틀

의 의도를 근본 으로 비 하게 된다.이와 같은 차이는 아래 비교 집단 실험

집단의 토의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사회․문화 이해-책임(학 )-실험-토의4】

학생3: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 자체가 어린이집 잘못 쪽으로

만 몰아가는 걸 먼 잡아놓고 이 뉴스를 보도한 게 무 티가 나지 않아?비

으로 안 보고 그냥 집에서 보면은 게 완 진짠지 알고 어린이집만

욕할 거 같아.

학생4:그냥 어린이집을 폐쇄해라 이 정도.

학생3:응, 게 문제다 이런.

학생1:이 뉴스로 인해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 는가?이건 딱

도 정권이겠지. 정권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책들을 내놓

아야 하는데 그런 책들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으니까.

학생3:이런 사건 심보도 같은 건 항상 사건만 보니까 정부나 이런 걸 감싸 도는 그

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애.안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거.

【사회․문화 이해-책임(학 )-실험-토의5】

학생1:사건 심 말고 원인 배경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학생2:배경 심으로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요즘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나?뭐

그런 배경부터 정부 정책에 해서도 비 하고 해결 방법에 해서도 제시

하겠지?

학생1:그 겠지.그 으 어린이집 교사 채용 방식 때문에 학 가 자꾸 일어난다.이런

것도 있고,인성을 안 보나?안 보나?인성을 더 면 히 보고 해야지.

학생2:아니지,어린이집에 맡기는 문화 자체가 잘못된 거지.

학생1:아니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정부에서 하더라도 정부가 한

데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인성이 잘못돼 가지고 학 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물론 신문에 비해 종편을 제외한 텔 비 뉴스의 경우 언론사의 논조가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보

기 힘든 도 이에 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TV조선이나 채 A와 같이 언론사의 성향이 확실한

경우에도 이에 해 잘 모른다고 답한 학생의 수가 상당하다는 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텍스트의

맥락에 한 고려 없이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분명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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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해-책임(학 )-비교-토의2】

학생1:특정 이 선택된 의도는 그냥 딱 도 그 뭐지 이 어린이집 아동 학 사

건을 보도 할라고,알리려고 그럴려고 선택한 거 아니야?그 지 않을까?

학생3:그럴 것 같아.

학생1:그 다음에 뉴스는 정보만 달하 는가 아니면 무언가를 특정 방향으로 해석

하도록 설득하기도 하 는가?

학생3:설득...설득 설득했...

학생4:이거 그거 아니야?그 어린이집 cctv설치해야 된다고 설득하려고

(中略)

학생1:그 다음에 이 뉴스에 숨어있는 사회 문화 배경은 무엇인가?

학생2:육아 정책?맞벌이 부모 육아 정책에 해 문제를 삼은거 아니야?맞벌이 부부들.

학생3:음 맞아.맞벌이 때문에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데 에도 이런 거 많았을 텐

데 수가 으니까 별로 안 뜬 거지.지 은 수가 많으니까 뜨고 있는 거니까

문화 배경 맞겠지.

학생1:그러면 인터넷도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니야?왜냐하면 이 학부모가 인터넷 평

이 좋아서 보고 갔다고 했잖아.

학생3:어 맞어.

[실험-토의4]와 [실험-토의5]에서는 텍스트 요소에 한 인식 비 이 사회․

문화 배경을 활용한 비 으로 연결되면서 이해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즉 먼 뉴스의 틀이 무엇인지 악하고 그러한 뉴스 틀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뉴스의 한계를 인식한다.이때 뉴스의 한계 즉 배제되어 은폐되어 있

는 지 에 해 추론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문화 배경을 끌어오고 이를 통해

이해의 지평을 확장한다.

어린이집 아동 학 에 해 다룬 이 뉴스에서는 학 의 원인이 어린이집 측에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유도하고 있다.즉 학 가 이루어진 장면과 이에 해 거세

게 항의하는 학부모의 모습을 심으로 뉴스를 구성하여 교사의 부도덕성이 이

사건의 원인으로 해지도록 하 으며,학 의 다른 원인에 해서는 사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다.더군다나 어린이집 아동 학 에 한 사회 지탄

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에서 은폐된 측면을 추론해 내

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 집단 학생들은 에서 언 했던 것과 같이,뉴스 틀이 지닌 한계에



-238-

한 인식으로부터 이 사건의 원인을 뉴스에서 부각시킨 데에서만 찾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 측면에 해 극 으로 사고함으로써 은

폐된 지 을 포함하여 뉴스를 체 으로 이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나 [실험-토의4]에서 “ 어린이집만 욕할 거 같아.”,“그냥 어린이집을

폐쇄해라 이 정도”,“이런 사건 심보도 같은 건 항상 사건만 보니까 정부나 이런

걸 감싸 도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애.”와 같은 발언은 사건 심(일화 심

틀)의 뉴스 구성에 한 학생들의 비 인식을 잘 드러낸다.즉 실험 집단의 학

생들은 일화 심으로 뉴스를 보도하게 되면 사건의 맥락이 은폐되고 그 사건 자

체에 한정하여 뉴스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사건에 한 비 이 기존 체제에 한

문제제기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비교-토의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교 집단에서는 숨어 있는 사

회․문화 배경을 어떻게 뉴스 이해와 련시킬 수 있는지에 해 모르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인터넷에 한 사회․문화 배경을 가져온 것은 어떤 방향

으로 사회․문화 배경을 확장시켜야 하는지에 한 단서를 텍스트 요소로부터

안내받지 못했다는 을 단 으로 드러낸 양상이다.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다는

사회․문화 배경은 이 뉴스가 유도하고 있는 해석의 방향을 뒤엎을 수 있는,즉

아동학 의 문제가 개인의 도덕성이 아닌 어린이집 교사당 맡아야 하는 어린이의

수가 늘어나게 된 정책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활용

될 수 있었다.그러나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교 집단 학생들은 단순히 이와

같은 사회상을 활성화시키는 데에서 그치고 이를 뉴스 이해에 목시키지는 못하

고 있었다.

② 갈등의 본질에 한 비

연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갈등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는 내용

이다.갈등 자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주요 이

슈들은 얼마간 갈등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갈등은 부정 함의를

지니고 있는 듯하나,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발 여부가 결정

되기도 한다.따라서 뉴스에서 갈등을 제 로 조명해 주는 것은 사회의 발 을 추

동한다는 에서 매우 요하다.

그러나 부분의 뉴스에서 갈등을 보도하는 양상을 보면 그 갈등의 본질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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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에 해서 다루기보다는 주로 립 장면을 자극 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

다.이로 인해 뉴스 수용자들은 그 갈등이 어떠한 것인지에 한 이해는 하지 못

한 채 단편 이고 자극 인 립 양상만 하게 된다.통제 집단 비교 집단이

주로 자극 이고 선정 인 장면의 성만을 지 하면서 은폐되어 있는 사건의

본질과 련지어 뉴스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통제 집단은 갈등 틀 유형의 뉴스에서는 비 상을 개 이탈하여 뉴스

사안에 해 비 하는 양상을 보 기 때문에 제 로 된 사회․문화 이해를 할

수 없었다.아래 [통제-학생5]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사례인데,[통제-학생5]

는 개고기 축제를 보도한 뉴스를 비 상으로 삼지 않고 개고기를 먹는 사안에

해 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문화 배경을 활성화시킨 방향 역시 뉴스

사안으로 이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문화 비 -갈등( 국)-통제-학생5】

(前略)하지만 개는 인간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개고기를 반 하는 것은 매우 모

순 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밥상에 오

른다.소,돼지,닭,오리 등 그 동물들의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다.하지만 단

순히 개가 귀엽고 불 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고기를 섭취하는 사람들을 모욕하

고,야만하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소,돼지,닭이 먹히는 건 안 불 하고,개는

불 하다는 건 오직 개의 입장만 생각한 사람들이다.그러면 살아 있는 생명체가

고기로 요리되는 건 없어져야 한다.자연은 먹이사슬이라는 게 존재한다.힘이 더

센 종족이 약한 종족을 잡아먹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잡아먹히는 동물이

불 하다고 육식을 하지 말라는 건 먹이 사슬 쪽에 존재하는 동물들은 굶어 죽

으라는 소리다.먹이 사슬에서 개도 피해갈 수 없다.물론 애완용으로 사람을 기쁘

게 할 수는 있지만,개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본다.그 수많

은 고기 반찬 에서 개만 반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주장이라 생각된다.

