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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이동매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업무적 측면에의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기자들이 작업

과정 속에서 이동매체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보았다.

  기존의 이동매체 연구는 주로 휴대전화의 사적활용에 대한 연구가 대부

분이다. 초창기 이동매체 연구가 휴대전화의 업무적 활용에 대해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연구의 관심은 주로 개인들의 사

적활용에 관한 것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동매체가 사회의 일상적인 것

이라면 사적인 활용에 대한 연구만으로 이동매체 활용의 모든 부분을 설

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적인 업무를 위한 휴대전화의 사용은 

휴대전화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는 이동매체의 업무적 이용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 기자를 선택했는데 기자의 작업과정에

서 이동매체의 활용은 필수적이고 기자가 직업에 대해 갖는 독특한 의식 

때문이다. 기자의 작업과정은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 시간과 공간적인 측

면에서 자유로운데 이동매체는 이러한 작업과정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반

면에 작업과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의 활용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기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를 어

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양한 이동매체 중 특히 기

자의 작업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기자 시스템 속에서 기자 작업과정은 이동매체의 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리고 이동매체가 필수적으로 이용되면서 이는 기자에게 자율과 

통제의 가능성을 모두 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측면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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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매체의 활용은 기자에게 있어서 전문직으로서의 의식을 높여주는 ‘자

아의 테크놀로지’로서 작동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직장인으로서 자신을 

의식하게 하는 ‘규율적 기구’로서 작동할 수도 있다.

  기자 개별적으로는 이동매체에 대한 친숙도가 차이가 날지라도 모든 기

자들은 이동매체를 작업과정에 적절하게 이용해야만 한다. 기자 시스템은 

이동매체 이용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 기자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가 필

수불가결한 수단이다.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는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줘서 업무적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가시킨

다. 기자-데스크의 관계에서 이동매체는 기자와 데스크가 ‘보고와 지시’ 

체계의 유지를 용이하게 만든다. 그리고 취재과정에서 기자는 이동매체를 

통해 빠르게 흘러가는 정보를 쉽게 획득한다. 기자는 출입처 정보를 지속

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동매체는 기자가 취재원과 손쉽게 연

락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매개한다. 반면 

이동매체의 이용은 역설적으로 언제든지 업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태

를 만들어 기자의 자유로운 시간을 빼앗는 형태로도 작동한다. 이동매체

는 기자의 개인적인 시간을 줄어들게 만들고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

  이동매체의 이용은 기자가 기자 주체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기

자는 이동매체를 작업과정에 잘 이용해서 일 잘하는 기자 주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때의 이동매체는 '자아의 테크놀로지'로서 작동하며 기자는 

자신을 전문직에 가깝다고 인식한다. 반면에 이동매체를 잘 활용하여 일 

잘하는 기자 주체로 구성되지 못한 기자에게 이동매체는 '규율적 기구'로

서 자신을 통제하는 도구로 작동하는데 이 때 기자는 자신을 직장인에 가

깝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양상은 각각의 다른 기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의 내부에서 두 의식이 경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

것은 이동매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모습에 반영된다.

  성과사회 속에서 기자 주체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통제를 인지하지 못하

고 일을 한다. 성과사회에서 성과주체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 일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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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사회의 구조는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성과주체들에게 자

율성을 부여했다. 기자도 자신들의 업무과정에 부여된 높은 자율성 속에

서 일을 한다. 그 속에서 일을 잘하는 기자는 주어진 이동매체를 적극적

으로 잘 활용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기자는 작업과정에 대한 

자율성은 부여받았지만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를 자기 통제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누군가 감시를 하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를 통제하

면서 일한다. 이는 기자의 작업과정이 주어진 틀 속에서 나름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성과사회와 언론사 조직 그리고 기자 시스템이라는 큰 틀

에서 본다면 결국 기자의 작업과정은 이미 주어진 시스템 속에서 통제 당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기자 주체는 자유롭지만 동시에 완전히 자

유로울 수 없는 통제 당하는 주체의 모습을 동시에 갖는다. 기자의 작업

과정에서 이동매체의 활용은 이를 잘 드러내주는 하나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기자, 이동매체, 휴대전화, 주체, 전문직, 

학 번  : 2010-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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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이동매체는 어떻게 이용되는가? 현대인들에게 이

동매체 미디어의 이용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작

업과정에서 이동매체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하여 특정한 직업군인 기자들의 작업 속에서 이동매체가 어떻게 이용

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 한다.

  기자는 다른 직업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작업방식을 가지고 있다. 일명 

기자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작업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기자 시스템

은 출입처 중심 취재관행과 ‘보고와 지시’ 체계의 유지, 마감시간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자 시스템 속에서 기자는 업무적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하

게 된다. 그리고 기자의 업무는 대부분 기자-데스크 간의 관계, 기자-취

재원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기자는 하루 작업의 대부분의 시간을 데스크

나 취재원과 연락하면서 기사를 작성하는 일에 사용한다. 그래서 이들과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기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자의 업무적 자율성은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작동하게 된다. 시간

의 측면에서 기자는 하루에 정해진 보고시간과 마감시간만 지키면 된다. 

이외의 시간은 기자가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공간의 측면에서 기자는 반드시 담당하는 출입처에서 일할 필

요가 없다. 담당 출입처로 출근한 기자는 업무를 위해서이든 다른 이유에

서이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기자의 작업과정이 무조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자율

적인 환경 속에서도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자는 언제 어디서나 데스크나 취재원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

아야 한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기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기자의 자율성은 영업직 사원과 비교할 수 있다. 영업직 사원의 

경우도 업무시간에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기 위해 업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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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분을 밖에서 보낸다. 기자와 영업직 사원은 외근이 많다는 점과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유사하다. 하지

만 영업직 사원은 기자에 비해 업무적 자율성이 낮다. 영업직 사원의 업

무적 환경은 자율성을 띄는데 비해 회사로부터 작업과정을 적극적으로 통

제 받기 때문이다. 작업과정의 통제를 위해 이용되는 것이 이동매체이다. 

영업직 사원에게 이동매체는 자율성보다는 통제를 위한 수단이 된다.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의 이용은 영업직 사원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기자에게 이동매체는 통제의 수단이기 보다는 취재과정을 도와주

는 도구이다.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인 휴대전화1)와 노트북은 기

자가 업무를 돕는 주요한 수단이다. 휴대전화는 ‘보고와 지시’를 위해 데

스크와 연락하거나 기사 작성을 위해 취재원과 연락할 때 이용된다. 기자

의 작업은 취재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를 하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작업과정에서 기자는 기사 작성을 위해 노트북을 이용한다. 노트북에 

설치된 기사 작성프로그램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작성한 기사를 집배신 시

스템에 올린다. 그리고 취재자료를 얻기 위해 취재원과의 통화 이외에도 

노트북으로 정보를 검색한다. 이처럼 기자가 이동매체를 이용하지 않고는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이동매체는 기자의 작업과정에 필수적인 도구되었

다.

  현대사회에서 이동매체(mobile media)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전달매체가 되었다. 이동매체를 대표하는 휴대전화는 

도입 초기에는 주로 업무용의 목적으로 이용되었지만, 대중화 단계를 거

치면서 업무적 용도 이외에도 친교용, 오락용 등으로 그 이용의 범위를 

넓혀갔다.

1) 휴대전화, 휴대폰, 핸드폰, 이동전화, 모바일폰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핸드폰이라는 말은 제대로 된 영어 단어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용자들이 임의로 사용

하는 용어이고 휴대폰은 영어와 우리말이 섞인 불안정한 용어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에

서 순화된 우리말로 부를 것을 권장하는 ‘가지고 다니는 전화’라는 뜻의 휴대전화라는 용어를 사

용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의 피처폰(feature phone)과 구분하여 스마트폰(smart 

phone)이라는 별도의 용어로 모바일 인터넷이 되는 최신형 휴대전화를 부르기도 하는데, 이 연

구에서는 최근에 스마트폰 이용자의 비율이 높게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폰도 연구대

상에 포함하여 동일하게 휴대전화라고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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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이동매체 연구는 휴대전화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휴

대전화가 주로 업무적 용도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업무적 이용에 관한 연

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연구의 관심은 점차 

개인들의 사적활용으로 이동했다. 그 결과 많은 연구들이 휴대전화의 사

적인 활용에 관심을 가졌고 주도적으로 휴대전화 문화를 이끌어가는 청소

년이나 대학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초기 연구에서 관심을 가

졌던 업무적 활용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동매체가 사회에서 일상적인 것이고 일상을 구성하는 두 축을 

공적인 영역의 일과 사적인 영역의 자기 생활로 본다면 사적인 부분에 대

한 연구만으로 이동매체 활용의 모든 부분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러므로 공적인 업무를 위한 휴대전화의 사용이라는 부분은 휴대전화 이용

에 관한 연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동매체의 업무적 이용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한 대상

으로 기자를 선택했는데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의 활용은 필수적

이고 기자가 직업에 대해 갖는 독특한 의식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자는 업무의 특성상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출입처로 출근한다. 그리고 작업시간에도 취재를 위해 이동하는 일이 잦

다. 언론사에는 내근직 기자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러한 외

근직이다. 이는 기자가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매개된 상태에서 하게 만드

는데 휴대전화와 메신저가 대표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기자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영업사원에 비해 높은 업무적 자

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는 

단순히 업무적 통제나 관리의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자율성으로 

인해 기자는 자신을 전문직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론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직업에 대한 기자의 인식은 작

업과정에서 이동매체가 이용되는 것을 단순한 업무적 수단 이상의 차원에

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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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기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자 직업이 갖는 구조적

인 특성과 개별적인 특성을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동매체 이

용의 특징적인 점을 보았다. 또한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가 이용

되면서 이것이 기자의 주체 형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기자의 자

율성을 중심으로 보았다. 기자 주체가 자율적으로 혹은 타율적으로 형성

되는데 있어 기자의 작업과정과 이동매체 이용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

기고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기자 13명을 선택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

해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의 이용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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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검토

  이동매체와 이를 대표하는 휴대전화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

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필수적인 미디어가 되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만 하

더라도 휴대전화는 소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부의 상징이었다(김신

동, 2001). 이동전화는 1960년대부터 카폰(차량용 이동전화)의 형태로 서

비스가 제공2)됐지만 실제 이용자 수는 매우 적었고, 이용자층도 매우 한

정되어 있었다. 정부의 관용차량이나 기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로 인해 가입자를 많이 받을 수가 

없었다.3) 휴대전화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는 2세대 디지털 셀룰러

(Digital Cellular) 이동통신 서비스와 PCS서비스가 도입된 1996~1997

년부터이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도 여전히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주요한 

이용자층은 직장인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었다. 실

제로 국내에서 휴대전화가 대중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다. 휴대전화의 대중화를 기점으로 휴

대전화의 확산 요인과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동매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휴대전화가 가장 대중화된 이동매체이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이용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휴대전화 이외에도 워크맨(Hosokawa, 

2) 휴대전화가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된 시기는 1988년이다. 차량용 이동전화는 이것보다 훨씬 먼저 

이용되고 있었다.

3) 정보통신부에서 발행한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휴대전화가 도입되기 이전의 

카폰 서비스에 가입했던 이용자 수는 1987년까지 10,265명이었다. 휴대전화가 처음으로 서비스

되기 시작한 1988년에는 카폰 가입자는 20,000명이었고, 휴대전화 가입자는 700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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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이나 MP3 플레이어(이재현, 2007)와 같은 이동매체에 대한 연구들

도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용되는 주요 이동매체인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휴대전화의 업무적 활용을 중심으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는 노트북의 이용도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존 휴대전화 연구의 경향은 크게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업무용 사용과 사적인 사용

에 관한 연구이다. 휴대전화 연구 초기에는 주로 업무용 이용이 대부분이

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업무용 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후, 휴대전화가 대중화되고 이용자층이 확대되면서 사적 이용에 대한 연

구들도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유지를 위해 이용되는 측면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휴대전화의 사적 활용의 측면에서 이용

자들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전

화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공간에 대한 연구로 휴

대전화와 같은 이동매체를 통해 기존의 시공간 개념이 변화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적/사적 영역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것을 밝힌다.

  해외의 휴대전화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초기 휴대전화 연구의 대부분

은 업무용 이용자들의 요구에 관한 것이었다(Carlson et al., 1999). 이 

연구들은 휴대전화가 일과 관련된 속성에 미치는 유용성과 영향에 대해 

밝히고자 했는데, 업무용 이용자들은 이동 중에 스케줄과 약속을 변경하

거나 고객들의 급한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었다

(Hsu, 1992). 이 시기의 연구는 업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개인

의 인식이나 내적 동기에 관한 것들은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대중화되고 관심이 급증하면서 연구의 관심은 업무

용 이용에 에서 일상적인 영역으로 옮겨간다. 이용자들은 업무용의 필요

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압력이나 안전을 위한 도구, 더 나아가서는 

즐거움을 위한 수단으로서 휴대전화를 채택하게 된다. 휴대전화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데이비드의 연구(David, 1993)는 휴대전화는 대인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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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해 유용하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강력한 매체로 이용될 수 

있고, 휴대전화의 채택은 내적으로는 사회적 지위와 새로운 장난감을 얻

기 위한 동기와 외적으로는 구직이나 경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에 의

해 일어난다는 점을 밝혔다(Kwon & Chaimbaram, 2000).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전까지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

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아 업무용 활용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휴대전화를 연구

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의 초기 연구는 휴대전화 채택의 요인에 관한 분

석이 주를 이루었다. 김신동(2001)은 한국에서 휴대전화가 빠르게 채택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사회가 지닌 사회문화적 특성의 영향으로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한국사회의 권위주의, 집단주의, 연구주의 등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속한 연락의 필요성 및 끊임없는 연결에의 욕구를 가지도록 했

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은영(2001)은 휴대전화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전화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적 속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휴대전화는 개

인 중심성과 즉시성이 뚜렷한 구분을 보이는데 개인 중심성이 더 강하고 

젊은 세대가 직접성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밝혔다. 배진한(2001, 2002)

은 이용과 충족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이용에서 얻는 충족을 세대 간 비교

(2001), 휴대전화와 면대면 채널의 비교(2002)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젊

은 사람이 더 많은 충족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인간관계적 부담이 

큰 커뮤니케이션 상황일수록 젊은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보다 적합한 매체

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면대면 채널과의 비교(2002)를 통

해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이용에서 사교, 정보, 거래, 오락, 응급, 안도 등

의 충족을 얻고 있으며 여성이 더 큰 충족을 느끼는 것을 밝혔다. 휴대전

화는 통화상대가 면대면 접촉 상대와의 중복도가 더 크기 때문에 즉시성, 

직접성이라는 매체 고유의 기술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내집단 성원간의 관

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이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휴대전화가 주로 사적인 교류의 채널로 이용된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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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한다고 보았

다.

  휴대전화가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에 관해 밝힌 연구

들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링(Ling, 

2004)은 휴대전화로 대표되는 모바일커뮤니케이션은 일상적 의례를 수행

하며 이러한 의례가 궁극적으로 사회적 연대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뒤르

켐(Durkheim), 고프먼(Goffman), 콜린스(Collins) 등이 일상적 의례가 면

대면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한 것을 발전시켜 링은 이러한 작용은 매

개된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카

츠와 아커스(Katz & Aakhus, 2002)의 주장처럼 ‘끊임없는 접

촉’(Perpetual contact)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을 초월한 상호작

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팔렌(Palen, 2002)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항상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는 이용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특정한 사람들과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면서 기존 관계를 강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사례를 연

구한 이시이(Ishii, 2006)나 이토(Ito, 2005)의 경우도 휴대전화는 이용자

들 간에 지속적인 연결을 강화시키고 기존의 사회적 관계 유지에 큰 이점

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청소년의 경우 가족매체인 유선전화에서 벗

어나 개인매체인 휴대전화를 소유하게 됨으로서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관계 유지에 대한 국내 연구의 경우도 휴대전화가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김성도(2008)는 휴대전화는 현대사회

의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 사적 활용이 매우 중요하며 기존의 

미디어가 공적 기관이 사적 영역에 침투하는데 일조했다면 현대적 테크놀

로지인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사적 메시지를 공적 공간으로 가져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청소년의 문자메시지 이용을 연구한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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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의 경우도 청소년의 문자메시지 이용이 청소년들의 기존의 친구관

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 휴대전화 이용을 젠더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이동후(2004), 이설희(2006) 등의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가 여성들의 내집단 단결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휴대전화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으며,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통해 기존의 면대면에 의해 형성

된 관계가 지속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이는 청소년이나 여성 

등과 같은 특정 집단들이 자신들을 간섭하는 외부 집단으로부터 벗어나 

내적 단결력을 강화시키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휴대전화는 현대사회에서 관계를 관리,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휴대전화에 관한 또 다른 연구들은 휴대전화와 같은 이동매체로 인한 

시간과 공간 개념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휴대전화는 이동성(mobility)

이라는 미디어적 특성으로 사람들을 장소로부터 독립시킨다. 휴대성

(portability)은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신체의 일부처럼 여기게 만들면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는 매체가 되었다. 기존의 유선전화가 사람이 장소

에 고정되어 있어야 이용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휴대전화는 언제 어디

서나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특징을 갖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이동하면

서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Garcia-monte et al., 2006). 

  이동매체를 통한 공간 개념의 변화를 최초로 밝힌 메이로비츠

(Meyrowitz, 1985)에 의하면 휴대전화와 같은 이동매체로 인해 장소의 

개념은 물리적 장소성과 단절하게 되고 정보와 경험은 다른 장소로 순식

간에 이동하게 된다. 우리는 한정된 공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가 제공하는 가상적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과 여가가 분리되었던 것이 정보통신기술사회(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Societies, ICTs)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새

로운 유목민적(nomadic) 관습을 나타나게 만들었다. 일과 여가의 개념이 

약해지고 사회적 활동들의 개념은 겹쳐지게 되었다. 기존에는 유일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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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공간에 휴대전화로 인해 수평적인 가상적 공간들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이용자는 공존하는 다양한 공간 속에서 균형 유지를 위한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생겼다(Meyoriwitz, 2004). 사적인 영역에서의 

공적인 일의 수행과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일을 수행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균형 유지를 위한 전략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

에게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었다.

  프라소포로우와 동료(Prasopoulou et al., 2006)들은 휴대전화가 이용

자 상호간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만들

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이러한 양상은 일의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모호

하게 하여 ‘전자적 속박’(electronic leashes)(Arnold., 2003. 재인용)을 

만들어냈다고 보았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에서 

휴대전화는 일하는 시간과 여가 시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듦으로서 새로

운 시간적 경계를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김평호(2002)의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 사회적 함의를 보기 위해 이동성과 사사화(privatization)에 

주목했다.4) 휴대전화는 이동성의 통신매체이며 개인적 통신 수단을 넘어 

사적 공간을 의미하는 개개인의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소통행위의 영역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사인주의적 매체라고 보았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이용형태와 공간적 활용을 만들 수 있게 했는데 휴대

전화 이용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타인과의 공존을 

부정하고 나아가서는 사적인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보았다. 

윤태진 외(2003)는 현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이동성은 다양한 공

간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이동성이 확보된 미디어는 공/사적 영역들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고 보았다. 이용자도 함께 넘나들기 때문에 미디

어 이용자가 공적 공간 및 사적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과 그에 대해 갖는 

인식도 동시에 변화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주정민(2004)은 미디어 속성

과 이용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휴대전화, TV, 인터넷의 차이를 비교분석

4) 김평호(2002)의 연구에서는 사인주의라고 말했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사사화라고 번역하는 경

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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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휴대전화는 보다 상호 작용적이고 비전문적, 그리고 사적/개인적

인 매체로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개인들은 휴대전화의 이동성이라는 기

능을 활용하여 어느 장소에서나 공간과 시간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이 단순히 휴대전화를 소유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휴대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편의에 따라 시간과 공간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

다. 여기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실은 휴대전화로 인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사이의 경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휴대전화로 인해 기존의 장소의 개념은 도전을 받게 되고 이용자는 그러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상황과 가상적 공간에

서의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업무시간과 비업무시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일과 개인적 차원의 사적인 일들이 혼재하는 영업사원들이나 기자

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사적 공간을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

다. 그들에게 휴대전화는 일상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관리자로부터 관리 당할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이다. 휴대전

화는 자신과 거래처 혹은 정보원 사이의 관계에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자신과 관리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관리 당하는 수단이 된다.

