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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상호작용 전문성이란 해당 영역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그 영역에 종

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학습하고 문제의식을 탐구함으로써 궁극적

으로는 전문가와 비슷한 이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일컫는 전문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전문성을 보유한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기자직에

주목하고, 기자의 상호작용 방식을 규명함으로써 어떻게 기자가 새로운

사실들을 빠르게 습득하여 높은 수준에 이르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자들의 상호작용 전문성은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보유한 기자가 기사를 쓸 때마다 매번 해당 영

역과 관계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의식을 찾고, 새로운 사실들

을 빠르게 학습하고 성장함으로써 실천되었다. 이미 기자로서 다년간의

경험적 바탕이 있음에도, 영역을 옮기거나 영역 안의 소주제들을 바꾸며

매번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고, 사실과 관련한 제반 영역을 이해하고, 유

연하게 적응하는 것이 기존 전문성과 구별되는 특징이었다. 기자들에게

핵심 정보를 말해주거나, 자료를 건네주거나, 정보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해 주는 주체는 사람이었다. 기자들은 상호작용 맥락에서 핵심 정보를

알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반응에 따라 다시 추가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써 다른 관점과 사고가 만나는 경험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지식을 구

성하며 대화 수준을 빠르게 높였다.

기자 상호작용 전문성의 실천 과정은 ‘문제의식 포착’, ‘사실 이해’, ‘대

중 전달’이라는 국면으로 구분되었다. 문제의식 포착은 외부 자극과 내부

자극으로 나뉜다. 기자들은 외부에서 제보자에게 제보를 받거나, 영역 종

사자나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우연히 얻은 힌트들을 구체화하거나,

사회가 급격히 변하는 변곡점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포착하였다. 또 기자

자신이 내부에서 오랫동안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관심사를 확장하고 탐

구하면서 문제의식을 착안하기도 했다. 포착의 기준은 현재적 중요성, 사

회적 중요성, 맥락적 참신성과 사회의 개선가능성이 있었다.

사실 이해의 단계에서는 사실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그 영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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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는 사람’을 선정하여 핵심 정보를 얻고 이를 제3의 사람이나 자료

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기자들은 대화를 통해 해당 영역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해당 영역에서 쓰이는 용어를 이해하고, 자료

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내면서 영역의 주요 사실들과 전반적인 문화까

지 알아갔다. 그리고 대화 속에서 해당 영역에서 중요하거나 쟁점이 될

만한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가려내었다. 이후 그 내용이 맞는지를 제3

자에게 확인받거나 스스로 자료를 찾아 검증하고, 자신의 높아진 이해

수준에 맞추어 추가 정보를 줄 사람을 찾는 학습의 순환을 거치며 빠르

게 성장하였다. 학습의 수준은 기초 사실을 학습하여 ‘전문가와 얘기가

될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품은 문제의식의 답을 얻고 대안을

찾는 ‘궁금증을 풀 수준’으로, 결국에는 해당 전문가 영역에도 창조적 자

극을 주는 ‘전문가 이해에 근접한 수준’으로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졌다.

또 기자들은 문제의 고유한 속성을 파악하여 해당 문제를 풀어내고 입

증하기 위한 알맞은 방법론을 스스로 택하였다. 기자들은 문제의식을 드

러낼 수 있는 적합한 방식을 치열하게 고민하여야 했다. 문제의 복잡성

이 높은 수준에 이르면 문제가 겉으로 보아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 기자들은 어떤 대상의 변화 추이를 시계열에 따라 분석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하나의 지표로 분석하고, 다양한 자료에서 기자가 알고자 하는

해당 사안에 관련된 정보만 가려 뽑아 정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론을 택

함으로써 가려져 있던 문제적 현실을 드러내었다.

대중 전달은 기자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기존 전문가와 비교하

면, 같은 전문가에게만 성과를 인정받으면 되는 기존 전문가와 달리 기

자들은 성과를 대중에게 인정받고자 했다. 즉 수용자가 달랐다. 이에 따

라 기자 개인이 전문가 집단에서 대화할 정도로 전문용어와 전문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법한 대중에

게 막힘없이 이해될 수 있도록 번역의 기술을 가져야 했다.

대중 전달의 단계에서 기자들은 먼저 자신이 착안한 문제의식의 의미

를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내용

을 선별하고, 위계를 세웠으며 이를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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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서사 기법을 활용하거나, 관련 사례를 보이거

나,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논리를 뒷받침했다.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심 있어하는 기사는 연재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사실 이해의 기준은

사실의 정확성과 총체성, 구체성이었다. 즉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 사실을 단편적이기보다는 입체적·총체적으로 이해했는지, 또 구체적

사례들과 상황 맥락을 통해 이해했는지 여부였다.

다음으로, 상호작용 전문성의 특성으로는 상호주관성과 신뢰성, 호혜성

이 밝혀졌다. 첫째로 상호주관성이란 개별 의견 가운데 공감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로 신뢰성이란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일이며, 셋째

로 호혜성이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겪는 기자의

딜레마는 주로 어느 수준까지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의 고민, 얼

마나 넓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폭의 고민, 어디에 중점을 두고 다루

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의 고민 등이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호작용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이해를 제시

하였다. 둘째, 상호작용 전문성의 실천 과정과 그 속의 학습과정을 제시

하여 상호작용 전문성 이론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셋째, 각 과정별로 기

준을 탐색하였다. 셋째, 상호작용 전문성의 특성인 상호주관성, 신뢰성,

호혜성의 성격을 드러내었다. 또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상호작용 전문

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기자, 전문성, 상호작용 전문성, 상호작용 전문성 실천과정,

상호작용 학습, 상호작용 특성

학 번: 2014-2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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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문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한 영역에서 오랫동안 지식과 경험

을 쌓아온 특정 영역 전문가에 대해 주로 연구되었다(Dreyfus &

Dreyfus, 1980; Chi & Feltovich & Glaser, 1981).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

회에서 각 개인은 기존의 전통적인 구분대로 하나의 영역에서뿐만 아니

라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우리 사회의 여러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

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영역을 넘나들며 여러 영역에서 문제를 포착하

고, 신속하게 문제의 속성을 분석하여 성과로 전환시키고 있다.

또 각 개인은 혼자 살 수 없는 관계적 그물망 안에 있는 존재로 관계

속에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도중에 아이디어를 얻고,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를 정교화하고, 관점의 충돌을 겪으며 성장하여 간다. 한 사람의 성

장에 있어 관계 속에서 학습하는 맥락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관계와 상

호작용의 맥락에서 전문성을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상호작용 전문성은 Collins & Avans(2002)에 의해 처음 제기된 개념

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그 바깥에 있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전문가 수준으로 이해하게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중력파 과학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자였던 Collins는

자신이 전혀 몰랐던 중력파라는 이종의 분야에서 전문가와 대화를 계속

한 결과 처음에는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던 자신의 수준이 전문가와 대화

가 통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종국에는 전문가에게 창조적인 자극을 주

는 수준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그는 대면적인 상황

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의한 전문성(interactional expertise)라 명명하

였다. 이 같이 상호작용 전문성은 그 자체가 상호작용에 의해 발전한다

는 측면에서 상호작용 전문성으로 불린다.

이런 상호작용 전문성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자, 사회과학자, 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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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이 언급되었다(Collins, 2006). 여기에서의 사회과학자는 양적 연구

자라기보다는 민속지학적 방법을 택해 참여대상과 대화를 나누며 질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를 뜻한다. 이외에 현대에서 이와 같은 직업군은 컨

설턴트, 평론가, 행정가, PD, 인터뷰 작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외

부에서 주어지거나 자신이 궁금증을 갖는 영역의 문제를 정하여 이를 탐

구하고자 마음먹고, 이 영역에서의 사람을 만나 해당 영역의 문제점이나

새로운 점을 찾아내고 조명한다. 이들은 해당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고, 문제를 풀어 가는 방식을 고민하며 함께 의

미를 구성해 가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이룬 성과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데, 해당 영역에서 인정받을 만한 입지전적인 성과를 내기도 한

다. 이처럼 영역을 넘나들며 상호작용을 하는 직업군들이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 학계나 기업에서의 업무들이 단지 혼자 하는 업무에 국한

되지 않고 처음 맞닥뜨리는 이종의 영역 종사자와 팀을 이루어 함께 직

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상호작용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융합연구자나 산학연구자들도 그 대표적인 예다. 자신의 원래의 전문성

에 더해 타 영역에 대한 상호작용 전문성이 높은 경우 새로운 관점으로

업무를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로 전문가 연구에서 관계적 요소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강조되고 있

다(오헌석 외, 2009; 오헌석 외, 2012; 서동인, 2012; 류혜현, 2014).

이처럼 현대사회의 전문 직군에서 상호작용 전문성은 핵심적인 요소이

나 상호작용 전문성이 기존의 전문성과 어떻게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어

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다. 기존의 전문성은 해당 분야

에서 종사하며 개인적 발전을 통해 성과를 내는 전문성이라면, 상호작용

전문성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하는 전문성이

다. 그 맥락이 상당 부분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문성 연구에서는 상

호작용에 관련한 부분이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기존 전문가 연구에

서는 영역특수적인 전문가의 성과를 강조해 왔던 바, 상호작용 전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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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상호작용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상호작용

전문성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장에서 접근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기

존 상호작용 전문성에 대한 연구자들은 상호작용 전문성이 학습의 수준

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지며, 난이도가 높을수록 상호작용으로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히고 있다(Collins et al, 2006; Collins & Evans,

2014; 전형준, 2016).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되지

않고 개념적 추상성을 갖고 있거나(Collins & Evans, 2004) 특정 상황을

바탕으로 한 실험연구에 그침으로써(Colllins & Evans, 2014) 현실에서의

구체적 의미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도 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Riech(2008)은 기자의 전문성을 상호작용 전문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는 기자의 전문성 자체가 접근성과 상호

작용을 통해 권위를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제너럴리스

트의 학습 과정을 설명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수준이 발전됨을 확인하

였다. 그리고 상호작용 전문성에서 지적되지 않았던 ‘대중(audience)’이라

는 개념이 기자의 상호작용 전문성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기자의 전문성에 대해 취재원과 대중을 양 극단에 둔 전문성이라고

새롭게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 취재원과 대

중,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에 영향을 받는 상호작용 전문성의 구체적인

모습을 포착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대상으로는 기자를 선정하였다.

기자는 직업적으로 정보의 습득을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며,

그 자신 스스로 한 영역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영역을 넘나드는 자유성

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기자의 상호작용을 알아봄으로서

정보 교환 목적으로 만나는 상호작용과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기자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제너럴리스트로의 기자와, 전문지식을 가지고 한 영역에만 근

무하는 스페셜리스트로의 기자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의 특성을 보

다 광범위하게 보기 위하여 제너럴리스트로의 기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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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본 연구는 상호작용 전문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기자를 선별하기 위해

기자상 수상경험이 있는 기자를 대상으로 실제 직무수행의 맥락에서 얻

은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상호작용 전문성이 일상적으

로 실천되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 전문성이 기자의

직무수행 맥락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호작용 전문성의 문제의식 포착 기준, 사실 이해

의 기준, 대중 전달의 기준을 살펴보고, 이어서 상호작용 전문성의 특성

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작용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실체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순환적인 이론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상호작용 전문성

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5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자의 상호작용 전문성 실천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상호작용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상호작용 전문성을 갖춘 인재

를 육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자 전문성은 어떻게 신장되는가?

기자들은 대표적인 정보의 전달자로 여겨지며 기자가 하는 일의 핵심

은 경계 지대에서의 다양한 이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Schudson, 2008; Zelizer, 1992). 최근에는 지식 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생산하는 다양한 제너럴리스트 전달자가 출현하고

있으며(Bostock, 2008), 최근에는 관찰자이자 분석가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 만나 교류하는 상호작용 전문성이 전문성의 유형으로 대두

되기도 했다(Collins & Evans, 2002). 이런 과정에서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기 영역을 가진 전문가들 간 상호작용의 과정을 살펴보거나 혹은

상호작용의 방식을 분류하고 도식화하였다(Galson, 1997; Collins &

Evans, 2002; 서동인, 2012; 류혜현, 2016).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총체적

인 상호작용의 질과 결과가 곧 생산물의 질로 연결되는 중간자나 전달자

로서의 입지에서 일어나는 고유한 상호작용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상

호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 이 상호작용의 과정이

새로운 지식의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탐구하였다.

2. 기자 전문성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기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중 지식

이라는 산출물을 생산한다. 기자들은 외부 세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면 할

수록 자기 안의 정보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자들은 처음

만들어 놓았던 상을 허물고 다시 산출물의 틀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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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한다(Berkowits, 1999; Boyce, 2006). 이 같은 과정 속에서 산출물의

질은 높아진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과정을 어떻게 조절

하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는 기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조절하는 방식과 그 과정의 특징에 대

해 면밀히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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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용어의 정리

가. 기자(journalist)

기자는 기본적으로 뉴스룸(newsroom)에 소속된 직업군을 영위하는 이

들이다. 이들은 많은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며 그들로부터 끊임

없는 학습을 통해 성장해간다.

나. 상호작용 전문성(interactional expertise)

상호작용 전문성이란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한 학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전문성이다. 개인은 직업의 세계에서 부딪친 문제해결 과정에

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창의적 산출물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들을 사용한다. 이중 특히 영역 전문가와의 상호작용 방식

은 Collins & Avans(2002)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영역 전문가와 대화

및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고 지식을 흡수하여 전문가들과 가까운 수준으

로 성장해 해당 영역의 사안에 대한 고찰과 토론, 문제제기와 비판 등을

할 수 있게 된 전문성을 말한다.

다. 기자의 상호작용 전문성(interactional expertise of Journalist)

본 연구에서 기자의 상호작용 전문성은 기자가 궁금한 문제를 발견하

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여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존 상호작용 전문성의 정의

는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자체에만 국한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상호작

용의 결과물인 기사를 전달하는 수순에까지 확장한다. 전달의 결과로 인

해 기자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작업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자의 상호작용의 전 과정을 살펴보

아야만 기자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 8 -

Ⅱ. 이론적 배경

1. 기자 전문성의 개념

가. 저널리즘 연구에서의 기자 전문성: 제너럴리스트

기자는 한자로 기록할 기(記)에 사람 자(者)로, 현실을 기록하는 행위

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영어로는 journal에 글을 싣는 사람(journalist)이

라고 일컬으며 그 기본적인 뜻은 글을 쓰고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신문사, 잡지사, 통신사, 방송사 등

의 언론기관에서 취재, 편집, 평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전통적

으로 저널리스트의 일을 탐구하는 저널리즘(journalism)에서는 기자가

하는 일의 분절적 측면에 관심을 가져 왔다.

Larson(1977)은 직업 세계에서 ‘무엇이 프로페셔널인가?’ 하는 이상적

전형의 구축을 보여주는 ‘프로페셔널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직업 전문성

영역 자체의 특성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져왔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저널리즘 연구에서 기자의 전문성에 대해 정의하려는 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자 그동안의 저널리즘 연구

에서는 메시지나 프레임의 틀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 기자 자신이 가진

고유의 전문성은 그리 많이 다루어지지 않아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Ekstrom, 2002; Anderson, 2008). 최근의 연구들은 기자의 전문직성

(professionalism)과 객관성, 사실성, 진실성(Shudson & Anderson, 2009;

Singer, 2006)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자는 통합적인 이종의(hybrid) 정

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적되었으며 객관성, 자율성, 공공성, 즉각성,

윤리 등에서 다른 직업과의 구별성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어 왔다.

많은 연구는 기자 전문성을 정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언론인들 자

신들도 이야기하기 까다롭지만 매우 독특하게 복잡한 전문성을 갖고 있

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중요한 점은 그들이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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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이를 또 다시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한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널리즘은 한편으로는 정보나 대중의 관심 및 중

요성을 가진 현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배하며 권력 등에 대

한 심판을 집행하는, 일종의 사법권과 비견되는 면이 있다. 그와 동시에

자신보다는 정보원의 목소리에 기자의 관점을 종속시키거나 수용하는 태

도로 나타나는 보통성의 일면도 가지고 있다. 기자들은 오랜 시간 같은

분야에서 일하기보다는 옮겨 다니며 다양한 사안을 취재한다. 이로 인해

기자들은 즉각적인 전문가(instant specialist), 현재적 전문가

(contemporary specialist)라고 지칭되거나 (Marcheti 2005), 제너럴리스

트(generalist)로 불리기도 한다(Gans 2004; Manning 2007; Tunstall

1971).

기자들은 이처럼 일반적인 전문가 트랙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복합적

인 직업적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전문성 영역을 넘나드는 것은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기자들은 영역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

영역을 넘나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영역 고유의 코드 시스템과

지식, 집단기억, 관련 구조, 고정관념, 전통, 규범, 가치,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된 역할이나 언어습관 등이 있기 때문이다.

Peters(1999)는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설

명하면서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의미(meaning)에 대한 합의가 안 되어있

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간 오해 안에서의 잘못된 상호작용은 문화

간 접촉이 일어날 때 자주 일어난다. 그 근원은 공유된 의미나 화용적인

기반이 부족하거나 서로 다른 언어적 코드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그 그

룹의 전형성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가 편견과 왜곡을 불러일으키기 때

문이다. 비록 그 행동이 모호하거나 다른 상호작용에 열려 있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이 고정관념은 자기만족적인 예언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런 행동들이 예측했던 고정관념을 더 강화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미묘한 문제들

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과 용어들, 역할 정의, 상황 정의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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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해당 영역의 언어와 문화를 빠르게 파악

하고, 그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짚어 낸다. 이는 상호작용 상대의 눈

높이를 고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상호작용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

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어 사회를 더 건강한 사회로 변모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기자들이 해당 영역에서 사람과 만나며 온몸으로 부딪

치고 시련을 돌파해 가면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자들이 많

이, 빠르게 배울수록 복잡한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한 전달력은 한층 높

아지게 마련이며, 기사의 완성도도 높아진다. 따라서 기자의 기본적인 동

력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시스템적 개선이며, 이를 위해 항

상 변화와 도전적인 상황, 학습을 겪게 되는 직업적인 환경 속에서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기자의 전문성 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우선 연구

자체가 적은 편이다. 게다가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일반 기자 전문성과 한

분야에 특화된 스페셜리스트로서의 기자 전문성이 섞여 있어 혼란을 가

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기자 전문성에 대한 연구도 실천적 맥락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한 기자의 인식 조사로서 구체화되지 않은 면이 있다.

우선 기자 전문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서정우 외(1997)의 언론인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에서 시작됐고 이듬해 서정우 외(1998)의 후속연

구인 언론인 전문성 지수 연구로 이어졌다. 서정우 외(1997)은 전문성

차원의 세 가지 요소로 기사거리를 취재하고 작성 보도하는 기본적인

‘기술적 능력’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그리고 이를 총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윤리적 능력 등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언론은 이 같이

전문성으로 무장한 전문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욱(2002)은 사회가 다양화되고 언론이 격렬한 경쟁에 놓이면서 기

자의 전문적 능력이 중요해졌다고 봤으며 기자의 전문성에 대해 크게 다

섯 가지로 나눴다. 첫 번째는 도구적, 기술적 능력으로 기자의 직업 수행

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말하며 취재, 뉴스선택, 기사작성, 편집 등에 대한

노하우 및 기술이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전문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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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활동하는 영역인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경험을

말한다. 세 번째는 윤리 능력으로, 인간행위의 기준을 비판적 혹은 분석

적으로 성찰하는 방법을 말한다. 네 번째는 담당분야 전문지식으로, 분화

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한다. 미디어가 중요한 문제를 놓

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사회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

는 자신이 보도하는 영역에 대해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봤

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회구조와 작동방식에 대한 지식이다. 분화

된 영역들 간의 상호의존관계,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달성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기(2012)는 언론인의 전문성은 상업주의가 심화되는 언론 상황에

서 조직통제의 관점에서 논쟁점을 던지는 주제라고 봤다. 언론인은 전문

성 못지않게 대중성에도 천착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고 봤다. 어려운 용

어나 분석, 설명 등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능력을 키웠고, 이러한 정

보전달에 있어 전문성이 특화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의 연구에서

경제, 의학 전문기자 등 자기 분야의 지식을 갖춘 기자나 갖추려는 기자

는 전문인에 가깝다고 본다는 분석도 있었다. 기자들의 설문을 살펴보면

전문성에 해당하는 취재경험과 전문지식, 소명감과 책임감에 해당하는

윤리성 등을 꼽았다.