기존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도 틀에 따른 뉴스의 제한 에 해 다루지 않

기 때문에 비교 집단도 사회․문화 배경을 뉴스와 어떻게 련지을 수 있는지

에 해 어떠한 안내도 제시받을 수 없었다.이로 인해 양 분석 결과에서 살펴

본 것처럼 사회․문화 이해력에서 매우 낮은 성취를 보 는데,아래와 같은 양

상은 이를 잘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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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비 -갈등( 국)-비교-학생9】

(前略)이 뉴스는 동물애호가의 입장과 개고기 축제를 진행하려는 상인들의 입

장을 모두 보도함으로써 편 인 뉴스가 되진 않았다.자료화면은 하나의 타당

성 있는 근거가 되어 주었고, 지 특 원의 생생한 보도는 신뢰성을 다.하지

만 이 게 자극 인 뉴스를 시청자들에게 보도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할 수 있다.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넘어 국과의 분쟁이 발생

할 수도 있고,작은 문화를 존 해 주지 않는다는 '한국인'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나라를 홍보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後略)

의 [비교-학생9]는 국 개고기 축제에 한 자극 인 뉴스가 우리나라와

국 간의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해 양상을 보이는데,이는 뉴스 보도가 미

칠 수 있는 사회 향력에 한 인식을 보여주었다는 에서는 바람직하다.그

러나 인식상의 비약이 심하여 오히려 이와 같이 뉴스의 력까지 고려하여 뉴

스를 이해한 것이 뉴스에 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고 있었다.즉 뉴스를 사회․

문화 배경과 련지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해 구체 으로 교수․학습

하지 못한 채,이를 하나의 명제로만 제시해서는 이처럼 비약이 일어나는 등 뉴스

이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문화 이해-갈등( 국)-실험-학생16】

(前略)뉴스에선 개고기 상인의 입장을 변하는 시민의 인터뷰가 하나 나왔는

데 ' 업에 방해가 된다'는 말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부분을 뉴스에 넣었다.따

라서 이 뉴스는 만들어지기 부터 기자의 생각이 들어간 공정하지 않은 뉴스라

고 생각한다.뉴스에서 실제로 다루어야 할 본질 인 문제인 '개고기 문제'보단

사람들이 편을 나눠 착한 편 나쁜 편이 싸우는 장면을 뉴스에 내보낸 느낌이다.

그리고 뉴스에선 착한 편의 손을 들어 느낌이 든다.이 뉴스를 공정한 뉴스로

만들기 해선 좀 더 설득력 있는,즉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닭이나 돼지를 먹는

것처럼 국인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화 상이라는 개 장수의 인

터뷰를 추가하고,시각 인 요소를 개 장수 입장에서도 추가해서 내용을 편집하

면 공정한 뉴스가 될 것 같다.(後略)

국 개고기 축제를 갈등 틀로 다룬 이 뉴스에서 갈등의 본질은 개고기를 먹는

것을 국의 문화로 받아들여야 하느냐,아니면 서구 사회 혹은 동물보호론자들의

시각에 따라 야만 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의 문제이다.따라서 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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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축제에 한 립을 공정히 보도하기 해서는 이와 같은 양쪽의 을

온 히 드러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뉴스에서 개고기 축제 옹호론자의 인터뷰 내용은 ‘정상 업이기

때문에 방해하거나 인격 모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이는 정보원을 마치

법 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사회 으로 논쟁이 일고 있는 일에도 계치 않는 사

람으로 묘사하여 경제 논리로만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한다.

존 받아야 할 하나의 타당한 이 제시되지 못하고 왜곡된 이미지가 그

을 체하게 한 것이다.이로 인해 뉴스는 형식 으로는 양측의 입장을 골고루 제

시하 지만,비명시 으로 개고기 축제 반 론자들의 을 더 타당하게 보도하

여 이를 더 우호 으로 만들었다.

[실험-학생16]에서는 이와 같은 뉴스의 문제를 갈등의 본질과 련된 사회․문

화 배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해하는 양상을 보여 다.즉 [실험-학생16]은 갈

등 틀이 일화 심 틀과 결부될 때 갈등의 본질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립

하는 장면만을 자극 으로 보도하게 된다는 제한 을 학습하 기 때문에,이 뉴스

에 나타난 갈등의 본질과 련하여 문화상 주의라는 사회․문화 배경을 활성

화시키게 되었고,이 과정에서 뉴스에 비명시 인 공정성의 배가 일어나고 있음

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문화상 주의라는 사회․문화 배경을 알지 못했다면 [실험-학생16]은 뉴

스 틀에 한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뉴스를 심도 있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반 로 문화상 주의라는 사회․문화 배경을 알고 있더라도 뉴스 틀에

한 인식으로부터 뉴스에서 은폐되어 있는 지 이 무엇이며,무엇에 주목해 보아

야 하는가에 한 을 학습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사회․문화 배경을 활성화시

키지 못했을 것이다.따라서 여러 사회 이슈에 한 배경지식을 평소에 쌓아놓

는 것과 함께 뉴스 틀에 한 지식으로부터 뉴스를 비 으로 근하는 법을 배

우는 것은 뉴스 이해를 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정보원에 해 토의하는 장면인데 이를 통해

서도 집단 간에 사회․문화 이해력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사회․문화 이해-갈등(등교)-실험-토의4】

학생2:언론사 성향?딱 도 조선일보.흐흐

학생4:맞아 딱 도. 무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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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2:이 뉴스에서 사회 으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지?언론사는.

학생1:이 상황을 유지하려고.9시 등교 나쁘다고.

학생2:근데 무 이거를 애들이랑 부모님이랑 그니까 학생이랑 부모님이랑 무

립 인 구조로 만들어놨어.이거는 학생이랑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지 않아?근

데 무슨 싸우는 것처럼.

학생3:맞아.

학생2:학생이 찬성하고 부모가 반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9시 등교가.

무 둘이서만 두 역할에서만 립 으로 만들어 놓은 거 같애.

(中略)

학생2:선택되지 않은 다른 구성 방식으로 구성 다면?선택되지 않은 구성 방식?

학생1:내용이랑 원인 심.그런 식으로 구성 으면 좀 더 반 하는 쪽하고 찬성하

는 쪽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겠지.그래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아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건 런 문제가 있고 그 게 할 수 있었

을 텐데 이건 그런 걸 못 느끼고 그냥 학생이랑 학부모가 립하고 있구나 그

사실밖에 못 느끼니까.

(中略)

학생1:부차 인 갈등만 보도하지 않았나?이런 이런 것들 가치들이 안 나왔잖아 뭐

가 요한지.

학생2:난 솔직히 이 뉴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그냥 진짜로 학생

하고 부모가 이 게 립하고 있다 해서 서로 의견 인터뷰 해놓고 지 이런

사태입니다.보도를 마치겠습니다.이러고 끝낸 거 같애.얘네가 말하고자 하는

게 진짜 요한 그 핵심이 뭔지 모르겠어.내가 바본 거야 뭐야.

【사회․문화 이해-갈등(등교)-비교-토의3】

학생 2:야 근데 여기 마지막에 학생들을 한 정책이 될 수 있을지 막 이랬잖아.근

데 학생들이 막 기뻐하면 그게 학생들을 한 정책이 아니야?

학생 1:근데 에 보면 학원가가 재빨리 잇속을 챙기기 해 나섰다잖아.

학생 2:근데 그것도 학생이 원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잖아.

학생 1:부모가 억지로 시킬 수도 있잖아.

학생 2:아니 근데 그럼 어느 정도 맞춘 거 아니야?지 이거 다 학생 입장이 아니

라 다 어른들 입장이잖아.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조 그 다 쳐도 학부모

수능 그거 얘기는 잘 모른다 쳐도 이거 고1,고2이거는 학부모만 바쁜 거지

학생은 원하는 로 하는 거잖아 그럼 학생들에게 이로운 거 아니야?그럼

학생들을 한 정책으로는 논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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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그게 이게 왜 학생들을 한 정책이 될 수 있을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냐가

왜 그 냐면 학생들은 일단 찬성을 하잖아 근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학생들

과 학부모 둘 다 이득을 보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학생들만 이득을 보게

한 거잖아.니가 보면서 이 게 학원가가 늦춰진 등교시간에 새벽 수업을 계

속 하면 그러면 막 좀 빡센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키잖아 막 뭐라고 하잖아

그런데 다녀본 경험이 있을 텐데 뭐라고 하잖아 그래서 아침 일 일어나고

이게 더 힘드니까 이게 과연 애들한테 좋은 거냐 이 게 하는 것 같기도 해.

[실험-토의4]에서는 우선 언론사의 성향에 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뉴스의 논

조에 한 자신들의 이해를 확인하는 양상을 드러냈다.이 뉴스가 9시 등교에 반

하는 논조로 보도되고 있다는 자신들의 단과 언론사의 보수 성향이 부합되

자,특정 언론사의 보도 방향이 무 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언론사의

성향과 같이 뉴스 제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해 고려하면서 뉴스를

이해하는 양상은 통제 비교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양상인데,이러한

요인들이 뉴스의 논조에 큰 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성향(혹은 이념)은 모든 매체 담화에서 일정하고도 측 가능하게 존재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124)언론사 성향에 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뉴스를 이해

하도록 할 때에는 언론사에 한 지식 혹은 태도가 오히려 뉴스 이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실험-토의4]에서는 이 뉴스가 갈등 틀로 구성되었다는 을 악한

학생들이 9시 등교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고하는 과정에서 9시

등교는 학부모와 자녀인 학생 간의 문제일 수 없다는 을 악하는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즉 [실험-토의4]에서 실험 집단 학생들은 학생과 학부모 간의 부

한 립이 부각됨으로써 이 뉴스가 9시 등교 이슈의 본질에 해서는 제 로 다

루지 못했으며 이 뉴스에서 무엇이 요하게 다루어졌어야 하는지에 해 심도

있게 사고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있다.이와 같이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

육 내용에서는 뉴스에 한 거시 틀에 한 지식을 통해 뉴스에 어떤 제한 이

생길 수 있는지 악하게 하고 그러한 제한 에 해 사회․문화 배경을 활성

124)뉴스에서 ‘어떤 이념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분석가들이 어떤 매체 담화에

해서도 항상 물을 비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라고 생각되어야 한다(Fairclough,

1995/2004).따라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 논조는 항상 어떠할 것이라는 성 한 측을 통해 뉴스를

이해하는 것은 뉴스를 곡해하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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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켜 사고하게 하여 뉴스를 심도 있게 이해하게 한다.