  여기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휴대전화 연구 경향은 업무용 이용에 대

한 관심에서 사적인 용도의 이용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했다. 더 나아가서 

연구의 경향은 단순히 이용의 양상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가 사회적 관계와 

시간과 공간에 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확장된다. 연구의 대상

을 살펴보면 최근까지 진행된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이나 

대학생이거나 젠더의 측면에서 소녀들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휴대전화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이용자들을 이들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만이 휴대전화 이용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휴대

전화 이용을 크게 본다면 사적인 이용과 공적인 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초기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는 사적인 이용에만 

관심을 가졌고 업무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공적 이용에 관해서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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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 이후 국내 휴대전화 연구경향을 메타분석한 성동규와 김민철

(2011)의 연구에서는 국내 휴대전화 연구의 한계를 동일한 연구가 반복

되고 있으며, 독특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정립의 시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기존 휴대전화 연구의 66%가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

구5)이었고, 10.7%가 문헌/자료조사 연구였다. 실제 사례를 연구한 경우

는 4편(3.3%)이었고, 인터뷰 방법을 이용한 것은 19편(15.6%)으로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사례분석이나 인터뷰 방법을 사용한 연구

의 경우에도 실제 연구대상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주로 대학생이나 청

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6) 이들을 제외한 특정집단의 이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업무를 위해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나 업무적 

통화와 사적인 통화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휴대전화 문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세대가 청소년이나 대학생층이

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휴대전화 이용의 또 다른 축인 업무적 

활용의 측면이 연구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세대

는 10~20대 초반 이용자만이 아니다. 20대 후반에서 50대 사이의 연령

대의 많은 이용자들은 공적인 업무를 위해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

다. 이들에게 휴대전화는 단순히 사적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선 자신

의 공적 업무를 관리하고 사적 생활과 공적 업무 사이를 관리하는 필수적

인 수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동매체의 업무적 이용에 관해서 살펴본다. 연구를 위한 대상으

로 기자를 선택했다. 기자를 선택한 이유는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

체의 활용은 필수적이고 기자가 직업에 대해 갖는 독특한 의식 때문이다. 

  기자는 업무적 특성상 회사로 출근하기 보다는 출입처로 출근하고 취재

5) 전체 122편의 논문 중 64.9%인 78편이 양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였다(성동규 김민철, 2011).

6) 수용자 연구를 한 논문은 95편으로 대상은 다층집단이 54편, 대학생이 31편, 청소년이 10편이

다(성동규 김민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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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자는 대부분

의 의사소통을 매개된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휴대전화와 메신저가 대표적

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

  그리고 기자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영업사원에 비해 높은 업무적 자

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되는데 기자는 영업사원에 비해 회사나 

관리자로부터 받는 통제가 덜 하다.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는 단

순히 업무적 통제나 관리의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앞서 말한 자

율성으로 인해 기자는 자신을 전문직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론

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직업에 대한 기자의 

인식은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가 이용되는 것을 단순한 업무적 수단 이상

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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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 이동 중에도 다양한 정보 처

리와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가 고안되어, 독특한 상호작

용 및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이재현, 

2004, 7쪽)

3. 이론적 논의

3.1. 이동매체를 통해 매개된 커뮤니케이션과 일상

  현대사회에서 이동매체는 보편화되어 사회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

용되고 있다. 이동매체를 대표하는 휴대전화는 일상화되어 현대인들의 삶

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고, 사람들이 이동매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

칭하는 대상은 광범위하다.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무선호출기, MP3 플레

이어, PDA, 휴대용 게임기, 타블렛 PC, DMB 등을 이동매체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매체(Digital Media)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들고 다니

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첩, 책과 같은 아날로그 매체도 이동매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엇이 이동매체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내려지

지 않았다.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것은 이동매체가 빠른 기술발전으로 인

해 계속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미디어에 통합하고 있기 때

문이다(이재현, 2004).

  이동매체가 지닌 여러 특징을 고려하여 이재현(2004)은 이동매체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정의를 전제로 하여 이동매체를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 이동 중에도 다양한 정보 처리와 무선 통신이 가능한 디지털 이

동매체”로 한정하고자 한다. 특히, 기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이용하는 주요 

수단인 휴대전화(스마트폰 포함)와 무선 인터넷7)을 이용하는 노트북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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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볼 것이다. 기자의 작업과정은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용

되는 이동매체는 주로 휴대전화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는 노트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말하는 이동매체는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자주 이용되

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의미를 한정할 것이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인사나 대화 등을 통해 의례적 상호작용(ritual 

interaction)8)을 하고 있다. 링(Ling, 2004)은 의례적 상호작용은 면대면

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매개된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면서 휴

대전화로 대표되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일상적 의례를 수행하며, 이러

한 의례가 궁극적으로 사회적 연대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동매체는 사

람들의 일상을 매개하면서 그들 간의 연대가 만들어지고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동매체가 비록 매개된 상황을 만들기는 하지만 이동매체가 지닌 휴대

성과 이동성이라는 특성은 이동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지

속적으로 연결시켜주면서 서로가 접촉된 상황을 연장시켜준다. 면대면 상

황의 의례작용은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지만, 휴대전화를 통해 

매개된 상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맺음이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었다. 이러한 상태를 카츠와 아커스(Katz&Aakhus, 2002)는 ‘끊임없

는 접촉’(Perpetual contact), 리코프(Licoppe, 2004)는 ‘연계된 현

존’(connected presenc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최근 한국의 상황으로 예를 들면,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7) 여기서의 무선 인터넷은 wifi 망을 이용하는 고정된 장소에서의 무선 인터넷이 아니라 와이브로

(Wibro)나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을 활용하여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

넷(Mobile Internet)을 의미한다.

8) 뒤르켐(Durkheim)은 의례를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접착제로 보고 있다. 의례는 사회적 결속

의 원천으로써 한 사회는 그 속에 속한 구성원들의 의례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된다고 보았다. 

그는 종교행사와 관련된 의례에 주목하였으며, 그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주기

적 실천으로 보았다. 반면 고프먼(Goffman)은 뒤르켐과는 달리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의례

를 바라봤다. 즉, 의례적 상호작용이 어떤 거대한 이벤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

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콜린스(Collins)는 상호작용 의례 연쇄 개념을 통해 뒤르켐과 고프먼의 

이론을 통합했는데, 그는 세속적인 일상적 상호작용이 보다 광범한 사회적 영역에 대한 연계를 

굳건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고프먼이 매개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고 본 것과는 달리 콜린스는 매개된 상황에서는 의례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Lin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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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9)과 같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개인별 

채팅방 혹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이 상태

에서 이용자들은 대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채팅방에 속해 있어, 원하

는 경우에 아무런 의례적인 인사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마치, 면

대면의 상황에서 대화 상대와 대화중에 각각 다른 행동을 하다가 다시 대

화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대화들은 친구나 

연인 사이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중요

한 사실은 대화내용보다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Ling, 2004, p. 176). 

  이동매체를 통해 매개되는 의례적 상호작용의 유형들은 정형화된 인사

말, 로맨스, 문자메시지와 집단 경계 짓기, 의례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재치 

있는 응답과 가십, 휴대전화 수신을 통한 힘겨루기 등이 있다. 이러한 상

호작용 유형을 통해서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를 구성해나간다

(Ling, 2004).

  하지만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인간관계의 토대는 여전히 면대면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벤트에 의해 형성되고, 부분적으로 전화와 같은 매개적 상호

작용을 통해서 유지된다(Ling, 2004). 여전히 면대면의 상황이 가장 중요

하며, 휴대전화를 통한 대화는 ‘지배적 관여’와 상반되는 ‘부차적 관여’의 

대상이 된다. 또한 휴대전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데, 이는 상호 고립된 단발성의 면대면 이벤트로는 불가능한 상호작

용을 가능하게 해준다(Licoppe, 2004, Ito, 2005).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일차적 행위와 부차적 행위 사이에서 조정(coordination)을 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무엇이 우선하는가는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

9) 카카오톡은 전세계 어디서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블랙베리폰 사용자간 무료로 메시지를 주

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가입과 로그인 없이 전화번호만 있으면 실시간 그룹채팅 및 1:1 

채팅을 즐길 수 있고 사진, 음성메시지, 동영상, 연락처 등의 멀티미디어도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출처: 카카오톡 홈페이지. http://www.kakao.com/talk/ko). 일명 ‘카톡’이라고도 불리며, 

국내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중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과거에 “문자할께!”와 같이 

“카톡할께”가 관용어처럼 사용될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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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필요로 한다(Ling, 2004).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조정을 위한 전략으로 주변의 친근하지 않은 것을 

희생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친한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

는 효과를 갖는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주위의 모르는 사람들을 신경 쓰

지 않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고, 동시에 주변의 타인들은 ‘예의 

바른 무관심’을 수행하게 된다. 휴대전화 이용자의 물리적 공간에 함께 

공존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게 되고 이용자들은 

이에 기대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휴대전화 이용

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면대면 상황과 매개된 상황 사이의 균형

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 이용자가 이러한 다중적 공간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은 이용자들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

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

진 상황 속에서 이용자는 두 영역 사이의 적절한 조정을 해야 한다. 이용

자들의 일상 속에서 일과 관련된 전화가 친교적인 맥락 속에서 걸려오는 

일이나, 사적인 통화가 일하는 도중에 걸려오는 일은 더 이상 이상한 일

이 아니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공적 역할과 사적 역할 사이의 경계를 

유연하게 통제하는 기술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Garcia-Monte et al., 

2006; Castell et al., 2006).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하는 것은 결국 

상호간의 연대감을 높이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면대면의 

관계를 보강해주기도 하지만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동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현존하는 상황에서 면대면 상황

과 매개된 상황 사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이동매체 이용자에

게 요구된다. 따라서 이동매체를 공적 업무와 사적 자기 생활 모두를 위

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관리의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동매체의 이러한 점은 기자에게 이동매체를 통한 일상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자는 직업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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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밖에서 일을 많이 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연락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상의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모호해질 수 있

다. 예를 들어 취재를 위한 정보원이기는 하지만 이미 오랜 기간 친분을 

맺어왔던 사람과 식사를 하자고 연락하는 것은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

이지 모호할 수 있다. 기자와 정보원이 나누는 대화는 매우 사적일 수 있

겠지만 그들이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는 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

다. 기자들의 일상을 관찰함으로써 이동매체가 어떻게 일상에서 일과 자

기 생활을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동매체의 업무적 활용에 대해 

알아보는데 매우 유용하다.

3.2.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노동관리

  

  이재현(2005)은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이 기존 미디어를 새로운 미디어

가 대체하게 한다는 ‘미디어 대체 가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과 확산은 미디어 이용행위를 포함한 사람들의 일상의 모든 행동에 

투입된 시간을 재분배하여 새로운 생활시간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시간 

재할당 가설’을 제안했다. TV나 전화, 인터넷, 휴대전화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도입은 생활시간 내에서 미디어들 간에 경쟁을 만드

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체 일상 속의 모든 행동과 경쟁하게 되고 이

를 통해 이용자들의 일상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기 이전과는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휴대전화와 같은 이동매체의 도입과 확산은 사회뿐만 아니

라 사회적 삶의 틀 자체를 바꾸어 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적인 측면이 이러한 사회적 틀을 구성하는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Fortunati, 2002). 따라서 이동매체의 도입으로 인한 시공간 개념의 변

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미디어를 이해할 때 기술에 얽매이는 미디어 중심적 사고는 문제가 있

지만 미디어가 드러내는 담론들은 기술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미디어 기술이 사회의 모든 변화를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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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기술과 사회가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김사승, 2008).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사람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업무환경에도 큰 변화

를 일으켰다. 일례로 유선전화의 등장이 업무환경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

다. 유선전화 자체는 멀리 떨어진 상대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지

만 역설적으로 한정된 공간 내에서 사람들이 밀도 높은 집합체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유선전화로 인해 대규모 회사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해졌으며 유선전화가 없는 회사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김성도, 

2008, 123쪽). 

  기술은 매체부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매체산업 구조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작업양식, 수용자들의 소비양식에 이르기까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임영호, 1999, 6쪽). 신문의 제작과정에 

CTS(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 기술이 도입된 것이나 인터넷

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저널리즘의 도입된 것은 매체산업에 엄청난 변화

를 가져왔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노동에 미친 영향은 크기 때문에 기술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기술과 노동의 관계에 대

한 연구들의 관심사는 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노동환경을 어떻게 변

화시키는가에 대한 것이다. 웹스터와 로빈스(Webster & Robins, 1986)

는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베버주의적 관점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10) 베버주의적 관점은 낙관적 입장에서 기술의 

도입을 바라보는데 기술혁신에 의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노동에서 반

복적이거나 기계에 의해 지배받는 업무를 제거시킴으로써 사람들은 보다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10) 베버주의적 합리화 관점을 계승한 산업사회학적 전통에서는 기술혁신으로 인한 전문화를 전제

로 노동자의 숙련 향상과 노동자계급의 부르주아화 또는 ‘신노동계급’의 출현 등 주로 노동과 관

련된 낙관적인 전망을 내려왔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견해는 브레이버만(Braverman)에 의해 

제기된 노동의 ‘탈숙련화’ 및 노동자의 ‘프롤레타리아화’ 명제에 의해 정면도전을 받으면서 기술

혁신과 노동의 관계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갖는 맑스주의적 노동과정론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강상현, 1996,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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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술혁신으로 인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수

단으로 보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서 자본가들은 노동력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잉여가치를 추출해낼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노동을 ‘탈숙련화’(deskilling)시켜

서 비육체노동자까지도 프롤레타리아화 시킨다고 본다(강상현, 1996, 9

쪽). 따라서 기술과 노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바라보며 기술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잉여가치를 효율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게 만드는 통제수단이 되는 것으로 

본다. 브레이버만(Braverman, 1974)은 기술의 발전 속에서 노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기능은 사라지고 관리자에 의해 통제 받는 장치로 통제의 

기능은 이양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공장노동자뿐만 아니라 사

무노동자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생산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통제의 정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관

리자들에 의해 추진되며, 이것은 단순히 생산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단

순 사무노동을 거쳐 조직의 더욱 높은 단위까지 확산되어 활용된다. 그리

고 이러한 현상은 업무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공간이나 업무 

이외의 시간까지 확장되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11) 따라서 기술의 

도입은 노동자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

의 효과를 만들어냈다(함영언, 2001). 이 연구는 브레이버만의 주장에 입

각하여 노동과정에서의 기술발전을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본다.

  자본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노동통제는 크게 직접통제, 기술통제, 관

료제적 통제 그리고 헤게모니적 통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Friedman, 1977; Buroway, 1979; Clawson, 1980). 이중에서 가장 강

력한 통제가 헤게모니적 통제인데 이 속에서 노동자들은 통제규율에 대한 

내면화 현상이 일어난다. 노동자들은 항상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

11) 노동통제는 보다 높은 생산성과 조직효율성, 그리고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 과정이나 조직

에 대한 조직성원들의 순응적 행위를 유도하려는 강제를 의미한다. 노동통제는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시, 감시 및 평가가 노동통제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간주된

다(김왕배, 이경용, 2003, 206쪽; Edward, 197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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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속에서 통제규율은 체화된 상태로 나타난다. 비가시적 통제장치를 

통해 감시당하는 노동자는 자기통제를 유발하게 되며 이는 전자적 형태의 

판옵티콘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김왕배, 이경용, 2003; 홍성욱, 2002). 

이러한 해석은 현대사회의 작업과정에 새로운 기술로 도입된 휴대전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휴대전화에 앞서 도입된 이동통신 서비스인 무선호출기가 업무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한 송종현(2002, 1쪽)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노

동의 통제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지시와 보고의 차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무선호출시스템을 비롯한 이동통신기술들

은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성을 극복해줌으로써 자본에 의한 

노동의 통제를 보다 능률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으며, 이는 노동의 강도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직무에 대한 자율성과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선전화는 근본적으로 장소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에 속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통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장소로 전화를 걸어

야 했다. 기존의 업무환경 속에서 유선전화가 수행하는 통제의 효과는 업

무를 보는 사무실 안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가진 이동성은 

이러한 유선전화를 통해 이루어진 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이동 중에

도 지속적인 통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통제의 수준은 사무실의 범주를 넘

어서게 된다. 휴대전화로 인해 사람들은 더 이상 사무실이나 집에서만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 호텔로비, 공항라운지, 공원, 차량 등과 같은 

곳에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노마드 워

커’(nomad worker)로 부르는데 이들에게 전통적인 의미의 사무실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Breure&Meel, 2003, 175쪽). 일은 어떤 고정된 장소에

서 모여서 하는 것을 넘어 이동 중에도 서로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

고, 통제는 사무실의 범주를 벗어나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휴대전화가 지닌 장점은 유선전화와 달리 장소가 아니라 특정 개인과 

직접 통화가 가능한 점이다. 휴대전화는 장소로부터의 해방을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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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벗어난 사회적 연계로 이동시킨다(김성도, 2008, 124쪽).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은 장소에 상관없이 공적/사적인 일과 커뮤니케이션에 

연계된 상태가 되는데 휴대전화는 개인의 사적 커뮤니케이션과 공적 커뮤

니케이션의 혼융을 일으켰다. 휴대전화의 이동성은 개인에게 장소로부터

의 자유를 준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장소에 얽매이지 않다보니 직장인들

을 업무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게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휴대전화의 이용

으로 인해 사적인 시간과 공적 업무의 시간의 구분은 모호해졌고, 이는 

직장인들을 24시간 업무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태로 만들었다. 더 나아가

서는 앞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직장인들은 휴가지에 가서도 업무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 일은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회사

라는 물리적 공간)와는 상관없는 개인 단위의 일들이 되었다.

  비록 이동매체가 항상 들고 다니면서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케

이션 수단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용자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

는지는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다. 물론 최근의 스마트폰 기술이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실시간 

감시는 거의 불가능하다.12) 이동매체가 비록 감시와 통제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한계를 갖는다. 실제로 이용자가 음성통화를 하거

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현재의 상태나 위치를 숨기거나 거짓을 말

할 수 있다. 영상통화라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서

비스는 아니다. 실제로 관리자의 경우도 그 정도로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이동매체는 항상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개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에 강력한 통제의 메커니즘인 헤게모니

적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는 이동매체의 이용자들이 내재적 자기통제를 

하게 만든다(Prasopoulou et al., 2006).

12) 피처폰(Feature phone)의 경우도 위치 검색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주로 부모들이 아이들의 위

치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던 서비스였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위치 서비스를 이용한 이

용자 추적 서비스나 단말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에서 불법적으로 위치 서비스를 수집해서 활용

한다는 것이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치 서비스는 불법적인 경로를 제외한다

면, 추적을 당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단말기에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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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매체산업에도 영향을 주는데 인터넷을 통한 온라

인 저널리즘의 도입은 신문․방송 매체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임영호, 

1999). 인터넷 기술로 인해 기자들은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을 가

지고 언제 어디서나 기사를 작성해서 송고할 수 있게 되었다. 뉴스는 매

체의 특성상 생산과정이 동적이고 예측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환경적 불확

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러므로 기자들은 시간 구조화 능력, 즉 특정한 상황의 발생이나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을 예측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

하다(장하용, 2004). 이동성을 제공해주는 휴대전화와 무선 인터넷을 이

용하는 노트북은 기자들의 시간 구조화 능력을 향상 시켜줄 수 있는 도구

로 이용된다.

  인터넷과 더불어 휴대전화와 노트북 같은 이동매체는 휴대성과 이동성

이 이전의 어떤 기술보다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동매체는 시간 구조화 

능력이 생명인 기자들에게 더욱 빠르고 정보를 얻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그러므로 언론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넷과 휴대전화, 노트북과 같은 이동매체의 이용은 중요한 함의를 지

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연구에서 이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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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자의 작업과정과 기사의 생산

  일간신문의 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기자는 아침에 

회사로 출근할 때도 있지만 출입처 기자의 경우는 직접 출입처로 출근하

기도 한다.13) 이때 각 기자들은 일보(日報)14)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

데 이것은 그날 자신이 쓸 기사의 내용과 방향에 관한 것이다. 일보가 제

출된 후, 편집국장과 각부의 부장들이 편집회의를 거쳐 지면계획을 확정

하게 되는데, 이 지면계획에 의해 데스크에서는 취재기자들에게 취재 지

시를 내리고 취재기자들은 각자의 취재에 들어간다(임영호, 2005).

  지면계획이 나온 후 기자들은 데스크로부터 지면계획에 대해 연락을 받

게 되는데, 사내에 있을 경우에는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통보를 받고 사

외에 있을 때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지면계획이 나온 후에 

기자들은 출입처나 현장에서 취재를 하거나 정보원과의 연락이나 만남 등

의 방법을 통해 기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후, 그날의 기사를 작성하

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기사의 마감시간15)인

데 이 때 송고된 기사를 가지고 가판(街販)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추가

적인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나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 등으로 인해 실제로

는 마감시간 이후에도 취재는 계속된다. 또한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시

시각각으로 다른 인터넷 신문이나 포털 사이트에 뉴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신문기자들에게 취재에 대한 부담감은 지속된다(임영호, 2005).

  위의 일과는 특정 신문사의 특정 기자의 일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차이는 있을 뿐 많은 기자들의 

13) 기자는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나뉘는데 내근직은 회사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외근직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출입처에서 출퇴근을 한다. 