일반적인 기자 전문성과 다르게 오랫동안 한 영역에서 근무해 온 전문

기자의 전문성을 논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현장에서 뛰는 전문기자들은

전문기자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전문성을 정의했다. 유용원(2010)은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기자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군사 영역를 예

로 들며 해당 분야의 전문기자가 되려면 열정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분

야에 대한 전문성은 관련서적 탐독과 현장취재, 관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의 지원과 이해도 필수적이라고 보았

다. 출입처에 오래 내보내야 하고, 기사 양보다 기사 질로 기자를 평가하

는 방식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섭(2014)의 경우 전문기자는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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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쌓은 기자라고 봤다. 전문성을 키우려면 그 분야에서 베테랑이 되어

야 하지만 한 영역에서 오랫동안 취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언론 풍토

에서 쉽지 않다고 봤다. 그는 남의 말만 대필하는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

으로 판단할 역량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기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도 있다. 김사승(2004)는 국내 9개

중앙일간지 전문기자, 일반기자, 간부 등 2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

뷰를 통해 전문기자가 더 효율적으로 취재를 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전문

가에서 기자가 된 경우 출입처 바깥의 전문가 취재원을 확보하기 용이했

고, 한 영역을 오래 출입해 전문기자가 된 경우에는 출입처 내부의 취재

원을 독점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취재가 가능했다.

전형준(2016)의 연구는 전문기자와 전문기자가 아닌 기자의 전문영역

에 대한 취재를 비교한 점에서 흥미롭다. 그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

태를 중심으로 과학, 의료, 보건 등의 전문분야에서 전문기자와 일반기자

의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분석하였다. 전문기자가 문제의식을 느낀 시점

자체가 일반 기자들과 다르고, 정부 발표 이전에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

용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며, 전문 분야의 논문을 읽음으로써 깊이 있

는 취재활동을 할 수 있었음을 알아냈다. 다만 전문기자는 네트워크에

고착화된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전문기자에 대한 연구는 전문기자가 한 영역에서 오래 일할 수

있게 하고, 기사의 질로 평가받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는 점

에서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기자는 매체별로 몇 명, 일부에 한정된

다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의 폭넓은 경험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전문기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현장에서 뛰는

기자이면서 사회에 반향이 큰 기사를 자주 쓰는 기자들은 그 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문제에 대한 파악을 잘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설명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기자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기자의 전문성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며, 전문가 연구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라기보다

는 기자 자신의 경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가 많았다. 일반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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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문성의 행위과정을 탐색하고 이루어진 탐구는 적었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기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 ‘인지 방

식’에 대해 묻는 질문에 토대를 둔 연구였으며, 이는 실제 행동에 기반

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들의 막연한 생각들을 짚어 내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기자의 전문성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현실적 실천과

정에 뿌리를 두고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확인된다.

또 기자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구성 요소로 전문지식의 획득 부분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전문지식 획득의 과정을 실제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전문지식 획득 과정에서의 특징을 밝힐 필요가 있다. 기

자의 전문성 연구는 전문성을 갖춘 기자를 양성하기 위해 더없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기자들은 점차 경력이 쌓여감에 따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서

지식을 쌓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그 영역을 잘 알고 좀 더

깊이 있는 기사를 쓰려면 우선 그 분야의 기본 지식이 필요해서인 까닭

이다. 이는 기자들이 학위과정에 진학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남재일(2007)에 따르면 2006년 4월 11~18일 전국의 취재기자 355

명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와 장애요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기자들이 재교

육받고 싶은 영역은 전문기자가 되기 위한 담당영역 관련 교육이 86.5%

로 가장 높았다. 뉴미디어 등 최신 저널리즘 경향(58.4%), 특파원이 되기

위한 어학교육(48.5%) 순이었다. 직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기능적 전

문영역’에서 교육받고 싶은 분야는 탐사보도(77.8%), 피처스토리(33.1%),

컴퓨터 활용 취재(31.5%), 칼럼쓰기(28.6%) 등이었다. 전문기자가 되기

위한 출입영역에 대한 공부에서는 경제학 34.7%, 대중문화론 20.4%, 정

치외교학 18.9%, 사회학 16.4% 순이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자들이 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열의도 있지만

회사 내의 지원 부족과 국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부족으로 재교육 기회

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 기자들이 교육받고 싶은 분야는 자신의 담

당영역에 대한 공부와 취재 및 기사쓰기 같은 직업적 전문성 강화 교육

과 어학교육이며 저널리즘 이론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여기서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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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기자들이 전문지식의 획득에 대해 목말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자들이 어떻게 학습하여 전문성을 획득하는지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나. 전문가 연구에서의 기자 전문성: 전문가 개발 접근

전통적인 전문가 연구는 과학자와 기술자, 의사와 간호사, 배우, 발레

리나, 음악가, 운동선수 등 특정 영역의 기술이나 예술, 스포츠 영역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즉 기존의 전문성 연구는 한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

기까지의 수직적 발달 과정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Dreyfus & Dreyfus,

1980; Alexander, 1997, 2003, 2004; Feldman, 1980, 1994; 류혜현, 2014

재인용) Glaser와 Chi(2008)는 전문가들이 자기의 해당 영역에서 대규모

의 의미 있는 패턴들을 지각하며, 전문가들은 초보자들보다 더 심층적인

수준에서 문제들을 표상하고, 어떤 문제를 질적으로 분석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강력한 자기 모니터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

되어 왔다.

전문성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보통 지식, 경험,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이라고 설명되어 왔다(Herling, 1998).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보유하는 지

식과 경험은 영역특수적인 속성을 지니며, 상당한 시간 동안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찰의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축적된

다. 또한 전문가의 문제해결능력은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찰의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축적된다. 또한 전문가의 문제해결능력은 지식과

결합을 통해 해당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길러진다고 생각

되어 왔다(오헌석 외, 2009).

그러나 전문성의 특징만을 정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헌석, 김정아

(2006)는 전문성 개발 접근(expertise development approach)을 제시하며

전문성 자체가 아니라 전문성을 개발하는 과정, 즉 전문가가 어떠한 과

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전문성 발달의 핵심적인 요소로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경험이 전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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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 전문성 발달과정과 매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전문성 개발 접근은 일반적인 학습과 경험에 의한 전문성의 프로세스

를 분석함으로써, 전문성 개발의 전략을 밝히고자 하는 접근이다. 이는

전문성을 결과의 관점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그 역동적인 본질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을 통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 또 특정 직종이나 영역에만 국

한되지 않은 유효한 특성이 있다는 가정에 입각해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

는 일반적 원리와 매커니즘을 밝혀내는 연구를 지향한다.

다양한 전문성 연구를 조합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유사한 수행 특성들

의 개발을 설명하는 학습 매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다. 전문성 발달 접

근은 전문성을 개인에 의한 끊임없는 배움의 내적 과정으로 보며, 그 과

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학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실

제 전문성의 실천 과정에서 학습 과정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볼 이

유도 여기에 있다.

전문성 개발 접근은 인재 육성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전문성이 고정

된 하나의 개인적 특질(traits)이라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는 과

정(process) 속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전문성이 개발될 수 있다

는 것은 그 안에 학습으로 인한 매커니즘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이 전문성

을 어떻게 갖추어 가며, 더 나아가 전문성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시

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기자의 일에서 끊임없이 일어나

는 학습의 과정을 살피고, 기자가 어느 정도의 학습 수준에 도달하는지

는 전문성의 개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영역을 넘나드는 기자의 일적 특징은 한 영역의 경험을 다른 영역에서

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성 전이의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

다. 일반적으로 한 영역에서 매우 뛰어난 수행을 보이는 개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분야로 쉽게 전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전문성 연구자

들은 전문성이 매우 큰 영역 특수적 지식 기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

라고 설명(Gobet & Charness, 2006)하여 왔지만 이 같은 주장도 다양한

비판을 받아 왔다. 일각에서는 적절한 지침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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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문제에 효과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Holyoak, 1991).

Genter(1983)와 Holyoak(1985)와 같은 이론가들은 유추적 사고를 통해

영역 간 지식의 전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Scardamalia와

Bereiter(1991)는 글쓰기가 전문가적 사고의 한 유형으로서 광범위한 영

역에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Bassok과 Holyoak(1989)는 수학적

지식이 다른 영역에서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발견했다.

Anzai(1991)의 전이 연구에서는 다이어그램을 구성하는 일반적 절차가

여러 영역에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전문가의 성장은 학습과 경험뿐 아니라 관계적 차원에서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때로는 결정적인 성장의 요

소가 되지만, 전문가의 성장에서 관계와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전문가의 성장에 관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연구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발 잠재력 있는 일터경험을 연구한 김도연(2011)은 인지 능력

을 키우는 여타 경험적 요소와 함께 호혜적 인간관계 영역에서의 경험이

중요함을 설명했다. 직속상사의 코칭과 상사와 동료와의 모델링, 부하 육

성 등의 호혜적 인간관계는 성장 경험에 도움이 됐다.

과학기술분야 융합연구자에 대해 연구한 오헌석 외(2012)는 융합연구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학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연구결과인 융합연

구의 과정에서 ‘타 분야 조우’, ‘타 분야 이해’, ‘융합가능성의 발견과 실

행’, ‘융합연구의 결실’ 단계 중에서 ‘타 분야 조우’, ‘타 분야 이해’는 사

람에 의해서 알아가는 관계학습의 측면이 컸다. 타 분야 조우 단계에서

융합연구는 사적 만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의도하지 않았던 우

연한 만남, 연구와는 무관하게 시작된 사적 만남이 타 분야 조우의 결정

적 계기가 되었다.

기술경영 인재의 성장과정에 대해 탐구한 류혜현(2014)은 이종 분야

조력자의 안내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안내, 조언, 훈련 등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그 중 한 참여자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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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답해 주었던 것이 기술을 넘어서 경영 분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였고, 귀동냥을 통해 기술 업무 이외의 분야

에 대한 나름의 그림을 갖게 해 주었음을 강조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의

경우에도 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지인들

로부터 정보를 얻고, 해당 영역의 이른바 ‘특별 과외’까지 받게 되었다.

이 특별 과외란 지인들이 질문을 던져 주면 질문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

해서 답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조력자의 안내와 도

움을 통해 참여자들은 새롭고 낯선 분야에서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창업가에 대해 연구한 박한림(2015)은 창업가의 성장이 관계를 통한

성장이라는 특징임을 파악하였다. 성장경험 중 관계와 관련된 네트워크

경험, 갈등 경험은 성장 결과의 다양한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 사업 활동

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관계에 의

한, 관계에 대한 성장’으로 명명하였다.

이처럼 기존 전문가들도 관계를 통해 감정적인 지지 외에도 자신이 모

르는 영역을 빠르게 익히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

정에서의, 학습에 관여하는 관계의 속성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영역에 입문할 때 이 같은 관계로 인한 지식 습득은 그 영역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이 전문성 개발 접근과 전문성 전이에 대한 접근은 본 연구에서

반영되었다. 본 연구는 기자의 실제 일에 있어서의 학습과 경험의 과정

을 살펴봄으로써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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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작용과 기자의 상호작용

가. 상호작용의 개념

상호작용(相互作用)이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서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서로 관계를 맺는 모든 과정과 방식’을 의미한다.

마주보고 대면하는 상호작용 행위를 대화(對話)라고도 하는데, 대화란 마

주할 대(對)와 말씀 화(話)를 합한 말로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 자체를 의미한다.

우리말로는 대화 혹은 상호작용으로 표현하지만 영어에는 이에 상응하

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talk, dialogue, conversation, discourse,

discussion, communication, interaction과 같이 다양하다. 아래에서는 상

호작용과 관련한 개념을 살펴본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talk는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한) 대화 혹은 논

의, dialogue는 (책 연극 영화 속의) 대화, conversation은 두 사람이나

대화 및 상호작용의
지시어

의미

communication
언어뿐 아니라 몸짓 등의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한 정
신적이고 심리적인 포괄적 전달 교류 행위

talk
가벼운 인사부터 주고받는 논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화의 총칭, 보다 짧고 비격식적임
conversation 다소 길고 사적인 대화
discussion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에 대한 다소 상세한 대화

discourse 무겁고 중요한 것에 대한 담화 혹은 담론

dialogue (책, 연극, 영화 속의) 대화

interaction
누군가와의 대면적 만남에서 서로 관련되는 이해를
포함하는 대화 방식. conversation, discussion,
discourse의 전제 조건이 됨. 상호작용으로 번역됨.

[표 II-1] 대화와 상호작용의 다양한 지시어(김승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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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적으로나 비격식적으로 주고받는 대화를 뜻한다. discussion은 논

의(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한 다소 상세한 대화)의 의미이고,

discourse는 담화 혹은 담론과 같이 대화와는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한

다. communication은 라틴어의 ‘나누다’는 뜻을 의미하는 commnicare를

어원으로 해 언어뿐 아니라 몸짓 등의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해 정신적이

고 심리적인 전달 교류 행위로 본다. interaction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대면적 만남에서 관련되는 과정과 방식을 말하고 있다(김승현, 2014).

interaction, 즉 대면 소통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행위자들이 대면 만남

에서 서로 관련되는 과정과 방식(고영복, 2000)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

면 소통은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상대방의 발화를 더 잘 이

해하기 위해 행하는 피드백과 수정, 그리고 확인 과정 등을 통한 의미

협상(Dauhty & Pica, 1986; Ellis, 1985; Long, 1983; 1996; 홍순태, 2013

재인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초점하여 정의할 수 있다. 이 대면적 소통을

통해 개인은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사고를 자극한다.

상호작용에 관련한 학문적 논의에 관련해서는 크게 언어학적 접근, 사

회인류학적 접근, 교육학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언어학적 접근

은 주로 상호작용에서의 언어 대화(talk in interaction) 그 자체를 연구

하는 것이다. 이는 텍스트언어학과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 및 대화

분석(conversation analysis)과 화용론(speech act)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었다. 담화 분석은 문법이나 억양, 대화 순서와 같은 미시적인 단

위에서부터 문맥, 정보의 흐름과 의사소통의 원칙까지 확장되기도 한다.

사회인류학적으로 상호작용은 Mead(1930)나 Durkheim(1972)같은 인류

학자 및 사회학자로부터 나온 개념으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의미를 생

성해내는 과정 자체에 관심을 둔다. 그는 개인의 자아가 타인과의 상징

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은 타인과 집단적인

맥락에서 협동할 필요성이 있고, 협동을 지속 촉진함으로써 타인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다.

교육학적 접근으로는 대표적으로 상호작용에 따른 학습을 탐구한 사회

적 구성주의를 들 수 있다. Vygotsky(1978)은 학습이 문화적으로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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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인의 의미 과정에 있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큰 영향을 미친

다고 설명하고 있다. Vygotsky는 정신기능의 발달과정에서 개인이 다른

개인과 상호작용하고, 이를 내재화(internalization)함으로써 외부에서 내

부로 조절 과정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상호작용과 관련한 이론들은 언어, 지식, 사고, 학습 등의 다양한 개념

이 얽혀 있어 어느 하나의 학문 틀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복합적인 의미

로 얽혀 있다. 예컨대 질적 연구의 하나인 문화기술지(민속지학,

ethnography)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분석을 그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으면서 사회학적, 인류학적 기반을 갖고 있다. 포괄적으

로 보면 개인이 사회 그리고 사회에 속한 다른 개인과 끊임없이 소통하

며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언어가 사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밝힌 Vygotsky(1978)는 지식

의 구성이 단지 인간의 개인적 인지 작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함을 강조하였

다. 대화를 통한 협상 과정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아가 지식

을 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은 Vygotsky 등 사회 구성주의 이론의 근간을

형성한다. 이러한 연구의 기저에는 개인의 사고가 사회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언어가 도구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사고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과정이

며,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언어를 통하여 사고를 촉진, 변화, 진

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Kuhn, 1992;

윤초희, 2004 재인용).

이런 의미에서 대화는 지식과 연결된다. Bruner(1997)은 지식을 창조

하는 한 방법으로서 집단 토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지식은 구성원 간

이야기의 교환, 교섭에 의해 창조되고 공유된다는 의미이다(오정희, 김성

숙, 2011) Edward & Mercer(1987)은 Common knowledge, 즉 ‘공동 지

식’이라는 용어를 통해 상호작용적 소통을 통해 구성되는 지식을 명명했

다. Mercer(2000)는 공동 지식과 관련한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적인

기능과 인지적인 기능을 관련짓기 위해 상호 사고(interthinking)이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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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제안했다. (Grugeon et al, 2001; 이창덕 외 공역, 2007).

Harbermas(2006)도 ‘상호 이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언어적 의사소통에

는 상호 간의 이해라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이성의 능력

을 주관적인 인식능력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인 규칙을 인지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한다(김윤옥, 2007, 김승현, 2014, 재인용)

학습 대화에 대해 연구한 김승현(2014)은 지식의 구성이 일어나는 과

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개인적 지식은 화자가 문제에

대하여 최초로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다. 대화가 시작되면 화자는 자신이

가진 개인적 지식을 다른 이에게 표현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생각을 구

체적인 언어로 정리하여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지식의 정교화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으로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내용

들을 경험하게 된다. 또 지식을 탐색하면서 화자는 본격적으로 인지적

갈등을 겪고 이 가운데서 기존의 지식에도 조정이 일어난다.

화자는 다른 사람의 지식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비교하게 되고,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의를 함으로써 상대

의 지식을 확인한다. 질의를 받은 이도 응답의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을

고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깨닫거나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이 습득하게 된 지식을 놓고 내적, 외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나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더 명료하게 파악하게 되고, 이 과

정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주장의 합의점을 찾아가게 된다.

이처럼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타인과의

대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화 속에서 개인은 잘 모르는 곳을

알게 되고,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조정을 거치고 합의

점을 찾아간다. 이를 통해 ‘상호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이 과정을 한 사

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반복하게 되면 사안을 보다 명확

하게 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눈이 길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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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호작용의 유형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면적 상호작용이 모두 학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상호작용은 구성적 학습의 모습을 띤다. 또 어떤 상호작

용은 학습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다음은 대화의 유형 분류이다.

표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대화 유형이 상호작용 중에 일어나지만, 이

중 정보탐색을 위한 대화와 탐구 대화가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탐

구 대화는 연구나 조사 등 자신이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위해 근거를

찾고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정보 탐색은 정보의 필요를 위해 전문가

와 만나서 이루어지거나 인터뷰, 심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이외의 상호작

유형 상황 주요 목적 참여자 목적 이득

설득

(persuasion)
의견의 갈등

서로 다른 의견

의 통합으로 갈

등의 해결

상대방 설득 입장 이해

탐구

(inquiry)
증거의 필요 가설의 입증

근거를 찾고

진실인지 확인
지식 획득

협상

(negotiation)

이해관계의

충돌

양측이 합의할

만한 합리적인

절충안

자신이 원하는

것의 최대화
조화

정보 탐색

(information-

seeking)

정보의 필요 정보의 교환
정보를 얻거나

주는 것

목적 활동

의 도움

숙의

(deliberation)

딜레마 혹은

선택

최선의 가능한

행동의 결정

개인적 목적의

증진

우선순위

형성

논쟁

(quarrel)

개인적

언쟁

더 깊은 갈등을

드러내기

상대방 공격,

상대방 이기기
감정 분출

토론

(debate)
대립 관계

양측의 주장을

선명히 하기
제3자 설득 정보 확산

교육대화

(pedagogical)
무지 교육과 학습 지식 전달 지식 전환

[표 II-2] Walton & Krabbe(1995), 대화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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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도 정보를 얻기 위한 학습의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탐구적 대화는 주어진 명제적 답을 듣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답을 스

스로 구성해 나가는 것을 일컫는다. 사실을 수집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

기주도적이며, 의식적인 성격을 띤다. 이 탐구적 대화를 통해 자신이 주

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수집하고, 이를 내면화한다. 정보 탐색적 대화도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탐구 대화와 구별되는 지점이라

면, 답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보다도 정보 그 자체를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정보 탐색의 목적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거나,

심문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 탐색의 목적을 갖고 한다. 따라서 탐구와 정

보 탐색의 대화에서 학습(learning)이 일어난다. 이는 대등한 관계에서

일어나며, 동료 학습(peer learning) 혹은 협력 학습(corporative

learning)이 발생하게 된다.