이는 기존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서 명제 으로 사회․문화 배경과 련지

어 뉴스를 이해하라고 한 채 어떠한 구체 인 안내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과는

매우 변별되는 것이다.[비교-토의3]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비교 집단에서

는 뉴스가 틀지어놓은,‘학생들은 9시 등교를 찬성한다’는 에 해서 비 의

식을 가지지 못한다.학부모들은 반 하고 학생들은 찬성한다는,뉴스가 세워놓은

립각에 해서 별다른 비 의식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이는 언론사 성향

갈등 틀에 한 악을 통해 억지스러운 립각에 한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는

실험 집단과는 분명한 조를 보이는 지 이다.

③ 맥락의 사소화에 한 비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1인 미디어 시 가 될 정도로 뉴스 시장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이에 따라 각 언론사는 시청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그로

인해 뉴스가 연성화되는 상이 두드러졌다.경성 뉴스로 처리되어야 할 뉴스에

해서까지 흥미 주의 보도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뉴스가 흥미 주로 구성되

게 되면 사회 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의제가 매우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

지게 되기 때문에 그 안건이 지닌 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게 된다.이러한

상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으로 요한 이슈에 해 제 로 된 문제제

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특정 집단이 이득을 손쉽게 얻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스가 흥미 주로 보도될 때에는 흥미가 부각된 만큼 해당 이슈의 사회

요성이 사소화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특정 집단에게 이득이 돌

아가지는 않았는지를 살펴 야만 한다.그러나 아래에 제시된 통제 비교 집단

에서는 이와 같은 이해 양상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문화 이해-흥미( 어)-통제-학생1】

(前略)나는 이 사례를 보면서 이 뉴스의 주장에 해 동의하게 되었다.실제

수능 어 문제를 어권에 살며 심지어 명문 를 다니는 학생이 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렵고 재 한국 학생들이 노력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 다.수능

어에 해 이런 뉴스를 듣고 나니 '수능 어 평가'제도가 나타나게 된 배

경에 해 좀 더 이해가 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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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비 -흥미( 어)-비교-학생3】

한국이 교육에 엄청난 시간을 쏟는다는 것을 한민국의 고등학교 생활을 거친

이라면 구든 공감할 것이다.엄청난 학구열에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수업 진도,

난이도,높은 시험까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이 뉴스는 이러한 사회를 비 한

다.(中略)이 뉴스는 재의 이슈를 잘 잡아냈다.아무리 물수능,불수능이라 할지라

도 어를 사용하는 지인도 잘 모르는 어휘를 시험문제에 담고 외국인에게 풀라

고 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을 것이다.지식을 쌓는 것은 좋지만,그 나라에 맞는

조건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 뉴스는 이러한 을 비 한다.하지만

한 쪽의 입장으로만 치우쳐져 말했다.한국의 학생들은 이러한 생활에 익숙해져

문제를 푸는 것을 그리 어렵게 느끼지 않는 학생도 다수 있을 것이다.(後略)

【사회․문화 이해-흥미( 어)-비교-학생13】

임 리지 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수능 시험 어를 봤는데 어렵

단다.외국인이 보기에도 수능 시험 어 문제는 어렵다는 것이다.뉴스에 들어간

상의 부분은 임 리지 생이 유튜 같은 데 올린 상인 것 같다. 상의

출처가 확실하지 않고 혼자 나와서 문제를 풀고 어렵다고 시험지를 찢는다.주장

의 근거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풀기에도 수

능 어 문제는 어렵다는 건데 외국인 1명이 나와서 어렵다고 한 것을 가지고 마

치 모든 외국인이 그 게 생각하는 것처럼 비춘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정작 시험

은 한민국 학생들이 본다. 상 속 임 리지 학생은 우리나라 수능을 보지

않는다.그런데 가장 요한 우리나라 학생의 인터뷰도 빠져 있고 학부모,교사 등

수능시험의 이해 계에 묶인 수많은 사람들의 얘길 듣지 않았다.공정성과 객 성

을 잃은 것이다.사회 으로 요한 문제인데 보다 보면 무 가벼운 느낌이 든다.

[통제-학생1]은 이 뉴스를 이해하는 데에 ‘수능 어 평가’라는 사회․문화

배경을 활용한 에서 다른 통제 집단 학생들에 비해 폭넓은 이해의 양상을

보 다.그러나 [통제-학생1]은 뉴스 틀의 의도 그 로 뉴스를 이해하고,이를 토

로 수능 어 평가에 한 이해를 공고히 했다는 에서,사회․문화 배

경을 통해 뉴스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오히려 뉴스를 통해 자신의 배경지식에

한 이해를 증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러하다 보니 배경지식이 뉴스 이해를

비 으로 바라보게 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뉴스로 인해

새롭게 추가된 양상이 되어버렸다.

비교 집단에서도 통제 집단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학생이 뉴스에서 활성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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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측면 즉 수능 문제의 폐해에 해서만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사고를 확

장하 을 뿐,해당 뉴스에 어떠한 이 배제되어 있는지,이 뉴스로 인해 어떤 집

단이 이익을 보는지와 같은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았다.[비교-학생13]의 경우에

는 인간 흥미 틀로 구성된 이 뉴스가 사안을 무 가볍게 만들고 있다는 지 에

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 으나,그로 인해 생되는 사회․문화 향

력에 해서는 더 이상 사고를 확장하지 못하 다.여 히 뉴스 이해에서 가장

이 되는 부분은 이 뉴스에서 제시된 근거가 타당한지에 놓여 있었으며,사회․

문화 배경과 뉴스를 련지어 뉴스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못하 다.

[비교-학생3]에서는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행으로 치닫고 있는 교

육 상황을 배경으로 가져와 해당 뉴스를 이해하는 데에 활용한다.그러나 이 역시

통제 집단에서 설명한 로 뉴스가 배제한 측면을 찾기 한 시도에서 사회․문

화 배경을 탐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의 논조에 부합하는 사회․문화

배경을 떠올리는 데 그치고 만 경우에 해당한다.비교 집단에서도 통제 집단과 크

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물수능’에 한 배경지식을 떠올린

것은 뉴스의 틀에서 벗어난 이해를 할 수 있는 단 역할이 될 수 있었지만,이

역시 근거로 내세운 상황이 타당하지 못하다는,즉 타당성에 한 비 에서 더 나

아가지 못했다.

【사회․문화 이해-흥미( 어)-실험-학생1】

(前略)뉴스에서는 수능 어 시험이 어렵다는 것을 인간 흥미 내용으로 보도하

고 있다.이런 인간 흥미 방식으로 뉴스를 만들면 사건 심이 되어 큰 그림이 잘

나오지 못하고 사소화될 수 있는데 이 뉴스가 딱 그 다.수능은 우리 사회와

련된 큰 문제이다.사회의 문제와 련이 되어 있는데 이 뉴스에서는 이러한 배

경을 단순화시키고 있다.우리 사회가 경쟁주의이기 때문에 수능을 통해 좋은

학교에 가려고 노력한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능을 어렵고 잘 풀지 못하게 만

드는 것인데 이 뉴스에서는 ‘국 명문 생’이 풀지 못한다고 방송하여 내용을 흥

미롭게 만들고 사소화하여 방송했다고 할 수 있다.이 뉴스는 수능 어 평

가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내용을 내놓은 것뿐이다.여기서 수능 어가 왜 어려워

야 하는지 배경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를 진행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後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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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해-흥미( 어)-실험-학생6】

여기서는 수능 어가 어렵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하지만 이 뉴스의 문제

은 바로 문제 을 축소했다는 이다.사실 수능의 지나친 난이도 상승은 어려

문제 을 가지고 있고 심각한 문제이다.하지만 여기에서는 수능 문제를 풀어

본 여인이 매우 발랄하게 나오고,그래서 수능 문제가 어려운 것을 말 그 로 '어

렵구나'라고만 생각하게 만든다.사실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말이

다.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수능 어 평가에 힘을 실어 수 있고,기자

도 그것을 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 실험 집단의 학생들은 인간 흥미 틀로 구성된 뉴스에서도 뉴스 틀에 한

지식을 토 로 뉴스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먼

[실험-학생1]은 인간 흥미 틀이 용되어 뉴스의 맥락이 사소화되어 버린 을 지

한다.그리고 스스로 수능에서 어 과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사회․문화

배경을 사고해낸다.경쟁주의로 인해 학 입학이 어느 나라보다 요시되고 그러

다 보니 내용이 어렵게 된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맥락을 무시하고 사안을 개인

주로 보도하다 보니 복잡한 성격의 문제를 사소화시켜 버렸다는 을 지 한

것이다. 한 이러한 보도로 인해 재 어 평가를 추진하는 정책 추진 주체

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을 악하고 있다.[실험-학생6]역시 인간 흥미 틀

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식을 토 로 국가의 요 사안이 흥미 주로 보도되어 이

문제에 해 숙고하는 분 기를 조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을 지 하면서 이러

한 보도로 인해 특정 집단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을 꼬집고 있다.