14) 기자들이 데스크에 취재 보고를 하는 방식은 부서마다 다르다. 출입처 중심으로 취재하는 정치

부, 경제부, 사회부에서는 출입처 기자들이 매일 아침 취재 계획을 제출한다. 반면, 국제부, 스포

츠부, 문화부에서는 기자들이 별도로 취재를 나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데스크에 보고를 하고 

취재를 나간다(임영호, 2005, 102쪽).

15) 신문사에 따라서 17시~18시에 마감하기도 한다.



- 25 -

일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16) 하루 일과 속에서 기자들은 다양한 

사람과 수많은 통화를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17) 기

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기 보다는 이동하면서 일을 

해야 할 경우가 많다. 특히 현장을 자주 나가는 사회부 기자의 경우는 그 

빈도가 더 크다.

  일반적인 뉴스의 생산과정은 ‘계획-취재-선택-구성’ 등의 순서로 진행

된다. 뉴스생산은 주로 편집국에서 담당하는데, 편집국은 신문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사를 수집하고 편집해서 제작 부서에 넘기는 역할을 한다. 편

집국의 조직은 수평적으로는 취재 영역에 따라서 또는 수직적으로 조직 

내 권한에 따라 배치된다. 편집국은 권한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실제 기사 취재와 작성을 담당하는 

취재 부서이고, 다른 하나는 취재 방향을 설정하고, 기사를 선정하고 편

집하는 역할을 하는 데스크이다. 기사의 취재와 작성은 담당 기자가 맡지

만, 기사의 게재 여부, 위치, 비중, 제목 등에 관한 결정은 ‘데스크’라고 

불리는 담당 차창과 부장을 거쳐 부국장과 편집국장의 선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임영호, 2005). 기자가 실제로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

지만 결정권은 데스크에 있기 때문에 기자는 작업과정은 데스크로부터 완

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셧슨(Schudson, 1996)에 의하면 뉴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데스크와 

취재기자들은 뉴스가 만들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갈등과 협력을 통해 뉴스

이벤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기사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양자 관계에서 주도권은 데스크가 쥐게 된다(김사승, 

16) 오프라인 신문매체가 아닌 인터넷 신문매체의 기자는 이와 다른 일정을 가질 것이다. 또한 기

자들의 경력과 위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신입 수습기자의 일과와 일진기자, 데스크 

기자들의 일과는 크게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소속된 부서가 사회부인지 문화부인지 정치

부인지에 따라서도 기자들의 일과는 다를 것이다. 연구에서는 인터뷰 대상을 선정할 때 이에 대

한 고려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7) 파일럿 인터뷰 결과 데스크와는 일반적으로 지면계획 이후에 한 번 통화를 하고 이후 시간에는 

대부분 정보원들과 통화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인터뷰 대상자가 이미 기자경력이 있는 

문화부 기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신문사에서 인턴기자를 했던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자신의 사수인 일진 기자와 하루 종일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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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재인용).

  신문사는 데스크보다 상위에 다양한 형태의 간부들을 임명하여 관료적 

위계구조를 구축하는데 이는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과정을 효과적

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이다(Negrine, 1996). 여기서 관리자인 간부들은 기

자들이 뉴스조직의 이념적, 경제적 목적에 합당한 뉴스내용을 생산하는지

를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Napoli, 1997). 신문사의 운영자는 간부를 임명

하여 이들이 데스크를 관리하게 했으며, 데스크는 이들의 통제를 받으면

서 실제 취재기자들의 기사 및 취재를 관리하게 된다.

  뉴스생산관행에 관한 연구 중 기자와 간부관계에 대한 분석은 주로 간

부나 데스크의 기자에 대한 통제 및 간섭을 다루고 있다(Crouse, 1973; 

Gitlin, 1980). 몇몇 사례연구는 기자들이 뉴스조직 내의 사회화과정 등을 

통해 간부 및 데스크의 통제에 미리 자기검열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Mortensen & Svendsen, 1980). 반면, 고피와 스케이스(Goffee & 

Scase, 1995)는 반대로 뉴스조직은 선형적 생산과정이 아닌 복잡한 구조

를 갖고 있어 뉴스생산과정을 감찰하거나 통제하고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는 점을 파악했다. 그 결과 기자들의 개별적인 자율성이 증대되고 간부와 

데스크는 일방적인 통제보다 기자들과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형태를 통해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기술발전은 뉴스 생산에 

후자의 형태를 보다 강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김사승, 2006). 그러나 

턴스톨(Tunstall, 1996)은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통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느슨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간부나 

데스크에 의한 기자통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직접통제나 관료제적 통

제보다는 헤게모니적 통제의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본다.

  결국 기술의 발달은 언론사의 조직 내 직종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노

사관계의 틀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경영진에 의한 

노동통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경영진의 통제를 강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전화의 경우 원래 경영진이 명령을 내리고 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피고용인들 사이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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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해줌으로써 대인관계나 통제유형도 변화시킨 결과를 낳았다(임영

호, 1999, 32쪽).

  취재기자의 경우 밖에서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간부의 입장에서는 

기자를 통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이용은 기자

들에게 이동 중에도 수시로 출입처나 정보원과 통화를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주었지만, 반대로 간부들에게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

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업무시간과 비업무시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기자들은 항상 업무적인 것과 비업무적인 

것들 사이의 경계를 넘나든다. 

  페리와 동료들(Perry et al., 2001)의 연구에서는 이동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mobile workers) 이동 중에 유연성(flexibility)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의 네 가지 주요

한 요인을 밝혔다. 첫째, ‘계획하기’ 둘째,  ‘버려진 시간(dead time)에 일

하기’ 셋째, ‘원격의 기술/정보적 자원에 접속하기’ 마지막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동료의 활동을 모니터하기’이다.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사무

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나 도구들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시에 대처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대전화와 같은 모바일 기술들은 이용

자들이 위치한 공간에서 원격의 정보나 동료들과 연결 가능한 상태를 만

들어주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계획하기’란 일하는 도중에 마주치게 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동매체를 통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계획된 편의주의’(planful opportunism)라고 

불렀는데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서도 미리 마련해둔 정보에 접근할 수 있

는 방법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으로 모바일 기술은 이러한 접근을 용이하

게 해준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동매체를 활용하여 이

동 중에 생기는 ‘버려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들의 목적

은 이동하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이동을 통해 생기는 만남의 기회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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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동하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된다. 따라서 이동매체를 통해서 

이들은 버려진 시간도 업무를 위한 시간으로 만든다. ‘원격의 기술/정보적 

자원에 접속하기’는 앞에서 ‘계획하기’를 통해 만들어진 원격의 정보에 이

동매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여기서 휴대전화는 ‘미디어적 대리

인’(device proxy)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동 중에 원격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마련된 정보를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원거리에 위치

한 동료의 활동을 모니터하기’는 이동하는 중에도 사무실이나 동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업무 중에 사무실에

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항상 파악하고 동료들과 연락을 지속적

으로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수시로 변화하

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동매체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휴대전화의 활용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관리자 입장에서는 수시로 이동 중에 있는 동료를 관

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Perry et al., 2001).

  이동이 잦고 회사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기자들에게 모바일 

기술은 활용도가 매우 높다. 기자들의 경우, 이동매체의 활용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준다. 미리 마련해둔 자료에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었고, 이동하는 중에 데스크나 정보원과 항상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종에 대한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 하지만 반대

로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통제와 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동매체를 통해 기자들은 취재과정에서 노동의 자율성을 

얻기도 했지만, 반대로 통제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제 이동매체는 기자에게 데스크나 취재원과 연결해주는 단순한 커뮤

니케이션의 도구가 아니라 작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효율적 노동 

관리를 위해 이용되는 수단이다. 기자의 작업과정은 자율성 확보와 통제 

사이에서 경합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을 이동매체가 매개하게 된다. 이 연

구는 이동매체의 이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자율성과 통제 사이의 경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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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자의 작업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것이 갖는 의

미에 대해서 밝혀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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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기의 테크놀로지’로서 이동매체와 기자 전문직 의식

     푸코의 초기연구 주로 지배와 권력의 기술에 대해 강조했다. 『감시

와 처벌』은 주체를 근대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  서구사회가 근대화되면서 과거의 체제로부터 벗어난 상대적으로 자

유로운 주체들이 나타났고 권력은 이러한 주체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했다. 이러한 주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화된 

군주의 권력보다는 분산된 권력을 통한 비가시적인 감시를 만들어내는 것

이 효과적이라 보았고 그렇게 고안된 것이 ‘판옵티콘’(Panopticon)이다. 

‘판옵티콘’의 특징은 권력이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기

서는 권력 행사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대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권력은 사회 토대의 가장 세밀한 단위에까지 지속

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근대적 규율은 

사회의 도처에서 항상 감시하는 여러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회에 

부정적인 타자를 차단하는 동시에 사회에 유용한 순종적인 주체를 생산하

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Foucault, 1975).

  여기서 주체는 사회통제를 위한 수단에 의해 훈육된 존재가 된다. 기자

의 이동매체 사용은 업무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면서 기자의 업무능력을 높

여주지만 반대로 기자에게 통제의 기재로써도 작용할 수 있다. 기자들은 

스스로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개인이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조화된 일상과 관행, 그리고 표준화된 취재 방식을 통한 직장인으로서

의 모습을 가진다. 기자는 전문직이라는 인식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언

론사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 포함되어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월급쟁이 

직장인의 모습을 갖는다(박진우․송현주, 2012). 

  그러므로 권력에 의해 작동하는 규율은 타자를 억압하고 사회에 유용하

고 순종적인 주체를 만드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자의 작

업과정에서 이동매체는 양면성을 갖는데 ‘자아의 테크놀로지’로 작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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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지만 동시에 감시를 위한 ‘규율적 기구’로 작동할 수도 있다. ‘판

옵티콘 체제’ 속에서 인간 주체는 관찰의 대상이 되어 ‘규율적 기구’에 의

해 관리되고 통제 당하게 된다(Foucault, 1975/1994). 근대 사회에서 사

진이 ‘규율적 기구’의 역할을 담당했다. 사진은 근대 사회의 권력이 요구

하는 부르주아 신체를 구성하고 가시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사진적 공

간 속에서 ‘규율적 기구’로 작동하는 권력은 근대 사회가 요구하는 신체

를 생산하고, 신체를 분석하고, 규율하고, 규제한다(김형곤, 2003). 

   푸코의 초기연구가 주로 지배와 권력의 기술에 대해 강조했다면 후기

연구는 ‘자아와의 관계'와 ‘자아의 기술’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Foucault, 1988/1997). 푸코가 관심을 가졌던 권력과 지식의 관계에 대

한 연구가 바로 자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후기 푸코의 연구에

서 말하는 주체형성은 ‘자기에의 배려’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권력과 지

식관계들의 관계에서 더 이상 직접적인 통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말

한다. ‘자기에의 배려’는 누군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자

기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인 것이다(Foucault, 1984/2004). 이러한 

과정은 실천주체성을 실천하는 총체인 ‘자기의 테크놀로지’로 이루어진다. 

결국 주체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통해 능동적 주체로 형성되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틀이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구성된다. 

  푸코는 저작인 『자기의 테크놀로지』에서 ‘자기의 테크놀로지’란 “개

인이 자기 자신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자신의 

신체와 영혼, 사고, 행위, 존재방법을 일련의 작전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했다. 개인은 이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주체(subject)로 구성되는 것이다(Foucault, 1988/1997, 36쪽). 

  푸코는 개인을 주체로 만드는 것이 권력의 형식으로 보았는데 권력이 

강제나 배제와 같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유지되기 힘든 

반면, 육체, 영혼, 욕망, 사상, 지식 등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기능을 통해

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Foucault, 1975/199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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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은 이론적, 추상적 지식과 기술을 통한 사회적 봉사의 제공이라는 

측면과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통해 특정집단의 사회적 지위확보와 독점

적 관력의 행사라는 모순적 성격을 지닌 집단을 말한다.”(강명구, 1992, 

p.3)

를 통해 기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자에게 주체의 형성은 강력한 통제를 

이용한 강제나 배제가 아닌 전문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의식을 통해서 

더욱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주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의 테

크놀로지’는 작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유와, 자율성, 욕망과 쾌락, 심미

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기창조의 주체를 형성하게 된다(이영자, 2006).

  한편 기자는 직업적인 특성에서도 전문직과 직장인의 경계에 서 있다. 

전문직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내려볼 수 있다.

  

  전문직의 구조적 요인은 전문직의 자격 요건, 교육 과정, 면허제도, 자

율 단체 등을 말하며, 태도적 요인은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봉사 정신, 

소명 의식, 직업 정신을 갖느냐는 것을 말한다(정태철, 2005; Hall, 1968 

재인용). 기자는 구조적으로는 전문직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태도의 측

면에서는 전문직에 가깝다. 그러므로 기자는 부분적으로 전문직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비전문직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기자에게서는 두 가지 

모습이 혼재해서 나타나는데 개인의 태도와 인식에 따라 어떠한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경계에 위치한 직

업으로 봐도 될 듯하다. 현대에 오면서 기자의 전문직 의식은 점차 약화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자는 다른 비전문직 직업에 비해서는 전문

직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식적인 차원과 

구조적인 차원의 특징이 기자들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드러나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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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1. 이동매체는 기자-데스크 사이의 작업과정에서 

               연락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가?

   연구문제 2. 이동매체는 기자-취재원 사이의 취재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연구문제 3. 이동매체의 활용이 기자의 업무시간과 개인적인

               시간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4. 연구문제

  이동매체를 대표하는 휴대전화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일상적 차원에서 일

어나는 이용에 관한 연구가 많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왜 휴대전화를 채

택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일상적인 수준에서 알아보고 있다. 하

지만 기존 연구검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거나 혹은 다층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일상을 사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일상

을 구성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업무적인 활동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Nippert, 1996). 

  이동매체가 작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정된 

것이 기자 직업이다. 이동매체가 기자 작업과정이 지닌 특징과 결합하여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아보았다.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으며 그것

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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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실제 기자들의 작업과정에서 모바일 기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기자-데스크 관계, 기자-취재원 관계 그리고 기자의 업무시간

과 비업무시간의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은 기자-데

스크 관계에서 ‘보고와 지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동매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았고, <연구문제 2>는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이동매

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취재원과 어떻게 연락을 하

고 취재거리는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3>

은 기자가 이동매체를 이용하게 되면서 기자의 업무시간이 개인적인 시간

으로 침투하는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자가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기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밝혀보았다. 

결국 기자에게 모바일 단말기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만 이용

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도구라는 

점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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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방법

 

5.1. 연구대상 선정

  이 연구는 연구자의 주변 사람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개받은 전․현직 

기자 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자 주변에 기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이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시에 연구대상자의 주변에서 인터뷰를 해줄 수 있는 다른 기

자들을 소개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문사, 방송국, 통신사, 인터넷 신문사 

등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기자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임의적

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했지만 표본의 다양성을 넓힌 이유는 세대, 성별, 

매체적 특성에서 기인한 편견을 피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특정한 매체

에 종사하는 기자의 특성이 아니라 기자의 노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동매

체 이용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연구를 위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연구대상자는 아래의 <표 1>과 같

다. 연구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구대상자의 이름과 소속은 익명

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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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성별 경력 회 사 부 서 참 고 사 항

A 남 6년 일간신문 前문화부 2012년 초에 퇴사.

B 남 2년 인터넷신문 연예부 SBS 출입기자

C 여 27년 일간신문 위원회 사사관련 위원회 소속.

D 여 10년 일간신문 사회부 시청 출입

E 여 2년 통신 사회부 지역기자(대전․충남)

F 남 11년 일간신문 모바일부 연구원

G 남 5년 방송국 경제부 금융팀

H 여 1년 통신 사회부 법조팀

I 남 6년 일간신문 전직기자 증권부, 사회부, 산업부 등

J 여 7년 일간신문 사회부 시청 출입

K 남 5년 일간신문 문화부 공연담당

L 남 17년 일간신문 경제부 지식경제부 출입

M 남 6년 일간신문 사회부 경찰서 출입

<표 1> 심층인터뷰 대상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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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심층인터뷰

  이 연구를 위해 채택한 연구방법은 심층인터뷰 방법이다. 위의 연구대

상자들을 만나 그들이 작업과정에서 어떻게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이동매

체들을 이용하는지 들어보았다. 연구 초기에는 주로 연구대상자들의 휴대

전화 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기자

들의 작업과정을 단순히 휴대전화 이용만 놓고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연구의 범위를 넓혀서 휴대전화 이용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노트북, 무선인터넷과 같은 이동매체18)를 혼합하여 작

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의 실제 삶 속에서 이동매체가 주로 어떠한 용

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들이 하루의 작업과정을 구축하는데 이동매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들의 일상에서 이동

매체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았다. 이를 통해 기자라는 

특정한 직업군에게 있어서 이동매체가 만들어낸 일상과 작업과정은 어떠

한지에 대해 밝혀보았다.

18) 이동매체라는 용어는 지칭하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 이 연구

에서 이동매체는 기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이용하는 주요한 수단인 휴대전화(스마트폰 포함), 노트

북, 무선인터넷, 타블렛 PC로 한정해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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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장소 방법 시간

A 서울대 사회대 라운지
심층인터뷰(3회)

전화인터뷰(1회)

3시간

30분

B
서울대입구역/신림역 

커피숍
심층인터뷰(2회) 3시간

C 서울대 미술관
심층인터뷰(2회)

이메일인터뷰(1회)

2시간

D 서울시청 기자실 심층인터뷰(1회) 1시간30분

E
대전 타임월드

커피숍
심층인터뷰(1회) 1시간30분

F
서울대

사회대 라운지
심층인터뷰(1회) 1시간

G 방송국 로비 심층인터뷰(1회) 1시간30분

H 서초역 커피숍
심층인터뷰(1회)

전화인터뷰(1회)

1시간30분

30분

I

충무로 커피숍
FGI

심층인터뷰
2시간30분J

K

L 서울역 커피숍
심층인터뷰

전화인터뷰

2시간

30분

M 서울대 박물관 심층인터뷰 1시간30분

<표 2> 연구대상자별 연구방법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연구자의 지인과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대상자를 직접 

만나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1회에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 

진행되었고, 대상자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인터뷰를 2, 3

회 실시하였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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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연구대상자 I, J, K의 경우 연구대상자 A의 지인으로서 함께 만

나서 심층인터뷰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병행하여 진행되었

다. 

  인터뷰는 연구대상자가 일하고 있는 출입처나 출입처 인근의 카페에서 

진행되었는데 출입처에서 인터뷰를 함으로써 출입처 기자실의 모습과 실

제 기자들이 일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인터뷰 중에 실제 업

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자가 일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

험할 수 있었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기록을 했고 

동시에 녹음기를 통해 녹음되었다. 

  인터뷰 대상자에 따라 인터뷰 시간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인터뷰 대상

자들의 시간을 맞추다 보니 생긴 차이이다. 직업적으로 길게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인터뷰 시간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었다. 하

지만 인터뷰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해서 보충하여 대상자별 인터뷰 시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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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자 시스템의 구조와 작업과정

6.1. 기자 시스템의 구조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기자들이 포함되어 일을 하는 기자 시스템을 살펴볼 것이다. 

기자의 작업과 일과는 그들이 속한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들이 속한 기자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돌아가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기

자들의 작업과정이 이동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

지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기자의 업무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 장에서는 기자의 작업과정을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자 시스템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기자 개인의 이동매체에 대한 인식이 

어떤 차이를 보이며, 그 결과가 개인의 작업과정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기자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기자들의 심층인터뷰 내용을 살펴본 결과 

기자 시스템의 핵심은 ‘출입처 중심의 취재’와 ‘보고와 지시 체계’의 유지 

그리고 일간매체로서 존재하는 ‘마감시간’이다.

  일반적으로 기자의 취재는 출입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내근직 기자

를 제외한 많은 기자들이 자신의 담당 출입처를 가지고 있고 출입처로 출

근한다. 그리고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출입처의 기자실에서 보낸다. 언론

사나 담당부서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출입처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데 이때는 여러 출입처를 돌아야하지만 대부분 주 출입처가 있어서 그곳

의 기자실에 있으면서 다른 출입처들을 한 번씩 돌아보거나 그곳의 취재

원과 연락하는 형태로 일을 한다. 출입처 중심의 취재 관행으로 인해 기

자는 자신이 속한 언론사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출입처에서 보내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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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그리고 출입처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데스

크와 직접 면대면으로 대면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그 결과 기자는 회사

나 데스크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상대적으

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은 기자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사 자체는 기자가 작성하지만 기사를 만들

어가는 과정은 기자와 데스크 사이의 공동작업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다. 기자는 자신에게 일일 단위로 할당된 기사를 마감시간 전까지 작성해

야 하는데 이 기사는 기자가 기사를 작성해서 데스크에게 송고하면 데스

크는 기사를 확인해서 기자에게 지시사항을 첨부해서 다시 보낸다. 이것

을 데스크의 데스킹(desking) 과정이라고 하는데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독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여러 번의 데스킹 과정을 거친다. 