협동학습은 공통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하는 학습활동으로 정의

된다(홍순태, 2013). 이는 다양한 형태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상호작용함

으로써 이루어지며, 상호적인 활동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를 협력적 지식

창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정선과 이경순(2005)은 협력적인 대화를

통한 지식창출의 전제로 네 가지를 꼽았다. 그 첫째는 협력이 필수적으

로 포함되는 사회적 활동이며, 둘째는 공동의 목적으로부터 시작되고, 셋

째는 긴밀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넷째 협력적 지식창

출에서 집단뿐 아니라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Fische et al(2002)은 협력적 지식창출에 관련한 선행 연구를 정리한

결과, 협력적 지식창출의 과정이 다음의 4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첫째는 지식의 외면화(externalization)로서, 주어진 상황과 관련된 개인

의 사전지식을 불러오는 단계이다. 둘째는 지식의 의문화(elicitation)로,

이는 대화 상대방이 과제와 관련한 지식을 표현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셋째는 갈등 지향적 합의(conflict-oriented consensus building)이다. 의

견의 반목과 갈등을 통한 지식창출이 지식의 새로운 변화와 순환을 촉진

한다. 넷째는 통합 지향적 합의(intergration consensus building)으로, 서

로의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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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과 이경순(2005)은 Fischer의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용 소프트웨

어 설계론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력적 지식창출 활동의 진

행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준비(공동목표 확립), 생성(중간적 지식

생성), 전환(외부와 상호작용), 발전(고차원적 지식 생성), 완성(지식 외

면화)의 단계가 도출되었다. 이들 단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순차적 단계라기보다는 협력적 지식창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발달

단계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외부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부에서 지식

을 생성하고 지식을 외면화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그림 II-1] 한정선 & 이경순(2005), 협력적 지식

창출 모형

Guba & Lincoln(1989)은 여러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를 증진

시키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응답자 중 이해당사자 중 1

인에 대한 개방적 면담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응답자에 의한

초기 인터뷰 구성물을 도출한다. 이후 첫 응답자가 두 번째 면담 대상자

를 다른 이해당사자 그룹 구성원 중에서 지목하고, 프로그램 구성과 효

과에 대한 첫 번째 응답자의 구성안이 도출된다. 이후에는 두 번째 면담

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수행되고, 첫 번째 응답자와 동일한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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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면담이 진행된다. 이후 평가 참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반복 진행되어,

마지막 참여자 인터뷰 이후 다시 첫 번째 응답자에게로 순환된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2] Guba & Lincoln(1989), 상호작용을 통한 해석의 변증법

적 원

이 같은 모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상호작용은 외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내부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교차하면서 개인 안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둘째로 여러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한 선택의 과정을 통해 구성물의 구조를 만들어가며

그 질이 변화해 간다.

다. 기자의 상호작용

기자는 직업상 상호작용이 핵심인 직업이다. 기자의 취재원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는 전문가 연구와 저널리즘 연구에서 함께 진행되었다.



- 26 -

상호작용 맥락에서의 기자 전문성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다양한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자의 일은 정보원으로부

터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검증하고 가공하여 대중에게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자는 정보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

며 이들과의 상호작용과 협상을 통해 정보를 얻고, 그 정보의 위계와 배

치와 통합을 정하는 일을 한다. 기자는 주로 정보원과의 상호작용 속에

서 의미를 만들고, 이를 대중에게 전달한다. 이런 독특한 형태의 기자 전

문성은 대중의 권위 부여에 따른 일종의 사법권을 가지면서도 정보원의

목소리에 종속되는 측면을 동시에 띠고 있다.

Schudson(2008)은 기자들이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해주고, 공공 토론

의 기반을 규정해주고, 기회와 불공정을 진단해주는 활동을 한다고 말한

다는 점에서 기자가 하는 일의 성격, 즉 정의 구현이라는 대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Boyce(2006)는 기자들의 전문성과 그들이 매일매일

하는 결정은 정보의 선택, 위계, 배치, 통합 등을 수반한다고 함으로써

기자의 대중 전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Ekstrom(2002)는 ‘기자는 우

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을 생산해 내는 기관‘이라고 하여 대중

지식 창출로서의 역할을 언급했으며, Anderson(2008)는 기자가 하는 일

연구자 관계와 상호작용 맥락에서의 기자 전문성의 정의

Schudson(1989)
현실 구성 활동으로서 기자와 정보원 사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

Zelizer(1993) 경계의 일, 통합을 위한 대중과의 연결성

Berkowitz(1999) 서로 다른 해석적 공동체 간의 매일의 문화적 협상

Eksrom(2002) 우리 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일

Boyce(2006) 매일매일 들어오는 정보의 위계 배치 통합

Anderson(2008) 매일의 대중 지식에 대한 생산

Riech(2009) 정보원과 대중을 양 극단에 둔 전문성

Lewis(2012)
미디어 분야 속에서 규범에 위반되는 일에 대해 대중에게

알려 통합하는 일

[표 II-3] 관계와 소통 맥락에서의 기자 전문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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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일의 대중 지식에 대한 생산'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영역을 넘나드는 기자의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개념 중 하나

는 경계에서 일하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Galison(1997)은 과학 분야를 토

대로 하여 교역지대(trading zone)라는 용어를 사회과학에서 처음 소개

했다. 이 교역지대 개념을 통해 개인이 어떻게 각 영역의 경계

(boundary)를 넘나드는지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교역지대 연구에서 주

목해야 하는 개념은 간언어적 상호작용 지대다. Galison은 ‘간문화적

(inter-cultural)’ 용어들을 써서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영역이 있으며 여

기에서는 간언어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분별된 교역지대

는 새로운 문화와 만날 때 만들어진다. Gieryn(1983)은 Galison의 용어를

이어받아 경계의 일(boundary work)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Gieryn

은 경계(boundary)란 과학과 비과학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과학

자들의 조작적 정의라면서, ‘무엇이 과학인가’를 정의하려는 과학자들의

고민은 경계에 대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Zelizer(1992)는 Gieryn의 개념을 저널리즘에 적용했다. Zelizer는 기자

들을 내부와 외부라는 프로페셔널의 장에서 작업하는 정보원들로부터 권

위가 나오는 ‘해석적 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로 규정했다.

Zelizer는 그의 사례연구에서 기자들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을 전달

할 때 케네디의 죽음에 대해 살인(murder)으로 정할지, 죽임(killing)으로

정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들어 기자들이 하는 일이 의미 해석이라고 보았

다. 기자들의 공동체는 ‘권위 있는 해석적 공동체’이며, 다른 해석적 공동

체들과 마주하며 내부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내러티브를 사용한다고 설

명했다. 그는 기자들의 힘은 언어 수사(레토릭)에서 나오고, 제유법과 생

략, 인격화의 전략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경계를 확립, 감시하

고 방어해 자율성을 방어해 나가는 것이 경계의 일로 설명되었다.

Berkowiz(2008)은 Zelizer의 정의를 이어받아 기자와 정보원의 관계를

사회적 단위 간의 의미 결정 노력의 관계로 묘사했다. 해석적 공동체란

의미는 매일의 사회적 그룹의 소속원 간 의미가 재건축되는 곳이라는 설

명이다. 기자 공동체도 하나의 지리적 공동체로서 결정 과정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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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의 문화와 권력 구조가 있다고 보았다.

경계의 일은 미디어 현장 속에서 규범의 위반되는 대중의 사회적 통제

의 형태로서 뉴스로 발생한다(Lewis 2012, Robinson 2010). Zelizer(1993)

는 저널리즘은 통합적 연구를 하기에 매우 비옥한 대상이라고 설명했는

데, 왜냐하면 전문적 영역 구분이 매우 흐리고, 사건들의 수집적인 해석

들과 담론적인 구조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Gieryn(1983)은 기자들은

그들의 통합과 연결된 대중의 관련성을 잇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취재원과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양상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있다. 기자

들이 그들의 정보원을 만나면 협상의 과정이 시작된다(Ericson, Baranek

&chan, 1989; Reich, 2006)고 보는 시각이다. 기자들은 정보원들로부터

정보를 더 많이 얻으려 하고, 이 지시를 통해 끌어가는 대화는 정보원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수 있다(Awad, 2006). 정보원은 그 댓

가로 그들이 기꺼이 주려고 하는 정보들을 주고 다른 정보를 모으도록

유지할 수 있고, 정적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한다(Gans, 1980). 다만 기자

들만이 이끄는 것은 아니다. 정보원들은 무엇이 뉴스가 되는지에 대해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기사화 전에 정보가 새게 만들 수 있다. 정보원들

은 앞으로 일어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위기나 문제들에 있어서 관심을

받으려 노력할 수 있다(Gandy, 1982; Molotch & Lester, 1974).

정보원과의 상호작용 방식이 학습(learning)과 협상(negotiation)을 통

해 실시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런 구분을 통해 실제로 기자의 상호

작용 유형을 분류했다. Lewick et al(1985)는 기자가 정보를 얻기 위해

하는 갈등적인 상호작용의 주요 방식을 갈등과 협력(Conflict and

corportion)으로 보고 이에 맞추어 설명했다. 우선 정보원과의 첫 번째

전략은 경쟁이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A가 정보원인 B에게 일방

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전략은 수용(acommodation)으로 B

에게 A가 맞춰주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타협(compromise)으로 A와 B

모두 원하는 것을 절반만 가져가는 방식이다. 네 번째는 협력

(collaboration)으로 A와 B가 모두 서로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새로

운 솔루션을 내어 합의하는 방식이다. 다섯 번째는 회피(Avoidanc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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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을 경우 결렬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전문가와 정보원의 관계와 대중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에 대

해 설명한 연구는 소수다. 연구들은 왜 기자들이 정보원을 선택하는지,

어떻게 기자들이 정보원을 이용하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 있다.

Berkowitz에 따르면 기자들은 전문가인 정보원을 세 가지 이유에서 쓴

다. 사실을 제공하고, 신뢰성을 더하고 객관성을 주기 때문에 쓴다고 보

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 정보원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이런 이유

로 전문가 정보원은 기사에 매번 쓰이지는 않지만 자주 배경 지식을 전

달하며 기자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Levi, 2001; Conrad,

1999; Croteau and Hoynes, 1994).

Manning(2001)은 전문가 접근성은 기자들에게 뉴스 정보원들의 신뢰

성의 위계를 정해주는 걸 도와주고 그들이 자주 접촉하는 전문가들을 접

촉하게 되는 데 확신을 주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전문가 정

보원을 객관성을 향상시키는 데 쓰게 되는데 사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편파적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manning, 2001). 전문

가 정보원은 그들의 전문성을 중립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서

술에 대한 기자들이 균형 있게 보려는 요구를 맞추는 것에 불만스러워지

는 경우도 생긴다. 동시에 전문가 정보원은 중립적인 코멘트를 주는데,

기자들은 이를 의견으로 보기도 한다. Albaek(2003)은 기자들이 그들의

전문가 정보원에게 원하는 것이 진화됐다고 설명했다. 1960년대에는 전

문가들은 그들의 연구를 설명했는데 1980년대에는 일반적인 사회 이슈들

이나 연구들에 대한 코멘트를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자들은 어떤 전문가를 선정하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

다. Steele(1995)는 기자들이 전문성에 대한 애매한 이해를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에 근거하여 선택하며, 전문가 선정과 접근을 하면서 동

시에 전문가에게 사안에 대한 예측을 하도록 판을 깔아준다고 설명했다.

가끔은 자질뿐만 아니라 관련성도 중요하다. 젊은 과학자들이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나, 기자들은 신뢰성을 보장해 주는 ‘그 방면의 최고’

를 선택한다(Conrad, 1999). Van Dijk는 미디어가 전문가들의 평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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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들을 이용해 주장에 무게를 더하고 사건이 해석되는 방식에 영향력

을 행사하며 미래의 논의에 대한 아젠다(agenda)를 설정하게 한다

(Rowe, 2004)고 설명했다.

딜레마도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 분야를 담당하는 기

자들과 취재원의 상호작용 관계를 연구한 Rever(2014)는 기자들과 뉴스

소스들 간의 협상은 복합적인 경계 문제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자율성

을 주장하고 박수칠 만한 사례를 찾으려는 상쇄에 대한 노력들은 그들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에 가치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고 봤다. 그들은 소스

와의 협상을 다루는 방식에서 그들을 정의하고 차별화했다고 보았다.

이 경계의 표명이 취재원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운 부분이다. 함께 다

니지만 친구는 아닌 관계는 기자직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기자들은 친근감과 거리감 사이의 장을 경계 관리를 통해 다룬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입각하여, 냉철하고, 공격적으로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온화하고 친근한 것보다 낫다고 말한다. 기자들은

이종적인 정체성(hybrid identity)을 품고 있어 언제든 물 수 있는 거리

를 둔 감시견(watchdog)에서, 취재원을 보호하기도 하고, 민감한 정보도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되기도 한다.

특히 정치 분야는 특히 취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는 상호적이

며, 기자들은 정치인들의 시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Fishman,

1980). Reich(2006)은 하나의 뉴스를 보도하려면 정보원과 기자 간의 통

제력이 처음에는 정보원에게 있다가 나중에는 기자로 넘어간다고 말했

다. Ericson(1989)는 취재 분야에서의 협동적인 준비가 지식의 호혜성을

수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자와 정보원 간의 정보 교환은 서로 다른

해석적 공동체 간의 매일의 문화적 협상이라고 보기도 했다(Berkowitz

and TerKeust, 1999). 정보원은 그들의 해석적 프레임에 대한 기자들의

해석적 공동체의 암묵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Berkowitz, 2009) 많은 연구들은 취재원과의 관계적, 정보적, 문화적 수

준을 정의하고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

관계에서 기자의 통제력과 관계적 자율성은 변화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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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작용 전문성의 개념과 모델

가. 상호작용 전문성의 개념

상호작용 전문성이란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

가와 언어로 유창하게(fluently)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Collins &

Evans, 2002). 이를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와 충분한 기간 동안 대

면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진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문가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상호작용 전문가는 해당 영역에서 전문가들처

럼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논문을 쓰거나, 해당 전문 지식을 현실에 적용

하기 위한 수준에까지 다다르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호작용 전문가는 그 전문가가 이해하는 바를 빠르게 이해하고, 전문가

에게 창조적인 자극까지 부여할 정도로 해당 분야를 잘 알게 된다.

Collins(2015)에 따르면 상호작용 전문성의 아이디어는 그 용어가 생기

기 전, 1990년 중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상호작용 전문성이라는 개념

은 Collins(2002)가 만들었지만 그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토의는

Collins(2004b)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Wittgenstein(1953)의

생활 양식(form of life)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였다. Wittgenstein가 말한

생활 양식이란 해당 영역에 구성된 문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생활 양

식의 개념은 사회적 해석(sociological interpretation)이라는 용어의 고안

으로 이어졌다. 이 사회적 해석은 Collins(2004)에 의해 상호작용 전문성

이라는 용어로 발전됐다.

아래와 같이 상호작용 전문성의 개념은 해당 분야의 생활양식에 빠지

기, 언어적 사회화를 의미한다. Collins는 여기에서 그 분야의 ‘문화

(culture)’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문화, 즉 생활양식(form of life)에 빠짐

(immersion)으로서 언어적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즉, 실천적

수행을 하지 않고도 그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만으로 그

영역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영역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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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전문성의 원리로서 언어와 실천의 구분은 상호작용 전문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다. Collins(2004)에 따르면 지식은 두 가지 사이

의 긴장이 있다. 첫 번째는 형식적, 명제적 지식이고 두 번째는 무형식,

암묵지다. 형식적 지식은 규칙과 공식, 사실로 설명되고 컴퓨터 프로그램

학자 상호작용 전문성의 정의

Collins &

Evans(2004)

실제적인 기술이나 전문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화

(converse expertly)할 수 있는 능력. 단 그것을 실제로 수

행(practice)할 수 없으며, 종사자들과의 언어적 사회화

(linguistic socialization) 과정으로 학습하는 것.

Selinger &

Mix(2004)

기존 전문가와 상호작용 전문가의 대화(conversation)가 어

떻게 변화하는지, 그 영역의 사회학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

도의 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규명하는 전문성.

Schilhab

(2007)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으며,

그 공동체의 언어적, 사회적 맥락을 알고 그 속에서 통하는

문장이나 개념에 대해 의미가 통하는(make sense) 것.

Collins(2011)

실천적 수행(practice)에 참여하지 않고도 그 언어 자체에

들어감(immersion)으로서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이 ‘이해’는 대화

(conversation)나 질문-대답(question-and answer)에서 일

어나며 실천적 성취에서 일어나지 않음.

Reich(2012)
전문가들과 상호작용하여 그들의 일을 탐색(explore)하고,

그들의 담론과 판단을 학습하는 것.

Ribeiro(2013)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실천적 역량(practical competence)

없이도 그 언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능력.

Goddiksen

(2014)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 영역에서 비교적 수준이 높은 공동

체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speak a language of the

community relatively high degree).

Collins(2015)

실천적 수행에 대한 언어를 사용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talk a practice language).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없으면서도 그들과 관계를 맺으려는(effort to engage) 노력

을 하는 사람들에 적용됨.

[표 II-4] 상호작용 전문성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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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압축될 수 있다. 무형식지식 혹은 암묵지는 명쾌할 수 없는 규칙

의 형식으로부터 나오며 오직 행동 가운데서만 표출된다. 암묵지는 흔히

배울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Collins(2004)는 이 분야의 언어를

배우는 가운데 무형식적 지식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암묵지도

일부 언어화된 암묵지의 경우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언어화한 무형

식적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Wittgenstein(1953)의 '생활양식(form of life)‘을 이해함으

로서 관련 활동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그 분야에서 초보

자라 해도 그 분야에서의 종사자(practitioner)에게 정확한 질문(right

question)을 던질 수 있다면 그들과 토의(discussion)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는 해당 분야를 잘 이해했는지를 시험하는 인지적 시험 방식인

튜링 테스트(turing test)를 이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한 이들도 통과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밝혔다. 이 테스트를 통과

한다는 것은 전문가만큼 해당 용어나 개념이나 주요 문제의 속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은 언어 세계

속에서 생활양식에 적절하게 ’완전히 들어간, 빠진(immersed)‘ 사람이다.

이는 형식적, 비형식적 지식 사이에서 모두 일어난다는 것이 Collins의

주장이다.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들어가 언어를 학습하면, 그 사람이 실

제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언어에 무형식적, 암묵적 지식이 실

려서 언어 그 이상을 학습하게 된다. 이를 Collins(2008)는 언어적 사회

화(linguistic socialization)라고 불렀다.

즉 Wittgenstein의 사회적 해석이란 그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생기

게 하는 사회적 집단의 언어와 실천이다. 상호작용 전문성을 생기게 한

새로운 생각은 생활양식의 언어이자 또 하나는 생활양식의 수행(종사)

다. 이는 분석적으로, 경험적으로 분리돼 있다. 우리는 이를 ‘분리 원리

(seperation principle)’로 부르는데, 이 모델에서 언어와 실천은 생활양식

에서 협동적인 단계에서 발생하나 개인은 실천에 참여하지 않고도 그 언

어 자체에 빠짐(immersion)으로서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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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해’는 대화(conversation)나 질문-대답(question-and answer)에

서 일어나지 실천적 성취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실천(수행)은 대화로 학

습되지 않고, 실천에 대한 이해에서 얻어지지만 이 이해는 기술적인 판

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실천가들의 이해와 다름없다. 실천과 수행에

대한 이해를 구분해서 볼 경우 후자는 언어적 성취를 통해 진단되지만,

수행은 그렇지 않다. 이 차이는 개인별로 나타난다. 집단적인 단계의 언

어는 그 공동체에 존재하는 수행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워진다.

Collins & Evans(2007)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한 분야의 언어 유창성

수준은 상호작용 전문가만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과

기존 전문가로부터 이를 수 있는 것과 구별되지 않는다. 적절한 환경에

서 개인은 언어 매체만을 통해서도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과감

한 추측으로서, 아마도 강력한 상호작용 가설은 틀릴지도 모른다.

Collins(2005)는 이를 Madelaine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맹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방 게임(imitation game)을 통해 그 한계가 없음을 발견

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직 언어적 원천을 통해서 이해하고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음을 밝혔다.

나. 기존 전문성과 상호작용 전문성의 구분

Collins(2007)는 운전하기, 자전거 타기 등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전

문성을 유비쿼터스 전문성(Ubiquitous knowledge)로 정의했다. 유비쿼터

스 전문성이란 학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정보 제공 출처에 접근하여 얻은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전문성을 기존

의 전문성과 상호작용 전문성으로 나누었다.

기존 전문성은 개인의 창조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전문가 연구에 해

당한다. 해당 영역을 잘 알고, 그 영역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하며, 그 영

역의 변화에 기여한 창조적인 결과물을 낸 경우이다. 이와 구별되는 상

호작용 전문성이란 기존의 전문가와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담론을 빠

르게 학습하며 전문가의 이해 수준에 가깝게 도달하게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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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5] Collins(2007), 전문가의 전문성(Specialist Expertise).

Collins(2007)에 따르면 전통적인 전문가들은 실험이나 측정을 통해 기

여해왔지만 사회과학자들과 같은 상호작용 전문가들은 그들과 상호작용

하고, 그들의 일을 탐색하며 그들의 담론과 판단을 학습한다. Collins는

경험 많은 기자들은 이러한 상호작용 전문성의 개념에 잘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성은 ‘전문성 안의 또 다른 전문성’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상호작용 전문가들은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서 특정 분야의

언어를 말하고 그것을 발전시킨다.