이상의 양상을 종합해 보면,비교 집단에도 뉴스를 사회․문화 배경과 련지

어 생각해 보게 하는 교육 내용이 처치되었으나,텍스트 요소와의 련 하에 이를

사고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다른 교육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실험 집단은 뉴스의

틀을 분석함에 따라 그 틀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 혹은 제한 을 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 로 유의미한 방향으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아래의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토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사회․문화 이해-흥미(메르스)-실험-토의4】

학생1:그러니까 이게 사건 심으로 보돌하고 있는데 메르스를.거기서도 뭐냐 인간

흥미 틀로 보도를 했어.근데 약간 좀 일단 제목부터가 천식 앓아온 77세 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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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도 막 그런 식으로 뭐라 그러면서 약간 이런 사람도 막 그런 식으로 해

서 메르스 걸린 사람들이나 메르스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 탓이다.그런 탓으

로 약간 좀 몰아가는 느낌.그래가지고 이게 정부가 막 이제 실 인 처도

못하고 빠른 처도 못하고 막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뭐 아니면은 격리가 제

로 안 된다거나.아니면은 뭐 그 게 감염자?감염자를 잘 리하지 못한 그

런 문제들도 많을 텐데.그런 문제들을 좀 일부러 숨기려고 약간 좀 개인의 문

제로 치부해 버리지 않았나.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런 표 들이 많았고.

학생2:그래서 공정성 부분에서는 공정성.메르스를 잘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

기는 안 나왔잖아.이것 땜에 힘들고 것 땜에 힘들고 분명히 그런 내용들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의도 으로 뺐고,그래서 지 메르스가 지 막 세계

으로 문제가 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무 사소화시켜서 메르스도 별 거

아닌데 사람들에게 약간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학생3:맞어.

【사회․문화 이해-흥미(메르스)-비교-토의3】

학생3:근데 메르스를 무 우습게 보지 않았나?

학생1:어 맞아.

학생2:근데 이게 왜 이 게 나왔냐면 두려움을 그러니까 메르스는 걸리면 다 죽는다

이 게 그냥 다 사람들이 그 게 말해버리잖아.근데 이 사람들은 완치 는데

왜 죽냐 리만 잘하면 된다 이거를 이 뉴스는 보여주는 것 같아 나는.

학생1:근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그 사람들은 리 안했나?

학생2:그러니까 리를 잘 해주긴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게 해서 그

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걸 보면서 나는 의사의 오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왜 그러냐면 그 남성 ‘의학 병상에 입원 인 40 남성 환자입니

다’이거 있잖아.그 부분에 ‘수 차례 검사에서 메르스 반응이 검출되지 않아

오늘 퇴원합니다’잖아.근데 감염 이후 근육통이나 호흡 곤란 이게 없는 사람

이라고 하면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

이 과연 메르스에 걸렸을까?이 게 의문이 들기도 해.이걸 보면서 그 지

않아?왜 그러냐면 이런 게 없었는데,이런 게 증상이라 그랬는데 이런 게 없

었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감기 아니었을까?이 게 생각 밖에 안

들어.그 잖아?

【사회․문화 이해-흥미(메르스)-비교-토의4】

학생1:이 뉴스의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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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3:메르스로 인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완치되는 사람들을 보여 으로써 메르스로

인해 혼란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 혼란을 덜어주는 것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4: 다른 언어 인 에서 좀 공정성이 어 난다고 보는 표 이 있을까요?

학생2:메르스 완치자가 했던 말 에서 그 게 큰 병이 아니고 몸만 잘 리하면 치

료하고 완치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이 말이 조 뭐라 해야 되지?

학생1:주 이라는 말 을 하고 싶은 거죠?

학생2:네

학생3:사람들이 안심을 할 것 같아요.아 병이 나을 수도 있구나.

학생1:이 뉴스에는 어떤 사회․문화 배경이 숨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4:그 당시에 메르스가 많이 발병하여 혼란스러운 상태 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 집단 학생들은 뉴스의 텍스트 요소인 틀에 한

분석을 시작으로 뉴스의 의도를 비 으로 악해 나간다.인간 흥미 틀로 구성

된 뉴스에 해 단순히 재미있고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뉴스가 활성화시켜

놓은 즉 ‘메르스도 스스로 처하기에 따라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해석 틀

에 갇 뉴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분석해 낸 틀의 제한 을 거로 하여 뉴

스를 이해한 것이다.제목이나 표 방식 등으로 구 되는 미시 틀에 한 분석

이 인간 흥미 틀과 같은 거시 틀에 한 분석과 맥을 같이 하는지 검하는 과

정도 확인할 수 있다.즉 뉴스의 거시 틀 분석을 통해 이 뉴스가 메르스와 같은

커다란 사회 문제를 흥미로운 개인의 사례에 을 맞춰 다룸으로써 이에 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의 책임은 부각되지 않게 되며,77세 천식 걸린 할머니를

노출시킨 제목 역시 이와 같은 의도에 부합되는 표 이라는 을 지 하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의 경우 워낙 사회 으로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여

러 언론사를 통해 이에 한 다양한 담론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즉 이 뉴스는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이 매우 높은 사안을 다룬 뉴스에 해당한다.이로 인해 몇몇

비교 집단에서도 이 뉴스에서 메르스에 한 정 인 면만 부각되어 정부의 미

숙한 처와 같은 지 이 은폐되었다는 비 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교-토의4]에서처럼 배제되어 있는 사회․문화 배경을 충분히 활성

화시키지 못하거나,[비교-토의3]에서처럼 핵심 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

에 해 비 시선을 보내는 등의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같은 은 역

시 틀과 같이 선택과 배제와 련된 텍스트 요소에 한 인식으로부터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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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배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배경지식에 의존하여 사고의 확장

을 하려다보니 발생되는 양상으로 해석된다.이는 실험 집단의 모든 소집단에서

이 뉴스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집단에 해 언 한 것 즉 사회․문화 으로 배제된

부면까지 연결 지어 뉴스를 해석한 것과는 분명 변별되는 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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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1.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비 으로 검토하고 기존의 문제

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제안하는 데에 목 이 있다.이

를 해 본 연구는 먼 Ⅱ장에서 뉴스의 개념,특성 조건을 고찰하 다.이를

통해 뉴스는 실을 있는 그 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면을 선택하여 강

조하며 다른 부분은 배제하여 은폐시켜 실을 극 으로 구성해 낸다는 실구

성론의 을 제시하 다. 한 이로 인해 뉴스를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뉴

스에서 배제되어 있는 부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다.

뉴스 이해 교육에 한 근에 해서도 검토하 다. 재 뉴스 이해에 한 교

육과정에는 언어에 한 기호론 을 취하는 매체언어교육의 근이 많이

용되어 있어,복합양식 요소의 의미화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으나,뉴스 장르 지식을 활용하거나 뉴스 생산의 여 요인,규칙, 행 등

의 맥락을 고려한 뉴스 이해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 하 다.

비 담화분석의 근은 텍스트 요소뿐만 아니라 담화 그리고 사회․문

화 맥락을 고려한 이해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뉴스 이해 교육에 용할 수 있

는 유용한 방식일 수 있으나,그 방법론 자체가 명확하고 상세한 지침을 제시해

주지 못하며,선택과 배제라는 뉴스의 본질을 구 하는 틀에 해 크게 주목하지

못한다는 에서 이 근 역시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닌다는 을 지 하 다.

이에 한 안 이론으로 틀 이론에 해 고찰하 다.틀의 개념은 여러 학문

분야마다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먼 이에 한 체 인 조망을 한 뒤

이를 통해 틀이 공통 으로 상황이나 메시지에 한 해석의 한계를 정하는,의미

규정 기능을 한다는 을 제시하 다.그리고 형식 ,내용 , 상 측면에서

뉴스를 틀짓는 방식에 해 고찰하 으며,수용자의 틀이 이와 같은 뉴스 틀을 받

아들이는 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도 함께 고찰하 다.

Ⅲ장에서는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실태를 알아보기 해 뉴스 이해에 한 국

내의 교육과정 교과서를 비 으로 검토하 다.그 결과 2007개정 교육과정

에서 뉴스 이해를 본격 으로 다룬 이후 차 뉴스를 면으로 내세운 교육 내용

을 축소하여 왔음을 살펴볼 수 있었고,뉴스를 면으로 내세운 교육 내용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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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었다.