  아래의 <그림 1>은 실제로 기사가 기사를 작성하는 기사작성 프로그램

이다.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그것을 데

스크나 다른 기자들이 볼 수 있는 서버(Server)나 게시판에 올리면 데스

크에서는 기사를 데스킹해서 다시 기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려준다.

<그림 1> 기사 작성 클라이언트 프로그램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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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실제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송고된 기사를 검색한 

화면이다.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해서 올리면 이렇게 다른 기자들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전체 송고기사 조회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자와 데스크는 항상 긴밀히 연결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자들이 언론사에 입사해서 수습기간 때부

터 교육받는 것이 바로 ‘보고와 지시’ 체계의 유지이다. 기자는 ‘보고와 

지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연결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언제 어디서든 전화가 오면 받아야 한다. 그리고 출입처 취재의 관

행 속에서 기자는 전화 이외에도 메신저를 이용해 데스크와 항상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출입처에서 기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노트북을 켜

놓고 일을 하므로 메신저는 유용하게 이용된다. 

 또한 기자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이 마감시간이다. 마감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자는 마감시간에 맞추어 기사를 작성해서 송고해야 한다. 통신

19) 각 언론사마다 이용하는 온라인 기사 작성 툴(tool)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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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인터넷 매체의 경우는 별도의 마감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사건이 일

어나면 빠르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별도의 마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항상 마감시간과 같은 상태에 놓

여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으로 인해 항상 출입

처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마감이 있는 일간지의 경우는 

정해진 마감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의 통신사나 인터넷 매체에 비해 상대

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기사의 내용이나 방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서 마

찬가지로 출입처의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

  마감시간이 있어서 기자의 작업과정이 피곤한 점도 있지만 반대로 정해

진 마감시간과 할당된 기사가 있다는 것은 기자의 작업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수시로 ‘보고와 지시’를 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추

어 기사를 작성해야하지만 마감시간까지 할당된 기사만 잘 처리한다면 기

사를 작성하는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제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

다. 마감시간만 잘 맞춘다면 기자는 업무시간을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 자

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자 시스템이 다른 직업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기자들 간의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기자와 데스크 간의 관계에서도 나

타난다. 기자와 데스크는 함께 작업을 하는 수평적인 동료관계로 생각하

고 상하관계로 취급하지 않는다. 기자조직은 위계적인 형태의 상하관계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서로 수평적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자들은 기

자조직 내에서 서로를 선배, 후배라고 여기면서 일을 하는데 같은 언론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입사시기에 따라서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과도 선후배

라고 부르면서 동료의식을 갖는다. 그리고 기자들이 직함을 가진 부장이

나 차장 등을 부를 때도 ‘님’ 이라는 호칭을 빼고 그냥 부장, 차장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기자 시스템이 단순히 언론사 내에서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자조직 내에서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자 시스템은 상향식 보고와 하향식 지시의 체계를 유지하

는 수직적인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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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수평적인 동료관계로 보는 독특한 형태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형

태가 기자 조직 속에서 상하관계가 자유롭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자는 어떠한 조직보다도 강한 상하관계를 갖는데 업무적인 측면

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인 작업관계를 강조한다. 경직된 상하

관계보다는 기자들 간의 동료의식을 강조하면서 작업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자들은 다른 직장인들과는 구분되는 독특

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한다. 이러한 환경은 기자들에게 높은 자율 속에서 

일하는 전문직의 모습과 언론사 조직에 속한 직장인으로서의 모습을 동시

에 나타나게 만들었다. 기자 시스템 속에서 기자들은 스스로를 전문직이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장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모

습은 결국 기자의 작업과정에 전문직 의식과 직장인 의식이 혼재해서 나

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20)

20) 기자를 전문직으로 볼 것인가 비전문직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항상 논쟁의 대상이었다. 이 

연구는 기자 직업의 전문직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기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경합

을 보고자 한다. 기자들은 스스로를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언론사에 소속된 직장인으

로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는 이러한 인식이 기자의 작업과정과 업무에 대한 태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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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회 사 부 서
미디어

친숙도

주요

사용미디어

보고와

지시

스마

트폰

틈새시간

사용

A 경제신문 문화부 상 휴대/노트북 메신저 유 사용

B 인터넷신문 연예부 하 휴대/노트북 전화 유 사용

C 일간신문 위원회 하 유무선/노트북 메신저 무 미사용

D 일간신문 사회부 하 유선/노트북 메신저 유 미사용

E 통신 사회부 중 유무선/노트북 메신저 유 사용

F 경제신문 모바일부 상 휴대/노트북 메신저 유 사용

G 방송국 경제부 중 휴대/노트북 전화 유 사용

H 통신 사회부 중 휴대/노트북 메신저 유 사용

I 경제신문 전직기자 상 휴대/노트북 메신저 유 사용

J 경제신문 사회부 중 유무선/노트북 메신저 유 사용

K 경제신문 문화부 상 휴대/노트북
메신

저
유 사용

L 일간신문 경제부 중 유무선/노트북 메신저 유 (공부)

M 일간신문 사회부 하 휴대/노트북 전화 유 사용

<표 3> 연구대상자들의 개별적 차이

6.2. 기자의 개별적 차이와 작업환경의 구성

  이번 절에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기자의 작업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자들은 기자 시스템의 거시적인 구조 속에

서 각각 다른 개인적 성향과 업무적 환경에서 일을 한다. 그러므로 개별

적인 존재로서의 기자 개인을 기자라는 하나의 직업군으로 설명하기 위해

서는 개인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동매체의 사용에 관해 알아보는 이 연구의 목적

에 맞추어 기자의 이동매체 수용과 실제로 기자가 되어서 이동매체를 어

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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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B: 저는 원래 기계치였어요. 휴대전화를 처음 이용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때부터 지금까지 휴대전화를 바꾼 것은 세 번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기계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그냥 전화만 되면 됐어요. 대학교가서 처음으

로 노트북을 썼는데 도서관에서 과제하면서 아버지 노트북을 서울로 가져

와서 사용했습니다. 컴퓨터나 가전제품을 남자들은 잘 고쳐서도 쓰는데 저

는 기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몰라서 그냥 내가 하는 일만 쓸 

수 있으면 만족했습니다. 성능이나 용량에 대한 욕심, 기계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관련 언론사를 들어가니깐 쓰게 되었습니다. 

기자 C: 저는 여전히 유선전화로 통화하는게 더 편해요. 휴대전화가 있지

만 스마트폰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

는데 이용해요.

기자 D: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꾸게 된 계기가 휴대전화

가 고장이 나서 바꾸러 갔는데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것이 혜택이 커서 바

꾸었어요. 본인은 미디어에 대한 피로도가 커서 늦게 바꾸는 편인데 어쩔 

  앞의 <표 3>은 실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자들이 이동매체를 어

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작업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

는지를 보여준다. 본 절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인식과 미디어 미디어별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기자 시스템 속에서 기자의 작업과정은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러한 모습은 이동매체의 활용에서 두드러진다. 우선 이동매체를 비롯한 

IT 미디어에 대한 친숙도는 연구대상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기자의 작업

과정에서 다양한 미디어들이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기자 B, C, D, M은 이

동매체 이용에 친숙하지 못하며 최소한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개인적 성향이 이동매체 이용에 친숙하지 못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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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바꿀만한 미디어도 없었어요. 스마트폰

이기는 하지만 카카오톡이나 다른 기능은 잘 안 써요. 통화나 문자를 쓰거

나 메일 확인을 가끔 합니다. 저는 개인적 성향이 미디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연구하는데 좋은 케이스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자 M: 전화를 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대화

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노트북은 기자생활하면서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휴대하고 다니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간지에 다닐 때는 노트

북 잘 안 들고 다니고 그냥 어디 수시로 데스크탑이 설치되어 있는 기자

실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회사에서 노트북을 

지급해줬지만 회사에 놔두고 잘 안 가지고 다녔어요. 

  반면 기자 A, F, K는 이동매체를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

였는데 특히, 기자 A, F는 IT미디어 얼리어답터(early adaptor, 초기 수

용자)로서 다양한 이동매체를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습득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타블렛 PC21)도 동시에 이용하고 있고 무선 

인터넷은 대중화되기 이전 시기부터 사용했었다. 그리고 기자 K의 경우

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twitter)를 자발적으로 취재과정

에 적극 활용한다.

  개인에 따라 미디어 친숙도에 차이를 보이지만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

를 사용하는 형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작업과

정에서 휴대전화, 노트북을 이용하고 있었고 취재와 기사작성을 위한 기

본적인 기능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메신저 서비스를 이

용하는데 이는 ‘보고와 지시’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마트폰은 기자 C를 제외하고 모든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의 활용도 미디어 친숙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활용은 출퇴근 

시간이나 이동시간 등 ‘틈새시간’의 사용에서 잘 나타났는데 미디어 친숙

21) 아이패드(i-Pad)나 갤럭시 탭과 같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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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H: 기자에게 이동매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없으면 어떻

게 일을 했을까 싶어요. 예전에 어떻게 기자 일을 했는지 궁금해요. 

기자 I: 기자 작업과정에서 메신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메신저가 

없으면 어떻게 기사생활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 D: 기자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봐요. 기자는 직업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계속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기자가 

느끼는 피로도가 미디어 때문에 늘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동매체

가 만들어낸 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도가 높은 기자들은 ‘틈새시간’에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

고 미디어에 대한 친숙도가 낮은 기자들은 원래 ‘틈새시간’을 잘 이용하

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을 보유하고부터는 ‘틈새시간’을 활용하게 된 경우

도 있었다. ‘틈새시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7장에서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자인 기자들은 이동매체에 대해 갖는 친숙도나 활용

도는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를 활용해야한다. 이는 기자 개

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자 시스템의 구조 속에서 주어져있

다. 이동매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기자들은 작업과정을 수행하기가 힘들

다. 젊은 기자들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없었던 시기에는 어떻게 기자 일

을 할 수 있었는지 상상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이동매체는 기자의 작

업과정 속에서 뗄 수 없는 수단이 된다. 기자의 작업환경은 이미 수많은 

미디어로 둘러싸여 있고 기자들은 그 속에서 이동매체의 이용을 당연시 

여기면서 사용한다.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는 이미 일상화되어 기

자들은 이동매체가 주는 피로나 통제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다.

  이번 장에서는 기자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자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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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기자들의 개별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나타

나는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요인들은 기자의 작업과정에 

반영되어 기자 직업의 독특한 작업방식을 보여준다. 기자 개별적으로는 

이동매체에 대한 친숙도나 활용도가 차이를 보이지만 기자 직업을 선택한 

이후에는 이동매체를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

동매체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이용하지 못한다면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어

렵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동매체가 기자의 작업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어떠한 작업방식이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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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M은 일간신문인 H일보 소속으로 사회부 경찰팀에서 일한다. 

현재 출입하는 곳은 관악경찰서, 동작경찰서, 방배경찰서, 금천경찰서

와 관내에 있는 대학이다. 기자 M의 담당은 관악라인이라고 하는데 

기자실이 있는 경찰서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

  2012년 5월 1일 기자 M은 출근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물 

먹은’ 기사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른 신문의 기사를 중심으로 출입처

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본다. 이 날은 출장을 간 동료를 대신해서 강남

라인의 일도 봐주고 있어서 강남라인의 기사도 함께 찾아보았다. 

  이 날은 신분당선이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는 사건이 일어났

다. 아침에 이 사실은 접한 기자 M은 출근하자마자 신분당선 홍보팀

에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다. 인터넷으로 신분

당선 대표번호를 검색해서 휴대전화로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그리고 

관악라인과 강남라인에 일어난 사건이 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했

7. 이동매체 활용의 양상과 의미

7.1. 이동매체 활용의 양상

  이번 절에서는 심층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실제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자의 작

업과정에 휴대전화, 노트북과 같은 이동매체의 사용이 기자-데스크, 기자

-취재원 관계와 기자 자신의 생활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그 결

과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밝혔다.

  논의에 앞서 실제 작업과정에서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22)

22) 기자 M과의 인터뷰 내용과 실제 관찰을 중심으로 기자 M의 작업과정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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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찾아본 결과 별다른 사건이 없어서 가취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배신 시스템으로 일보를 송고했다. 일보를 보내자 데스크

에서 신분당선 사고에 대한 추가사항을 물어보는 전화가 휴대전화를 

통해 걸려왔다. 기자 M이 있는 사회부에서는 이전에 속했던 경제부와

는 달리 메신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보고와 지시’가 전화

로 이루어졌다. 

  일보를 보낸 후에도 기자 M은 신분당선 사고와 관련된 내용과 관악

라인, 강남라인에 새롭게 발생한 사건이 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수시

로 확인했다. 지속적으로 담당 출입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

면서 대기하고 있으면 편집회의를 거쳐서 오전 중에 지면계획이 떨어

졌다. 기자 M이 보고한 신분당선 기사가 지면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면계획을 확인하고 점심을 먹은 후 기자 M은 다시 기사를 검색했

다. 그러던 중 강남경찰서 관할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가로수를 들

이받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연합뉴스 기사를 발견했다. 기자 M은 강남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이어서 서울경찰청 민원에 전화를 

걸어 강남경찰서 대표번호를 확인해서 통화를 시도했다. 통화를 시도

하는데 계속 통화중인 상태로 나타나자 기자M은 약간은 초조해졌다. 

확인 결과 기사거리가 될 만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오후 보고에 메모형

식으로 포함해서 올리기로 했다.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일단은 보

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후 다시 신분당선에 전화를 걸어서 신분당선 사고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를 확인했다. 오전에 통화한 내용에 대한 이후의 조치가 어떻

게 이루어졌으며 언제 복구가 되었고 정상 운행은 언제부터인지에 대

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았고 그 사항을 오후 보고에 포함했다.

  오후 보고를 노트북으로 작성하는 중에 회사에서 문자가 왔다. 기사

의 매수를 정해주는 내용이었다. 오후보고를 작성하는데 부장에게 전

화가 왔다. 왜 빨리 오후보고를 올리지 않느냐고 독촉했다.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 물어봐서 신분당선에 통화한 내용과 강남경찰서의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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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보고했다. 기자 M이 이전에 기획기사로 올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했는지를 확인했다. 기획기사의 내용은 9급 

공무원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것이었다. 기자 M은 기획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기사거리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바

로 가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기자 M은 급하게 노량진 학원

가의 학원에 전화를 해서 취재 협조를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후 오후보고를 올리고(2시 이전) 기자 M은 노량진으로 

이동했다. 회사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

했다. 하지만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냥 확인만 하고 말았다. 

  노량진에 도착한 기자 M은 사전에 전화로 연락이 된 학원 행정실을 

찾아가서 학원 관계자와 수험생을 만났다. 취재기사에 대한 정보를 수

집했고 내용을 노트북으로 정리했다. 취재를 하는 도중에도 데스크로

부터 전화가 와서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마감시간(5시)이 되어 기자 M은 할당받았던 신분당선 사고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 작성하면서 신분당선에 전화를 걸어 변동사항이 없

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문의하였고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

고는 집배신 시스템을 통해 기사를 송고했다. 송고한 기사의 내용에 

물어보는 전화가 한 번 더 데스크에서 왔고 이에 대해 보고를 하는 것

으로 기사작성을 마쳤다. 

  기사 작성을 마친 후 기자 M은 취재원인 노량진 학원 행정실 직원

과 저녁을 먹었다. 식사를 하면서 취재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

을 취재원에게 물어보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했다. 한편, 식사를 하

기 전에 기자 M은 집배신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신의 기사가 송고된 

것과 승인이 났는지를 확인했다. 이 날은 기사가 수정사항이 없어서 

바로 일을 마칠 수 있었지만 수정사항이 생기면 초판 이후에 다른 판

이 나올 때까지 계속 대기상태로 있으면서 기사를 수정해야 한다.

  취재원과의 저녁식사를 마치고 난 후, 기사에 대한 승인이 떨어진 

것을 확인한 기자 M은 밤 9시가 되어 퇴근을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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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퇴근을 하는데 퇴근하는 중에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출

입처 기사를 검색하여 자신이 놓친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한 기자 M은 집에 도착하면서 하루의 일과

를 마쳤다.

  

  위의 기자 M의 사례를 통해 기자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의 활용이 갖

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이동매체는 기자의 작

업과정에서 ‘보고와 지시 체계’를 강화한다. 둘째, 기자가 지속적인 취재

를 통해 담당 출입처의 사건을 따라잡을(follow-up) 수 있게 한다. 그리

고 셋째, 이동매체는 기자가 출퇴근 시간이나 이동 중인 상황에도  업무

와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업무시간을 연장시킨다. 이

상의 사항을 중심으로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가 활용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보고와 지시’ 체계의 강화

  기자 M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자는 취재를 하기 위해 수시로 전

화를 한다. 신분당선 사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기자 M은 신분당

선 관계자와 수시로 전화를 했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데스크에 전화나 노

트북을 이용해서 보고를 했다. 특히, 데스크와는 기자 자신이 직접 연락

할 때도 있었지만 데스크에서 보고사항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였다. 기자

가 보고한 내용 중 궁금한 것이 있거나 추가로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이

동매체를 이용해서 연락을 취했다. 이러한 모습은 기자 M뿐만 아니라 다

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데스크의 성향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수단이 

휴대전화냐 메신저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와 지시’ 체계의 유지이다. 

이를 위해 기자와 데스크 사이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항시 연락 가

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기자는 언제든지 항상 전화를 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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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F: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자에게 기사를 요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 상황에서 연락이 안 되면 기자가 아니라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죠. 보

고와 연락은 기자의 필수 사항이에요. 이는 휴대전화가 만든 특수한 상황

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보고는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죠.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연락 가능한 상태에 대한 압박은 계속 있

었던 것 같아요.

기자 E: 휴대전화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것은 어떤 기자나 마찬가지인

데 전화벨 울리고 바로 받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휴대전화가 있어도 전화를 꺼놓을 수 있는데 기자는 그게 안 돼

요. 한밤중에라도 큰일이 나서 연락이 오면 바로 나가야하죠.

기자 G: 항간에는 취재를 못하는 기자는 용서받아도 전화를 안 받는 기자

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어요. 취재는 즉각적인 시간 싸움이기 

때문이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기획을 하고 하는 일도 많지만 어느 순간

에 기자는 속보경쟁을 해야 하고 내가 취재한 것을 바로 상부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지시와 보고의 체계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즉각적인 전달이 

필요한데 이것은 아마 일간매체라서 매우 심한 것이라 생각해요.

기자 I: 휴대전화는 항상 켜놓고 전화가 오면 항상 받아요. 저는 무조건 

바로 받는 편이에요. 기자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저는 대학원 

다닐 때 가장 많이 이점에 대해 생각했어요. 시간이 평상시에는 전화가 올 

시간이 아닌데 수업 시간에 꼭 부장이 전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수업을 

듣고 있으면 부장 전화 너무 많이 와요. 그러면 나가서 받고 다시 들어오

고 그랬어요.

기자 K: 문화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문화부에 있어도 항상 연락 가능한 상

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전화를 안 받는 것이 가장 큰일이에요.23)

기자가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기자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

는 일이다.

23) 위의 사례 외에도 연구자가 기자 L과의 인터뷰 약속을 잡기 위해 휴대전화로 처음 전화를 걸

었을 때 기자 L은 출입처의 브리핑이 있었음에도 모르는 번호로 온 연구자의 전화를 받았다. 물

론 전화를 받은 후 브리핑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바로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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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G: 과거에 선배들은 휴대전화가 나오기 전에는 삐삐를 사용해서 연

락을 했고 그 전 세대들은 무전기를 들고 다니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한 

회사에서 한 채널을 고정해서 반경 몇 킬로 내에서 교신을 하면서 취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자 L: 처음 입사를 하자마자 삐삐를 지급받았는데 그 때는 삐삐로 연락

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데스크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일

진이 “어디 있냐?”, “무슨 기사 취재하는가?” 하고 세세하게 지시를 하고 

마감시간 전후에는 부장이 찾아와서 데스킹할 때 용어에 대해서나 기사 

가치를 판단할 때 “이게 어떻게 취재를 했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오탈자 같은 것 데스킹할 때 그런 식으로 물어보려고 사용했어요. 삐삐가 

오면 전화를 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삐삐는 수신기능이잖아요. 몇 번이 

찍혀 있으니깐 전화를 해야겠다. 그런 식이었죠. 우리 회사는 삐삐로 연락

할 때 앞자리는 빼고 부장자리가 “4240”인데 그러면 부장자리에서 온 것

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되었어요. “42408282”라고하면 매우 급한 것이죠. 