다시 말해 상호작용 전문가는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일

을 경험하며 그들의 담론과 판단을 학습할 수 있다. Collins &

Evans(2007)는 이러한 능력을 상호작용 전문성(interactional expertise)

라 하였다. 한 분야의 지식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과 그 분야의 지식

을 다른 분야의 지식으로 번역하여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호

작용 전문가는 특정 과학기술분야의 물질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는 있지

만 그 물질을 직접 조작할 수는 없다. 이는 그 전문가가 특히 과학자이

거나 기술자인 경우 뚜렷해지는데, 상호작용 전문가는 그 과학자나 기술

자가 갖고 있는 생각의 수준까지 성장하여 그들과 대화하고 지적 자극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이 수행하는 매우 전문적인 실험을 수행할 수는 없고,

기술도 마찬가지로 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지는 못한다. 예컨

대 의학 관련 상호작용 전문가들이 의사의 실제 하는 일과 의사들의 관

심사, 최근 연구 성과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 수술실

에서 수술을 집도할 수는 없다. 결국 이렇게 보면 상호작용 전문가들은

그 영역의 언어를 소통하는 사람들이며 전문 기술을 실제로 가진 사람들

과는 어느 정도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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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 상호작용 전문성과 기존 전문성의 차이

Collins & Evans(2002)는 상호작용 전문성을 설명하면서 이 전문성은

전문가들와의 대화로 성취된다고 설명했다. 상호작용 전문성을 얻기 위

해서는 인터뷰(interview)나 토론(discuss), 대화(conversation)의 진전이

있어야 하며 대화하는 사이에 꾸준히 얻어지게 된다.

상호작용 전문성은 해당 분야의 지식을 알고, 주요 쟁점들에 대해 토

의하지만, 그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Collins(2004)는 상호작용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그들의 판단이 맞는지를 실험하는 능력, 그들의 발견이나 판단을 위한

주제를 반추해 보는 능력, 가끔은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번역하는 능

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능력은 전문가와 상호작용 전문가들의 관

계에서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며, 대화 수준에 맞게 질문을 생

성한다. 다만 Collins & Evans는 기존 전문가 연구에서의 최고 전문가와

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기 때문에 더 확장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전문적 암묵지를 모두 전통적인 관점의 전문성이라는 단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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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일상적 암묵지와 전문성 사이에 위치하는

상호작용 전문성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

가의 암묵지는 해당 분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다. 반면, 상

호작용 전문성은 그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

의 이해 수준에 가까운 지식을 얻게 된다.

기자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취재원으로 일컬어지는 전문가를

만나 지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Collins, Evans &

Gorman(2010)의 교역지대(trading zone)의 개념은 이를 설명하고 있다.

교역지대 개념을 융합연구에 적용한 서동인(2014)에 의하면 동종이 아닌

이종의 배경을 가진 이들이 자발적으로 만나 형성되는 교역지대에는 상

호작용 전문성이 발휘된다. 교역지대는 서로 교환 가능한 다른 것(지식,

기술, 관점 등)을 가진 둘 이상의 개인이 만나 교환을 진행하며 교환 대

상과 주제가 다르다. 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적 갈등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다만 지식 전달의 유형은 다양하다. Collins & Evans(2008)는 분석가

와 응답자 사이에 벌어지는 지식 전달의 다섯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

다. 이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지식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첫 번째는 숨겨둔 지식으로, 응답자가 자신도 잘 모르는 지식이다. 이

동종의

(homogeneous)

이종의

(heterogeneous)

자발성

(collaboration)

중간언어

(interlanguage)

경계 대상

(boundary 

object)

상호작용

전문성

(interactional

expertise)

강제성

(coencion)

체제전복적

(subversive)

강제적인

(enforced)

[표 II-6] Collins & Evans(2010), 교역지대의 일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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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트릭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담기에는 불충

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는 모두 다 설명할 수 없는 디테일로

응답자가 있는 현장에 방문해야 알 수 있다. 특히 응답자가 분석가에게

실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 전수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맞지 않는 지식으로, 응답자는 정해진 것만 말하고 싶어 하

고, 분석가는 적절한 질문을 모를 때 나타난다. 정말 중요한 핵심은 알려

지지 않고 부수적인 것만 얻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응답자

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가능하다. 세 번째는 명시되고 구체적

인 지식이다. 표기된 것과는 다른 속뜻이 있을 때 그 속뜻까지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 단어나 다이어그램, 사진들은 직접 지시나 발표, 느낌으

로 이해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 네 번째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자각

되지 않는 지식으로 응답자의 습관 등이 있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인

지되기 어려운 지식으로 응답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인지 안 된 지식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Collins는 지식이 전수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전문가의 지식이 다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 전문가의 이해는 전문가가 얼마나 전달하느냐와 연관이

있으므로, 상호작용 전문가는 전문가가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것들도 캐치

할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고 봄으로써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에서의 중요성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낼 수

도 있다.

다. 상호작용 전문성의 실천 과정

Collins & Evans(2004)와 같은 사회과학자들은 현장연구 속에서 그들

이 관찰하고 분석하려는 특정 영역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만 한다. 어떤

사회과학자들은 그 영역의 종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서야

그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 분석을 하기도 한다.

전문성 성장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새로운 분야에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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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하는(entering initially) 과학적 지식을 가진 사회과학자들은 농담이

나 기술적 용어를 알아들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막는 고통스러

운 시기를 지난다. ②그들은 점점 명확해지고 궁극적으로 대화에 끼어들

수(join in) 있게 된다. ③어느 날 사회과학자가 기술자에게 질문(query)

할 때 막힘 없이 대답하던 기술자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었는

데’라는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주기 위해 대화를 잠시 멈추게 된다.

이 단계에서 응답자는 과학에 대한 대화를 즐기게 되고(happy to

talk), 관대하게 대답하게 되며(response generously), 비판적 코멘트에

대해 고려해 보게 된다. 이 둘의 관계는 처음에는 대담(interview)이었다

가 나중에는 대화(conversation)가 된다. 이 대화에서 사회과학자들은 어

떤 포인트를 예측하고, 상호적 이해가 이미 있으므로 굳이 우회로 없이

그 대화에 속도를 붙이게 된다. 사회과학자는 그 영역의 세부사항을 기

입할 수 있거나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대화에 빠져든다. 사회과학자는

농담이나 반어, 장난을 알아차리게 되고 일에 능숙해지고 과학적인 논쟁

점에 대한 의도적인 반대 입장(advocate position)을 취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대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과학에 대해 심사숙고(think hard)하게끔

만들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생각해본 적 없던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

지는 것(asking), 정보 전달(conveying of information)은 응답자가 신뢰

할 만하다고 믿게 되고, 의도적인 반대 입장을 유지함으로서 즉각적인

창조적인 행동(creative moves)을 만들 수도 있다. 구체적인 단계는 다

음의 표와 같다.

단계 내용
입문 단계

(entering

initially)

기술적 용어나 그들 사이의 농담을 이해할 수 없음

대화를 막음 (질문 위주)

참여 단계

(join in)

대화에 끼어들기

(약간씩 알아듣기)
대화 단계

(conversation)

상대방의 반응

① 생각해본 적 없는 질문에 맞닥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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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전문성을 기르는 데는 그 영역의 전문가들과 상호작용이 몇

달,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상호작용 전문성은 얻기 어렵지만, 사회과학

자들이나 높은 수준의 기자들이나 과학 관료들은 자연스럽게 이를 소유

하게 된다. 하지만 상호작용 전문성을 얻는 것은 기존의 전문성을 얻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다고 Collins는 설명한다.

상호작용 전문성의 성장 단계에는 문제의 복잡성과 난이도도 영향을

미친다. Collins(2004)는 색맹과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

내내기’ 실험을 실시했다. 이 경우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 연결한 3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 고용

된 ‘판단자’들은 한 컴퓨터에 앉아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타깃 전문성

을 갖고 있음을 캐물을 수 있는 어느 질문이라도 적어 넣는다. 이 질문

은 즉시적으로 두 참여자들에게 전달되며, 이중 한 사람은 색맹이며 색

을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흉내 낸다. 또 한 사람은 색맹이 아니며 자연

스럽게 질문에 답을 한다. 두 참여자들이 답을 적을 때 질문에 대한 답

② 질문에 심사숙고하기

③ 비판적 코멘트에 대해 고민하기

④ 대화 즐기기,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재미 느끼기

⑤ 믿고 신뢰한다고 느끼기

⑥ 창조적인 자극을 느끼기

자신의 반응

① 질문하기

② 예측하기

③ 비판적인 질문 던지기,

생각해보지 못하던 정보 제공하기

④ 반대 입장 취하기

⑤ 대화 즐기기, 대화에 속도 붙이기

⑥ 창조적인 행동에 영향 주기

최고 단계 창조적인 자극을 주고받기

[표 II-7] Collins(2010), 상호작용 전문성의 실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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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자의 스크린에 나란히 뜬다. 판단자는 추측을 하고 추측에 연관

된 ‘신뢰 수준’을 제공한다. 판단자는 어느 질문이나 할 수 있다. 이 세션

은 판단자가 계속 진행해도 학습될 게 없다고 느낄 때까지 진행된다. 주

로 판단자는 여섯 개 질문 정도를 하면 더 판단할 게 없다고 봤다.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적거나 더 많이 질문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색맹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그가 색맹인지, 색을 알

아보는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했다. 이는 색맹들이 색을 알아보는 사람들

이 구사하는 언어를 말하는 데 유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모

든 색을 다 보지 못함에도 말이다. 색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도 색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상호작용 전문성이 나타남을 입증했다.

그러나 Collins(2004)는 이 실험에서 색과 달리 절대음감은 흉내 내기

어려움을 밝혀내어 우리 사회에서 그 전문성이 다소 희소하고 언어로 모

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잘 전이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밝혀냈

다. 우리 사회에서 소수인 절대음감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음

감이 없다. 이 이론은 이런 경우 음맹들이 절대음감에 숙달되지 못한다

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음감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언어를 모르고,

또 음감을 알아보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Collins는 또 한 번의 실험을 통해 중력파 과학자들과 함께 하면서 지

식을 쌓을 때의 어려움을 전하고 있다. 그는 중력파 물리학에 대한 일곱

개의 질문을 준비하고 참여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참여자들은 어떤

참고문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창고에서 그 질문에 대해 답을 빠

르게 생각해내기를 요청받았다. 이 질문들은 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판단자들에게도 이메일로 보내졌다. 판단자들은 그들의 답에 대해 그들

의 아카데믹 전문성과 경험을 통한 대답을 하도록 했다. 판단자들은 누

가 누군지를 추측하도록 요청받았고 네 개 척도로 된 확신의 정도를 제

공받았고,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를 설명하도록 했다. 그 결과 중력파와

같이 어려운 분야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전문가 수준으로 ‘흉내

내기’를 할 수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영역별 난이도에

따라 지식 전이가 어려운 점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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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의 방식은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다. Collins는 교역지대의 개

념을 설명하면서 상호작용의 방식을 네 가지로 나누고 각각을 이 같이

설명했다. 첫 번째는 대립된 입장을 가진 두 집단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재하는 방식이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물 관리를 위해 댐을 만들려

는 상황에서 사회과학자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야바파이 원주민과 댐

관리자들 사이의 중재를 하는 방식이다. 두 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측량

등에 대한 중간언어를 만들고, 협상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중재자가 되는

목표다. 그럼에도 중간언어는 만들어지지 못했으며, 각각의 개별 신념과

가치는 절충되지 못했고, 야바파이 보호구역을 지키고, 물 관리를 허락하

면서도 새로운 댐의 건설은 피하는 선에서 협력이 이뤄졌다.

두 번째는 어떤 주장에 반론하기 위해 해당 분야를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 경우 사안을 분석하는 방식이 주장과는 구별된다. 샌프란시스코의 에

이즈 활동가들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이 의학적 연구자

들이나 종사자들이 아닌데도 의학 연구의 언어를 배웠다. 활동가들은 연

구자들이 양보를 해주기를 요구했지만, 그들의 목표는 상충되었고 적대

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지식 습득 외에 각각의 정체성과 문화는 유

지되었다.

세 번째는 각자 다른 분야 종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른 이들

의 분야 중 일부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다. 건축가들, 녹색화학자들, 패션

디자이너들, 방직공장의 관리자들이 모여 환경에 친화적인 옷감을 개발

하기 위해 각자는 서로의 영역에 대한 일부 상호작용 전문성을 성취해야

했다. 모든 핵심 멤버들은 성공적인 상업적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서로의 영역에 대한 상호작용 전문성을 성취해야 했다. 예컨대, 녹색

과학자들과 건축가들은 그들의 프로토콜을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

조 공정을 이해해야 했고, 방직공장 소유주는 안내하는 원리나 프로토콜

을 디자인에 구현하기 위해 이해해야 했다. 이 집단들은 다른 사람들의

분야에 기여자이거나 새로운 용어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네 번째는 공동의 문제를 풀기 위해 해당 분야의 지식의 구조까지 습

득하는 방식이다. 중력파 분야를 예로 들었는데, 이는 매우 통합적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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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연구하는 과학의 분야로 모두가 중력을 탐지할 수 있는 중력파 탐

지기를 만들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방식이다. 결과를 예상하

지 못하지만, 각 세부 특화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상호작용 전문성을

만들어낸다. 실험이 끝나도 서로 묶여 과학자들의 통합된 네트워크가 작

은 그룹의 복합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의 경우가 상

호작용 전문성의 사례라고 보았다.

라. 상호작용 전문성의 비판과 보완점

상호작용 전문성은 그동안 우리 주변에 있어왔지만 설명할 수 없었던

학습의 양상과 전문성을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전문성과 다른 속성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Selinger & Mix(2004)

는 상호작용 전문성이 지금까지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웠던 사회학자나

기자, 과학행정가, 사회활동가, 작가 등의 직업에서 실제 일어나는 활동

들을 설명해 주는 데 가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고 설명했다. 우선 언어적 사회화(linguistic socialization)에 대해 언급하

며 사람들이 그 영역의 언어를 알게 되고 그 영역의 지식을 알아 가는

데 있어 Collins의 연구로는 상호작용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 즉 언어적 능력이나 기술을 어떻게 발달시켜 가는

지가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호작용 전문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문성을 기여

(contributory) 전문성으로 규정하여 상호작용 전문성과 대립시키면서 마

치 상호작용 전문성은 해당 영역에 기여하지 않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보았다. Selinger & Mix는 활동가들의 지적들이 실제 그

영역에서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변화를 가져

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에이즈 활동가들이 의사들에 맞서서 에

이즈 치료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기존 치료

과정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여 그 영역을 변화시킨 사례를 들었다.

또 상호작용 전문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튜링 테스트만을 들고 있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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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상호작용 전문성의 증거는 어떻게 전문가들

과 상호작용 전문가들을 구분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상호작용 전문가가

어떻게 전문가의 지식을 획득하고, 전문가만큼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지가 규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상호작용 전

문가들의 대화가 어떻게 전문가 수준으로 변화하는지 그 수준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 영역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ability)과 그

영역의 기술적 능력과는 별개가 아니냐는 입장을 폈다. 예를 들어 한 번

도 테니스를 쳐 보지 않은 사람이 더 좋은 테니스 평론가가 될 수 있고,

최고의 테니스 플레이어들은 그들의 게임에 대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그 영역에서 잘 하는 것과 언어로 잘 표현

하는 일은 다르며, 이는 그 영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communication ability)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진 이들이 상호

작용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Collins는 이 구분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작용 전문가들은 전문가와 대화하면서 수준을 높여

가는데, 실제로 전문가가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대

화로 인한 전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Collins(2005)는 다이어그램을 통해 상호작용 전문성과 기존

전문성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림 II-4] 상호작용 전문성과 대인관계

능력과 성찰능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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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다이어그램은 기존 전문성과 상호작용 전문성

모두에 대인 능력과 성찰 능력이 포함되는 것을 나타낸다. 또 두 개의

전문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상호작용 전

문성을 가질 수 있고, 상호작용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기존의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 전문성과 상호작용 전문성

이 대립된다고만 본 시각에서 비슷한 요소를 공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한층 나아간 것이다. 또, 기존 전문성에서도 관계적 요소와 성찰 능력이

들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이 다이어그램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인 능력은 외부

적 개념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즐겁게 하고, 관계를 유

지 및 활용하는 능력이다. 만난 사람의 관심사와 성향을 알고 자연스럽

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한다. 성찰 능력은 내면적 개념으로 자신

을 반추하고 자신을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성찰

능력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능력(intrapersonal ability)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성찰 능력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

상호작용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기존 전문성을 갖게 되는 경우는 바탕

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 학위를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

는 등 전문가 트랙으로 진입할 때 가능하다. 이는 상호작용 전문성이 창

조 전문성으로 전환하는 사례다. 기여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완전히 새

롭고 다른 영역을 배울 때 상호작용 전문성을 쌓게 된다. 그리하여 새로

운 영역에서 기반을 닦으면 이중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만 대인관계 능력과 성찰 능력이 있어도 기존 전문성이나 상호작용

전문성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해당 영역에 대한 학습이 있

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습이 없으면 대인관계 능력과 성찰 능력이 있어

도 기여전문성이나 상호작용전문성까지 오르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 다이어그램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상호작용 전문성에서 이 대인관

계 능력과 성찰 능력뿐 아니라 상호작용 전문성을 키우는 데 필요한 상

호작용 학습 능력이 상호작용 전문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전

통적으로 전문가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과는 구별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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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전문성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논고들을 더 살펴보면,

Schillhab(2013)은 상호작용 전문성에서 언어 습득과 언어 사용의 관계에

주목하며 ‘유아기’에는 언어 습득이 일어나지만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언어’(concrete language)로 사용하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이어 구체적인

언어 단계로 넘어가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구체적

인 언어 단계는 함축적이고도 분명한 정신적 표상을 만들어내며 이는 실

천적 경험 중에 생성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구체적인 언어 단계 이후부

터는 상호작용 전문성이 지식 습득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Rebeiro & Lima(2015)는 상호작용 전문성이 Collins는 언어적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만 발달되며, 상호작용 전문성에 어느 정도 언어적 유창성,

이해, 판단적 능력이 전제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한 영역에서 그들

이 경험한 개인의 실천에서 언어에 대한 빠짐의 유형(type of

immersion)과 개개인이 어떤 ‘관점(perspective)’을 가지느냐에 따라 개인

의 능력과 이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호작용이 개인의 독

특한 시각, 경험, 능력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이는 상호작용 전문성이

Collins가 이야기하듯 전형적인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관점별로 개별적

으로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같은 지적들은 Collins의 작업에서 학습의 매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한계 때문에 지적된 것으로 보인다. Schillhab의 경우는

Collins가 세운 단계 모형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이며, Rebeiro & Lima의

경우는 실제 상호작용 전문성의 개념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별성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Collins는 이들의 작업이 언

어적 실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리(principle)를 발견하려는 노력이라

며, 이러한 지적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상호작용 전

문성 비판 지점에서 해명되지 않은 지식 습득의 과정이나 관점의 문제들

을 반영하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고려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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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작용 전문성과 관련개념

가. 상호작용 전문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현대사회에서는 처음 맞닥뜨린 상황을 빠르게 학습하여 적응하는 능력

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기술경영 인재의 성장과정을 살펴본 류혜현

(2014)의 연구에서는 민첩한 학습 능력을 부각하며 민첩성이라는 어원을

살펴보고 있다. 민첩성이라는 단어에서 ‘재빠를 민’은 일을 재빠르게 한

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빠를 첩은 베틀작업을 하는 재빠른 손동작을

의미한다. 손의 움직임이 발로 베틀을 디디는 빠르기를 이긴다는 의미에

서 이길 첩으로도 쓰인다. 산업심리학 분야에서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의 개념은 ‘처음 접하는 새롭고 힘든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역량을 학습하는 능력과 그러한 의향’으로 정의된다

(Lombardo & Echinger, 2000).

학습민첩성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개념으로, Center for Cereative

Leadership(이하 CCL)의 효과적인 리더십과 잠재력 연구로부터 시작되

었다. CCL의 연구(Lombardo et al., 1988; McCall & Lombardo, 1983)에

서 지속적으로 승진에 성공한 임원은 새로운 기술과 사고방식을 학습함

으로써 변화에 적응해 나간 반면, 중도에 이탈한 임원은 새로운 요구 앞

에서도 기존의 사고와 행동방식을 고집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리더의 장기적인 성공을 예측해 주는 요소로서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능력에 주목하게 되었다(류혜현, 2016, 재인용). 이러한 주

장에 기반하여 ‘경험을 통한 학습 능력(ability to learn from

experience)’의 개념 틀이 제시되었고, Spreitzer 등(1997)은 이를 더욱 발

전시켜 피드백 추구, 피드백 활용, 유연성, 비판에 대해 열린 자세, 학습

기회 추구, 문화적인 모험심의 여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

발하였다.

관리자들에게 중요한 역량이 경험을 통해 학습된다는 CCL의 연구는

직무 경험에 내재된 특성에 관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Mc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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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88), 일상적인 직무에서보다 도전적인 직무에서 ‘더 많은’ 학습

을 하게 된다는 점이 후속 연구에서 입증되었다(McCauley, Ruderman,

Ohlott, & Morrow, 1994). 또한 Billett(2001)는 일터에서의 경험을 일상

성의 정도에 따라 일상적인 경험과 비일상적인 경험으로 구분하면서, 각

각의 경험은 다른 ‘형태’의 학습을 구성한다고 설명하였다. 일상적인 경

험을 통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강화하는 학습이 일어나는 데 반해,

비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학습이 요구되는 도전적인 직

무에서 빠른 학습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비일상적인 일 경험에서

유연한 학습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McCall(1988)은

중요사건기법을 활용해 관리자로서 큰 교훈을 배운 경험과 그 경험에서

배운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직무경험학습이론을 만들었다. 어떤

경험사례에서 다른 경험보다 더 많은 학습을 하게 되는 경험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런 경험을 개발잠재력이 있는 경험이라고 한다.