매체 교육에 한 평 이 좋은 호주와 캐나다의 교육과정에서 뉴스 이해 교육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하기도 하 다.이를 통해

호주와 캐나다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교육 내용에 해서도 사회․

문화 맥락하에서 사고해 볼 수 있도록 하거나,뉴스 장르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 한 실태 검을 바탕으로

복합양식 요소의 의미화 방식 고려,뉴스 이해의 비 속성 고려,뉴스 장르 지

식 고려,듣기와 읽기의 변별 고려의 네 가지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설계 원

리를 도출하 으며,이를 바탕으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구안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은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이를 검정하 다.실험은 서울 소재의 고

등학교 1학년 학생 총 60명을 상으로 진행하 는데,이들 각각을 실험,비교,통

제 집단에 무선할당 방식으로 배치하고 실험 집단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틀 인

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비교 집단에는 기존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을,

통제 집단에는 뉴스 이해와 무 한 교육 내용을 처치한 후,학생들의 뉴스 이해

양상을 양 ․질 으로 분석하 다.

양 분석 결과,책임 귀인 틀 뉴스의 텍스트 요소 인식력을 제외한 모든 항목

에서 실험 집단이 통제 비교 집단에 비해 높은 이해력을 보 으며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와,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 체 교

육 내용은 물론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 비해 효과 임을 검정하 다.

책임 귀인 틀 뉴스의 텍스트 요소 인식력에서 세 집단이 동질 집단으로 나온

것에 해서는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 다.첫 번째는 매개변수의 향이다.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텍스트 요소 인식력 수가 상당한 차이를 보임에도 통계

으로 그것이 유의하지 않게 나온 데에는 매개변수가 오차변량을 축소해주었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두 번째는 뉴스 틀 유형의 향이다.기존의 뉴스 이해 교육 내

용에서는 뉴스의 타당성,신뢰성을 악하며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책임

귀인 틀 뉴스의 이해에서는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따져보는 일이 많이 여하게 되고 그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텍스트 요소에

한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다른 두 가지 뉴스 유형인 갈등 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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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흥미 틀 뉴스에서는 텍스트 요소 인식력에서도 실험 집단이 통제 비교

집단에 비해 높은 이해력을 보 으며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와

체 으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이 체 교육 내용은 물론 기존

뉴스 이해 교육 내용에 비해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 분석 외에 질 분석을 함께 실시하 다.이를 통해 실험

집단이 책임 귀인 틀 뉴스의 텍스트 요소 인식력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질

으로 심도 있는 이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즉 인식된 텍스

트 요소가 다양하 으며 그러한 요소로부터 부각된 혹은 은폐된 측면을 사고하

여 뉴스에 한 시각을 확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이 외에도 텍스트 기반

비 이해력과 사회․문화 이해력에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

을 처치 받은 실험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뉴스 이해력을 보이고 있

음을 확인하 다.

각종 매체를 통해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요즘,국어교육의 가장 큰 목표 의

하나가 학습자들이 담화를 비 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할 때

본 연구는 실구성체의 특성을 지니는 뉴스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 다는 에서 시의성과 교육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특히 그동안

국어교육계에서 주목하지 못해 왔던 틀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뉴스 이해의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을 구안한 은 학제간 연구로서의 의의도 지닌다.새롭게

제안한 틀 인식 심의 뉴스 이해 교육 내용의 효과를 양 ․질 으로 심도 있게

검정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뉴스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실태를 구체 으

로 보여 역시 후속 연구를 한 토 를 마련해 주었다는 에서 의미를 가

질 수 있다.

2.제언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우선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에 실

시된 교육 내용이 각 뉴스 유형별로 1회에 그쳤다는 이다.물론 이는 실 으로

뉴스 이해 교육에 배정되는 시간을 고려한 설계 으나 뉴스 유형별 1회에 그친 수업

의 효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양 ․질 검정을 통해 그 가

능성에 해서는 분명히 제시할 수 있었으나 여 히 일반화에 한 제한된 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다음으로는 연구 참여자를 서울 소재의 일반계 고등학교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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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모집하 다는 이다.물론 특수 목 의 고등학교가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연구 참여자의 보편성을 일정 정도 확보하 다고 볼 수 있으나 지역별로

좀 더 다양한 고등학교를 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 다면 뉴스 이해의 양상이

달리 나타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연구 결과를 제한 으로 수용하게 하는

한계로 작용한다.

본 연구의 가치가 증 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우선 본 연구는 1분 30 가량의 뉴스 한 편을 기본 단 로 삼아 뉴스 이

해 양상을 살펴보았다.그러나 이슈가 큰 사건일 경우 이에 한 뉴스는 몇 편의

뉴스로 나뉘어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이는 언론 시장의 과열로 인한 시청률 경쟁

에서 긴 뉴스가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심층성

의 하를 야기하는데,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를 몇 편의 뉴스를 묶어 보

도하는 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여러

편의 련된 뉴스를 어떻게 종합 으로 이해하는지에 한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물론 뉴스 체 로그램을 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도 있다.뉴스의

보도 순서, 체 뉴스 로그램의 형식 등도 뉴스의 의미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뉴스 제재의 계화 방안에 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내용 차원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뉴스 틀을 심으로 뉴스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 어 유형에 따른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았다.세 가지

유형 에는 책임 귀인 틀 유형의 뉴스에 한 이해 수 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 유형을 가장 처음에 교수․학습 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뉴스

이해 교육에 한 동기 부여가 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가장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는 인간 흥미 틀 유형의 뉴스로부터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 일 수도 있다.물론 단원의 시작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인간 흥미 틀 유

형의 뉴스로 시작하고,본격 인 교수․학습 시에는 책임 귀인 틀로 시작하는 방

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그러나 틀 유형뿐만 아니라 뉴스 분야와 내용 등도 이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서 가장 동기부여에 한

뉴스, 기 교수․학습에 한 뉴스 그리고 심화 학습을 해 유용한 뉴스 등을

분류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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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뉴스 제재①]

가족과 식사 함께 안 하는 아동,비만 험 '5배'

<앵커>

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지 않는 아이들은 비만일 험이 5배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남주 기자입니다.

<기자>

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한 가족의 녁 식사입니다.조 하지만,김치와 생선,

나물,뱅어포 등 다양한 양소를 고루 갖췄습니다.식사 간 화도 나 고,엄마,

아빠는 아이가 뭘 많이 먹고 어떤 반찬을 싫어하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차연아/서울 강서구]

“밥을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에요,아무래도 탄수화물 자체가 열량이 높다 보니까 그

런 부분을 조 씩 이려고.”

우리나라 등학생은 부분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녁을 먹지만,4.4%는 그 지

않습니다.가족과 녁을 먹지 않는 등학생 가운데,비만한 아이는 5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비만 험은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아이의 5배나 됩니다. 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6.3배까지 높아집니다.이 아이들은 라면이나 치킨,햄버거 같은

열량은 높고 양은 낮은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조사 습니다.

[정소정/건국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맛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네 건강을 해서 필요한 음식이다’라는 걸,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거죠.”

아이들과 규칙 으로 식사하지 못한다면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뭘 먹었는지 꼼꼼히

살펴 올바른 식습 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SBS남주 입니다.

SBS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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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재②]

설악산 오색 이블카 조건부 승인…환경 보호는 숙제

<앵커>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이블카 설치 사업을 조건

부 승인했습니다.하지만 환경 단체가 여 히 반발하고 있어 설치 과정에서 충돌이

상됩니다.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만세!만세!만세”환경부는 강원도와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이블카’설치

사업을 승인했습니다.장장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심의 원들은 찬성 12표,

반 4표,기권 2표로 설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블카 설치 구간은 설악산 입인

양양군 ‘오색’탐방로 입구에서 해발 1480m 의 ‘끝청 ’까지 길이 3.5㎞입니다.

환경부는 다만 산양 등 멸종동물과 희귀식물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며 7가지 조건

을 달았습니다.모든 조건이 충 되면 오색 이블카는 내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가

2017년 완공됩니다.

삼수끝에 승인을 받은 양양군과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물꼬를 텄다며 기쁨

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정순 /양양군 남원리]

“오랜 숙원인 유치가 풀려서 굉장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양양 주민]

“말로다 표 할 수 없이 기쁩니다.양양군민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이블카가 설악산 환경을 괴하고 다른 국립공원의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국립공원내 이블카 설치 사업이 통과된 것은 1989

년 덕유산 이후 처음입니다.

설악산 이블카 사업은 큰 고비를 넘겼지만 환경 보호와 안 문제는 여 히 난

제로 남을 망입니다.TV조선 이정민입니다.

TV조선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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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재③]

"혼자가 더 좋아요"20-30 나홀로 여가 문화 확산

<앵커>

요즘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이른바 혼밥족.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

족들이 늘고 있는데요.요즘 같은 연휴에는 조 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은 그 지 않다고 말합니다.김장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연휴 날,식당에 앉아 혼자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쑥스러워 하지 않습니다.혼자의

편안함을 택한 이른바 ‘혼술족’들입니다.