부장이 빨리 찾는다하면서 오는 것을 받아서 한 2~3분 이내에 전화를 해

야 했어요. 항시 대기 상태였던 거죠.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할 때 축선대

기라고 하는데 기사를 송고할 땐 항상 그랬어요. 언제 찾을지 모르니깐 그

렇죠. 취재하다가 전화가 오면 무조건 공중전화나 다른 사람 전화를 사용

해서 걸어야 했어요. 

  이동매체는 이용자들에게 ‘끊임없는 접촉’(Katz&Aakhus, 2002) 상태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자가 ‘보고와 지시’ 체계를 유지하는데 유용하게 이용

된다. 기자가 ‘보고와 지시’ 체계를 위해 항상 연결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

려는 노력은 과거에도 있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의 미디어

를 이용하지만 휴대전화의 이용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무선호출기를 활

용했었고, 무선호출기 이전에는 무전기를 이용했었다.

  이처럼 기자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하기 이전에도 모바일 기기들을 이용

기는 했지만, 일을 하는 중에도 휴대전화로 오는 모든 전화를 받는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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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L: 삐삐를 사용하다가 휴대전화를 사용된 것은 혁명적이었어요. 그

래서 통신상의 문제나 그런 것보다는 편의성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통

화료가 비쌌지만 유선전화를 같이 병행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요금이 문제

가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회사에서 나를 찾을 때 이용되는 수단이었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친구나 부모에게 전화한다는 것은 없었고 거의 업무

용이었죠. 맨 처음에 회사에서 휴대전화를 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가 족쇄를 채웠다.” 예전에는 삐삐가 족쇄라고 했는데 그게 훨씬 더 

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삐삐는 내가 공중전화, 일반 유선

전화를 못 찾았다고 변명을 할 수 있는데 휴대전화는 그게 안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보급되었을 때, 사각지대가 있으니깐 수신이 잘 안되는데 이

것도 한두 번 거짓말이지 어딜 가든 터지잖아요. 

해서 ‘보고와 지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무선호출기는 

수신만을 하는 일방적 의사소통의 매체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연락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데스크에서 기자에게 호출을 하면 기자가 확인하고 다

시 연락하는 방법을 취했다. 따라서 이동 중이거나 전화가 없는 곳에서는 

바로 연락이 불가능했다. 이때의 연결 상태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보

다는 다소 느슨한 모습이었다. 이후 쌍방에서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

한 휴대전화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기자는 고정된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도 연결 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보고와 지시’의 체계는 더욱 강

화되었다. 이는 새로운 이동매체의 도입이 업무적 효율성은 높여주었지만 

기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

다.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보고와 지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시 연결 가능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언론사에 입사해서 처

음 교육을 받는 수습교육 기간 때부터 강조된다. 언론사에 입사해서 기자

는 3~6개월 정도 사회부 기자들을 따라 다니면서 교육을 받게 된다. 이

를 기자들의 용어로 ‘마와리(回)’24) 돈다고 하는데 수습기자들은 경찰서나 

24) 기자 용어에서는 이처럼 일본어에서 온 용어들이 많다. 기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쓰는 용어

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국어로 순화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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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L: 수습교육기간에는 경찰서에서 자게 되는데 삐삐를 손에 쥐고 자거

나 입에 물고 잤어요. 둔감한 사람들은 삐삐를 입에 물고자고 저 같은 경

우는 양손에 맞잡고 잤어요. 평상시에는 허리에 차고 다니는데 못 들을 수 

있으니깐 꼭 쥐고 잤죠. 삐삐가 오면 1~2분 이내에 무조건 연락을 해야 

했어요.

기자 E: 수습교육을 받을 때 전화를 늦게 받으면 엄청 혼났어요. 만약 전

화가 고장이 나서 늦게 받아도 혼났어요. 전화벨소리 울리자마자 받는 것

을 습관화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저희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그랬어요. 일단 기자는 빨리빨리 전화 받아야 해요. 

기자 H: 수습교육 때는 휴대전화가 완전 족쇄였어요. 1조 선배에게 아침 5

시30분에 보고를 해요. 이때는 정말 족쇄구나 하고 생각했죠. 보통 5시 반

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9시까지는 선배들에 따라 다른데 보고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해요. 안 받으면 죽는다고 생

각했어요. 엄청 혼나죠.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때는 훈련하는 상

태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했어요. 2시간에 한번 씩 보고를 했어요. 훈

련을 받고나서 지금은 모르는 번호가 와도 다 받게 되요. 하지만 수습기간

이 끝났어도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보고를 해야 해요. 보고가 생명인데 

주로 전화로 보고 해요.

소방서 같은 출입처를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취재자료를 얻는 것을 훈

련받는다. 이 시기에 수습기자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일진 선배들

에게 전화를 받고 거는 일이다. 출입처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은 후 

선배기자에게 몇 시간에 한 번씩 수시로 연락을 해서 보고해야 하며, 선

배의 전화가 왔을 때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짧은 시간 안에 무조건 받아

야 한다. 

  수습교육 기간을 거치면서 신입기자들은 기자의 작업과정에 대해서 배

우게 되고 특히 ‘보고와 지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몸으로 익힌다. 출입

처를 돌면서 기사거리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물론 항상 연결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고와 지시’ 체계를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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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 8시까지 출근하는데 그 때부터 계속 노트북을 켜 놓아요. 노트북

을 켜면 클라이언트랑 메일 들어오는 회사포털과 메신저를 켜죠. 회사에 

있는 부장에게 메신저로 출근보고를 겸해서 보고를 해요. 저희 본부의 경

우는 메신저로 쪽지를 보내서 보고해요. 이는 본부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습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신입기자들은 기자 시스템을 익히고 그 시스템 

속으로 편입된다.

  수습기간을 지나 실제 기자의 작업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노트북과 같은 

이동매체는 빼 놓을 수 없는 작업의 도구가 된다. 기자의 하루 일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노트북을 통해서 자료나 기사를 검색하고,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과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를 이용해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항상 연결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데스크와의 관계에서는 ‘보고와 지시’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취재원과도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받아야 한다.

  데스크와의 관계에서 기자는 일차적으로 메신저25)를 이용해 연결 상태

를 유지한다. 메신저는 서로 접속해 있기만 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온라

인 상태에서 수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

저 메신저에 로그인하며 많은 경우 메신저를 통해서 데스크에 출근 후 첫 

번째 보고를 한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보고 및 지시사항들이 메신저를 

통해서 오고 간다. 기자가 메신저에 로그인해 있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하며 메신저로 누군가에게서 대화요청이 오는 경우 빠르게 

응답을 해야 한다. 

25) 메신저 서비스(Messenger Service)는 컴퓨터로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대화

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증권가에서 많이 이용하

는 미쓰리 메신저나 삼성 Fn 메신저, MSN 메신저 등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메신저의 용도는 

주로 사내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사용되었다. 기자에 따라서는 여러 메신저를 한꺼번에 이용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기자 빠르게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다. 메신저는 기자 조직 내부에서 빠른 의사소통을 가

능하게 하고 정보획득을 용이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59 -

기자 G: 사내 메신저는 사실상 저희는 잘 안 써요. MSN을 쓰거나 지금은 

금융팀에 들어와서 미쓰리 메신저라고 있는데 그것을 써요. 소위 찌라시라

고 말하는게 빨리 들어오는 증권가에서 많이 쓰는 메신저에요. 

기자 H: 일할 때는 대부분 메신저를 쓰고 있어요. 미쓰리 메신저를 주로 

써요. 사내 메신저도 있는데 일할 때는 미쓰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부장하

고 연락할 때도 미쓰리 메신저를 쓰는데 급할 때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해

요.

기자 I: 8시30분쯤 출근해서 메신저를 켜요. 출근하자마자 바로 켜요. 그 

다음에 그 전날 생각한 것이랑 일보 작성해 놓은 것을 보내고 한 시간 정

도를 쉬어요. 9시까지 일보를 보내요. 요즘에는 기사를 혼자서 다 쓰지는 

않을 때가 많은데 3~4명이서 함께 쓰게 되면 그것을 다 메신저로 기사를 

올리면 복잡하니깐 정리하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 부분을 메신

저로 보내줘요. 내가 쓸 것을 따와서 붙이면서 조합을 해요. 메신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메신저가 없으면 어떻게 기사생활을 했을까 하는 생각

마저 든다니까요.

기자 A: 저희 회사는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보고

만 해요. 메신저에 일보를 보내놓으면 연락이 오고 그러죠. 물론 부장마다 

다르긴 해요. 문화부장은 오전에만 메신저를 켜놓고 있으면 됐어요. 회사로 

출근했는데 9시에 회사에 와서 메신저 켜 놓고 그 다음에 오후는 알아서 

메신저 켜져 있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기자 L: 최근에는 MSN이나 미쓰리 메신저 같은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무조건 전화, 삐삐였는데 지금은 출입처에 앉아 

있으면 부장이 메신저를 먼저 얘기해요. 필요한 것이나 사진이라든지 물어

볼 것이 있다든지 하면 메신저로 말을 걸어요. 그게 안 되면 전화가 와요. 

메신저를 항상 연결시켜 놔요. 아침에는 출근 체크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게 출근 체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가 

왔다는 표시는 해주는 편이에요. 메신저를 쓰는 이유는 메신저는 내가 들

어와 있다는 것이 뜨는데 그러면 누가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메신저를 먼저 보내게 되요. 그리고 구두로 하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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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메신저로 하는 것은 팀의 특성인데  메신

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유선으로 할 수도 있고 서버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식으로든지 보고를 하면 되요. 유선은 아주 급할 때만 전화로 

하는 거고 컴퓨터로 접근할 수 있을 때는 대부분 문건으로 만들어서 띄우

니깐 그것을 긁어서 붙이는 식으로 작성해서 메신저나 서버에 올려요.

기자 M: 메신저를 사용할 때는 컴퓨터 화면 밑에 메시지가 왔다고 불 들

어오는 것을 계속 쳐다봤어야 했어요. 엄청 신경 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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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리 메신저 Fn 메신저

<그림 3> 기자들이 자주 쓰는 메신저 프로그램

<그림 4> 메신저를 통해 하달된 지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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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J: 취재하러 갈 일이 있으면 노트북은 놔두고 휴대전화만 들고 가요. 

보고는 메신저로 하거나 중요한 일은 전화를 하고 있는데 더 급한 상황이

면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자 K: 출근은 회사로 하지만 취재하러 밖으로 많이 나가는데 밖에서는 

노트북으로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메신저를 언제 볼지 

모를 때는 전화를 해요.

  ‘보고와 지시’를 위해 일차적으로 메신저를 이용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선호한다. 기자에게 메신저로 

대화를 요청했는데 응답이 없다거나 급한 내용이어서 빠르게 처리해야 하

는 일이 생겼을 때는 휴대전화를 이용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기자는 어

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휴대전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가

장 빠르고 정확하게 기자와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기자의 작업은 대부분이 일일단위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일일 

단위의 마감시간으로 인해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는 기자와 데스크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출입처 취재관행 속에서 기자가 데

스크와 직접 대면하는 일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같은 언론사에 소속

된 기자들과도 마주치는 일도 드물다. (Tuchman, 1978) 기자와 데스크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면대면 의사소통보다는 매개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이 주로 일어나는데 이동매체의 도움으로 이러한 물리적 접촉이 없는 상

태에서도 연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기자와 데스크

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토대는 면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부분적으로 

전화와 같은 매개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된다.’는 링(Ling, 2004)의 주

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 관계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대화가 중심

이 되고 면대면 관계는 부가적인 것이 되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기자들은 ‘보고와 지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과정에서 

휴대전화, 노트북과 같은 이동매체들을 적극 이용하는 것을 보았다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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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작업과정에 도입되기 이전에도 기자들은 무선호출기나 무전기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출입처 중심의 취재관행과 일일단위

로 이루어지는 작업과정의 특성은 기자들에게 빠른 ‘보고와 지시’는 선택

이 아니라 필수였고 이는 이동매체의 필요성을 어느 직업보다 높여줬다. 

특히, 실시간으로 쌍방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휴대전화의 이용과 메신저

에 접속한다면 항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노트북의 이용은 

기자들이 ‘보고와 지시’ 체계를 유지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기자들에게 높은 업무적 자율성을 부여한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강화된 항시 연결 가능한 상태로 인해 기자들에게 통제감을 부여

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입처로 출근한 기자는 같은 언론사에 

속해 있는 동료와 마주치는 일이 드물고 데스크는 기자들이 언론사의 지

시에 잘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직접 관찰할 수 없다. 하지만 휴대전화

나 노트북으로 매개된 상태에서 수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자율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어느 정도 통

제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8장에서 더욱 자세

히 살펴보았다.

     2) 지속적인 취재와 사건 따라잡기

       (1) 취재원과 연락하기

  기자 M은 강남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연합뉴스 기사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강남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가 계속 통화 중

이어서 서울경찰청 민원에 연락을 해서 다른 전화번호를 얻어서 통화를 

시도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담당자와 연결이 되었고 기사에 대한 사

항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데스크에서 9급 공무원 시험 과목 변경에 대

한 계획 기사의 취재를 지시하자 노량진에 있는 학원의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 취재를 요청했고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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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 기자는 인맥이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기자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취재원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에요. 기사들 사이에서 기사

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차이는 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듣느냐가 더 

중요해요. 취재원을 여러 루트로 만나서 이야기를 주워듣는 것이 많아요. 

파괴력이 쎈 기사는 이러한 경로로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특종이 많

이 나와요. 계획에 의한 기사는 단지 기획기사일 뿐이고 우연히 들은 이

야기에서 큰 기삿거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인맥을 쌓기 위해 처음 

신문사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하루에 3명 이상을 만났어요. 명함을 만들

면 100장짜리 한통을 한 달 안에 다 쓸 각오로 명함을 돌렸죠. 20일 정

도에 다 썼던 걸로 기억해요. 제대로 된 취재원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고 다녀야 해요. 처음에 관계를 맺기 위해 직접 만나서 밥 먹고 해야 

했어요. 그래서 기자에게 밥 약속은 매우 중요해요. 기자 시절에는 2주치 

밥 약속을 잡아놨었어요. 점심, 저녁으로 만나는 것이 많았어요. 취재원 

  터크만(Tuchman, 1978)에 의하면 취재원을 확보한 기자에게는 전문직

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다. 취재원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취

재원의 업무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취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자의 

지위도 높아진다(Tuchman, 1978). 그러므로 양질의 취재원을 많이 확보

하고 있는 것은 기자의 능력이 된다.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데스크와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취재

원과의 관계이다. 기자들이 작성하는 기사의 대부분이 취재원에게 얻은 

정보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기자가 취재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효과

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자는 데스크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취재원과도 항상 연결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기자는 항상 전화를 받아

야 하는데 이는 취재원과의 통화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기자는 어떤 취재

원에게서 유용한 취재거리를 얻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취재원들과의 연

락에 주의를 기울인다. 기자는 매일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로 인해 

출입처와 취재원들에게서 나오는 정보들을 잘 관리하고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취재원 인맥을 관리하는 것과 그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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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서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대부분 밥시간이에요. 경력이 안 될 때는 

선배가 부르면 무조건 가야했어요 선배들을 통해 취재원들을 만나고 인맥

을 연결시켜줬어요.

기자 G: 아이템이 없는 날은 친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곤 해요. 취재

원들에게 전화를 돌리죠. 금융감독원에 있을 때는 오프라인의 생활로 돌

아가요. 국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돌

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점심을 먹고 하죠. 아니면 과거 취재원들과도 전화

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을 해요.

기자 E: 취재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

요. 일단 명함을 받으면 스마트폰의 명함 스캔 앱을 이용해서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아요. 오늘도 제가 기사를 저녁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 휴

대전화 번호를 몰라서 기사를 못 올렸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한 가

지 사항만 알아내서 기사를 올리면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취재원들 휴

대전화 번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취재원이 식사 

중이든 잠을 자고 있든 진짜 중요한 경우에는 전화를 해야 해서 휴대전화 

번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장해 놓는 습관이 좋다고 교육을 받았어

요. 하지만 실천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화번호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취재원과의 원활한 연결 상태 유지를 위해 기자는 취재원의 연락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자가 출입처 취재를 하면서 맺는 취재원의 

수는 매우 많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연락을 하면 정보를 바

로 얻을지를 파악하는 것과 빠르게 연락처를 찾아서 통화하는 것은 기자

의 작업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자들이 원활한 취재원 관리를 위해 중요한 것이 취재원의 연락처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전화번호부를 많이 이용한다. 

기자가 취재원을 처음 만날 때, 명함을 받지만 명함과는 별도로 번호를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 저장한다. 특히, 자주 통화를 해야 하거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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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J: 시청의 취재원 연락처는 시청에서 나눠주는 수첩이 따로 있어요. 

간부부터 직원까지 사무실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가 나와 있는 시청에서 

배부해주는 수첩이 있어요. 기자들에게 나눠주죠. 수첩이 있어서 저는 특

별히 취재원 전화번호를 따로 관리하지는 않아요.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하지는 않아요. 늘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깐 중요한 곳은 체

크해놓는 편이죠. 중요하게 멘트 받아야 하는 사람의 번호는 항상 휴대전

화에 저장해 놔요.

기자 L: 취재원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도 저장되어 있고 파일로도 저장하

고 있어요. 지금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가 865개인데 여기는 제 개인적

인 번호도 있고 취재원 번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출입처에 

오기 전까지는 600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출입처를 옮길 때마다 번호가 

계속 늘어요. 물론 가지고 있는 번호는 더 많았는데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전화기에 저장된 번호는 줄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번호를 엑셀로 해서 

만든 파일이 있어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도 있고 지금 다시 만드는 것

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출입처가 변동되면 그 파일을 후배나 선배에게 

주게 되요. 그러니깐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엑셀 파일을 이용했는데 요

즘은 스마트폰으로 좀 많이 저장하는 편이에요. 엑셀에 저장하는 것은 전

화번호의 양이 많아서 회사나 부서 등 별로 분류해서 저장을 해요.(전화

번호부 이름 옆에 회사를 적어서 저장하고 있다.)

취재원의 전화번호는 휴대전화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저장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취재원의 연락처를 엑셀(EXCEL)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기자도 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하기에는 기자들이 관

리해야할 취재원의 번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엑셀을 이용해서 취재원을 

키워드(직장, 직위 등)에 따라 분류해서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출입처 취재 기자의 경우 출입처에서 배포해주는 연락처 수첩을 가

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취재원 연락처는 기자가 개별적으로 소지하고 있지만, 

만약 기자가 출입처를 옮기게 될 경우에는 서로의 취재원 연락처를 물려

주고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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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D: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빈도의 차이는 50대50 정도인 

것 같아요. 발신은 유선전화를 많이 쓰기는 한데 남이 듣지 말아야 될 내

용이나 사적인 통화, 취재원이 핸드폰으로 거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경

우가 아니면 유선전화를 자주 써요.

기자 E: 휴대전화는 거의 오는 전화를 받는 용도로 많이 쓰고 걸 때는 유

선전화를 써요. 아무래도 밖에 나갔을 때는 휴대전화를 많이 써야한다는 

  기자-취재원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기자 작업과정의 또 다른 양상은 

기자들이 취재원과의 연락을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병행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취재원에게서 오는 전화는 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거는 데는 

출입처에 있는 유선전화를 이용한다. 이는 기자의 휴대전화가 회사에 소

유된 법인폰이 아니라 기자 개인 소유의 개인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

징으로 보인다. 회사에서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위해 자신의 휴대

전화로 전화를 건다면 요금부담이 너무 크다.26) 그래서 기자들은 출입처

에 있을 때에는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유선전화를 이용해서 취재원에게 전

화를 건다. 출입처 취재의 경우 대부분의 취재원이 같은 출입처에 있기 

때문에 내선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편리할 수 있다.

  반면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전화를 수신하는 경우는 휴대전화를 이용

하는데 이는 자신을 대표하는 번호는 휴대전화이기 때문이다. 출입처의 

전화로 발신은 하더라도 걸려오는 전화는 기자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휴

대전화로 온다. 하지만 발신 시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출입처의 단순한 보도기사가 아닌 남들이 들어서는 곤란한 특종보도라든

가 취재원과의 중요한 연락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다. 그리고 출입처가 

아닌 현장에 나가거나 이동 중인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잘 활용하고 있었

다.

26) 많은 언론사에서 스마트폰의 기본요금제에 맞추어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해주었다. 기본요금에

서 추가되는 부분은 기자 개인이 요금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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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있으니깐 안에 앉아 있을 때는 주로 출입처에 있는 전화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자 L: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병행해서 사용해요. 요금 비싸서 수신위

주로 사용하죠. 거는 것은 진짜 바쁠 때나 이럴 때 사용해요. 

기자 C: 취재원과는 유선전화로 통화하거나 이메일을 선호해요. 외부사람

과 연락할 때 긴 이야기는 이메일로 쓰고 휴대전화로 메일 썼다고 통보문

자나 연락을 할 때도 있어요.