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Lombardo와 Echinger(2000)는 개인이 가진 잠

재력을 평가하고 핵심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민첩성 개념

을 제시하고 대인민첩성, 사고민첩성, 변화민첩성, 결과민첩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대인민첩성은 스스로를 잘 알고 건설적으로 타인을 대하면서 주변 사

람들과의 충돌에도 발전적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고민첩성은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도 핵심을 찾아내고.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연결하여 체계적 조합을

찾아내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하며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한다. 변

화민첩성은 아이디어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새로운 실험이나 기술 습득

활동에 참여를 좋아하고 문제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 습득하는 능력

의 정도를 의미한다. 결과민첩성은 목표달성에 대한 열정이 높고, 타인에

게 동기부여하여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려운 조건하에서 결

과를 만들어내는 정도를 말한다(Lombardo & Eching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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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DeRue, Ashford, Myers(2012)는 민첩성이 갖는 속성 중 속도

(speed)와 유연성(flexibility)에 초점을 맞춰, 학습민첩성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재빠르게 이해하고 경험 안에서 혹은 경험 간에서 유연하게 생각

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학습민첩성

을 이전과 다른 단일차원적 특성 접근의 개념적 틀을 제안하였다. 이 모

형에서는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소로 목표지향성, 인지 및

메타인지적 능력,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제시하였다. 학습민첩성이 발현

되는 인지적 과정으로는 인지적 시뮬레이션, 가설적 사고, 패턴 인식을

꼽았으며 행동적 과정으로는 피드백 추구, 실험, 성찰이 일어난다고 제안

하였다. 아울러 학습민첩성이 발현되는 이러한 과정은 학습이 일어나야

할 대상경험이 가지는 도전성 및 복잡성과 같은 환경 및 맥락적 요인들

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박정열, 2019).

구분 주요 내용

대인민첩성

(people agility)

-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경험으로부터 배우며, 다른

사람들과 건설적으로 대함

- 적극 피드백을 구하고, 이를 통해 변화 노력을 기울임

-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상호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로 인식, 다양한 관점

에 개방적

사고민첩성

(mental agility)

- 문제로부터 새로운 관점을 갖고 사고함

- 복잡함, 애매함에 대해 편안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에게 자신의 생각을 잘 설명할 수 있음

-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미를 찾음

변화민첩성

(change agility)

- 호기심이 많고, 아이디어에 대한 열망이 가득함

- 새로운 상황이나 도전을 편안해 하고 받아들이며, 새

로운 스킬을 배우는 데 적극적임

결과민첩성

(result agility)

- 처음 시도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결과를 창출함

-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여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를 통

해 보통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 냄

[표 II-8] Lombardo & Echinger(2000),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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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5] DeRue 외(2012)의 학습민첩성 개념 모형

DeRue가 제시한 학습민첩성 개념이 인지적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Arun, Coyle, & Hauenstein, 2012; Wang &

Beier, 2012). 류혜현과 오헌석(2016)은 이러한 논쟁과 관련하여 다차원적

특성에 기반한 연구를 포괄적 접근, 인지적 특성에 기반한 연구를 한정

적 접근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기존 학습민첩성 연구가 ‘처음 하는 일을

잘 하는 능력’이었다면, 처음 접하는 새로운 상황과 정보를 신속하게 이

해하고 습득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이런 학습민첩성 개념과 상호작용 전문성은 연관 관계에 있다. 상호작

용 전문성 자체가 처음 대면하는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한 빠른 학습

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작용 전문성의 속성 중 하나로 학습민첩성을

들 수 있다. 특히 Collins(2002)가 대인관계 능력이나 성찰능력을 일부

상호작용 전문성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았는데, Lombardo와

Echinger(2000)에서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민첩성, 사고민첩성

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를 통해 학습민첩성과 일부 중첩되는 지점을 찾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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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습민첩성은 상호작용 전문성의 일면을 나타내 주는 모습인 것

이지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의 고유한 속성에 관련한 국면들은 설명해 주

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습민첩성을 상호작용전문성

의 속성을 보여주는 주요 개념으로 보고 학습민첩성의 주요 개념들을 차

용하였다.

나. 상호작용 전문성과 문제해결의 관계

전문성은 문제해결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Csikzentmihayi와

Getzel(1988)는 창의적 문제해결은 미래에 창의성이 평가될 수 있는 산

출물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활동의 생산적인 측면이라고 주장했다.

Weisberg(1986)은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양상들이 창의적 과

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2001)은 창의적 문제해결이란

문제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이며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

여 문제해결에 유용하며 독창적인 산출물 또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

(이홍규, 2015, 재인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Amabile(1988)는 문제해결 과정과 창의성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구성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이란 적절한 평가

자들이 평가한 결과물의 창의성을 일컫는다. 이 틀 안에서 영역과 관련

된 기술(Domain-relevant Skills)는 주어진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 토대로 지식, 기술, 재능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창의성과

관련된 기술(Creativity-relevant skills)는 인지적 유형으로, 새로운 인지

적 경로와 작업 유형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발견적 학습을 할 수 있느냐

가 관건이다. 세 번째로 과업 동기(task motivation)로, 주어진 과업을 수

행하도록 결심하게 하는 동기와 관련된 변인들이다.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술은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으로 풀이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분야

에 대한 사실적 지식과 정통성이 포함된다. 즉 해당 문제를 푸는 데 필

요한 시나리오, 다양한 논쟁거리에 대한 의견, 지식 패러다임, 미적 기준,

사실, 원리 등이 모두 분야와 관련한 지식에 해당한다. 창의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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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성격적 특성과 아이디어 생성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별개의 것

이면서도 분야와 관련된 기술과 상통한다.

사회적 환경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중요하다는 Amabile의 연구에

대한 후속으로 Sternberg & Lubert(1991)는 창의성 발휘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6가지 자원을 정의했다. 이는 Amabile의 영역

과 관련된 지식을 지능과 지식으로, 창의성과 관련된 작용을 지적 양식

(intellecual style)과 성격(personality)로 나누었다. 또 이 모델은 환경이

다른 요인들과 동일한 수준의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번성하거나 억압되는 맥락을 사회적 환경이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Csikszentmilhayi(1995)는 지적 성취의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개인

(individual), 영역(domain), 분야(field)로 구성되는 세 가지 요소의 상호

작용을 시스템이론으로 정립한 바 있다. 그는 개인(individual)의 지적 능

력이 비범한 성취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지적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적

절한 ‘영역(domain)’과의 만남이 필수적이며, 개인의 지적 능력을 지속적

으로 발달시키는 동력은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타자들

과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구성되는 ‘분야(field)’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비

롯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분야는 훈련을 위한 협회, 상위책임자, 목적

달성을 위해 정렬된 체계, 징계기관 등에 둘러싸여 있다. 이 분야는 개인

이 창출한 결과물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집단이며, 이 집단의 인정으로

인해 결과물로 인한 권위가 얻어진다.

상호작용 틀을 고안한 Csikszentmihalyi는 이 세 가지 하위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이 탄생한다고 여겼다. 상호작용 틀 관

점에 따르면 성과물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은 주로 영역과 현장 수준에서

나온다. 영역이란 특정 주제에 대해 유기적으로 정리된 지식의 본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현장이란 분야의 영향력과 구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무리로,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맡는다. 창의적인 개인은

아이디어를 생산하여 현장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현장이 영역을 변화

시키도록 압력을 가한다. 이 상호작용 틀 관점에서도 사회적, 역사적 맥

락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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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6] Csikszentmilhayi(1995)의 창의적 문제해

결의 시스템 이론

이 같은 시스템 이론을 기자사회에 적용해 보면, 기자의 경우 기자가

속한 영역과 분야가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

나는 같이 일하는 기자 및 기자사회, 기자집단 등 저널리즘적 공간이며,

또 하나는 기자가 관심을 갖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영역의 공간이다.

기자의 성과는 기사라는 저널리즘의 고유 영역 및 분야에서 실행되지만,

영역적으로는 해당 영역의 특수한 문제를 다룸으로서 실현된다.

이것이 기자의 정체성을 하이브리드(hybrid)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이

유다. 두 가지 정체성의 혼재에 따라 기자들은 해당 영역에서의 커리어

에 더 몰두한 경우가 있고, 기자로서의 정체성을 더 중요시하게 될 수

있다. 영역적 탐구에 몰입한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한 관심사를 발전시켜

학위과정을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이를 나누어 보면, 한 영역에 몰두하여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회사로

부터 해당 영역에서의 오랜 기간의 근무를 요청하고, 이 영역에서의 보

도 결과물을 주로 쌓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한 영역에 대한 전문

성을 갖는 기존 전문가 트랙(스페셜리스트)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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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야에 깊숙이 연결돼 영역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고, 전문가와 가까

운 수준의 위상에 도달하기도 한다. 즉, 국가나 업계가 주최한 각종 행사

에 해당 영역의 전문가로 초청되어 의견을 나누기를 요청받기도 한다.

저널리즘 분야의 영역에 더 몰두한 경우는 저널리즘적 가치를 분야에서

의 성장보다 더욱 강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트랙을 따르는 일부 기자와 달리 보편적으로 모든 기자들

에게는 영역과 분야를 넘나드는 일반적인 전문성(제너럴리스트)적인 면

이 더 강하다. 기자라면 분야에 상관없이 어떤 주제도 소화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자 일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기자의 직업적 특성에 기인한다. 예컨대 견습기자 시절에는 모

두 법원과 검찰을 출입하고, 견습 딱지를 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넘나들면서 수행하게 된다.

Woodman의 종합적 상호작용론 모델은 성격, 인지, 사회심리적 관점을

통합한 이론이다. Woodman과 Schoenfeldt(1991)는 창의적 행위가 개인

과 상황 등 각 요소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

다. 이 모델의 개인 요인에는 인지 유형, (타고난) 재능, 성격적 자질, 동

기나 가치관 등이 포함된다. 상황 요인은 물리적 환경과 문화적 요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향력과, 경쟁과 사회적 촉진 등과 같은 사회적 상

호작용 영향력으로 나눌 수 있다. 상황 요인과 개인 요인 모두 사회화

시기, 성별, 출생 순서 같은 선행 조건과 창의적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피드백 순환 고리의 영향을 받는다.

개인과 함께 조직 창의성의 모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직 창의성

의 이해는 첫째 창의적 과정, 둘째 창의적 결과물, 셋째 창의적 개인, 넷

째 창의적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에 필연적으로 연관돼 있다(Brown, 1989, Harrington, 1990).

Amabile(1983)과 Amabile, Goldfarb & Brackfield(1990)은 개인과 그룹

의 창의성의 가치가 그들과 관련한 사회적 환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과정과 산물, 개인, 그리고 조직의 구조적 창의

성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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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7]Woodman, Sawyer and Griffin(1993), 상호작용 모델

이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기자의 창의적 산출물인 기사

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일차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대중에게 평가받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기자들 간의 공동체에서 가치

를 평가받는다는 점이다. Csikzentmihai는 전문성의 특징으로 이 두 가

지를 꼽은 바 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현 수준이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

다(Csikszentmihalyi, 1996).

일반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은 일반적 문제해결과는 차이가 있다.

Lubart(1994)는 일반적인 문제해결과 창의적 문제해결 간의 차이를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첫째, 일반적 문제해결과 창의적 문제해결 간에

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 문제해결과 창의적 문제해결은 문제

를 인식하고 해결에 이르는 기본 과정 혹은 단계는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창의적 문제해결은 각 단계를 일반적 문제해결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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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집중력과 활동 정도의 차이로, 각각의 과정에서의

집중력과 활동의 양에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셋째는 확산적 사고가

창의적 문제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에는 확산적 사고뿐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면

서 논의가 좀 더 확장되고 있다.

종합하면 기자의 정체성 자체는 두 영역과 분야에 걸쳐 있는 이중적인

특성을 가진다. 또 기자의 문제해결 과정은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으로서

일반적 문제해결 과정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각 단계에서의 집중

력이 높고 활동의 양이 많으며, 생산적 사고가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

다. 또 기자들은 매번 다른 사건을 취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

하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즉 개념, 원리, 기본 아이디어들을 재

빨리 습득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활용되는 기능(기억전략,

메타인지 전략, 문제해결 전략) 등을 활용한다. 이 같은 선행 연구들을

상호작용 전문성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상호작용 전문성과 대중의 관계

한편 Collins & Evans는 사회과학자와 기자들을 예로 들었지만 이들

이 상호작용의 궁극적인 목표인 대중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이 있다.

기자들이 대중을 얼마나 염두에 두는지는 최근 연구에서 주목되어 왔다.

Reich(2006)은 대중(audience)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며 기자들이 정보원

과 대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자의

전문성에서 대중 지향을 강조하기도 했다.

군중(mass)이란 주로 미디어 연구에서 미디어가 시청각적 수단을 매

개로 하여 접촉하는 군집의 대상을 의미한다. 주요 목표는 정보나 설득,

오락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나의 송신자가 다수의 수신자에게 보내는 형

태이며, 송신자는 대규모 조직의 집단으로 영향력이 큰 경우가 많다. 수

신자는 익명으로 존재하는 원자화된 집단으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

으며 유대감도 약한 편이다. 이는 기계 매개(machine-mediated)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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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개별성보다는 집단성이 강조되어 있다.

공중(public)이란 불특정한 다수를 의미하는 군중보다는 조금 더 한정

적인 집단에 대해 사용하는 단어로 공동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의견을 받기보다는 표현하고, 토론을 즐겨하며, 통치집

단에 대해 자율적이고 저항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중이라는 속성을 갖는

다. 이는 민주 시민으로서, 공공의 관심사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다. 공론장(public sphere)이란 시민의 자격을

가진 공중들이 그들의 공통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공간이다.

대중(audience)이란 독자, 시청자, 청중으로서의 대중을 일컫는다. 대중

이란 기자가 만들어 낸 기사를 수용하며 자기 나름의 생각틀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에 이곳에서는 대중의 의미를 ‘뉴스를 제공받는 사람’으로

서의 대중으로 쓰기로 한다.

대중을 고려한다는 것은 수용자를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Lasswell(1948)은 송신자와 수신자, 메시지와 미디어,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로 이루어진 저널리즘의 기본모델을 고안하기도 했다. 송신자가 메

시지를 채널에 실어서 보내면, 수신자에게 효과(effect)를 준다는 의미이

다. 기자사회에 적용해 보면 송신자는 기자, 메시지는 기사(article), 수신

자는 대중(audience)이 된다. 대중에게 주어지는 효과가 클수록 기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 된다. 이는 수용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II-8] Lasswell(1948)의 커뮤니케이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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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ch(2002)는 기자의 전문성이 취재원(source)과 대중(audience)을 양

극단에 두는 독특한 전문성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기자의 전문성

을 왜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영향력 관점에서, 역사적 차원에서, 이

론적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고려할 점은 첫째로

기자들이 실제로 청중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즉시적이지만 그들의 전문

성을 정의해준다는 것이다. 둘째로 취재원과 공중에 대한 상호작용은 대

칭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기자들은 취재원과는 실제로 상호작용하지만

공중은 상상에 기반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자들이 일하는 방

식과 일에서의 결정을 보면 대중을 의식하고 있다. 셋째는 취재원과의

상호작용 이후 공중에 의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둘 사이는 상

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면, 기자들은 그들의 일 가운데서 대중의 관심을 살피며

그들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기자들의 권력은 대중 접근성에서 나오며,

대중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다. 이 때문에 기자와

대중의 관계를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기자의 일을 정의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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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고 이를 어떻게 전

달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

는 사람들의 경험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영향을 받으며 인식이 구성되

어 가는 간주관성의 형성에 관심을 두는 연구방법이다(조용환, 1999). 따

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경험에 관해 설명하려 할 때 적절한 연구방

법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직에서 10년 가량 활동하는 기자들을 대상

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이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언어를 매개

체로 하여 질문을 하여 응답을 하는 과정, 즉 언어적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를 인지하는 것이다(김해동,

1993; 이상훈, 2014 재인용). 심층 면담은 구조화된 틀에 정형화된 면담

과 달리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실시한다. 비구조화된 면담은 질문의 순서

나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면담 상황에 따라 변주되는 면담을 일

컫는다. 상황에 따라 순서를 조절하는 융통성이 있고, 표준화된 의사소통

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당도 높은 면담결과를 얻을 수 있어 장점이 있다

고 알려져 있다(김해동, 1993; 이상훈, 2014 재인용.)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10년 가량을 현직에서 근무한 기자들로, 이들

의 내면적 인지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담을 통한 연구가 적절하다

고 판단하였다.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심층면담 자료를 이용하는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수행

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구조는 면담을 활용한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절차(김병섭, 2008; 이상훈, 2014)를 참조하였

으며, 연구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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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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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상호작용 전문성의 관점에서 기자의 상호작용과 전

달에 관련한 과정을 탐구하고 통찰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

양한 영역을 거친 기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 사실들을 학습하며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취재 결과물을 선보

임으로써 그 성과를 기자 집단에서 인정받은 기자들로 선정하였다.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한 기자들은 전문성이 높으며 연구자가 밝히고자 하는

상호작용의 방식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우선 기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자는 상호

작용 전문성을 확인하기 적합한 대상이다. 상호작용 전문성은 상호작용

을 주된 바탕으로 하는 영역에서 드러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사람을

만나 정보를 얻는 기자에게서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기자는 그 자

체가 다양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상호작용의 속성을 알고 있어 다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알고 있어 상호작용의

맥락적인 모습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얻기 위해 목적표집

(purposeful sampling)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기자 경력

이 9년 이상인 기자 중 취재 결과물(보도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한국

기자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자 집단에서 주는 상을 수상한 기자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경력에서 9년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은 기자 업무를 수행한 이후 초보

자를 벗어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숙련된 전문가 및 완숙한 전문가 단

계에 오른 이들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양한 관계에서의 경험 특

징을 포괄하기 위해 기자의 영역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첫째로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한 영역에서만 오래 있는 경우가 흔치 않았으며

보통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경험을 쌓기 때문에 영역을 나누는 것 자체

가 의미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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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상호작용에 영역적 특수성이 있는지, 보편적인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9년 이상의 기자 중에서 기자사회에서 인정받는 성과를 보인 기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자상 수상작을 살펴보았다. 기자사회에서

손꼽는 공신력 있는 기자상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과 한 해에 한 번씩 발표하는 한국기자상, 한국방송기자연합회의

이달의 방송기자상과 한 해에 한 번씩 발표하는 한국방송기자대상, 중견

언론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관훈클럽에서 한 해에 한 번 선정하는 관

훈언론상,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한 해에 한 번씩 발표하는 일경언론상,

전국언론노종조합에서 한 해에 한 번 발표하는 민주언론상 등이다.

한국기자상은 한국 기자사회에서 대표적인, 권위 있는 기자상으로 미

국의 퓰리처상과 종종 비교되는 기자상이다. 1967년부터 협회 회원을 대

상으로 하여 신문, 방송, 통신에 게재된 기사 중 가장 뛰어난 기사를 선

별해 시상하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취재보도와 기획보도, 지역취재보도로

나누어 시상한다. 각 부문별로 한 해 동안 나온 기사 중에 1~3개 기사가

선정된다.

방송기자대상 또한 방송기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상이며, 2008년부터

이달의 방송기자상과 한국방송기자대상을 제정하였다. 한국방송기자대상

은 뉴스 부문, 기획보도 부문, 경제보도 부문, 뉴미디어 부문, 영상취재

부문, 지역취재와 지역 기획보도 부문으로 나누어 한 부문별로 1~2개 기

사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관훈언론상도 1977년부터 뛰어난 기사에 대해 수여하다가 언론 암흑기

시절 중단된 후 1987년부터 다시 상을 수여하고 있는 전통 있는 기자상

이다. 시상 부문은 사회 변화, 권력 감시(watchdog), 국제 보도, 저널리

즘 혁신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일경언론상도 일경언

론재단이 1997년부터 지역 언론사의 우수한 기사들을 시상하고 있다.

민주언론상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상 선정위원회가 1991년부

터 언론 민주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매년 시상하는 언론상이

다. 본상과 특별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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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이 같은 기자상 부문 중에서 주로 취재보도와 기획보도(관훈

언론상의 경우 사회 변화와 권력 감시) 부문에서 수상한 기자들 중에서

연구참여자를 찾았다. 기사를 팀(특별취재팀)으로 취재해 여러 명이 공

동으로 수상한 경우 연차가 높은 기자를 우선으로 선정했다. 위와 같은

선정 기준에 만족하는 연구 대상 중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사

를 밝힌 연구 참여자는 11명이다. 이들은 정치, 법조, 사회, 경제, 학술,

탐사보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직 기자들로 선정하였다.