[이연호/서울시 동 문구]

“주량이 한 병 정도인데요.밖에서 다른 사람과 마시면 두 병,세 병까지 주량을 넘어

서게 되니까 혼자서 먹는 걸 선호합니다.”

칸막이 달린 자리에 앉아 라면을 먹고,1인용 불 에 스테이크도 구워 먹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김태 /인천시 부평구]

“혼자 먹으면 메뉴 선택이 자유롭고 원하는 시간에 먹을 수 있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고를 때도,목청껏 부를 때도 남들 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김다혜/서울시 서 문구]

“음이탈을 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듣거나 하는 것이 아니니까 편하게 부르고 스

트 스도 해소하고.”

형제가 은 은 세 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도,장난감을 혼

자 갖고 노는 것에도 익숙합니다.가족이나 연인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먹고 놀고

즐겨도 어색하지 않은 시 인 겁니다.MBC뉴스 김장훈입니다.

MBC

20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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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재④]

불 꺼진 방에 가두고 ‘셀 수유’까지… 아동학

<앵커>

어린이집 아동학 사건이 불거졌습니다.이번에는 청주의 한 어린이집인데요.

우는 아이를 어두운 방에 가두는가 하면,몸도 못 가 는 아기를 담요로 싸 젖병을

물리는 이른바 '셀 수유'까지 시켰습니다.진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들이 공개한 아동 학 사진입니다.두꺼운 이불을

생후 20개월 아이의 머리끝까지 덮어 운 채 재웁니다.물고 있는 젖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이를 이불로 꽁꽁 싸 놓았습니다.일명 ‘셀 수유’입니다.

[어린이집 학부모(음성변조)]

“시끄러워서 아기가 깰 수도 있는 거지.그 게 두꺼운 이불을 어떻게 아기 머리

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상식 으로.”

2-3살에 불과한 아이들을 불을 끈 어두운 방 안에 혼자 가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음성변조)]

“(이유)상 없이 무조건 울면 한 가지 방법,가둬 놓고 불 꺼 놓고 문 닫고 나오죠.

혼자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가까이.”

이런 사실은 해당 어린이집의 한 교사가 청주시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피해

아이들의 부모는 부분 맞벌이여서 24시간 돌 다는 말만 믿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음성변조)]

“큰 아이 낳고서 복직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어린이집을 수소문했는데 어린이집 평

이 좋았어요,여기가.24시간 운 도 되고.”

취재진은 해당 어린이집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확인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 2명을 아동 학 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청주시도 출석과 회계 조작 등 보조 부정 수 의혹에 해 조사하고 있

습니다.KBS뉴스 진희정입니다.

KBS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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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재⑤]

‘9시 등교’…학생들 반기고,학부모는 꺼리고

<앵커>

9월 1일입니다.첫날을 맞은 풍경들 살펴봤습니다.먼 오늘은 경기도 · ·고교에

서 9시 등교가 면 시행된 첫날입니다.등굣길 학생들 표정은 밝아졌지만,고3자녀

를 둔 학부모들은 여 히 걱정입니다.달라진 아침 풍경,이채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기자>

경기도내 고교 89%가 참여한 9시 등교 면시행 첫날.오 8시인데도 교실은 텅

비었고,9시가 다 돼서야 교문 앞이 북 입니다.여유로운 등교에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유승우 /경기도 수원시 태장고 1년]

“8시에 일어나니까 동생이랑 학교 같이 갈 수 있고 부모님이랑 밥도 같이 먹을 수 있

으니까 (좋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늦춰진 등교로 걱정이 앞섭니다.

[장서윤 /경기도 의정부시]

“8시에 보는 모의고사랑 수능을,그런다고 그 시간을 바꿔주실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교육청은 원하는 학생은 종 등교시간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고,학교

측엔 이들을 한 로그램을 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 때문에 취학 자녀가 많은

학부모는 아침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박상규 /경기 수원시]

“고2·고1있는데 둘다 하고 싶은 게 달라서,두 번 왔다갔다 하니까 번거롭죠.”

부분의 학교는 아직 아침 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해 자습만 시킬 뿐 허둥 니다.

[도 교육청 계자]

“그런 거까지 (어떻게 하라고)내려보내지 않습니다.학교장이 자율로 할 문제죠.”

그 사이 학원가가 재빨리 잇속 챙기기에 나섰습니다.밤 10시 이후 수업이 불가능했던

학원가에서는 늦춰진 등교시간을 이용해 새벽 수업을 개설하려는 움직임도 있어,9시 등교

가 학생들을 한 정책이 될 수 있을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TV조선 이채림입니다.

TV조선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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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재⑥]

천식 앓아온 77살 할머니도 ‘메르스’이겨냈다

<앵커>

사망자가 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한 막연한 두려움마 들 때가 있는데요.완

치돼 퇴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메르스 바이러스를 이겨 낸 사람들을 송수진 기자

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메르스 완치 정을 받은 77살 김복순 할머니.집안일을 무리없이 할 수 있을 정도

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김복순(메르스 완치자)]:"물 좀 잡수실래요?"

열흘 ,메르스 확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여든 가까

운 고령인 데다 폐렴 증상으로 호흡이 불안정했고,수십년 간 천식을 앓아온 터라서

의료진들의 리 상이었습니다.

[김복순(메르스 완치자)]:"나한테도 이런 게 오나 그랬지,뭐."

그러나 입원 기,집 치료로 상태는 빠르게 호 습니다.틈날 때마다 병실 안

이곳 곳을 걷고,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고,의료진들은 매일 30분 정도씩 화하

며 할머니를 격려했습니다.

[김복순(메르스 완치자)]:"굳건하게 내가 고칠 수 있다는 마음만 먹고 열심히 치료받

으면 괜찮을 거 같아요."

음압병상에 입원 인 40 남성 환자입니다.두 차례 검사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오늘(11일)퇴원합니다.감염 이후 근육통이나 호흡 곤란,고열 등 특별

한 증상이 없어 큰 고통 없이 십여일 만에 완치 습니다.

[박00(메르스 완치자(음성변조))]:"그 게 큰 병이 아니고 몸만 잘 리하면 치료하고

완치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모두 4명의 환자가 메르스 완치 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KBS뉴스 송

수진입니다.

KBS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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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재⑦]

담배꽁 ‘휙’불법주정차 까지,아쉬운 명 길 시민의식

<앵커>:고향 다녀오는 마음은 구나 분명 화사한데 어 된 일인지 귀성·귀경객들이

스쳐간 곳들마다 얌체 운 에 쓰 기 투기에,말 그 로 엉망입니다.경찰의 단속카메라

에도 무질서한 도로의 모습들이 여지없이 포착 는데요.정동훈 기자가 쭉 둘러봤습니다.

<기자>: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 입니다.버스 용차로를 달리는 버스 뒤를 졸졸 따

라가는 승용차 한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로 차들을 앞질러 내달립니다.승합차

들 사이에 끼어 용차로를 달리는 승용차도 에 띕니다.감시카메라가 없는 구간만

골라, 용도로를 들락거리는 겁니다.

[조용호/경찰청 교통안 과]:“버스 용차로를 반하게 되면,과태료는 9만 원,운

자에게는 범칙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조 빨리 가려고 차로를 이리 리 옮겨다니는 차량.뒷차량은 모

르겠고,나만 먼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고속도로 휴게소 사정은 어떤

지 들어가 보겠습니다.진입로가 리자,입구 바로 앞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진

입한 차량들 에는 주차장을 지나쳐 그냥 빠져나는 차량도 있습니다.도로가 막히자,

주차장을 도로 삼아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겁니다.휴게소 쓰 기 집하장에는 평소보

다 2배 많은 쓰 기 더미가 쌓 습니다.떡이나 과일 같은 명 음식에 서울 송 구

종량제 투에 담긴 쓰 기가 통째로 나옵니다.집에서 가져와 버린 걸로 추정됩니다.

[휴게소 직원]:“쓰 기장이에요,쓰 기장 완 히.(생활쓰 기가)요즘 많이 그 게

나와요.무단 투기도 여 합니다.”

피우던 담배꽁 는 그냥 바닥에 버리고,화단에는 먹다 버린 음식물,음료수 병들이

나뒹굽니다.흡연구역을 따로 마련해 놨지만,휴게소 귀퉁이까지 걸어가기가 귀찮은

지,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고,휴게소 바로 앞에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주차구역에도

얌체운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주차 반 시민]:(장애인차량이에요?)"아뇨아뇨.뺄 거 요."

[박우필/안성휴게소장]:“휴게소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고객 여러분

들께서 공공질서를 잘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 편하게 가려는 일부 양심불량 시민들로 인해,이번 명 길도 무질서로 얼룩지

고 말았습니다.MBC뉴스 정동훈입니다.

MBC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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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재⑧]

‘개고기 축제’…동물 애호가 사이 논쟁

<앵커>

국은 음식 재료도 요리법도 다양하고 독특하기로 유명하죠.그런데 해마다 열리

던 개고기 축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어 된 일인지 베이징 박정호 특

원이 해 드립니다.

<기자>

국 남부 시성 린시.개고기 축제에 사용될 개들이 오토바이에 실려 식당으로

옮겨집니다.동물 보호단체 회원들이 길을 막아서는 등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

다.