기자 E: 취재원들과 문자를 별도로 주고받지는 않아요. 문자를 쓰는 경우

는 제한적인데 출입처에서 공지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알려줘요. 보도자료

를 보내준다고 할 때 문자를 보내주는 곳도 있어요. 출입처 같은 경우에

는 항상 기자실에 상주하는 기자도 있지만 기자실에 안 보이는 기자도 많

아요. 그런 기자에게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직접 얼굴보고 얘기하기 보다

는 문자를 보내서 공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자 H: 출입처 기자실에는 간사가 있는데 간사를 통해서 공지가 내려와

요. 공지는 간사27)에게 담당자가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

면 말로 전달할 때도 있고 문자로 올 때도 있는데 자리에 없는 사람도 있

기 때문에 문자도 보내줘요. 

기자 K: 보도자료는 보통은 오프라인으로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

로는 100% 와요. 일단 이메일로 보내고 나서 중요한 것은 직접 찾아와서 

  그 밖에도 기자와 취재원 관계에서 많은 연락이 보도자료로 인해 이루

어지고 있다. 출입처 취재원들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주는데 이 

때 이용되는 전달 수단은 주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이다. 대부분의 취

재원들이 기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보도자료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서 보도자료를 확인할 것

을 요청한다. 이러한 보도자료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오기 때문에 기자

는 수많은 자료 중에 자신의 취재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걸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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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주기도 해요. 이메일이 워낙 많이 와서 직접와서 주는 것도 중요

해요.

기자 L: 휴대전화로 연락 오는 것은 뭐냐면 보도자료가 왔다고 전화오거

나 이메일 넣었다고 문자 메시지가 와요. 계속 들어오는 것을 지우는데 

보도자료 집어넣었다고 연락오는 것이 많으면 하루에 30번 정도 와요. 그

래서 휴대전화를 계속 보는 경우가 많아요. 기사 쓰다가도 계속 보면서 

확인하죠. 오늘 온 것만 해도 10건이 넘어요. 보도자료 보냈다고 계속 연

락을 하는데 홍보팀에서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메일을 지우

는 것도 완전히 일이에요. 대부분은 제목만 보고 읽지 않고 지워버리죠.

<그림 5> 기자의 이메일28)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출입처 

홍보팀의 취재원으로 주로 풀(pool)되는 기사를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익명 내부제보자’(Deep Throat)29)이라고 불리는 인간적으로 깊은 관계

27) 기자 중에서 출입처와 연락을 하기 위해 선정된 대표 1인을 말한다.

28) 출입처에서 보낸 보도자료가 수신된 이메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9) 내부고발자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기자와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출입처 내부의 고급정

보를 기자에게 제공하는 취재원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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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 기자는 인맥이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기자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취재원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인가 같아요. 기사

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차이는 크지 않고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중요해요. 

취재원을 여러 루트로 만나서 이야기를 주워듣는 것이 많아요. 파괴력이 

있는 기사는 이러한 경로로 많이 나와요. 여기서 특종이 많이 나와요. 계

획에 의한 기사는 단지 기획기사일 뿐이죠. 우연히 들은 이야기에서 큰 

기삿거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기자 G: 출입처 취재원과의 통화는 일정이나 간담회 등을 알려주는 전화

도 많고 일상적으로 밥을 먹자고 약속(점심, 저녁)을 잡는 연락도 많아요. 

퇴근도 매우 늦은 편인데 퇴근 후에도 취재원들과 술을 마시는 시간이 

많아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일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기자 L: 퇴근 후 6시부터는 취재원을 만나서 저녁을 먹든지 술을 마시든

를 맺은 취재원으로 전자와 같은 취재원이지만 보다 깊은 관계를 가지고 

기자에게 고급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익명 내부제보자’는 주로 정치권이

나 사회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취재원들은 기자가 다년간 만나거

나 사회에서 만나 깊게 사귄 사람들이다. 이들 사이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와 같은 이동매체로 이루어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업무시간 이

외에 갖는 면대면 만남이다. 개인적으로 밥 약속이나 술 약속을 잡아 친

분을 쌓으면서 일반적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출입처의 정보를 얻는다. 

기자는 취재원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기자들이 내지 못하는 특종

기사나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기획기사의 정보를 얻게 된다.

  결국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수

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기자와 취재원 사이에서 의례적 상호작용을 하

는데 이용되기도 하는데 ‘익명 내부제보자’인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잘 나

타난다. 이는 링(Ling, 2004)이 주장한 것과 같이 의례적 상호작용은 면

대면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매개된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휴대전화는 기자와 취재원 사이에서 일상적 의례를 수행하며, 

이러한 의례가 궁극적으로 사회적 연대를 낳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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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요.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기자들이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취재원과 통화를 하는 것이다. 기자가 항상 연결 가

능한 상태를 데스크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취재원과의 관계에서도 유

지한다. 오히려 데스크보다 취재원들과 음성통화나 실질적인 만남을 더 

자주 갖는데 휴대전화는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 밖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 측에서는 기자에게 보도자

료를 보내기 위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도 자주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이동매체가 기자와 취재원 관계에서 이용되면서 기자의 작업 능력

을 높여준 것이다. 서로의 연결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이동매체는 기자가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게 해주었고, 취재원 측에서는 자신

들의 정보를 기자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빠르게 전해줄 수 있다. 이로 인

해 기자는 넘쳐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과 그 중에서 유용

한 정보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동매체는 기

자와 취재원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작업과정에 높은 자율성을 주었

고, 그러한 자율성 속에서 기자는 이동매체와 넘쳐나는 정보를 어떻게 활

용하는지를 통해 그의 능력을 입증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2) 취재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등장과 그로 인한 인터넷 보도의 증가는 온·오프

라인에서 벌어지는 취재경쟁을 심화시켰다.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기사들

이 실시간에 가깝게 보도되면서 어느 때보다 속보성이 강해졌다. 이러한 

보도환경에서 기자들은 낙종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담당 출입처의 소

식을 확인해야 한다. 출입처 정보를 계속 따라잡기 위해서 기자는 휴대전

화와 노트북을 적극 이용한다. 휴대전화를 통해 수시로 출입처 담당자에

게 연락을 해 정보를 획득한다거나 노트북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담당 출



- 72 -

기자 B: 업무 시간에는 계속 기사를 체크하고 있어요. 포털창이 항상 노

트북에 떠 있죠. 퇴근 시 기사 확인은 노트북이 없으니깐 스마트폰을 사

용해요. 너무 바빠서 업무 시간에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워요. 계속 뜨는 

기사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어요. 지면 신문사와 인터넷 신문이 다른 점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에요. 지면신문은 마감시간이 있고 발행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종합해서 하나의 신문으로 나가는데 지면신문사에서 

기사 내용이 종합될 때 인터넷 신문사는 이미 기사가 다 나가있어요. 신

속하지만 깊이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깊이는 일간지가 있죠. 

기자 M: 인터넷 기사가 없다면 우리는 조간이니깐 2시부터 일해서 5시30

분에 끝나고 다음날 기획기사 취재하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 기

사도 올려야 해서 내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입처와 관련된 사건이 기사화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만큼 빨라진 매체환

경에서 기자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기자 M의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수시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입처의 기사

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취재경쟁은 인터넷 매체에서 더 심하게 일어난다. 오프라인 일간신문의 

경우는 마감시간이 존재해서 마감시간에 맞춰서 기사를 작성하면 되지만 

인터넷 신문 기자들은 별도의 마감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사

들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이는 인터넷 매체의 특

성상 더 많은 클릭수를 얻어야만 광고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에 다른 회사보다 빠르게 기사를 올려서 포털에서 메인화면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매체의 기자는 항상 마감시간이라는 생

각을 가지고 바쁘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간 신문사들이 인터넷으로 기사를 제공하면서 기존 

신문기자들도 인터넷 신문기자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지면신

문을 위한 일일단위로 마감되는 기사 이외에도 인터넷으로 내보내기 위한 

기사를 쓰게 되었다.30) 따라서 이제 모든 기자들은 치열한 취재환경 속에

30) 신문사에 따라 별도의 인터넷 기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요 중앙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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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아남기 위해 더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는 취재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자들은 취재능력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이동매체

와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기자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시로 습득하고 있고 기자

에 따라서는 새롭게 등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작업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

경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여기서 기자는 단순히 취재경쟁에

서 생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능력 있는 기자로서 자신을 드

러내고 자아성취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31)를 통해 많은 정보들이 

생산, 전달되는 상황 속에서 기자들은 이러한 매체 이용에도 상당한 신경

을 써야하는 상태가 되었다. 물론 아직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모든 

기자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도 아니지만 

빠른 전달 속도와 파급력으로 인해 그 영향력을 넓혀간다. 

  시청 출입기자인 기자 J는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트위터를 이용하게 

되었다. 출입처의 주요 취재원인 서울시장이 중요한 발언들을 트위터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울시청 공무원들도 잘 모

를 때가 많아서 트위터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취재경쟁에서 뒤처지게 된

다. 그래서 수시로 트위터에 들어가서 서울시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문화부에 소속되어 공연담당인 기자 K는 원래부터 새로운 미디어에 흥

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취재를 위해 트위터

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기자 중 한명이었다. 트위터를 통해 취재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인 취재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트위터를 이용하기 이전에는 얻기 힘들었던 해외공연 관

그렇고 많은 신문사들이 기자들이 지면기사 외에도 인터넷 기사를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31) 최근에 주로 이용되는 SNS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속

을 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해 웹으로 접속이 가능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이동 중에 정보를 올

리고 이동 중에 정보를 습득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SNS의 이용은 이동매체의 적극적인 이

용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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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F: 최근에는 기사가 걸리는 공간이 다양해져서 기사가 자기 기사에 

대해 지면에서 물을 먹더라도 트윗이나 SNS를 통해서 올려서 공개하는 

경우도 많아요. 꼭 지면기사가 아니라도 공개할 수 있으므로 지면 기사의 

권위가 하락된 모습이에요. IT기술 전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기자 J: 휴대전화를 스마트폰으로 바꾼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바꾸니깐 확

실히 편해요. 사회부는 항상 기사를 체크해야하는데 밥 먹다가다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트위터도 진짜 많이 해요. 서울시청 

출입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SNS를 많이 하니깐 수시로 체크해요. 트위터

를 통해서 주로 박원순 시장이 무슨 발언을 하는가를 보죠. 트위터에 직

접 글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를 확인해요. 시민이 

무슨 의견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는데 그게 기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출근하면 계속 연합뉴스를 보고 네이버 뉴스를 

보고 박원순 시장 트위터도 꼭 봐요. 시장이 가끔씩 공무원도 모르는 이

야기를 거기다 써서 애 먹은 적이 있어요. 기자도 물 먹고 공무원도 물 

먹고 그런 경우가 생기죠. 9호선 문제도 트위터로 얘기한 것이에요.

기자 K: 저는 트위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정보수집 목적으로 많이 써

요. 글쓰기 보다는 보는 게 많아요. 공연 담당인데 공연 쪽 연출가, 프로

듀서, 작가, 작곡가, 배우들, 관련된 업계 사람들이 팔로워이기 때문에 직

접 만날 수는 없지만 트위터 상으로 멘션을 많이 주고받아요. 그리고 내 

기사를 퍼트리는 것으로 사용해요.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련 정보들을 해외의 관련단체에서 운영하는 트위터를 통해 손쉽게 얻고 

있었다. 이를 통해 기자 K는 남들이 쓰지 못하는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사

실에 뿌듯하게 생각했다. 기자 J와 기자 K에게 SNS인 트위터는 취재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기자들의 SNS 이용이 갖는 특징은 주로 이동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이

용한다는 것이다. 기자 J와 기자 K 모두 출입처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트

위터를 하기 보다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트위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중간에 틈틈이 한다거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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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한 것을 남미디어보다는 공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필요한 사

람만 구독을 하고 다른 사람도 내 정보가 필요한 사람만 구독하기 때문에 

팔로워를 많이 늘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중에 공연계 중에서도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 국립극단이라든지 주요한 공연단체들이 팔로워가 5천

에서 1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제가 공연에 관해서 리뷰를 남기거나 하

면 그것을 보통 리트윗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적다고 별로 불편할 것은 없

어요. 그렇게 하면 몇 만 명이 볼 수도 있거든요. 공연에 관심이 있는 사

람 대부분이 볼 수 있게 되죠. 저는 주로 정보를 듣고 퍼트리는 역할을 

많이 해요. 멘션 주고받는 것도 대부분이 공연관계자들이랑 해요. 그리고 

트위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남들이 못 쓰는 기사를 쓸 때가 있어요. 쉽게 

쓸 수 있죠. 특히 해외 쪽 정보들은 트위터를 이용하면서 더 잘 획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람을 느껴요.

기자 A: 회사 차원에서 회사 앱 깔기 운동, 트위터 계정 만들기 운동 등을 

했었다. 

기자 J: 회사에서 앱을 깔라고 해서 예전에 회사 앱을 깔았는데 허접해서 

금방 지웠어요.

기자 A: 회사에서 부서별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팔로우워 수를 늘리

라고 했는데 문화부가 꼴찌에요.

기자 K: 회사에서 쪼아서 만들어서 운영했었죠. 멘션이 많지는 않은데 맞

팔을 해주면서 올렸어요. 이제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은 많이 늘렸어

요.

기자 A: 회사의 회장이 IT, 미디어를 잘 알아요. 그래서 동향보고 등을 주

  기자들이 작업과정에 SNS와 같은 뉴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은 스스로 업

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회

사 차원에서 기자들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기자

들은 기존의 취재관행을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는 모

습도 보여준다. 

  아래의 내용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기자 A, 기자 J, 기자 K가 회사에서 

기자들에게 새로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압력을 가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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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깊게 보고 그것에 민감해요. 하지만 트위터를 못 쓰는 사람들은 많아

요. 그리고 안 쓰려고 하죠. 다들 쓰고 싶어는 하지만 개인 역량이 못 따

라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트위터 쓰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자 C: 저희 회사에서는 블로그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으나, 바빠서 못

하고 있고 아마 계속 이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처럼 기자들은 극심한 취재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작업과정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 이용한다. 기본적으로 취재를 위해 휴대전화나 노

트북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획득했으며, 몇몇 젊은 기자들은 

SNS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정보원으로서 이용한다. 이는 기자들이 자신의 

업무적 편의와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동매체를 이용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는 기자의 업무적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용되며 언론사 차원에서 이용할 것을 강요하게 되면 기자는 이에 저항

하는 모습을 보인다.

     2) 업무시간의 연장

       (1) ‘틈새시간’32) 메우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자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는 기자-데스크 

관계, 기자-취재원 관계를 연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취재를 위한 정

보습득 능력을 키워주었다. 이동매체로 인하여 기자들은 출입처에서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시간에도 일을 할 수 있다. 기자는 이동하면서 취재원들

과 연락을 할 수 있고 기사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일간신문 경제부 소속인 기자 L은 중소 조선업체 도산에 관한 기획기

32) “‘틈새시간’의 개념은 ‘틈새시장’이라는 용어를 참조하여 새롭게 고안한 것이다. 이동매체는 시

간적으로 다른 행동을 주도하는 TV와 같은 미디어와 달리, 다른 행동에 수반되거나 다른 행동 

사이에 끼어드는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재현, 2004,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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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L: 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가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이

동 중에 전화로 조정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통영에서 목포로 가면 

이동하는 중에 전라남도 공무원들에게 연락이 와요. 언제 만나자고 수시

로 연락이 오는 편이에요. 출장 시에는 노트북보다는 휴대전화를 많이 이

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통화하는 대부분이 취재원이고 데스크와는 거

의 연락을 하지 않아요. 기획기사이기 때문에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서 추

후 보고 후 기사를 작성하면 그 때 이야기를 해요. 

기자 G: 취재가 지방에서 있어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차에서 자도 

상관은 없어요. 그 시간을 쓸 권리는 자신에게 있어요. 일단 결과물을 내

면 되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하면 티가 나요. 중간에 이동시간 동안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좋은 기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는 거죠. 

사를 쓰기 위해 1박2일로 통영과 목표지역에 출장을 다녀왔다. 해당 지역

으로 출발하기 전에 미리 해당 도청, 시청, 조선업체에 연락을 취해 상황

에 대해서 문의하고 취재 일정을 조율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취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수집했다. 미리 계획된 일정에 의해 현장을 둘러보고 

인터뷰를 하지만 일정이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다.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휴대전화로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한다. 여기서 휴

대전화가 지닌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기능(Ling, 2004)33)이 기자의 작업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출장 시에도 노트북을 항상 

가져가지만 실제로 이동 중에 자료를 찾기보다는 인터뷰를 받아 적을 때 

주로 이용한다. 예전에는 기자수첩을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노트북으로 한

다. 자료는 가기 전에 이미 충분히 찾아보았고 업체에서 자료를 준비해주

기 때문에 더 이상 찾아볼 필요가 없다. 

  이동매체는 기자들이 이동하는 중에도 취재원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동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기자의 자유지

만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취재

33) “약속시간에 늦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할 수 있다. 이동 중인 두 사람이 이동매체를 이용해서 

하나의 접점으로 근접해 나가는 유연한 만남의 방법이 등장한다. 서로가 약속장소를 잘못 알거

나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도 휴대전화로 해결한다.”(황주선․유지연․이동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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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동매체 사용의 빈도는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기자들이 업무에 

이용하게 되면서 심화되었다. 기자들이 스마트폰을 작업과정에서 더욱 적

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동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중간에 

틈틈이 생기는 시간이  ‘틈새시간’인데 이동매체의 이용은 이러한 ‘틈새시

간’을 채운다. 물론 기자가 아닌 사람들의 생활도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틈새시간’을 이동매체가 채워갔지만, 기자들의 경우는 그 시간이 작업시

간의 연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한 번 기자 M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자 M은 자신이 놓친 기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도 다른 신문사의 기사를 확인했

다. 그리고 취재를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도 수시로 출입처 관련기사가 있

는지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하고 있었다. 취재원과 연락하고 기사를 확

인하는 일은 기자 M의 하루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

고 SNS를 취재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자 J와 기자 K도 틈만 나면 수시로 

트위터를 했다.

  이처럼 기자들의 ‘틈새시간’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사를 확인하는 일

에 많이 사용된다.34) 기자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출퇴근 시간이나 이

동하는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기사를 확인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기사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기자에게

는 작업과정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선 부분에서도 보았듯이 기자들

이 기사작성을 위해서는 수시로 담당 출입처에 관련된 기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는 이용은 기자들이 항상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전에 비어 있거나 자신을 위해 사용

되던 ‘틈새시간’이 일을 위한 시간으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기자들은 여전

히 기사의 확인을 주로 출입처에 출근해서 지면신문을 통해서 하고 있었

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은 보조적인 수단이 된다.

34)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심화되었다. 스마트폰은 이동 중에도 3G

나 wifi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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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 출근길에는 급해서 택시를 타는 일이 많아요. 항상 시간적인 여

유가 없어요. 신문기사 확인은 회사에 출근해서 하는데 퇴근길에는 스마

트폰을 이용해서 기사검색을 할 때도 있어요.

기자 E: 아침에 일어나면 문자가 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기상청에

서 특보가 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침 여섯시에서 여섯시 반쯤이 

되면 연합뉴스에서 속보가 와요. 스마트폰 팝업창이 떠요. 보통은 그날 아

침 날씨죠. 아침 7시까지 조간신문에 회사 기사가 전제가 되었는가 여부

를 확인해요. 당직자가 확인하고 7시까지 보고하는데 기사가 전제된 것이 

있나 누락된 것이 있나 아침에 보통 확인해요. 그것은 출근하면서 잠깐 

차에서 신호 걸렸을 때 한번 보거나 하는 식이에요.

기자 G: 아침에 일어나서 연합뉴스 기사를 휴대전화로 보는 경우가 있어

요. 아침에 일에 대한 것을 올리거나 요즘은 연합에서 4시나 5시 사이에 

기획기사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 중 주목할 만한 것을 

찾아봐요. 연합뉴스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아침에 휴대전화

로 살펴봐요. 

기자 I: 어느 부서에서 일할 때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증권부, 사회부, 

산업부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서 당연히 기사 검색을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출입처에 빨리 가서 지면 신문을 빨리 넘기면서 

보고 그랬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기사를 보고 해도 이상하게 꼭 

다시 신문을 보게 되요.

기자 J: 이동하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항상 보고 있어요.

기자 K: 트위터를 많이 하는 편이다. 트위터는 거의 아이폰으로 한다. 컴

퓨터로는 잘 안하고 일하는 짬짬히 잠깐 이동할 때나 취재하러 인터뷰를 

하러 가거나 그럴 때 외부에 나가고 지하철,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 많이 

본다. 아침에 출근할 때 잠깐 보고, 자기 전에나 남는 시간에, 이동시간에 

많이 한다. 잠자기 직전에 잠깐 누워서 한다.