구분
연령

대

재직

기간

성

별
주된 영역

매체

형태
주요 수상

A기자 40대 20년차 남 경제 통신 이달의 기자상 2회

B기자 40대 14년차 남
정치, 정책,

환경
신문

일경언론상

지역언론보도대상

C기자 40대 10년차 남 정치 방송
한국기자상

관훈언론상

D기자 40대 10년차 남
과학, 경제,

탐사보도
방송

한국기자상

한국방송기자대상

E기자 50대 25년차 남 경제, 국제 신문 한국기자상

F기자 40대 23년차 남
경제, 사회,

탐사보도
신문

한국기자상 3회

관훈언론상 2회

G기자 50대 27년차 남
경제, 노동,

탐사보도
신문

한국기자상 3회

민주언론상

H기자 50대 27년차 남
사회, 정책,

교육
신문

한국기자상

이달의 기자상

I기자 30대 9년차 여 법조, 경제
인터넷

신문
한국기자상 2회

J기자 40대 10년차 남
법조, 경제,

사회, 교육
신문

이달의 기자상

민주언론상

K기자 40대 15년차 남
사회, 국제,

탐사보도
방송

한국방송기자대상

만해언론상 대상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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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의 주요 특성은 위의 표와 같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30

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분포하였다. 남성이 10명, 여성이 1명이었다.

평균 근속연수는 약 17년이었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주된 영역을 살펴

보자면 경제가 2명, 정치가 2명, 사회부 및 사회정책 부문이 3명이었고,

경제와 사회 부문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뒤 탐사보도 부문을 경험한 기

자가 4명이었다. 학력으로 보면 F기자 1명이 석사 수료(외교학), A기자,

B기자, C기자 3명이 각각 석사 학위(경제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E기

자, D기자, H기자 3명이 각각 박사 학위(경제학, 수의학 및 언론학, 사회

정책)를 가지고 있었다. G기자 1명은 노동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

다. 학위의 영역으로 보면 언론학은 1명이었으며(D기자), 이 경우도 수의

학 학위를 가진 뒤의 복수 학위였다. 이를 감안하면 대체로 학위는 저널

리즘보다도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 및 분야에 대한 학위였다. 학위를 받

은 후에도 기자들은 기자로서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확고한 기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 중 2명은 한국기자상을 3번 이

상 수상한 경력이 있었고, 2명은 한국기자상과 한국방송기자상, 혹은 한

국기자상과 관훈언론상을 각각 다른 기사로 2번 이상 중복 수상한 경험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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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가.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자의 상호작용 과정과 전달 과정 및 각 과정에서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개별 심층면담 방식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지나온 취재 및 기사 작성 경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

법으로 고려되었다.

면담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시행되었다. 면담을 위

해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설명하고, 면담을 수락한 참여자에게는 면

담의 진행 과정과 질문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또

연구자는 면담 전에 기자상 수상작을 비롯한 주요 기사를 찾아보고 기자

상 수상 당시 소감이나 취재 후기 등을 면밀히 살펴 참여자에 대한 이해

를 높였다. 또 면담 당시 해당 기자상 수상작과 주요 기사 등을 출력하

여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할 때의 경험을 연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

였다.

실제 면담은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은 처음 기사의 아이디어를 얻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상

호작용을 통해 취재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에 대

한 경험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면담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면담에서 주요 자료수집 방법으로 중요사건기법을 활용했다. 중요사건

기법은 직무수행에 있어 결정적이고 중대한 인간행동의 필요조건을 밝히

기 위해 개발된 연구기법으로 특정 상황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거나 개발

된 연구방법으로 특정 상황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인 방법

을 유발시킨 사건을 수집 분석하는 방법이다.

중요사건기법은 자료수집에 맞게 방법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융통성을

지향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여기에서 중요사건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

하는 데 있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나 행동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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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다. 면담은 기자상을 탔던 기사와 자신

이 그 취재과정을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는 기사, 그리고 최근에 작성하

여 그 과정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는 기사 등 기자 개인들이 선정한

기사 1~3개를 중심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취재

과정에서의 실제 행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였다.

면담은 주로 연구 참여자의 회사 인근이나 출입처 인근 등 선호하는

장소에서 실시했다.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 추가

질문을 하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물어봄으로써 경험에 관해 상세하게 진

술할 수 있게 하였다. 면담에서 나온 모든 내용은 녹음을 풀어 언어 그

대로 전사하였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따로 연락을 통해 추가 면담을 실

시하기도 하였다.

나. 자료 분석 방법

주요 사건기법을 통해 수집된 경험사례에 대한 분석방법은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내용 분석 중에서는 주로 질적 분석방법을 활용했다.

내용분석은 메시지의 현재적 내용뿐 아니라 잠재적 내용도 그 분석대

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현재적 내용이란 메시지 본문에 나타난 외연적

의미를 말하며 잠재적 내용이란 메시지의 내부에 숨어 있는 이면적 의미

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분석에는 양적 분석뿐 아니라 메시지의 잠재적

내용을 분석하는 질적 분석 방법도 사용됐다.

질적 내용분석은 자료수집, 부호화 틀 개발, 틀에 근거한 자료부호화

및 해석의 과정을 거치며, 자료 수집 전에 틀을 선정하는 양적 내용분석

과 달리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류 틀이나 부

호화 틀을 개발한다. 개발된 틀에 맞추어 자료를 부호화한 뒤, 양적 내용

분석에처럼 수량에 초점을 두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 해석의 측

면에서 왜, 어떻게를 강조한다(신경림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적 내용분석의 주요 자료분석 기법으로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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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활용했다. 테마분석은 근거이론이나 문화기술지처럼 독립된 하나

의 연구방법이 아니라 질적인 정보를 부호화하는 과정으로서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테마분석은 세상을 보는 방식, 겉으로는 관련 없어 보이는 대상들로부

터 의미를 만들어 내는 방법, 질적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 사람, 상호작

용, 그룹, 상황, 조직,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방법, 질적 정보를

양적 데이터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Boyatzis, 1998).

이는 테마분석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과

학에서는 언어적 패턴 또는 시각적 패턴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코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테마는 자료에서 발견된 하나의 패턴으로, 자료에서 직접 관찰 가능한

현재적 수준에서 규명되거나 현상 이면에 있는 잠재적인 수준에서 규명

될 수 있다. 테마들은 원자료에서 귀납적으로 생성해 내거나 이론과 선

행연구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해 내기도 한다.

코드는 테마들의 목록이거나 서로 연관된 테마와 척도의 모델이다. 한

연구에서는 수많은 코드들이 도출되는데 이러한 코드를 축적해 통합해

놓은 것을 코드북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Spencer & Spencer의 역

량사건을 기준으로 해 면담내용을 코딩했다.

면담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이 생산한 신문기사와 취재후

기, 발간한 서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 질적 연구 수행의 경

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과정생 2명과 교육학 석사과정생 2명에게 자료 분

석의 각 단계마다 연구자의 코딩 및 분석 과정을 상세히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동료연구자와의 조언을 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사 자

료를 테마별로 구분할 때 의견을 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주제를

코드화하였으며, 상위주제와 하위주제의 이름을 붙일 때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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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연구문제에 따라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상호작용

전문성 실천 과정에서의 학습을 살펴보았다. 실천 과정은 문제의식 포착,

사실 이해, 대중 전달의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각 단계마다 경로와 원리

를 살펴보았다. 둘째, 상호작용 과정의 특성을 구분하였다. 상호작용 자

체의 특성에는 상호주관성, 신뢰성, 호혜성이 나타났다. 또 상호작용 과

정에서 얻는 기자의 딜레마들을 확인하였다.

1. 상호작용 전문성 실천 과정

가. 문제의식 포착

(1) 포착의 개념: ‘무엇을 할 것인가’

포착이란 탐구해야 할 현상이나 대상을 찾는 일이다. 이는 기사의 출

발점이 된다. 어떤 사안에서건 탐구해야 할 자신만의 주제, 문제의식을

찾는 것이 포착이다. 포착이란 다년간의 경험이 몸에 체득되어 자동화된,

감각과도 비슷한 개념이다. 본능적으로 기자들은 ‘감시(watch)하고 있다

가’, 기사의 ‘냄새를 맡으며’, ‘레이더를 세운다’. 이 포착은 광범위한 주제

로부터 시작되고 필요에 의해서 찾기도 하지만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관심사도 반영된다.

뚜렷한 증거가 없이도 포착은 가능하다. 아직 뒷받침해 줄 증거를 찾

지는 못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시점이다. 이 이상하다고 느

끼는 시점은 기자마다 다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행지식에서 나오

기도 하고, 주변의 분위기에서 감지되기도 한다.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

상이 생겨나거나, 늘 봐 오던 현상에서 앞뒤가 안 맞는 등 뭔가 아귀가

떨어지지 않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기자들은 이 같은 현상을 포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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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큰 맥락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려 보는 단계이

기도 하다. 기자들은 가상 시나리오를 쓰거나 큰 그림을 그리며 자기가

포착한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지 가늠해보기도 한다.

(2) 포착의 경로

(가) 외부-제보: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보니까’

제보를 받는 경우 기자들은 상황을 다각적으로 판단했다. 제보 자체가

곧 문제의식으로 연결되기도 했지만 제보된 사항에서 힌트를 얻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부분의 제보여도 이를 파악하

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제보가 온 경우에도

이것을 발전시켜야 할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심도 있게 고민한 뒤

에 취재를 결정했다.

저랑 탐사부장이랑 제보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들어보니까 구체적이지

는 않았어요. 왜냐면 아주 작은 현상 정도였어요. 이거는 시계열적인 

추이를 분석을 해봐야 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핵심

적이었던 거죠. 그 끝에 작은 미묘한 변화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게 아

니라, 아주 일부만 캐치가 된 상황이고 본질은 이게 아니다.(D기자)

제보의 경우 그동안 쌓여 있던 기자의 기사 데이터를 보고 기자가 해

당 영역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제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그 기자에 대해 친분이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제보하

는 경우가 있었다. 해당 영역에 대한 기사가 쌓일수록 제보자의 기자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기자의 식견이나 방향성에

대한 신뢰였다.

제보를 받았는데. 계속 와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을 만하다

고 보니까 우리에게 제보를 한 거지. 전면 중단을 먼저 한 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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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가 제보하진 않아. 다른 데서 여기가 중단했다고 일러 주는 거지. 

예를 들어 A은행이 대출 중단했으면 다른 곳이 알려주는 거야. 그건 

신뢰가 있으니까.(A기자) 

특히 건설업계가 관련된 것은, 부당 해고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회사에서 잘려 나오더라도 자기가 먹고 살려면 자기 친정과 완전

히 척을 지면 안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걸고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인데. 가장 신뢰할만한 기자들을 찾았다고 하

면서.(G기자)

제보자의 매체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 경우도 있었다. 자료를 건네

주거나 증언을 해 주는 사람들이 매체에 신뢰가 있을 경우에만 자료를

건네주거나, 증언을 해줬다. 이 같은 도움은 예상치 못한 것이기도 했다.

제일 도움된 건 아무래도 제보자죠. 거기서 출발을 다 할 수 있을 거니

까. 그게 없었으면 사실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보도뿐만이 아

니라 사실 모든 기사가 출발점이 필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요. 다음 스텝도 너무 중요하고 그것도 어렵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지

만, 일단 출발을 할 수가 있어서. 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 

제보자의 매체에 대한 신뢰) 그런 부분들이 감사하게도 있어서. (I기자)

기자들은 제보를 받았다고 모두 다 그대로 보도로 내는 것은 아니었다.

면밀히 검토한 뒤에 보도할지 말지를 판단했다. 그 자료가 내용면에서

충실하고, 그 업계에서 상징성이 있느냐,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느

냐, 사회의 단면을 잘 드러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점이었다. 그런 기사들

이 ‘판을 벌려야 할 만큼’ 큰 기사였다.

기사도 뭔가 제보가 들어왔을 땐 큰 거다 하는 감이 당연히 있지. 이번

주는 그냥 때우는 용 그런 기사가 아니라. 큰 거다, 판 벌려야 한다 그

런 것이 당연히 있지. (A기자)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내부 자료가 되게 충실하게 입수가 된 상황이었



- 71 -

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 자체가 갖는 상징성, 그룹 범위에서 

노조 관련된 얘기들이 비판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여과 

없이 드러나는, 실제로 보면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는 그런 식으로 직

원들 관리를 하고, 뭐 해고, 노동법이나 그런 법 위반 소지도 좀 보이

는, 해고나 이런 인사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노동권이라는 건 특히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데 어느 기업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보도를. 

(I기자)

기사화를 전제로 한 제보의 형태가 아니어도, 기자가 ‘우연한 경우’에

핵심 정보를 알게 되어 입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영역에 대한 작은

힌트를 우연히 얻게 되어 착수하는 경우다. C기자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분야가 관심분야는 아니었지만, 우연히 지인에 의해 해당 분야에 대

한 힌트를 얻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A기자는 ‘행운’이라고

표현했다.

우연히 그 소식을 들었고,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보도하게 된 거다.(C기자)

약간 행운 비슷하게. 이들이 여기(국감자료)에다가 몰래 숨겨서 제출했

다고. 약 400페이지짜리 책자 세권씩 되어 있는 것을. 원래 저들은 이

걸로 조용히 넘어가려고. 관심도 없을 만한 마이너 단에다가 넣어서 이

렇게 했는데 아무도 몰랐지. 그런데 내가 딱 봤지.(A기자)

E기자도 지나가는 말로 했던 한 마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심지어

E기자에게 포착할 기회를 제공했던 사람은 자신이 그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E기자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기에 작은 힌트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결정적인 저게 됐던 거는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아 이게 우리나라 기

업들의 그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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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그걸 보고 포착을 한 건데 재밌는 건 나중에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얘기를 한 지 모르더라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소통하던 게 아니

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나는 얻었는데 그 분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E기자)

 제가 오랜 동안 교류를 해 왔던 취재원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분이 사

료 발굴 전문가세요. 그런데 이 분이 저랑 오랫동안 교류를 하니까 이

것 저것 종종 만나가지고 이런 저런 잡다한 얘기를 하다가. 사료발굴을 

하다 보면 조각조각 밀정의 흔적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그냥 무심코 

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착안을 한 거죠.(K기자) 

K기자도 제보자가 ‘무심코’ 한 말에 착안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실제 제

보는 아니었더라도 기자 자신이 외부의 자극에서 ‘우연히’, ‘행운 비슷하

게’, ‘무심코’ 얻은 힌트가 동력이 되었다.

(나) 외부-환경의 변화 국면이나 회사의 요구 : ‘시대 변화를 읽어야죠’

사회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라 기획되고 조명하는 기사도 있었다. 예

를 들면 정권이 바뀌거나, 개각이 이뤄지거나, 감사가 진행되는 등 사회

의 변화 국면에 만들어지는 경우였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슈

가 불거질 때도 포함된다. 기자의 관심사와 사회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기사화될 타이밍을 잡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출범은 경제민주화로 했어요. 그래서 대형마트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고 했는데 2013년 8월에 재벌들과 연달아 만남

을 가지면서 기조가 바뀌었죠. 노동유연성을 이야기하고. 이 기사는 그

런 와중에 나왔어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조가 보수화되기 시

작했을 때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G기자)

또는 기자 자신이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다루어질 시점이 되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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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만큼 사회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의제를 꺼낼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고 느낄

때였다. 예컨대 기업에 대한 투명성, 성폭력의 개념 확대 등 외국에서 보

편화된 이슈가 그동안에는 다루어지지 않다가, 점차 시민의식이 성숙하

면서 기사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게 문재인 정부 출범에 사람들이 뭐 공정한 사회 기대라고 표현할까

요, 그런 것들하고 맞아서 훨씬 증폭됐고, 2017년도에 우리 사회에 가

장 중요한 의제로 선정이 됐었죠.(F기자)

시대 변화를 읽어야죠. 너무 앞서가도 안 되는 거고, 뒤처지면 실패인

데, 저희는 시대 변화를 읽은 거죠. (D기자)

이와 함께 6.25 전쟁, 광복 70주년,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천안함 사건,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중요한 기일이 있는 경

우에 이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기고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기사화를 고

려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 사건에 대한 분석의 깊이를 더하거나, 예전에

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

는 경우가 많았다.

참사 1주년에 그동안 얼마나 책임을 묻는 것들이 이뤄졌을까. 특히나 

저는 또 이제 재판을 좀 본 입장이었으니까. 선원들에게는 그만큼 책임

을 물었는데 그러면 다른 경우는 또 어떨까. 자료들을 확인을 해서 좀 

알아봤었죠.(I기자)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핸데. 

지난해부터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전사적인 차원에서 100주년 기념조직

을 꾸렸거든요.(K기자)

아울러 회사 차원의 필요에 따라 기획된 경우가 있었다. 회사의 창간

일을 맞춰 좀 더 깊은 이슈를 다루는 창간기획이 그러한 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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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뭐냐. 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 하니까 창간기획

으로 내라, 기획안을 만들어라 해서. (B기자)

이런 경우는 주로 기자의 관심사와 현재 기사를 내보낼 당시의 타이밍

이 잘 맞아 떨어질 때 나오는 것이었다. 지금 이 기획을 내보낼 때 대중

들이 받아들일 만한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이는 끊임없이 사회

의 맥락(context)를 읽고 탐색하려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다) 내부-기자의 관심사와 감정이입: 선지식이 심화된 지식으로

많은 경우 문제의식은 기자의 선행지식이나 관심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기사 자체가 대중이 모르던 구조의 원인과 이면의 사실을 밝혀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기자들은 많은 경우 우리 사회가 ‘완전하

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우리 사회에 불완전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인식의 발로였다.

가령, F기자의 경우 오랜 동안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다년

간의 사회와 경제 분야 취재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키

우게 됐고, 그런 관심에 기반한 주제들로 자신이 포스트가 되고 다른 기

자들이 함께 하는 ‘1인 기획 유닛’을 실제로 고안하고 실시하면서 기획력

을 키우기도 했다. 그는 경제 분야를 오래 담당하면서 한국에서는 생소

했던 피케티의 불평등에 대한 책을 번역하면서 불평등에 대한 고찰을 하

게 됐다. 이런 키워드로 사회를 바라보던 기자는 채용 문제에 있어서 청

년층이 배경에 따라 채용에 불이익을 얻고 있다는 생각에 다다르자 이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자는 생각으로 나아갔다.

공공기관 부정채용은 이거는 처음에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림, 아니면 불평등, 심지어는 신분의 세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여러 층위들이 있잖아요. 그게 재산의 상속일 

수도 있고, 교육의 대물림일 수도 있고, 그중의 하나, 채용과정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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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우리 사회는 신분제 사회로 가고 있는 데 대한.(...) 경제적 불평등만

이 아니고 기회의 불평등, 사다리라고 표현하는 계층 사다리라고 생각

하는 제도가 점점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는 많은 시그널들. 그런 타이밍

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이밍 속에서 아이디어가 있을 때 한번 다뤄

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고, 취재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또 

불평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관심이 있었죠.(F기자)

E기자의 경우에도 경제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위기의 예후를 지켜보게 되며 경제위기의 조기 예측 시스템이 완전

하지 않다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E기자는 1996년도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1997년 IMF의 위기를 지켜봤기 때문에 경제위기의 징

후를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파급효과와 그로 인한 피해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었다. E기자는 그 당시에도 이 IMF의 징후들을 포착하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 반성들이 많이 있었음을 지켜보았고, 개인적으로도 이

를 포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위

기와 같은 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그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다.

그런데 2011년 당시 경제에 이상 시그널이 나오는 가운데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목

격하게 되었다. E기자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한국의 경제위

기는 주로 기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고려해 기사를 기획하기

에 이르렀다. 즉 지금까지의 위기의 진원지가 가계부채로 지목되었었는

데, 그것보다는 기업발 경제위기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짚은 것이다.

그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IMF가 오던 징후가 처음에는 그 기업들이 부

실화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후에도 문제가 되

고 왜 이거를 우리는 조기에 포착을 하지 못했나, 반성들이 많이 있었

어요. (...)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항상 기업으로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 예후라는 것들이. 그런데 그 예후가 대체 뭐에서 있을까 했더니, 그

러면 지표를 보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당시 금융연구원에 계시던 분이 

이걸 좋겠다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상장사에 대한 분석을요.(E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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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기자의 경우에는 사회부에 오래 몸담으면서 검찰과 사법정의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의식을 키워 왔다. 검찰이나 판사의 판결이 과연 사법정의

에 부합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G기자는 회사의 노조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노동에 대한 관심도 키우게 되어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서 새로운 관점의 전환을 하게 된다. 이 사회가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경

제를 들여다보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고, 판결에서도 노동자보다는 사용

자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 G기자는

재판부의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드러나고 사법정의에 대한 의구

심이 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쌍용차 사태를 꼽았다. 쌍용차 2심때

고등법원에서 노동자가 승소했는데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다.