<인터뷰>“우리가 살 겁니다”

개를 살리기 해 동물 보호가들이 산 개는 약 2백 마리,이를 노려 한 매상은

일부러 개를 학 하며 얼른 비싸게 사가라고 재 합니다.

<인터뷰>“살 겁니까,안 살 겁니까?”

1990년 부터 해마다 하지를 맞아 열리는 이 지역 개고기 축제에는 하루에 략

만 마리가 식탁에 오릅니다.동물 보호론자 때문에 통 음식을 먹지 못해 업에 지

장을 받는다는 식당측과,

<인터뷰> 린 시민:“정상 업이기 때문에 방해하거나 인격 모욕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친구인 개를 먹지 말자는 동물 애호가들 사이의 논쟁도 치열합니다.

<인터뷰>동물 애호가:“무엇보다 동물을 잔인하게 학 하는 데 반 합니다.”

국 언론들은 이번 갈등이 국의 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하나라

며 사회 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 하고 있습니다.베이징에서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KBS

2014.06.24



-283-

[뉴스 제재⑨]

국 명문 생,‘수능 어’에 깜짝

<앵커>

다음 주가 수능 시험입니다. 국 임 리지 학생이 우리 수능 어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고정애 특 원입니다.

<기자>

이팝을 듣다 트로트는 물론 한국 자체를 사랑하게 된 국인 알리. 임 리지

엠마뉴엘 칼리지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알리가 수능 어 역 문제 풀

기에 도 했습니다.2011년 문제입니다.

[알리 애벗/ 임 리지 학생]

“당신이 특정 결과를 가져오는데 집 하는 한….(뭐라고?)”

표정이 이내 굳어졌고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2013년 출제 문제도 마주했습니다.

[알리 애벗/ 임 리지 학생]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이거 해….나도 이거 못해요.”

이어지는 난감한 문제에 하품까지 합니다.

[알리 애벗/ 임 리지 학생]

“제가 쓰는 어 아닌 것 같았어요.다른 언어 같았어요.수능에 나오는 단어는 제가

매일매일 쓰는 단어도 아니었고요.”

그 다면 알리에겐 수능 시험과 임 리지 입학 시험 어느 게 더 어려웠을까

요?세 문제를 모두 틀렸다는 알리는 이 게 말했습니다.

[알리 애벗/ 임 리지 학생]

“ 임 리지 시험은 합격했죠.그런데 수능은 못했어요.떨어질 걸요.한국 학생들 화

이 하세요.(수능)어렵겠어요.”

임 리지에서 JTBC고정애입니다.

JTBC

20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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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제목,표 (은유,비교 사례,표어,묘사 등)등에 의해 어떠한 이 부

각되었고 어떠한 이 은폐되었는가?

○시청각 요소를 통해 암묵 의미가 형성되지는 않았는가?

○이 문제의 책임과 련된 개인 측면과 사회구조 측면은 각각 무엇인가?두

측면 특정한 측면만 부각되고 다른 측면은 은폐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 사태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은 무엇인가?자극 인 립 양상만 부각되고 갈등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은폐되지는 않았는가?

○흥미 주의 보도로 인해 문제의 맥락이 사소화 혹은 단순화되어 있지는 않은

가?사소화된 맥락으로 인해 은폐된 측면은 무엇인가?

○소수의 사례 혹은 인용을 통해 일반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양한 을 변하는 정보원들이 제시되었으며 그들의 상과 수는 서로 비슷한가?

○이 뉴스로 인해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 는가?그들의 입

장이 뉴스에 충실히 반 되었는가?

○해당 뉴스에 한 수용자의 기존 입장, 여도,배경지식,해당 언론사에 한 태도

등이 뉴스 이해에 기여를 하 는가?이것들이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가?

○뉴스에가치가개입된 표 은없었는가?있다면어떤가치를드러냈는가?

○선정 이거나 자극 인 표 이나 장면은 없었는가?

○편견이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시청각 요소가 뉴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가?

○이 뉴스의 구조 혹은 개 방식(‘진행자 소개→기자의 보도→기자의 마무리

말’)은 뉴스를 이해하는 데에 하 는가?

○육하원칙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보도되었는가?

○ 제 혹은 가정이 숨겨져 있지는 않았는가?

○이 뉴스에 숨어 있는 사회․문화 배경은 무엇인가?

○자료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그 출처가 명확한가?

○어떤 근거가 제시되었으며 그것이 타당한가?

○양측의 을균형 으로제시하고있는가?한쪽의입장만일방 으로 달하고있는가?

○정보원은 신뢰감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며,뉴스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가?

[토의 시 활용한 학습지 질문]

[실험 집단용]

[비교 집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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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1>

안녕하십니까?본 설문은 학습자들의 뉴스 듣기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아래의 설문은 뉴스를 듣는 데에 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 알아보기 해 실시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솔직한 응답은 본 연구의 귀 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귀하의 응답내용은 학술 연구 목 이외에 다

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정답은 없으며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연구나 설

문문항에 해 궁 하신 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바쁘신 와

에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도교수:민병곤(서울 학교 사범 학 국어교육과,부교수)

연구자:박 홍(서울 학교 사범 학 국어교육과,박사과정)

연락처:

1.귀하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2.귀하의 연령은?

(만 세)

3.귀하의 일주일 평균 텔 비 뉴스 시청일수는 며칠입니까?

①안 본다. ②1회 ③2-3회

④4-5회 ⑤6회 이상

4.귀하의 일일 평균 텔 비 뉴스시청 시간은 몇 분입니까?

①10분 미만 ②10분 이상-20분 미만 ③20분 이상-30

분 미만

④30분 이상-40분 미만 ⑤4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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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문항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나는보통다른사람들이까다롭다고생각

하는문제에 해생각하지않는다.

5.뉴스를 하기 해 활용하는 매체의 사용 빈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뉴스를 하기 해

활용하는 매체 유형
이용하지

않는다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가끔

이용한다

자주

이용한다

항상

이용한다

신문

라디오

텔 비

인터넷(컴퓨터)

인터넷(스마트폰)

6.언론사에 해 평소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부정

조

부정
보통

조

정

매우

정
잘 모름

KBS

MBC

SBS

YTN

TV조선

CHANNELA

JTBC

7.아래 문항을 잘 읽고,귀하의 평소 생각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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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한다.

나는생소한과제에 하면해결해야겠다는

생각보다귀찮다는생각이먼 든다.

나는 어떤 문제에 해 새로운 해

결 방법을 배울 때 즐겁다.

나는 복잡한 문제를 보면 왠지 그것을

분석해보고싶은생각이든다.

나는 잘 모르는 것에 해서 더 알

고 싶어한다.

나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도

가능한한 끝까지풀기 해 노력한다.

나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일

에 더욱 극 이다.

나는어떤결과에 해왜그 게 는지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그냥있는 로받아들이는편이다.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상황은

가 피하려고 한다.

나는 내 사고능력에 도 하는 일이

좋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논리 이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나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동안이

더 즐겁다.

나는 단순한 문제보다는 복잡한 문

제를 더 좋아한다.

질문문항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비만에 한 뉴스는 나에게 요하

다.

비만에 한 뉴스는 나와 계가

있다.

비만에 한 뉴스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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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에 한 뉴스는 나에게 향을

미칠 수 있다.

비만에 한 뉴스는 내 주변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비만에 한 뉴스를 주의 깊게 보

게 된다.

비만과 련된 뉴스에 심이 많은

편이다.

내 주변 사람들은 비만과 련된

뉴스에 심이 많은 편이다.

비만과 련된 이슈를 알고 있는

편이다.

비만과 련된 이슈가 생기게 된

원인이나 배경에 해 알고 있다.

비만과 련된 이슈에 해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는 편이 아니다.

비만에 한 뉴스를 매체를

통해 많이 듣게 된다.

설악산 이블카에 한 뉴스는 나

에게 요하다.

설악산 이블카에 한 뉴스는 나

와 계가 있다.

설악산 이블카에 한 뉴스는 나

에게 의미가 있다.

설악산 이블카에 한 뉴스는 나

에게 향을 미칠 수 없다.

설악산 이블카에 한 뉴스는 내

주변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설악산 이블카에 한 뉴스를 주

의 깊게 보게 된다.

설악산 이블카와 련된 뉴스에

심이 많은 편이다.

내주변사람들은설악산 이블카와

련된뉴스에 심이많은편이아니다.

설악산 이블카와 련된 이슈를

알고 있는 편이다.

설악산 이블카와 련된 이슈가 생기

게된원인이나배경에 해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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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이블카와 련된 이슈에

해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는 편이다.

설악산 이블카에 한 뉴스를

매체를 통해 많이 듣게 된다.

홀로 즐기는 여가 문화에 한 뉴

스는 나에게 요하다.

홀로 즐기는 여가 문화에 한 뉴

스는 나와 계가 있다.

홀로 즐기는 여가 문화에 한 뉴

스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

홀로 즐기는 여가 문화에 한 뉴

스는 나에게 향을 미칠 수 있다.