기자 L: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작은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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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깐 하다가 모를 경우 이동할 때 네이버 같은 것을 검색하는 경우가 있

다. 용어 같은 것을 검색하고 기사도 검색하지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

기자 M: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물 먹은 기사를 찾

아봐요. 아침에 이동하면서 보죠. 내가 안 쓴 기사가 있는지를 봐요. 하지

만 스마트폰이 한계가 있어서 출입처에 가서 종이신문도 반드시 봐요.

기자 L: 출근할 때 EBS를 들으며 출근해요. 8시30분에서 40분 정도에 

출입처에 도착해서 조간을 다 읽어요. 종이신문으로 다 읽어요. 출근하는 

중에는 예전에는 스마트폰 앱을 봤는데 지금은 그냥 출입처에 와서 봐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리해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활이 스마트폰에 의해 바뀐 것은 아니에요. 좀 전에 말한 제가 최근에 

  그리고 스마트폰이 가진 알림기능(Push)도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

켰다. 스마트폰 앱에는 특별한 상황이 되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언론사의 뉴스 앱35) 등은 속보나 특별한 뉴스가 뜨면 알림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려준다. 이러한 알림은 수시로 울리는데 물론 울릴 

때마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항상 기사를 확인해야 하는 기자에게

는 무시할 수 없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지만 여전히 모든 기자들이 이동 중에 스마트폰

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자 C는 여전히 피처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기

자 D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동 중에 기사를 검색하는 일에 이

용하지 않았다. 앞의 기자 L과 같이 이용은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경

우도 있었는데 기자 L은 이동하는 시간에 기사를 검색하기 보다는 스마

트폰을 이용해 영어공부를 한다. 물론 기자 L도 처음 스마트폰을 구입했

을 때는 이동 중에 기사를 검색하였지만 지하철에서 무선 인터넷이 잘되

지 않아 그 시간에 기사를 검색하는 일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해서 자기 개

발을 위한 시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35) 특히, 연합뉴스의 앱은 연합이 언론사에 기사를 제공하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자들

이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기사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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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타고 다른 회사 신문도 봤었는데 지금은 왜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있느냐면 와이파이가 터져서 보는데 거기 지하철 한량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니깐 잘 안 되더라고요. 또 3G를 써도 잘 안 된요. 그래서 거기서는 

안 해요. 차라리 내가 영어공부를 하고 말지, 음악을 듣고 말지, 이런 식

으로 생각해요.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활용하던 ‘틈새시간’은 이동매체

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점점 일하는 시간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휴대전화

나 노트북의 사용은 이러한 시간에도 업무를 위한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고 스마트폰은 기자들이 이동 중에도 기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이를 통해 이동매체는 기자들에게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지만 반대로 ‘틈새시간’ 시간

마저도 일을 하는 시간으로 이용하게 만들었다.

       (2) 개인적 영역에 대한 침투

  기자가 이동매체를 이용함으로써 ‘틈새시간’은 물론 개인적으로 이용하

던 사적인 시간에도 일이 침투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했다. 이전에도 기자 

직업은  ‘보고와 지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연결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이것은 기자들이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도 항상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기자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일하는 시간과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의 구분이 어려웠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동매체를 기자의 작업과정에 

이용하게 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개인적 영역으로 일이 침투한 사례를 살펴보면 기자 E는 주말에 격일

로 쉬고 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쉬고 하루는 회사에 나와서 

당직을 서야한다. 토요일에 당직을 서고 일요일에 쉬고 있는데 아침에 문

자가 왔다. 공사현장에서 토사에 인부들이 매몰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쉬

는 날이었지만 큰 사고이기 때문에 화장도 못하고 사고현장으로 달려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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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B: 업무시간 외에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리뷰지

만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보고나서 리뷰 기사를 써야 해요. 11시부터 프로

그램을 시청하는데 일한다고 수당이 나오지 않아요. 휴대전화가 없다면 보

고 다른 일을 보고 1~2시에 기사를 쓰고 다음날 써도 되요. 그래도 문제

가 없겠죠. 제가 만난 것도 아니고 전국에 방송이 된 것이기 때문에 리뷰

기사는 다음날 써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핸드폰이 있어서 국장 전화가 

와서 제 스케쥴과는 다르게 빨리 기사를 쓰라고 해요. 아침에 써도 될 것 

같은데 국장이 요청을 해요. 휴대전화가 있어서 연락이 용이해져서 더 그

런 것 같아요.

기자 G: 대부분의 개인적인 시간은 주말에 보내고 주중엔 사적인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시간 구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적으로 좋아하는 취재원을 만나더라고 그것은 일의 영역일 수도 있고 

사적인 영역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 때문에 맺어진 관계죠. 명백하게 구

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다고 생각

해요. 특히 기자는 개인적인 만남보다는 취재원과의 만남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해서 짜증날 때도 있어요. 연합뉴스 같은 곳은 주말

에 스트레이트 기사가 없기 때문에 기획기사를 많이 올려요. 그것에 관해 

리포트를 제작하라는 지시도 있어요. 제작하라는 지시가 나오면 인터뷰가 

섭외가 안 돼서 힘들어요.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히 

귀찮아요.

기자 C: 업무시간 외에도 일을 많이 해요. 급할 경우 업무 관련 통화도 하

다. 그 날은 쉬는 날이었고 회사에는 당직을 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담

당하는 영역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자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인 퇴근 후나 휴가 중에도 업무

로 인한 연락을 받는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이전에도 비상대기 상태로 

연락을 받아야했지만 휴대전화는 개인매체라는 성격이 강해 이전보다 쉽

게 통화를 할 수 있다. 휴대전화 번호는 기자 자신을 대표하는 개인번호

로 항상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주고 기자의 사적인 시간과 

공간에 업무가 침투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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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집에서 노트북으로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휴가 때 일하지 않지만, 

비상연락 가능하도록 해 두고 있어야 되요.

기자 E: 월~금까지는 필수 근무이고 토요일에 하루 당직이 있을 때가 있

어요. 주말에는 토, 일을 쉬는데 그 중에 하루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당직을 

서게 되어 있어요. 제가 월~금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하루 당직을 서

고 일요일에 쉬는 날이었는데 그 날 아침에 문자로 공사현장에서 토사에 

인부들이 매몰 되었다는 문자가 왔어요. 큰 사고였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

었는데 화장을 못하고 현장에 갔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자가 없으면 뒤

늦게 알거나 아예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었죠.

기자 H: 회사 메일을 지메일과 연동했는데 주말에도 메일이 와서 엄청 짜

증나요. 휴대전화로 메일이 푸시가 돼서 메일이 왔다는 것을 알려줘요. 스

마트폰이라 메일 확인이 용이해졌지만 일하기 싫은 주말에 놀고 있는데도 

연락이 오고해서 짜증이 나요.

기자 L: 노트북은 여행갈 때는 항상 들고 가요. 내가 일이 없어도 들고 가

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휴대전화는 항상 대

기상태로 들고 다녀요. 전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어머님을 모시고 전국일주를 갔던 적이 있어요. 씻고 나오는데 어머님께서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혔다고 해서 보니깐 부딪힌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사로 전화해서 올라가야 되냐고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올라오라고 했

  기자가 이동매체를 이용하게 되면서 작업시간과 개인적인 시간의 경계 

짓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자는 주말

에도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주말에 회사에 출근해

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일이 생기면 이동매체를 이용해 집에서도 일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는 굳이 출근을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어서 편하

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일을 집에까지 가져와서 하게 되는 상황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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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다음날 올라와서 경찰청에 출입할 때인데 경찰청 기자실에서 3일 동

안 대기했어요.

  기자의 이동매체의 이용은 업무시간과 개인적인 시간의 구분이 모호하

다는 기자 업무의 특성을 강화시켰다. 기자들의 삶은 이동매체의 이용으

로 인해 더욱 일에 매이게 된 상태가 된다. 이동매체의 사용은 기자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

만 기자들은 이러한 삶 자체가 이미 익숙해져서 이동매체로 인해 자신의 

삶이 침해받는다는 느낌을 크게 받고 있지 못한다. 퇴근 후나 주말, 휴가 

기간과 같은 개인적인 시간에 업무로 인한 연락을 받지만 이는 자신이 그

만큼 업무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것

이 당연한 것이라 여긴다. 그리고 취재원과 별도의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도 모두 자신의 일을 잘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면서 일을 했다. 그만큼 이동매체가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당연한 것

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한 불편이나 어려움보다는 편리함을 더 느끼고 일

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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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이동매체 활용의 의미

  이번 절 푸코(Foucault)의 논의를 중심으로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

매체 활용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동매체 활용을 4가지 층

위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첫째,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는 ‘판옵티

콘 체제’와 같은 감시와 통제를 통해 수동적인 주체를 구성하는 ‘규율적 

기구’로서 작동할 수 있다. 둘째, 이동매체는 ‘자기 배려’와 ‘자기 인식’을 

통해 자율성을 가진 능동적인 주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자아의 테크놀

로지’로서 작동할 수 있다. 셋째, 기자주체는 능동적인 모습과 수동적인 

모습을 동시에 갖게 되는데 이것은 ‘규율적 기구’와 ‘자아의 테크놀로지’

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혼재되어 하나 주체를 구성한다. 이동매

체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수단이 된다. 넷째, 기자의 작업과정은 자

율성을 강조하지만 성과사회 속의 기자 시스템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보

면 이러한 자율성의 강조는 통제 속의 제한된 자유로써 결국 통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동매체 활용의 의미를 통제와 자율성의 측면

에서 살펴보았다.

     1) 자기 통제의 확대

  기자 스스로는 통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데스크와의 관계

에서 항상 연결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한다는 압박을 가지고 있다. 실제

로 데스크나 회사로부터 작업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은 없다. 이것은 

언론사 조직이 작업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언론사 조

직에서 결과물이 아닌 작업과정을 직접 감독하기 위해서는 많은 편집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는 언론사 조직에 투자부담을 준다. 언론사 조직 내에

서 기자들의 전문직 의식을 장려함으로써 조직의 융통성을 유지하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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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G: 일반적인 대학생의 경우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져도 크게 불안

하지 않지만 기자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완전 불안해요. 보고도 해야 하고 

전화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전화 못 받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

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거죠.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것이 

일을 하면서 큰 죄책감이 드는 경우에요.

기자 G: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자는 일에 대한 통제는 중요하

지 않아요. 노동의 강도를 통제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지

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사 내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노동

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와 수단이 매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압박을 하

거나 통제하기 보다는 사실은 콘텐츠를 통제해요. 노동에 대한 통제는 의

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잘하지 않아요.

를 감소시킨다(Tuchman, 1978). 그 결과 기자들은 실제 작업과정에서는 

통제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기사의 내용에 대한 통제가 가해지면서 자신이 

언론사라는 조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휴대전화를 비롯한 이동매체는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

를 더욱 강화시켰다. 기자의 입장에서 이는 더욱 심화되는데 일상적 생활

에서 일은 점점 더 여가와 착종해가고 기자들이 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은 점차 줄어든다. 휴대전화는 일의 편의성은 강화시켰지만 반대로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수단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 걸려온 통화에 대한 

비회신은 예의 없는 행위로 간주되고,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기자의 경우 비회신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휴대전화의 등장

으로 관리자들은 개인의 작업 활동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개

인들은 불안감과 긴장감을 내면화한다. 이동매체로 인해 관리자들은 고용

인들의 일상적인 작업과정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고 기자도 마

찬가지로 통제의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었다(김성도, 2008).

  결국 기자 시스템 속에서 기자는 기자 주체로 구성된다. 특히 이동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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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해 편의를 얻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시화되고, 개별화되어 고립된 

기자 자신은 지식과 권력의 대상 혹은 주체로 전환된다. 여기서의 기자 

주체는 결국 사회통제의 수단에 의해 훈련되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의미에

서의 주체가 된다. 기자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주체인 것이다. 근대 사

회의 사진과 유사하게 기자 시스템 속에서 이동매체는 ‘규율적 기구’로 

작동하여 기자 주체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푸코의 주체화 과정은 포섭과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기 감시의 과정도 포함한다. 권력은 훈육적 응시와 감시로 작동하는데 

여기서 권력은 기자 시스템에 편입된 기자 주체를 작동시키고 기자 주체

로 하여금 권력의 감시역할을 대신 떠맡아 자신을 스스로 감시 대상으로 

만든다. 즉, 권력은 주체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고 주체를 작동시키는데, 

이 주체가 스스로 자신을 감시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자는 

기자 시스템 속에서 주체가 되어 스스로 감시하고 그 시스템에 메여 있게 

만든다.

  하지만 푸코는 권력의 행사는 자유로운 주체들에 대해서만 행사되는 것

이기 때문에 권력에 순응하는 자유나 저항하는 자유는 보장된다고 보았

다. 권력의 행사가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체의 자유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Foucault, 1975/1994). 따라서 기자 주체도 자유에 

의해 기자 시스템에 편입된다고 볼 수 있다. 기자 스스로는 높은 자율성

을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수습 시절부터 받아온 수습교육과정에서부터 자

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 속에서 나름의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 기자 주체는 기자 시스템에 대한 순응과 저항의 

자유 사이에서 경합이 일어나게 된다.

  자율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기자는 기자 시스템의 순응과 저항의 차원에

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앞서 살펴본 ‘자기에의 배려’는 윤리적 주체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몸에 통제와 제약을 행사함으로써 ‘자아의 자기와의 

관계’를 ‘자아에 대한 권력’으로 전도시킨다고 보았다. 이는 주체가 권력 

속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자신을 윤리적 주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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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Foucault, 1975/1994). 

     2) ‘자기의 테크놀로지’로서 이동매체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는 ‘규율적 기구’로써 작동할 수 있지만 

‘자아의 테크놀로지’로써도 작동할 수 있다. 기자의 주체는 자기 창조의 

주체로서 자아실현을 위해 일하게 된다. 자기 창조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

은 기자의 전문직 의식과 깊게 연결된다. 기자들은 자신이 작성하는 기사

가 그가 속해 있는 언론사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기자 자신은 비록 언론사 조직에 고용되어 있지만 취재원

들과의 접촉에서는 자율적인 전문직으로서 행동한다(Tuchman, 1978). 

  기자에게 항상 연결 가능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통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동매체의 이용은 반대로 신체의 자

유를 줄 수도 있다. 이동매체의 이동성은 기자에게 특정 장소에 구애 받

지 않게 해준다. 따라서 기자는 굳이 출입처에 있지 않고도 연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이동매체가 기자에게 높은 신체적, 물리적 자율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전문직으로서의 기자의 인식을 강화

시킬 수 있다.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하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출입처가 아니더라도 정보만 얻을 수 있다면 근처 커피숍이나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신 전문직의 

성향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적 자율성뿐만 아니라 기자는 업무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루에 주어진 마감시간과 할당량이 있다는 것은 마감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만 

잘되면 크게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출입처 취재로 인해 가시적으로 

자신을 지켜보면서 통제하는 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자는 작

업 결과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작업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제가 존재

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전문직의 특성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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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 기자 시스템은 기자 작업과정을 수행하는데 장점이 많은 것 같아

요.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기자의 자부심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기자 C: 저는 기자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월급쟁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

어요. 일을 하던 중에 다른 회사에서도 제의가 왔었지만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이 힘들고 압박이 있을지라도 기자의식이 있으면 해

결된다고 봐요. 내가 기사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쓴다고 생각하는지

에 따라 인식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과거와 다르게 변해가는 기자라는 

직업에서 나름의 저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독자를 위해 기자를 쓴다고 

생각하고 항상 일에 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현재 기자라는 

직업은 점차 직장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G: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라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남들은 기자의 사명감이나 개인적 성향(personality)이 있는 경우

는 많은데 본인은 압박감이 싫어서 매우 힘들어요. 하지만 업무로 인해 

통제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자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대부분 자신의 퍼스널리티로 움직여요. 자신의 일에 대한 욕망이 큰 사람

들이에요. 기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인데 명예나 이름으로 기자가 된 

이상 그에 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켜서 움직이

는 것은 아니에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이러한 느낌은 자부심과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기자라서 자랑스럽다

가 아니라 좋은 기사를 썼을 때, 좋은 기사를 써서 나타나는 좋은 현상. 

일례로 한강댐 방류로 6명이 북한강에서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기사를 썼었는데 그 기사를 내보내고 기

뻤던 것은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제보자들이 그것을 봤을 때 고맙다고 했을 

때 기뻤어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기쁘게 생각

되었어요.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죠.

하다. 이러한 자율성이 부여된 작업환경 속에서 기자는 스스로 자신의 일

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전문직으로서의 인식을 높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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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L: 지금은 휴대전화가 내 개인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유선전화가 아

닌 휴대전화가 나에게 메인이 되요. 내가 유선전화가 있어도 편리성 때문

에 핸드폰을 먼저 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는 보조수단이었죠. 또 하나는 

내 명함에 핸드폰 번호가 기록된 것은 휴대전화가 개인 소유가 된 이후일 

것이에요. 그 전에는 부서가 바뀌면 그 번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법인

폰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회부가 아닌 다른 부서를 갔을 때 그 번호는 다

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개인의 소유로 폰을 전환시키면 그 

  이동매체가 주는 장점 중 하나는 삶을 중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이

재현. 2004). 이동매체를 통해 사람들은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다중적

인 시간과 장소를 경험할 수 있다. 기자의 작업과정에서도 기자는 출입처

에 앉아 있지만 이동매체를 이용해서 데스크와도 연락할 수 있고 취재원

과도 연락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기사를 작성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출입처라는 고정된 장소에 앉아 있을 때뿐만 아

니라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에도 기자는 이동하면

서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자가 주어진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동매체를 

잘 사용하는 것은 기자가 동일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업무를 효율적으

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면서 능력 있는 기자로서의 주체를 형성하는 계기

가 된다.

     3) 기자 주체의 형성

  현대인들에게 휴대전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기자들에게도 휴대전화 번호는 자신을 

대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자신을 대표하는 번호가 된

다는 것은 기자주체 형성이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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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가 내 것이기 때문에 명함에 등록된 것이 그 번호가 된 것이에요. 내 

개인번호를 가지게 된 것은 98년이었어요. 회사에서 기존 휴대전화를 반

납하라고 한 다음에 제가 98년 말 정도에 개인폰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

래서 이 번호가 지금은 010인데 전에는 동일한 번호에서 앞자리만 011이

었어요. 2년 전에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번호가 바뀌었어요. 14년 정도 

쓰고 있는 번호에요. 이때부터 휴대전화가 제 정체성을 나타내게 되었죠. 

이제 이 번호가 기자생활 하니깐 내 명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번호를 기

억해요. 내가 전화를 하던 안 하던 가지고 있죠. 출입처는 종종 바뀌어요. 

이 때 주고받았던 명함에서도 여전히 제 번호가 그대로 있어요. 이건 내 

출입처가 바뀐거지 그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휴대전화 번호는 솔

직히 기자의 정체성(identity)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꾸면서 010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꾸었던 이유가 내 번호인데 왜 

바꿔야하나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2년 전에 바꿨는

데 다행이 뒷 번호 8자리는 그대로 남겨주었어요.

기자 C: 기자는 전문직/직장인 의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일을 전문직으로 생각하느냐 직장인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

식이 많이 달라져요.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

각하고 통제 당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되요. 인식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자 L: 원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컸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느

끼는 것은 달라요.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했던 일을 하고 

싶었죠. 제가 사건 현장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기자를 선택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자는 이동매체를 ‘자아의 테크놀로지’로써 

활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동매체가 기자에게 ‘규율적 기구’로써 작동할 

수도 있다. 이는 기자 스스로가 자신을 어떤 주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자가 스스로를 높은 자율성을 지닌 전문직으로 생각한

다면 이동매체의 의미는 ‘자아의 테크놀로지’로 작동하는 것이고, 언론사

라는 조직에 소속된 통제 속에 있는 직장인으로 인식한다면 이동매체는 

‘규율적 기구’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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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사를 들어와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기자가 좋은 것이 거지부터 대

통령까지 만나는데 저는 총리까지는 만나봤어요. 그리고 거지도 되보고 

뭐도 되보고 다 되보고 북한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7년이 지나면서 느낀 것은 생활이 약간 불편해

요. 애들이 자라는데 항상 고민을 해요. 내가 남아야하는가 떠나야 하는가

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떠나야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

한다. 일단 사회에서 내 친구들이나 동년배들이 돈을 받는 수준과 저는 

많은 차이가 나요.

  푸코의 후기 논의는 타인에 복종하는 주체에 관한 초기 논의를 자아의 

인지와 정체성에 의거한 주체로 발전시켰다. 후기의 푸코는 주체의 자유

와 자율성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이영자, 2006). 기자도 자기 스

스로 어떤 주체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일 속에서 자자의 인지와 정체성을 

갖는 주체로 구성될 수도 있고 동시에 복종하는 주체로서 구성될 수 있

다. 결국 개인으로서의 기자는 일정한 통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 양식을 결정하는 자유로운 자기 결정의 행위자가 되는 것이

다. 