G기자는 노동과 사법정의라는 두 가지 테마로 다양한 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그 하나의 기사가 20년간의 노동 관련 판례를 분석한 ‘노동자 울

리는 노동법 심판들’이다. 노동과 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통해 이뤄낸

기사다.

제가 ‘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이라는 기사를 2015년도에 또 연재

를 했었어요. 그걸로 민주언론에서 주는 상을 탔는데, 그 소감에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스테판 에셀이 말한 대로 “분노가 창조를 만든다”고. 

기본적으로 분노가 있었어요. 검찰과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

요. 사회 속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는 거죠. 그 기사는 사회의 일면과 

그늘을 다룬 것이에요.(G기자)

D기자의 경우는 군대에서 연구장교로 복무할 때 열악한 군 의무대의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고, 그 와중에 미군의 유해 발굴단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오지에서 사망한 미군 한 사람의 유해까지 끝까지 추적하는

것을 인상 깊게 보았던 경험이 있었다. 미군에 비해 우리나라 군의 경우

당시에도 제대로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에 아

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마침 강원도 양구에서 혈액검사도 받지 못해 안

타깝게 숨진 군인 사건 제보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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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기자는 이런 열악한 환경은 꼭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군에 예산을

더 투입해 의료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의 기사를 시리즈로 작성하

게 되었다. 슬로건은 ‘부를 땐 국가의 아들, 아플 땐 당신의 아들’이었다.

이를 통해 예산을 투입해서 진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착수하게 되었다.

그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한 거죠. 왜 없지? 없는 거야, (군에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

이야. 국가 사회를 위해서 내 젊음을 바쳐서 봉직하러 간 그 곳에서 훨

씬 더 높은 수준의 진료를 해 줘도 시원찮을 판에, 피검사 하나 못 한

다? 이거는.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타깃이 

뭐였냐면, 예산을 투입해서 늘려야 한다. 이걸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

서 그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D기자)

이처럼 기자들은 자신이 ‘써야만 하는’ 기사를 택했다. 이는 기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 기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감정이 개입되는 경

우도 있었다. ‘꼭 밝혀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위기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나타났다.

(라) 내부-대중의 공감대: 공익성에 대한 판단의 눈

기자들은 대중이 원하는 기사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취재에 착수하기도

하였다. 주로 최근 이슈에 대해 대중이 궁금해 할 것에 대해 풀어주는

것이다. 대중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생각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의 실체에 대해 알려주기 위함이다.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기사를 쓰려는 기자의 노력도 투입되었다. H

기자의 경우에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

각했다. 그 때문에 대학 등록금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A기자의 경우에

도 세금이나 대출 문제에 대한 서민들의 민감도를 알고 있었고, 이에 관

련한 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기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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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기사를 쓰기 위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기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학사람

들은 싫어하죠. 하지만 대다수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거든요. 그거

를 뭐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그전에도 숱하게 많이 있었겠죠. 매년 해

마다 등록금 인상 때만 되면 시끄러웠었거든요 대학가가. (H기자)

이처럼 일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기사가 나갔을 경우에

관련되는 일반 사람이 많은 경우 취재에 착수하였다.

경제 쪽은 아무래도 제일 체감하는 게 세금 돈 이런 거잖아. 한 기사는 

세금 2조가 날라간거고, 한 기사는 대출이 중단돼서 내가 자금압박을 

받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제일 민들이 크게 느끼는 거지. 그래서 관련

기사를 쓰다 보면 아 이런 기사들을 다른 매체들이 많이 받는다, 인터

넷에 오래 올라가 있는다, 독자들의 댓글이 많다 이런 것들을 알잖아. 

그러면 이 기사에는 민감도가 높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지.(A기자)

(3) 포착의 원리

(가) 포착의 기준: 시의성, 사회적 중요성, 맥락적 참신성, 개선가능성

포착은 현재적 중요성과 사회적 중요성, 그리고 맥락적 참신성, 개선가

능성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조건에 충실하다. 현

재의 시각에서 의미가 있어야 하고, 또 중요해야 하며, 참신하며, 사회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기자들의 문제의식의 포착은 당장, 현재, 지금의

현실에 밀착한 현실 감각인 ‘시의성(현재적 중요성)’과 민주주의나 자본

주의 등 우리 사회의 작동원리나 필요성과 관계되는 ‘사회적 중요성’, 그

리고 새롭게 느껴지는 ‘맥락적 참신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작동되었다.

그 과정에서 저널리즘의 렌즈인 비판적인 관점이 작동되었고, 이 비판적

인 관점은 우리 사회가 완전하지 않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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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개선 지향 인식’이 기반이 됐다.

지금의 문제, 즉 당대적인 시의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자의

작업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이

는 이론적인 작업도 의미 있게 여기는 학문의 세계와는 구별되는 차이점

이다. 기자의 의미란 지금의 현실에 있으며, 잊혀지거나 지나간 과거의

문제를 들출 때도 현재적 의미가 작동한다. 모든 취재행위는 지금, 바로

현재에 살펴볼 만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항상 기사의 시작은 뭐냐면 중요한 게 시의성이거든요. 그 당시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현안들이 뭐냐. 저희가 논문도 시의성을 따지겠지만, 기

사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시의성이에요. 그 당시 현안이 뭐냐. 그 

당시 여당의 대표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의 야

당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를 여당에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다가 정책이 선회가 됐어요. 야당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왜 

그동안에 못했는지, 그런 부분에 모아서 관심을 가지고 했었고. (H기자)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느냐. 그런 측

면의 시의성인 것 같아요. 기획보도는. 그래서 기획보도가 시의성을 잘 

탔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중들이 흥미로워 하느냐, 관심 있어 하느

냐, 이런 측면에서 기획보도가 이제 성패를 가르기도 하죠. 이를테면 

작년에 어느 매체가 모 국회의원하고 함께 보도했던 유치원 비리 같은 

경우도 뜬금없지만, 민생 얘기고, 아이들 교육 문제고. 그런 거는 기획

보도지만 굉장히 시의성을 잘 탄.(K기자)

시의성과 함께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작동원리에 연관되는 문제

다. 가령 H기자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기사를 쓸 때 방역의

문제를 고려했다. 동물 방역이란 우리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되는 영역

이며, 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피해를 일으키고,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감시

를 요하기 때문에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꼭 지켜야 하는 분야다. 이 기

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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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경기도 북

부 지역에만 있지마는 그 때는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왜 그 기사를 썼

냐면 차단방역 해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는. 정부

가 신경을 써야 한다, 그걸 촉구하는 기사를 썼어요. (H기자)

F기자의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삼

았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통치행위가 선출된 권력자가 절차에 따라

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자 했다. 우리 사회의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와 대통령 위에 또 다른 숨

은 권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 가장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 대통령, 그 뒤에 숨은 권력이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게 맞고요. 그 뒤에 권력의 부당한 

행사, 그리고 불법, 또는 그 실체, 배후에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통

치행위라는 건 민주주의에 따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자가 절차

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그 이

전의 많은 설과 추측성 보도와 이런 것들, 또는 타 매체의 중단된 시

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출발했던 거죠. 시작했던 것이 

실제 확인되는 성과를 올렸죠.(F기자)

즉 사회 작동원리이란 현재 사회의 토대인 여러 제도와 그 기저에 있

는 근원정신까지를 포함한다. 이는 사회의 매커니즘을 의미한다. 예컨대

자유, 민주, 안보, 보건, 법치, 시장 등의 인류가 쌓아온 현대사회를 지탱

하는 개념과 그 실행과정을 포함한다. 이 제도를 파괴하거나 위협하거나

혼탁하게 하는 불법의 행위이거나, 불법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실정법이

나 사회적인 용인선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넘나든 비판의 소지가 있는 행

위인 경우가 사회의 작동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가 공익보다는 지나친 사익추구에만 몰두하거나, 자본주의에서 어떤

기업이 일반적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정치 및 사법권과 결탁하여 조

작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기자들은 이

를 비판하고자 문제를 포착하게 된다. 기자들은 이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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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관계나 조직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고 있어 중요한 그 지점을 짚어 낸다.

이와 함께 사회에서 새롭게 논의되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을 때, 어떤

방향이 맞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기자들이

다. 즉 현재 사회의 주요 쟁점들에 맞춰지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미처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고쳐져야 할 부분들을 지적하거나 새로운 시각으

로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주는 방식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기자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지점들을 안다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

회를 움직이는 매커니즘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깊게 보는 것보

다 넓게 볼 수 있는 것이다. G기자는 어떤 직업도 쉽게 제공할 수 없는

기자들만의 독특한 경험이 이 사회 작동원리들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설

명했다. 이것이 좁고 깊게 보는 다른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구분 짓게 하

는 특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기자가 다른 어쨌든 전문가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비교 우위는 우

리 사회의, 아까 말씀하셨던 작동하는 매커니즘들을 (연구자: 알고 있

다). 기자들이 정상적인 커리어패스를 밟으면 정치, 경제, 사회 다양한 

분야들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매커니즘들을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그건 그 어떤 직

업도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기자들만의 독특한 경험이고. 그런 제너럴리

스트에 기반한 기자가 스페셜리스트로의 전문성을 쌓을 때 기자가 가

진 전문성들이 더욱 빛이 난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전문가들이라고 얘

기하면 자기가 바라보는 분야만 갇혀서 넓게 못 보잖아요. 그런데 기자

가 가진 장점은 깊게 보는 것보다 넓게 보는 것이 대단한, 중요한 자산

이라고 봐요. (G기자)

맥락적 참신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대중이 받아들이기에 새로운가의 관

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 경우 참신성이

높은 것이고,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접근을 하였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도 참신성이 높은 것이다. K기자의 경우

에는 일제시대의 ‘밀정’이라는 문제가 역사학계에서도 연구가 많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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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했다.

학계나 언론계에서 한 번도 주목하지 못했던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제 밀정이었기 때문에. 이 밀정이라는 것을 이 백주년에 맞아서 심층탐

구를 해 보자. 일종의 좀 불모지다. 공백 상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밀정을 한 번 백주년에 맞춰서 보도를 하면. 그동안 심층탐구하지 못했

던 부분에 대한 고발보도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밀정을 운용했던 

일본, 일제 측의 집요함도 이야기할 수 있고.(K기자) 

그리고 또 하나, 기사 자체는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즉 변화가능성, 개선가능성이 내재가 되어야 한다. 수행적으로는 그 결과

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

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물과 현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

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과, 

우리 사회를 있는 그대로 모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의

미 있는 변화, 더 나은 방향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가지고 기사를 발굴

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일 테니까. (G기자)

탐사보도의 특성은 그것의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탐사보도의 본질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제보를 듣거나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그것

이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어떤 고발의 기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금방 되잖아요. 그런 공익성에 기반한 고발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K기자)

(나) 포착 지점: ‘튀는 값의 발견’ ‘징후들이 포착’

이 포착 지점은 실제적으로 보면 우선 기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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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일상과는 현저히 다른 ‘이상 현상’이나 ‘튀는

값’을 발견하게 될 때였다. 이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지점에는 배

후에서 상황을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거나, 보이지 않는 이면에 움직이는

더 큰 무언가의 힘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연결되었다. 이 합리적

인 의심은 이후 이를 규명해 내려는 동력으로 발전되었다. 결국 파헤쳐

구체적인 조작 사실을 밝히고 이를 고발하려는 노력으로 귀결되었다.

일단 계속 와치(watch)를 하고 있으면. 계속 와치를 하는 거야,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기사 하나는 환율이고 하나는 금리인데. 시장을 

계속 와치를 하고 공급자들이 하는 것을 와치하다 보면 이상 현상이 

발생하게 되지.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의심을 하게 되지. 여기 뭔가 이

상하다. 왜 이럴까. 이거를 뭔가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 그런 의심을 하

는데 증거는 없지. 바로 증거는 없는데, 결국에는 청와대 사태 그런 것

처럼, 결국에는 드러나더라, 들통이 나더라. (A기자)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면 튀는 값을 찾아냈을 때죠. 그건 사업실적이 이

렇게 움직일 수 없는데 움직인 순간, 즉 현상을 인지하는 역치점이 발

생한 거죠. 차이가 생겼구나. 원인은 모르지만 아 가격이 뭔가 튀었다, 

이건 정상은 아니다, 전문가들이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죠. (...) 다음에 누군가가 올 건데,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손을 안  

대는 게 관행인데 왜 손을 댔지. 이 부분에 파고들어가 보면서 이거는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다,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고 봤었고. (D기자)

‘이상한 것’은 드러난 현상이다. 이 이상한 현상을 누가, 왜 일으켰는지

가 중요했다. 인위적인 조작이 드러난 현상은 겉으로 보아서는 큰 이상

이 없지만, 세부적으로 ‘안목’을 키운 사람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거나,

흐름을 긴 시간 동안을 들여다보면 보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였다.

이 ‘누가’는 주로 이상 현상을 일으킬 만한 권력이 있는 세력이었다. A기

자는 수치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부처가 외평기금에 파생상품으로

인한 투자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선행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수치를 발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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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안 맞는 이유가 시장을 조작해서. 시장을 조작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뭔가 조작했다 이런 건 알고 있으니까, 과도하

게 조작하니까 표가 나는 거고. 기본금리도 마찬가지야. 은행들이 과도

하게 움직여 놓으니까 알게 된 거고 이걸 누가 했냐. 취재에 들어가서 

취재를 돌리다 보니까 매의 레이더에 걸려서 나한테 들어온 거야. 그래

서 기사 썼지.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신경을 쓰면 레이더를 계속 세우

고 있으면. (A기자)

대개 느낌이나 확신 같은 게 딱 오죠. 그건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건데. 그건 훈련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느낌 같은 거. 감. 촉이라

고도 하고.(K기자)

또는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현재 분위기나 이상 기류에 대해 감지하

는 상황에서 발생되었다. 해당 분야에서 다른 매체의 기사가 쏟아져 나

오거나, 최근의 사회적인 이슈나 쟁점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 ‘현

재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시그널을 읽게 될 때

다. 기자들의 경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해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이 과정에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연결되었다. 이 경우 기

자들은 기획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

제 상황을 잘 보여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한 대안으로 어떤 해답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IMF가 오던 징후가 처음에는 그 기업들이 부실화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나 이후에도 문제가 되고 왜 이걸 우리는 조기

에 포착을 하지 못했나, 라는 것에 대한 반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인

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고, 기자생활 하면서 하는 반성이기도 했고, 사

회적으로도. 한국은행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아 우리나라도 조금 심상치

가 않다, 하는데 나는 96년도 생각이 나서.(E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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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문 또는 설로 퍼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정권 말기로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지점들, 거기에 

권력의 균열을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 그런 지점에서 아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하는 판단을 당연히 했죠.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저런 징후들이 포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취재 타이밍 그 타이밍이 아

닌가 싶어요.(F기자)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등록금 너무 높다. 

우리나라 등록금이 전세계보다도 상당히 높다. 미국 다음으로 높다, 이

런 얘기들이 OECD 평균에서 나왔었었고. 진짜 높은 것이냐. 그렇지 않

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제 값을 하고 있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등

록금이 학생들이 내고.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점을 갖

고 있었고. (H기자)

기자들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일상적인 일’과 ‘비일상적인 일’의 구

분에 상당히 예리해져 있었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과 다른 비일상

적인 경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비일상적인 경험을 포착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했다. 비일상적인 일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고, 이에 착

수할 수 있었다.

기자들은 다양한 사건을 넘나들며 사건을 다루는 법을 익힌다. 기자들

은 처음 법조부터 시작해 각 부서의 수요에 따라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등의 부서에서 분산되어 일을 하게 된다. 특히 법조의 경우 강력

범죄부터 경제 범죄, 정치적 사안까지 다양한 사안들을 한눈에 볼 수 있

는 곳이기도 하다. 기자들은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해 가는

데, 성장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회를 보는 비판

적인 렌즈’가 형성되는 경지에 오르는 것은 같았다. 기자들은 하루에도

다양한 사건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기사가 되겠다’는 것을

감각하게 된다. 일상적인 일보다는 비일상적인 일이 기사화에 더 적합하

다. 이를 통해 일상과 비일상을 구분하는 식견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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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실 이해: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1) 이해의 개념

이해(Understanding)란 ‘깨달아 안다’는 뜻이자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

하다’는 뜻이다. 즉 포착한 문제의식을 보다 뚜렷이 알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과정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포착한 문제의식에 대해 나

름의 분석을 내놓게 된다. 기자들은 포착한 주제의 방향성을 다각도로

검증하여 이 방향이 옳다는 결론이 나면 본격적으로 취재에 착수했다.

자신이 포착한 문제의식이 맞는지, ‘실제로 그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많이 알아야 했다.

이해에는 학습(Learning)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 학습은 이해를

위한 도구다. 즉, 사람은 학습을 통해 이해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어

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기자들의 경우 사람을 통한 학습이 주가 된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이 사안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실제 현장을 찾고 둘러보기

도 했다.

(2) 이해의 경로 :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가) 외부: 사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통한 빠른 학습

기자의 이해 경로는 크게 외부에서 오는 정보와 개인 내부에서의 분석

및 성찰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외부에서 오는 정보의 경로의 하나는 사

람이고, 하나는 데이터다. 사람은 기자들이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 수단

이다. 꼭 필요한 중요 데이터의 경우에도 사람이 건네주는 경우가 많았

다. 이에 따라 기자들은 대부분의 정보를 사람을 통해 얻었다. 데이터는

그 영역에서의 자료다. 데이터를 찾으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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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최근에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각광받으면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만으로 기삿거리를 얻어내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은 현장 취재와 병행되는 것이지, 완전히 데이터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기사는 적은 편이다.

기자들은 우선 취재하고자 하는 해당 영역과 해당 내용에 대한 지난

기사,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목록을 살펴보았다. 자신이 미리 취재한 것

을 살펴보며 아이디어를 얻거나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기자들은 결국 문제를 이해하고, 지식을 빠르게 쌓기

위해 그와 관련된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기자들은

자신이 ‘영업사원’이나 ‘세일즈맨’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기자라는 게 아시다시피 조금 말씀 드리자면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잖

아요. 약간 영업사원 비슷하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기자들

이. 스스로를 칭할 때. 사람을 늘 만나고 사람 속에서 힌트를 얻어야 

하는 게 우리 직업의 특징인데.(K기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만나는 건데, (일반 사람과) 그런 면에서 다른데 

거래처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세일즈맨들하고 비슷하지. 거래처 사람들과 만

나는 것과 같잖아요.(B기자) 

이 때문에 기자가 알아가는 과정은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느냐로

시작했다. 착안한 분야의 문제의식을 발전,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결국

이를 더 잘 알려면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이다. 기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가를 파악

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정보를 얻는 기초 취재를 했다. 이 작업이 가능

하려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핵심 인물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핵심 인물에게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우회로

를 선택했다. 그 주변 인물에게서 정보를 얻는 경우다. 또는 핵심 인물이

정보를 주지 않을 경우 그 인물을 움직일 수 있는 상위 위치의 인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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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을 이용해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기자라는 직업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인 접근성과도 연관이 있다.

기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 볼 수 있는 직업이다. 이 접근성을 통해서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잘 아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상황

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잘 아는 사람은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기자가 원하는 것도 줄 수 있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구자: 전문가들을 선정하는 기준도 있으실 것 같아요.

E기자: 그건 뭐 그 사안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 (수장들?) 수장들

은 아니고, 어떻게 말해야 돼, 전문가. 찾은 거지 그거는. (계속해서 전

화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알던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주고 소개도 시켜 주고. 이 사람이 전문가다. (E기자)

기자들은 핵심 정보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 영역에 대한 대화를 나

누는 것만은 아니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도 하고, 동향을 파악

하기도 하고, 핵심 쟁점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파

악한 뒤 누구를 또 만날 것인지를 정했다. 이런 핵심 정보를 가진 사람

을 선정하는 일은 그래서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자의 역할이 뭐냐. 그 분야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런 사람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기자의 장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찾

아가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논문

이라든가 자료라든가 필요하면 자료 같은 거 달라고 해서 읽어 보는 

거죠. 읽어보고 그 선에서 판단하는 거죠. (H기자)

이렇게 잘 아는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뜻하지 않게 핵심 자료에 접근

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즉 대화하는 와중에 취재원이 중요하고 핵심

적인 자료이거나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를 건네주는 경우가 있었

다. 특히 일반에 비공개인 자료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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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할 수 없었던 자료를 받아 내어 기자에 참신성을 더할 수 있다.