홀로 즐기는 여가 문화에 한 뉴스

는 내 주변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홀로 즐기는 여가 문화에 한 뉴

스를 주의 깊게 보게 된다.

홀로 즐기는 여가 문화와 련된

뉴스에 심이 많은 편이다.

내 주변 사람들은 홀로 즐기는 여가 문

화와 련된뉴스에 심이많은편이다.

홀로 즐기는 여가 문화와 련된

이슈를 알고 있는 편이 아니다.

홀로즐기는여가문화와 련된이슈가생

기게된원인이나배경에 해알고있다.

홀로즐기는여가문화와 련된이슈에

해주변사람들과얘기하는편이다.

홀로 즐기는 여가 문화에 한 뉴스

를 매체를 통해 많이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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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는다.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설문조사2>

1.<비만에 한 뉴스>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1-1.<비만에 한 뉴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1-2.그 이유는 무엇인가?

2.<설악산 이블카에 한 뉴스>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2-1.<설악산 이블카에 한 뉴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2-2.그 이유는 무엇인가?

3.<혼자 즐기는 여가 문화에 한 뉴스>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3-1.<혼자 즐기는 여가 문화에 한 뉴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3-2.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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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문항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문제에 해생각하지않는다.

나는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한다.

나는생소한과제에 하면해결해야겠다

는생각보다귀찮다는생각이먼 든다.

나는 어떤 문제에 해 새로운 해

결 방법을 배울 때 즐겁다.

나는 복잡한 문제를 보면 왠지 그것

을 분석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잘 모르는 것에 해서 더 알

고 싶어한다.

나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도

가능한한 끝까지풀기 해 노력한다.

나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일

에 더욱 극 이다.
나는어떤결과에 해왜그 게 는지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그냥있는 로받아들이는편이다.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상황은

가 피하려고 한다.

나는 내 사고능력에 도 하는 일이

좋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논리 이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나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동안이

더 즐겁다.

나는 단순한 문제보다는 복잡한 문

제를 더 좋아한다.

<설문조사3>

○ 아래 문항을 잘 읽고,귀하의 평소 생각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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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문항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명 기간의 교통 문제에 한 뉴

스는 나에게 요하다.

명 기간의 교통 문제에 한 뉴

스는 나와 계가 있다.

명 기간의 교통 문제에 한 뉴

스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

명 기간의 교통 문제에 한 뉴

스는 나에게 향을 미칠 수 있다.

명 기간의 교통 문제에 한 뉴스

는 내 주변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

명 기간의 교통 문제에 한 뉴

스를 주의 깊게 보게 된다.

명 기간의 교통 문제와 련된

뉴스에 심이 많은 편이다.

내 주변 사람들은 명 기간의 교통 문

제와 련된뉴스에 심이많은편이다.

명 기간의 교통 문제에 해 알

고 있는 편이다.

명 기간의 교통 문제가 이슈가

된 원인에 해 알고 있지 않다.

명 기간의 교통 문제에 해 주

변 사람들과 얘기하는 편이다.

명 기간의 교통 문제에 한 뉴스

를 매체를 통해 많이 듣게 된다.

국 개고기 축제에 한 뉴스는

나에게 요하지 않다.

국 개고기 축제에 한 뉴스는

나와 계가 있다.

국 개고기 축제에 한 뉴스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

국 개고기 축제에 한 뉴스는

나에게 향을 미칠 수 있다.

국 개고기 축제에 한 뉴스는

내 주변에 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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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개고기 축제에 한 뉴스를

주의 깊게 보게 된다.

국 개고기 축제와 련된 뉴스에

심이 많은 편이다.

내 주변 사람들은 국 개고기 축제와

련된 뉴스에 심이 많은 편이다.

국 개고기 축제와 련된 이슈를

알고 있는 편이 아니다.

국개고기축제와 련된이슈가생기

게된원인이나배경에 해알고있다.

국 개고기 축제와 련된 이슈에

해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는 편이다.

국 개고기 축제에 한 뉴스를

매체를 통해 많이 듣게 된다.

수능 어 과목에 한 뉴스는 나

에게 요하지 않다.

수능 어 과목에 한 뉴스는 나

와 계가 있다.

수능 어 과목에 한 뉴스는 나

에게 의미가 있다.

수능 어 과목에 한 뉴스는 나

에게 향을 미칠 수 있다.

수능 어 과목에 한 뉴스는 내

주변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수능 어 과목에 한 뉴스를 주

의 깊게 보게 된다.

수능 어 과목과 련된 뉴스에

심이 많은 편이다.

내 주변 사람들은 수능 어 과목과

련된 뉴스에 심이 많은 편이다.

수능 어 과목과 련된 이슈를

알고 있는 편이다.

수능 어 과목과 련된 이슈가 생기

게된원인이나배경에 해알고있다.

수능 어 과목과 련된 이슈에 해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는 편이 아니다.

수능 어 과목에 한 뉴스를

매체를 통해 많이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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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는다.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설문조사4>

1.<명 기간 교통 문제에 한 뉴스>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1-1.<명 기간 교통 문제에 한 뉴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1-2.그 이유는 무엇인가?

2.<수능 어 문제에 한 뉴스>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2-1.<수능 어 문제에 한 뉴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2-2.그 이유는 무엇인가?

3.< 국 개고기 축제에 한 뉴스>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3-1.< 국 개고기 축제에 한 뉴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3-2.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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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KoreanLanguageEducationContentsfor

ImprovingCompetencyinNewsUnderstanding

-FocusingonFrameRecognition-

Park,Junhong

Thisresearchcriticallyinvestigatedtheproblem ofconventionaleducation

withregardtonewsunderstanding,andestablishedframerecognition-oriented

education contentforunderstanding news.News does notreflectreality

faithfully,andisactivelyformedbytheproducerofthenewsorinfluencedby

diverserelatedfactorsregardingthenewsagency.Thisimpliesthatuncritical

acceptanceofnewsleadstodistortedandbiasedperceptionsofreality.Thus,

thispaperaimstoclarifythisessenceofnewsasarealityformationunitand

attemptstoestablisheducationcontentforunderstandingnewssuchthatnews

usersdevelopacriticalunderstandingbeyondnewsproducers’intention.

Thestudy firstreviewedthestrengthsandlimitationsofmedialanguage

educationandcriticaldiscourseanalysis,bothbeingmethodsthatcanbeusedfor

educationwithregardtonewsunderstanding.Newsframetheoriesthatprovidea

solution oftheapproaches’problems werealso examined.Then thisstudy

examinedtheKoreaneducationcurriculum andtextbooks,comparingittothe

Australian and Canada curricula,which have developed an effective media

education.Basedontheresults,thisstudysuggestedfourimprovementdirections

in education contentfor news understanding:“considering the signification

method of multimodal element,” “considering critical property of news

understanding,”“consideringnewsgenreknowledge,”and“consideringdifference

oflisteningandreading.”

This study established frame recognition-oriented news understanding

contentbasedonsuchdirections.Dividingeducationcontentaspropositional

knowledgeand methodologicalknowledgethrough a criticalreview ofthe

contentsystem,ashasbeendiscussedintheKoreanlanguageeducationfield,

thispapersuggeststhattheessenceofnews,itsproperties,andfairness



-296-

comprise propositional knowledge. Further,it suggests predicting news,

inferring concealed news contents, and evaluating news relating with

socio-cultural background by analyzing news frames; evaluating real

objectivity by analyzing the argumentation strategy method regarding

objectivity;andexaminingnewsusers’frameasmethodologicalknowledge.

Aseducationcontentfornewsunderstandingbasedonnewsframetheory

isanovelsuggestion,verificationofitseffectisnecessary.Therefore,60high

school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xperiment,comparative,and

controlgroups:eachgroupwasthentreatedwithframerecognition-oriented

educationcontentfornewsunderstanding,educationcontentforconventional

newsunderstanding,andeducationcontentirrelevanttonewsunderstanding.

Theresponsibility attributionframenews,conflictframenews,andhuman

interestframenewswereusedasthenewsmaterials.

Theeffectwasverifiedquantitativelyandqualitativelythroughstatistical

analysis and qualitative contentanalysis.Statisticalanalysis revealed that

framerecognition-orientededucationcontentfornewsunderstandingwasmore

effectivethantheothereducationcontentsintextfactorawareness,critical

understandingbasedontext,andsocioculturalunderstandingthatconsistsof

newsunderstanding and aholisticunderstanding.Although therewereno

statisticaldifferencesamongthethreenewscontentsintextfactorawareness

ofthenewsofresponsibilityattributionframe,qualitativeanalysiswasusedto

identifythereasonandthedifferencesamongthem.

Thisstudy hasacademicsignificancein termsofhow itconstructed

educationcontentreflectingtheessenceofnewsunderstandingusingframe

theory—an insufficiently researched topic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cademia. The study further empirically verified the effect of frame

recognition-orientededucationcontent.Inparticular,itholdsvalueasanew

experimentininterdisciplinaryresearch,whichisdistinguishedfrom existing

researchonnewsunderstanding.

Keywords:Koreanlanguageeducation,news,newsunderstanding,education

content,frame,newsframe,framing,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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