  여기서 이동매체 이용은 기자가 더 나은 기자 주체로서 구성되고자 하

는 노력을 보여준다. 성과사회에서 더 능력 있는 기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다. 그 속에서 기자는 성과를 위해 자기 통제하는 한편, 자아성찰을 위

해서도 일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기자는 전문직으로서 구성되는 

주체와 직장인으로서 구성되는 주체가 경합하는 관계 속에서 일을 한다. 

기자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이동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이

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동매체로 인해 소극적

이고 수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두 가지 모습은 배타

적인 것이 아니라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혼재되어 나타난다.

  푸코는 자아의 실천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자아의 실천은 사회문화적으로 강요된 것으로 권력/지식들의 관계가 경합

하는 과정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존재의 기술들은 당시 시대

의 지배의 기술들에 의해 정의되고 결정됨으로써 자율성을 침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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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cault. 1988/1997). 언론사에 의해 운영되는 기자 시스템 속에서 기

자는 시스템 속의 지배기술들에 의해 정의되고 결정된다. 이동매체의 이

용은 ‘자아의 테크놀로지’와 ‘규율적 기구’로써 작동하면서 구속과 자율을 

동시에 부여하고 권력 행사의 매개로서 기자 주체에게 작동한다.

  따라서 기자는 ‘전문직’라는 이름을 통해 직업 정체성을 추구한다. 기자

들은 기자 시스템 속에서 언론사의 조직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발

적으로 전문직의 직업적 정체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기자 주체가 전문직 

담론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일종의 노동 통제를 위한 수단이다. 기자가 스

스로를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집단적인 자기 규율

(self-discipline)과 자기 통제(self-control)의 기제가 된다(박진우․송현주, 

2012). 결국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전문직 담론은 

더욱 강조되며 이는 기자를 직접적 통제보다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

게 한다.

  기자는 자기 스스로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

실은 기자 시스템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만 자율성을 발휘하고 있다. 

기자는 일 잘하는 기자 주체를 만들기 위해 ‘자기의 테크놀로지’로써 이

동매체를 활용하여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통

제하면서 일한다. 이는 브레이브만의 ‘헤게모니적 통제’의 개념과도 연관

성을 찾을 수 있다. 브레이브만의 주장에서 노동에 대한 통제 중 가장 강

력한 것이 헤게모니적 통제인데 헤게모니적 통제 속에서 노동자들은 통제

규율을 내면화하게 된다. 비가시적 통제장치를 통해 노동자들은 자기통제

(Self Control)를 한다.

  한병철(2010)은 『피로사회』는 이보다 더 강한 자기 통제에 대해 보

여준다. 이 책에서는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로 보고 성과사회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과도한 자유를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과도한 자유의 부여는 주체에게 자유보다는 신경적 고통을 준다. 

성과사회에서 과도하게 주어진 자율 속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뒤쳐진 

주체는 신경증적 질병에 걸린 ‘신경증적 주체’로 구성된다. 그래서 성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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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율사회(병원, 정신병자 수용소, 감옥, 병영, 공장)는 사라지고 성과사

회(피트니스 클럽, 오피스 빌딩, 은행, 공항, 쇼핑몰, 유전자 실험실)로 변

모했다. 이 사회의 주민은 더 이상 ‘복종적 주체’가 아니라 ‘성과주체’라고 

불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이다. 권력에 대한 푸코의 분

석은 규율사회가 성과사회로 변모하면서 일어난 심리적․공간구조적 변화

를 설명하지 못한다. ‘통제사회’와 같은 개념은 지나치게 많은 부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변화를 이해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성과사회는 부정

성을 벗어나 탈규제의 경향을 보이면서 부정성을 폐기한다. 긍정성의 사

회. 금지, 명령, 법률의 자리를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모티베이션이 대신

한다.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하나의 층위에서 연속

성을 유지한다. 생산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열망. 생산성이 일정한 지점에 

이르면 규율은 기술이나 금지라는 부정적 도식은 곧 그 한계를 드러낸다.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규율의 패러다임은 ‘성과의 패러다임’ 내지 ‘할 

수 있음’이라는 긍정의 도식으로 대체된다. 능력의 긍정성은 당위의 부정

성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성과주체는 복종적 주체보다 더 빠르고 더 생산

적이다. 하지만 능력이 당위성을 지워버리는 것은 아니다. 능력은 규율의 

기술과 당위의 명령을 통해 도달한 생산성의 수준을 더욱 상승시킨다.” 

(한병철, 2010, 23쪽)

체는 뒤처지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한다. 여기서의 주체

는 권력이나 타인에 의한 감시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주체는 스스로 통

제하는 행위를 감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과를 내고 자기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자율적인 상황에서 주체가 성과를 내

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고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은 능력 없는 

타자로서 배척된다. 

  성과사회 속에서 기자주체는 주어진 자율 속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한다.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가해지는 어떠한 가시적인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작업과정을 통제한다. 성과사회에서 성과를 내는 일 

잘하는 기자 주체를 구성하기 위해 기자는 자발적으로 작업과정 속에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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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직업에 비해 훨씬 높은 자율성을 누리고 

있는 기자는 성과사회에서 느끼는 성과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면서 일

하게 된다. 빨라진 매체 속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반인들이 기자만큼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동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뉴스가 검색되고, 사건과 사고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기사보다 

더 빨리 퍼지게 되면서 기자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퍼진 이후에 기

사를 쓸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자는 자신의 일을 

위해 이동매체를 잘 사용해야 한다. 일을 잘하는 기자 주체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뒤처지지 말고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

  기자는 자율적인 주체를 형성하여 자율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

에 자기 통제 속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자

율성은 언론사라는 권력에 속해서 그 틀 안에서 자율성을 얻는 것이다. 

언론사가 지배하는 기자 시스템 속에서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통제는 ‘판옵티콘’ 체계와 같은 비가시적인 통제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동매체는 이러한 통제의 기재로 작동한다. 기자 시스템 속에서 

기자-데스크 관계를 만들어 기자가 이동매체를 이용해 항시 연결된 상태

를 유지하게 함으로서 매개된 통제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성과를 강

조하는데 신문 매체의 특성상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마

감시간이 존재한다. 마감시간까지는 성과를 내야하고 마감을 맞추지 못하

는 일은 기자 주체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기자는 높은 자율성을 지닌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

이지만 이것은 성과사회와 언론사에 의해 구축된 기자 시스템 속에서의 

자율성일 뿐이다. 성과사회와 기자 시스템 속에 기자 전문직 의식은 결국 

제한된 틀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환경 속에서 이동매체는 기자의 작업과정에 투입되어 기자의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매개하는 주요한 도구로써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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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소결

  지금까지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가 활용되는 양상과 의미에 대

해서 살펴보았다. 이동매체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기자의 작업과정에 들

어와서 기자가 일을 하는데 다양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에 기자의 

작업시간을 연장시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늘이기도 한다. 

  기자는 이동매체를 이용하여 기자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와 지

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기 전에도 기자는 무선호

출기와 같은 이동매체를 이용해서 항상 연결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

었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이용은 이러한 양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노트

북은 기자와 데스크 사이를 항상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기자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동매체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

다. 점점 빨라지는 정보의 속도와 치열해지는 매체환경 속에서 이동매체

는 기자의 취재능력을 높여주었다. 기자는 이동매체를 이용해서 출입처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주요 취재원들과 손쉽게 연락한다. 이처럼 

기자는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를 이용하면서 업무적 편의를 얻는다.

  반면, 이동매체는 기자의 삶에서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의 구

분을 힘들게 만들었다.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동매체로 인해 

삶의 경계 구분이 어려워졌는데 기자의 경우는 더욱 심화된 모습을 보인

다. 원래 기자의 일상은 업무시간 이외에도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출

입처 취재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기자에게 점심, 저녁 시간은 개인

적으로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주요 취재원을 만나 정보를 얻는데 주로 

이용된다. 이동매체의 이용은 기자의 이러한 삶을 강도를 높였다. 

  이동매체로 인해 기자는 출퇴근 시간이나 이동시간과 같은 ‘틈새시간’

에도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기자는 취재를 

위한 정보와 기사를 이동 중에도 꾸준히 확인한다. 더 나아가 기자의 업

무적 영역은 이동매체를 통해 기자의 개인적 영역으로 침투한다. 기자는 



- 97 -

퇴근 후 시간이나 주말은 물론 휴가 때마저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

으로 인해 업무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기자는 

손에서 이동매체를 놓을 수 없다. 결국 이동매체는 한편으로 기자의 업무

과정에 편의를 주는 도구로써 이용되지만 반대로 기자의 삶을 업무에 매

이게 하는 도구로써 이용될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갖는다.

  이동매체는 기자의 모든 작업과정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보조

의 수단으로써 큰 중요성을 갖는다. 현대사회의 기자 작업과정에 큰 영향

을 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동매체는 기자의 작업과

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었고, 모든 작업과정과 강도를 강화시켰다. 효율

성을 높여주고 기자의 자율성을 높여준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 시

간과 공간에 침투를 통해 일하는 시간과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면서 통제를 강화시킨 측면도 있다. 이를 통해 기자의 작업

과정에 이동매체가 준 영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 활용은 ‘자아의 테크놀로지’로써 

작동한다는 점에서 기자 주체 형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푸코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동매체 활용의 의미를 4가지 층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첫째, 감시와 통제를 통해 수동적인 주체를 구성하는 ‘규율적 

기구’로서 작동하는 것을 보았다. 둘째, ‘자기 배려’와 ‘자기 인식’을 통해 

자율성을 가진 능동적인 주체를 구성하는 ‘자아의 테크놀로지’로서 작동

하는 것을 보았다. 셋째, 이러한 ‘규율적 기구’와 ‘자아의 테크놀로지’는 

이율배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혼재되어 하나 주체를 구성하는데 작동하는 

것을 보았다. 넷째,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자율성의 강조는 결국 성과사회 

속에서 통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보았다.

  기자 시스템 속에서 기자는 출입처 취재관행과 이동매체를 이용하여 다

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누릴 수 있다. 기

자는 자신이 통제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

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기자는 스스로를 전문직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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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주체로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때의 이동매체는 

기자에게 ‘자아의 테크놀로지’가 된다. 기자는 이동매체를 더 잘 활용해서 

능력 있는 기자로서 자신을 구성하고자 한다. 

  반면 이동매체는 기자를 항상 연결 가능한 상태로 만들면서 기자를 업

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기자 시스템 속에서 기

자의 업무과정에 가시적으로 가해지는 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자는 항상 데스크와 연락이 가능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비가시적인 ‘헤

게모니적 통제’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기자 시스템은 기자에게 수습

교육 기간부터 이러한 내재화된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다. 

  전문직 의식과 직장인 의식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주체에게서 혼재

된 모습을 보인다. 기자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기자는 이동

매체를 이용해 능동적인 주체로 구성될 수 있고 반대로 이동매체를 통해 

통제당하는 수동적 주체로 구성될 수 있다. 

  기자의 하루 작업과정 자체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제한된 틀 속

에서의 자유인 것이다. 성과사회에서의 성과주체로서 기자는 언론사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

다. 마감시간까지 자신에게 할당된 기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기자가 능력 없는 기자로서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

재한다. 기자 개인은 결국 매우 자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언론사 조직과 기

자 시스템이라는 구조 속에서의 기자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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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8.1. 연구의 요약과 결론

  지금까지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이동매체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일상에 

어떻게 사용되며 그것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밝혀보자는 것에서 시작되었

다. 기존의 이동매체 연구들은 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적인 관계맺음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동매체가 업무의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지 못했다. 사람들의 일상에서 업무의 영역

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때 일상에서 이동매체가 어떻게 활용되는

지를 알기 위해서는 업무의 영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연구는 높은 직업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작업과정에 이동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자 직업을 선택해서 그들이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

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초기에는 주로 휴대전화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휴대전화만으로는 기자의 작업과정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을 휴대전화에서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노트북 등 이동매체로 확장하였다. 노트북의 경우는 

기자들의 작업과정의 특성상 필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연구를 위해 13명의 기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들이 작업과정

에서 어떻게 이동매체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기자 시스템 속에서의 

기자 작업과정이 이동매체의 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자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가 필수적으로 이용되

면서 기자에게 자율과 통제의 가능성을 모두 줄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측

면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동매체의 활용은 기자에게 있어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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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서의 의식을 높여주는 ‘자아의 테크놀로지’로서 작동할 수도 있지

만 반대로 직장인으로서 자신을 의식하게 하는 ‘규율적 기구’로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자 시스템과 기자의 작업과정의 구성에 이동매체가 미친 영향을 살펴

보면 기자 개별적으로는 이동매체에 대한 친숙도가 많이 차이가 날지라도 

모든 기자들은 이동매체를 작업과정에 적절하게 이용해야만 했다. 현재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잘 이용하지 못하

면 기자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기자 시스템 자체가 이동매

체 이용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기자 작업과정에서 이동매

체가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자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일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상세한 기자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의 활용양상을 살펴

보았다. 활용양상은 기자와 데스크의 관계, 기자와 취재원과의 관계, 취재

과정의 활용, 업무시간과 개인적 시간 사이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는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줘서 업무적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가시켜

주었다. 기자-데스크의 관계에서 이동매체는 기자와 데스크가 ‘보고와 지

시’ 체계의 유지를 용이하게 만들어주었다. 기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동매체를 통해 데스크에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데스크도 또한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자에게 지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기자에게 장소나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굳이 고정된 출입처에 있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나 혹은 이동하는 중에도 

연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시간에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취재과정에서 기자는 이동매체를 통해 빠르게 흘러가는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기자는 이동매체를 이용해 수시로 

출입처 관련 기사를 확인하고 언제든지 취재원과 연락할 수 있게 해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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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출입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동매체는 기자가 취재원과 손쉽게 연락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용되는 스마트폰은 기자가 이동 중이거나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수시로 기사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기자의 취재과

정에서 이동매체는 기자의 정보 습득 능력을 높여주어 소위 ‘물 먹는’ 일

이 생길 가능성을 낮춰주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취재와 기사작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동매체의 이용은 언제든지 업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되어 오히려 기자의 자유로운 시간을 빼앗는 형태로

도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매체는 기자의 개인적인 시간을 점점 줄

어들게 만들고 업무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 이동매체는 기자가 출

퇴근 시간에도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퇴근 후의 시

간에도 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게 해주었다. 그리고 휴일이나 휴가 중에

도 예외 없이 업무로부터 개인적인 시간을 침해받을 가능성을 높여주었

다. 이를 통해 이동매체는 기자에게 자율성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역설적

으로 작업의 강도와 빈도를 높여주는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을 바탕으로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가 활용되는 것

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동매체의 이용은 기자가 기자 주체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기자는 이동매체를 작업과정에 잘 이용해서 

일 잘하는 기자 주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때의 이동매체는 '자아의 테

크놀로지'로서 작동하며 기자는 자신을 좀 더 전문직에 가깝다고 인식을 

하게 된다. 반면에 반대 양상도 존재하는데 이동매체를 잘 활용하여 일 

잘하는 기자 주체로 구성되지 못한 기자에게 이동매체는 '규율적 기구'로

서 자신을 통제하는 도구로 작동하여 기자는 자신을 직장인에 가깝다고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각각의 다른 기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의 내부에서 두 의식이 경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

고 이것은 이동매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모습에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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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대의 성과사회 속에서 기자 주체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통제를 인지하

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 성과사회에서 성과주체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 

일을 하는데 성과사회의 구조는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성과주

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줬다. 이것은 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신

들의 업무과정에 부여된 높은 자율성 속에서 기자는 일을 하게 된다. 그 

속에서 일을 잘하는 기자는 주어진 이동매체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기자는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항상 

기사를 확인해야 하고 담당 출입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주시하고 있어

야 한다. 기자는 예전부터 다른 직업에 비해 자율성이 높았는데 이는 기

자가 성과사회의 모습에 가장 잘 들어맞는 직업으로 비춰지게 만들었다. 

기자는 작업과정에 대한 자율성은 부여받았지만 성과에 대한 압박은 기자

가 스스로를 자기 통제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기자는 누군가 감시를 하

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일하게 된다. 높은 수준의 자기 통

제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기자의 작업과정이 주어진 틀 

속에서 나름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성과사회와 언론사 조직 그리고 기

자 시스템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기자의 작업과정은 결국 이미 주어진 

시스템 속에서 통제 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었다. 따라서 기

자 주체는 자유롭지만 동시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통제 당하는 주체

의 모습을 동시에 갖게 된다.

8.2. 연구의 한계와 제언

  이 연구는 기자들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

펴보았다. 이를 위해 심층 인터뷰 방법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했고 작업

과정에서 이동매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인

터뷰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기자의 이동매체 활용과 의미에 대해 밝혀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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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는 연구

방법으로 심층 인터뷰를 선택해서 연구대상자인 기자들과 1~2회 이상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기서 많은 점을 알아낼 수 있었지만 기자의 이동매

체의 활용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했다면 기자의 일과에 함께 참여

하여 관찰하는 참여관찰법도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의 기획단계

에서 참여관찰법도 고려하였지만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친분, 일정 문제 

등으로 인해 실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심층인터뷰를 통해서는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이동매체 활용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사생활(Privacy)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동매체의 활용

이 일상화되어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을 인지하

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가 기자의 작업과정에서의 이동매체 활용을 살펴

보고자 했지만 일상에서 업무와 개인적인 생활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

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동매체의 개인적 차원의 

활용에 대해서는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 다양한 연령대의 

신문사, 방송국, 통신사, 인터넷 신문사 기자 13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

하여 연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대표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대상자가 몇몇 언론사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인터넷 신문이나 언론사는 각 

1명씩 밖에 없었다. 그리고 매체별 특징도 잘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

다. 지면신문이나 방송국, 통신사, 인터넷 뉴스는 언론과 기자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묶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인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기자라는 이름으

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각 매체별 특성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일상에서의 

이동매체 사용을 업무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이동매체 연구대상이 주로 청소년이나 여성,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 연구는 직장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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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 활용에 주목했다. 그 결과 기자의 작업과정에서 이동매체의 활용

은 필수적이며 일을 하는데 핵심적인 도구로써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기자 주체가 형성되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따라서 향후 이동매체 연구는 이 연구의 의의와 결과 그리고 한계점

을 잘 고려하여 사람들의 일상에서 이동매체가 갖는 의미를 잘 밝혀내기

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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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urnalists’ Public Use of Mobile Media and Transformation 

of Editorial Process

: With a Focus on Journalists’ Perception of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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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mobile media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everyday 

life, many research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use of 

mobile media. However, most of them focused on personal use of 

mobile media leaving a vacuum in the studies on public use of 

mobile media. This research attempts to explore public use of 

mobile media in modern society. Particularly, the study focuses on 

journalists’ utilization of mobile media(mobile phone and laptop) 

during their work and its implications. Journalists were chosen as 

the subject because of their close relationship to mobile media 

during editorial process.

  Since today’s editorial system depends much upon mobile media, 

journalists are required to use mobile media in every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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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work. They search information, contact news sources and 

write articles with laptops and mobile phones anytime anywhere. 

Mobile media has become essential for journalists, and it exerts 

great influence on their work and even on their identity.

  First, mobile media enabled journalists keep in contact with 

editors and news sources. Journalists on the spot made reports to 

or take orders from editors instantaneously through mobile media. 

Also, they contacted news sources and maintain intimate 

relationships with them on the daily basis with the help of mobile 

media. They constantly checked updated news and search for 

information on media at work. However, journalists connected to 

work all the time were deprived of their spare time and their work 

hours were extended. 

  Second, mobile media not only exerted direct influence on work 

but it also affected the formation of a journalist subject. Journalists 

who are adept at utilizing mobile media for their work recognize 

themselves as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On the other hand, 

those who are not skillful in using mobile media tend to identify 

themselves as employees under control of superior. While mobile 

media symbolizes ‘technology of the self’ for the former case, it 

represents ‘technology of regulation’ for the latter. Such divergent 

perceptions compete against each other within a journalist, and the 

inner conflict is reflected in their public use of mobile media.

  The achieving society push subjects to make achievement, and it 

emphasizes autonomy of subject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work. Journalist is a profession with high degree of 

autonomy in performing their job, and mobile media is crucial 

means throughout the autonomous process of editori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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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ts search for information, maintain relationship with news 

sources and communicate with editors by utilizing mobile media. 

However, mobile media not only aided independent work process 

but also put surveillance and control over journalists. Journalists as 

achieving subjects are given autonomy but ironically they put 

themselves under self-conscious control in order to meet 

expectation of their company and the achieving society. The 

journalists’ public use of mobile media reveals the irony of 

achieving society. 

Keywords: Journalists, Mobile Media, Mobile Phone, Subject,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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