자료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다가 저는 그 때 당시에 교육

부에서 사립대 관련 보고서를, 내부 보고서를 썼는데 내부 보고서를 썼

다는 내용을 제가 취재원 통해서 들어서, 아 아니죠, 그게 이제 알려지

긴 알려졌었는데 그 보고서가 비공개 보고서니까, 그 비공개 보고서를 

취재원 통해서 입수를 해서 썼던 거고요. (J기자)

‘잘 아는 사람’이란 그 영역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해당 영역에 근무하

는 직원일 수도 있다. 기자가 포착한 문제의식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어

야 한다. 해당 영역의 지식을 갖고 있고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그 문제가 어느 영역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만약 기자가 포착한 분야가 외국어나 과학적 지식을 갖

추어야 하는, 진입 장벽이 높은 전문적인 분야라면 전문가에 대한 의존

성이 컸다. 예컨대 외국어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하거나, 사료를 분석하거

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를 접촉하는 일이 꼭 필요했다. 그렇지 않

고 사회 현상과 관련한, 예컨대 어떤 내부 조직의 비리나 숨겨져 있는

업무 실수와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 관계자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료를 1차 발굴하고, 1차 진단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밀정처럼 기획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발굴이나 분석은 

저의 몫은 아니죠. 맡겨야, 그래야 공신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K기자) 

만약 지금 등록금이다. 그러면 등록금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가 누구

냐, 그거는 되게 논란이 있어요. 대학교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어떻

게 보면 직원일수도 있는 거고. (H기자)

기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선정해서 정보를 빠른 시

간 안에 얻을 수 있었다. 이 잘 아는 사람이란 기자가 보기에 해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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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을 찾아감으로써 학습이 매우 효율

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사람을 통한 학습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다. 사람을 많이 알

수록 이해의 속도가 빠르다고 기자들은 판단했다. 항상 마감 시간에 쫓

겨 사는 기자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E기자

는 사람을 만나 궁금한 것을 직접 물어보는 방식이 알고 싶은 것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학습에 대한 속도와 이해도를

보았을 때 대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만나서 얘기 듣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볼 수도 있고 한데 대면 소통이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을 아는 데 책을 찾아보고 책을 읽어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제일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바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네. 그게 안 되면 전화를 하는 거죠. 요즘 젊은 기자들은 

구글링을 이런걸 잘해. 검색을 잘 하더라고. 검색을 통해서 잘 하는데 

세대 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학습에 대한 

속도라든가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 대면으로 하는 것이 제

일 빠르고 제일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E기자)

누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다면 이를 어떻게 얻어내는지가 중요

하다. 우선, 알고 있던 인맥을 활용할 수 있다. 알고 있던 사람을 통하면

훨씬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던 분야의 경우에도

어떻게든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했다.

기자들은 이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 우선 수소

문을 통해 연락처를 입수하여 연락하여 찾아가기도 하고, 주변의 공통으

로 아는 사람을 통해 식사를 하자고 운을 띄우는 경우도 있었다. 정 접

촉을 거부하면 국회의원이나 상위의 감사기관을 통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요한 건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총동원’이었다.

제일 중요한 게 누가 그걸 가지고 있느냐죠. 누가. 누가를 알고 있으면 



- 91 -

어떻게인데. 무턱대고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만나서 대화를 하거

나 같이 저녁을 먹거나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걸 담당자가 줄 수 없는 거를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있거든

요. 만약에 직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담당자가 줄 수 없지마는 그 

위에 있는 처장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 경우에는, 아니면 교육부 같

은 경우에는 국장이라든가. 이것도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써

먹었던 방법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을 하는 거죠.(H기자) 

결국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얻어내려면 이른바 ‘물귀

신’작전이 필요할 때도 있고, 누군가 집 앞에 하염없이 서 있는 ‘뻗치기’

작전을 사용할 때도 있었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삼

고초려’를 하면서 만나 달라고 끈질기게 졸라 대는 경우도 있었다. 즉

‘끈기’와 ‘결기’가 필요하기도 했다.

기자란 들이대야 되고, 맨땅에 헤딩해야 한다고 아까 얘기했지. 뭐 있

을 때 이게 맞냐고 사무실에 쳐들어가는 거지. 쳐들어가서 이거 맞냐

고. 피하려고 하지, 사람들은. 피한다고, 바쁘시다고 “아 네, 그러면 다

음에 올게요” 이럴 수 없지. 이거 확인해주고 가라. 회의를 하더라도. 

안 하면 확인한 걸로 하겠다. 쓰겠다. 이렇게 해 놓고 팩트 확인을 받

아야지. 그걸 받기 위해서는 뭐든 해야지. 취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

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팩트 확인은 해야 하지. 그거 빠지면 기사가 뭐 

시체잖아. 그걸 안 하려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하니까. 결기가 있어야

지.(A기자) 

A기자는 이렇게 기자에게 있어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

다. 계속해서 들이대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본적으로 들이대는 건 적극성이지. 계속 사람도 만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취재하고 관심가지고 그게 있어야 이런 게 나오지. 이것도 지

구력이지. 계속 그걸 유지해야지.(A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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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만 만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면 사건

의 인과관계나 원인을 더 세부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현장 인터뷰는 그

하나의 방법이다. 그 사건을 겪어본 사람만이 말해줄 수 있는 자세한 상

황들이 있었다. 이 때문에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현장을 직접 겪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 일반인이

절대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안을 전해줄 수 있었다. I기자는 세월호에

탑승했던 성인들을 하나하나 인터뷰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생생한 이

해를 할 수 있었다.

생존자들 명단을 입수를 해서, 제주도에 가서도 만나고 그랬어요. (기자

님이 실제로 만나신 거죠.) 제가, 제가 한 10명 만났을 걸요, 거의. 10

명 아닌가. 제주도 가서 한 네 명 만나고, 그때 당시 생존자 인터뷰를. 

그땐 최대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서, 수소문 해가지고. 그래

서 당시 사고 당시, 사고 나기 전까지 상황이 어땠는지랑, 사고 날 때 

상황이 어땠는지랑, 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탈출했는지, 물어봐가지고 

기사 쓰고, 그래픽 작업 하고.(I기자)

이 같은 ‘총동원’은 기자들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겪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물과

접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다양한 노력은 그

인물을 만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였다.

(나) 내부/외부의 교차: 핵심정보 판단, 진실성 확인 및 검증

기자들이 잘 아는 사람을 만나 정보를 파악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주는 정보 중에서는 의미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기자들은

이들이 주는 정보 중에서 핵심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자들이 생각하는 핵심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은 말 그대로 핵심정보가

기사에서 꼭 필요한 정보인지였다. 만약 논란을 다룬다면,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핵심정보가 된다. 이 같은 핵심정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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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취재 대상이 된다.

핵심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은, 핵심정보라는 게 우리 신문에 꼭 필요한 

정보인지, 기획에 들어가야 하는 정보인지,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지 

판단하는 거지.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핵심정보

고.(B기자)

기자들은 핵심정보를 파악하는 일과 큰 사안을 나누어 보고 핵심내용

을 간추리는 일 자체가 매우 익숙하고 능숙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요

약’능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기자도 있었다. 어떤 사건의 본질 자체를 단

순하게 파악하는 일 자체가 중요한 특질을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에 매우 중요했다.

요약이죠, 요약. 결국에는 (자기) 틀거리 안으로 집어 넣으려면, 전문가

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핵심내용을 간추릴 수 있는 능력이

잖아요. 그것은 진행자, 생방송 진행자도 그렇지만 기자도 그 요약 능

력이 일단은 있어야지만 출발을 할 수 있잖아요. 출발은 요약해서 해야 

하지만 나중에는 방을 키워야 하죠. 점점점점 방을 키워야 되지만, 가

장 처음에 고갱이를 잡을 때는 그 명제를 축약하고 요약해서.(K기자) 

이처럼 핵심정보를 간추려 본질적인 1차 이해를 한 뒤에 다음의 정보

를 선택하여 그 다음 정보를 가진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기자의 원칙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작용의 특성상 핵심정보는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여야 했다.

정확해야만 근거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자신이 가진

문제의식이 맞다는 것을 검증해 주는 증거임을 확증 받으려 했다. 이 때

문에 백방으로 사람을 찾아다녔다. 심증이 있어도 이 증거를 찾지 못하

면 기사를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확인을 받으면 그 자체로 기

사화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심증을 확증하는 순간까지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입을 여는 작업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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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꺼려서 대답을 회피하거나 피해 가고 싶어 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그 사건과 깊숙이 연결된 내부 사람들은

자신이 이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답을 더 해주지 않으려 하는 게 당

연지사다. 사건에서 떨어져 있어 객관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외부 사

람보다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입을 열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호작용은 정부 고위 관료나 해당 기업 수장

등 그 영역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확인을 받아내는 것이었

다. 기자가 갖고 있는 주제 의식을 뒷받침해줄, 그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

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증은 있잖아. 증거를 뒷받침해 줄 사람들을 찾아야 하잖아. 일단 실

토를 받아내야 되겠지. 한국은행이나 시장전문가들이나 국회에도 연락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 됐지. 거짓말하면 국회 위증 된다, 이렇게 하니

까 실토를 하더라고. 그러면 게임 끝나지. 누가 봐도 이거는 돈 날려 

먹은 거다. 세금 날렸다. 이렇게.(A기자)

하지만 이 경우는 쉽게 말을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때문에 기

자들은 이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다 파악한 이후 마지막에 확인하는 경우

가 많았다. 순차적으로 찾아나가야 할 사람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가 있

었다. 전략적인 접근이다.

관료를 통해서 정보가 나오는 경우는 쉽지 않은 게, 아시겠지만 관료들

은 본인의 안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죠. 관료들은 주로 어

떤 내용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확인은 관료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세우신다는 데 맞나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관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전직 관료라든지, 아니면 관료를 했다가 지금 다른 데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많이 자료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편인 것 같아요.(J기자)

때로는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확인과 방향성을 전문가에게서 확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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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그 영역의 문제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

문적인 영역일수록 전문가에게서 그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

는 두 가지로 나뉜다. 전문가가 이를 확인함으로서 공신력을 가지는 경

우다. 이를 통해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전문가가 새로운

정보를 알려 주거나 정보의 루트를 제공해 주는 경우다. 이런 경우 기자

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노조에 대한 실질적인 뭐 방식이라든지 권리 아니면 방법 이런 것들이, 

기사에도 썼지만 아이들이 노동, 이러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육체노

동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고, 쉽게 이야기하는 막노동이라든지, 청소노

동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 사실은 회사에서 근로하는 것도 

노동인데. 그런 노동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선생님

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실제로, 노조 그러

면 아이들이 거부감이 많았다. 노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라든지, 노동 

3권이라든지, 학교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교

과서에 그런 내용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에 대한 데 따라서 교육이 달

라지는 거니까. 교과서 안에 있는 교육, 노동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

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죠. (J기자)

그러나 사안이 민감한 경우 전문가들도 확인해 주는 것을 꺼리는 경우

가 있었다. 그 경우에는 ‘삼고초려’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

이 확인해 줌으로써 사안을 풀어갈 수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 분이 설명을 하면서, 나도 설명을 못 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건 틀림

없다. 이례적인 건 틀림없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 이 사람이 적극적

으로 협조를 했고.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은 사실상 삼고초려를 했죠.(D

기자)

 

기자들이 확인을 받는 것은 기자들은 비단 전문가뿐만 아니다. 예컨대

서울소재 아파트에 누군가의 고의로 화재가 났는지 여부를 확인받는다면

소방당국의 관계자나 가해자, 피해자, 화재를 지켜볼 수 있는 옆집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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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그 사안과 관련된 누구든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다. 관련된

핵심 관계자에게 확인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기자들은 관계자에게 확인

하는 과정에서 ‘증언’을 받기도 한다.

제보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은 증언을 받을 때도 취재원과의

신뢰로 인해 정보와 도움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 경우 취재원이

바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취재원들은 자신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존중해 주는 노력도 필요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취재원이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정보를 다 주지 않기도 하고, 왜곡이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했다. 예컨대 어떤 기업에 비리가 있다고 기자에게 제

보를 한 사람이 경쟁사라거나,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건을 제보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잘못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을

제보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일부만 전달하여 왜곡을 가져오거

나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함정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사안을 전체적으

로 확인하고, 취재원의 요구를 파악하는 작업은 필수였다.

기본적으로 제보자 같은 경우는 제보자가 본인의 억울함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본인의 치부는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제보를 

받아서 기사를 쓰다가 나중에 본인이 어떤 예를 들어서 제보자의 귀책

사유가 일부, 본인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귀책사유가 일부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같은 사안은 조금 조심을 나중에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경험이었고.(J기자)

정보를 준 사람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

보를 준 사람은 자기가 아는 최대한의 정보를 주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정보라거나, 불분명한 정보라거나, 오류가 있는 정보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증과 확인은 너무나 중요한 절차였다.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아야 한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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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정보를 줬을 때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하라

는 대로 해서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이 껴 있다거나 하

는,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주는 정보는 알

아도 보도를 안 한다, 그런 거지. (C기자)

만나야 할 사람이 많고 확인해야 할 사실이 많은 경우, 기자들은 정보

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팀을 꾸리는 경우가 많

았다. 특히 사건이 복잡하고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에 팀이 효율적이었다. 팀이 있으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빠

르게 공유하기가 가능하며, 토론이 가능해서 방향을 잡기도 편리했다. 다

양한 사람들을 배치하여 전문가집단으로 꾸리면 좀 더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방향을 잡아갔다.

역할이 다 나눠져 있다. 일단 사건이 터지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여당 야당에 연락 돌리고, 손이 빠른 사람은 원고를 만들고, 순발력이 

좋은 사람은 원고 나오면 그것 읽고. 읽는 것도 버벅이는 사람이 있는

데 순발력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진짜 말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팀으로 돌아간다. (C기자)

팀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국토부도 알아야 하고, 기업도 알아야 하고, 

법리적인 부분도 알아야 하고, 회계적인 부분도 알아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을 알아야 하는데 혼자 하기는 어렵다. 저희는 팀을 그렇게 

짰죠. 한 명은 국토부를 오래 출입했으니까 알고, 저는 기업을 오래 출

입했으니까 알고, 막내는 법조를 많이 출입해서 법원에 대한 지식이 있

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실이나 배경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었던 거죠. (D기

자)

특히 팀이 꾸려지면 토론을 할 수 있다. 토론은 팀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 중 가장 좋은 이점이었다. 모두가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생각

하는 과정이 취재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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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교환은 꾸준히 좋은 아이디어를 올리거나, 서로의 의견을 반영하면

서 결과물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토론을 좋아하거든요. 기자들이 방향을 계

속 잡아가는데 저의 생각과 기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전체 그림을 

보는 저와 자기가 맡은 탐방로에 빠져 있는 기자와 생각이 다를 수 있

어서 그 과정 중에 토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그 토론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퀄러티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F기자)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내고 방향을 잡아가고 상호 검증하면

서 더욱 질을 높일 수 있었다. 제3의 의견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팀이 유용했다.

팀으로 하는 거는 여러 모로 장점이 있죠.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혼자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일은. 시간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가서 그렇고요. 그리고 팀이 있으면 논의를 할 수 있

죠. 우리가 처음 정한 어떤 아젠다라든가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냐. 잘

못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잖

아요. 그걸 상호 검증할 수도 있는 거고. 대화를 통해가지고 방향을 잡

아갈 수도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H기자)

또한 토론으로 인해 스스로 객관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혼자 하다

보면 그 문제에 매몰되어 다른 방향이나 이걸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대

입하기 쉽지 않은데, 팀으로 일하면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제가 아무리 뭐 많은 노력을 한다 해도 제 스스로가 매몰될 때가 있잖

아요. 취재 아이템을 길게 가져가면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헤엄치다 

보면 제 스스로 객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객관화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청자들에게 소구력 있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일 때가 많아요.(K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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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보면 학습의 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1차 정보

를 취득하고 난 뒤 이를 이해하고, 또 검증하여 사실성을 확보한 뒤에

이를 내면화한다. 이후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심화 정보를 얻기 위해

또 그 다음으로 상호작용할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

이 점점 심화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

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그림 IV-1] 상호작용 학습의 순환

(라) 내부/외부의 교차: 상호작용의 난관을 푸는 설득의 기술

상호작용의 가장 큰 난관은 핵심 정보를 가진 인물이 정보를 주지 않

을 때다. 특히 해당 분야의 사안에 대한 고발까지 염두에 둔 민감한 사

안의 경우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우 허들을 넘는

경우는 다양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거나, 데이터를 좀 더 수집하거나,

상위 인물에게 접촉해서 정보를 얻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은 시행착오

학습을 통해 더욱 정교해졌다. 특히 핵심인물이면서 대체 불가능한 내부

자를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이 사람을 설득해야만 나아

갈 수 있을 때는 더욱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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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어려운 건 내부자를 설득하는 거죠. 내부자를 컨택하고 선택하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최순실 게이트 취재를 하면

서 내부자가 있잖아요.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오랫동안 모시

고 섬겨 왔던 삼인방, 문고리 삼인방이든, 그런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컨택할 수 있을까. 두 다리 세 다리 건너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을

까. 그게 많은 취재할 때의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강원랜드로 돌아가면, 

강원랜드의 98%가 부정채용 입사자라고 하면 분명 누군가가 기획하고 

매니징을 했을 텐데 그 매니징을 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

람의 과연 입을 열 수 있을 것인가. (F기자)

취재원이 말을 하지 않으면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 기자

마다 노하우가 다르지만,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한 진심 어린 설득을 하

는 경우가 많았다. J기자는 힘든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내려고 노

력했다. 설득의 방식은 전통적으로 카리스마에 의한 설득(에토스,

Ethos), 감정에 의한 설득(파토스, Pathos), 논리에 의한 설득(로고스,

Logos)로 나뉘어진다. 정보를 얻기 위한 설득은 실제로는 주로 감정에

의한 설득이나 논리에 의한 설득이 이루어졌다.

현업이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여쭤 봤을 때, 말을 회

피를 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럴 경우는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어

필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본인이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 아 이

런이런 부분이 억울하시지 않나요, 힘들지 않나요. 이런 건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힘드시다던데. 다른 선생님

한테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드시다더라. 선생님은 어떠시나요, 

이렇게 공감대를 먼저 이끌어 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J기자)

그럴 때는 정서적 설득이 필요하잖아요. 아예 예를 들면 기자랑 만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뭐 그런 제보를 잘 안 보여주려고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사실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

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하우를 얘기하자면 저는 모든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기자들이 대부분 다 솔직한데, 저는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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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목적, 의도까지 다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요즘에는 시민들이 

너무나 다 이제는 기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K기

자)

이 경우 기자들은 주로 그들이 입을 열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고, 입

을 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방법

을 택했다. 기획 의도와 기사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이익이 올

것이지만 이런 불이익도 올 수 있다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솔직한

화법이다. 이런 솔직하고 꾸밈없는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솔직하지 않고 뭔가를 숨기거나 가리고 보도를 요청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그 사람을 영영 못 보게 되기 때

문이다. 이런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고려도 들어갔다.

이 사람이 뭘 원하는가, 이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가, 이 사람의 이해관

계는 어떻게 걸려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 사람

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서, 당신이 얘기를 충분히 하는 것이 당신에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당신이 얘기를 하는 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화

를 피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마이너스를 할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얘기

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도 당신이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을 한 거죠. 

기대되는, 예상되는 불이익도 설명을 해서. (D기자)

저는 내가 당신이 입을 열어 준다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보도를 할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당신에게 올 수 있는 도움은 뭐고, 당신이 감

당해야 할 부담은 뭐고. 그런 것까지 A부터 Z까지 얘기해 버리는. 그러

니까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여기에 들어오면, 당신도 소

용돌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도 오히려 얘기를 해 주는 게. 뒤탈도 없

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오히려 저 양반은 굉장히 솔직하고, 꾸밈이 없고, 

또 이제 속된 표현이지만 나를 뒷통수 칠 것 같지 않을 거 같다는 인

상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K기자)

고발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압박이 필요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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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대체로 답변을 거부하기 때문에 어려운 작

업이었다. 이를 위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서 압박하는 느낌이 들도

록 만들었다. 카리스마를 통한 설득과도 가깝지만, 정보가 있어야 했다.

케이스에 있어서 키맨이 분명히 있지요, 그 키맨에게 있어서는 그 사건

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좀 리뷰를 해야 해요. 리뷰를 

해서 그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압박성 질문이 되게 만들어

요. (G기자) 

특히 이게 화이트칼라 계신 분들, 또 내가 키맨이라고 얘기하는 건 뭔

가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기사에 자기 이름이 자기 했던 일

들이 기사화되냐에 따라서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인데 입을 다문다

고 하는 게 결코 뭐 본인이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의혹들을 사실

상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들. 그걸 

뭐 몰고 가도록 압박성 질문들을 사실은 마련을 해야 해요. (G기자)

그 기저에는 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

다. 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사회

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압박해 가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게 하는 순간까

지 파고들어가는 것이다.

그 뒤에 오는 수사나 감사들이 무섭기도 하고. 무서운 게 기사에 대한 

무서움이라기보다는. 아, 우리가 이만큼 알고 있다. 너의 비리를. 그것

에 대한 두려움이죠. 스스로가 무너지게. 아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는구나. 그때 그 부담감. 전국민에게 까발려지는 데 대한 부

담감. 그럼 이 사람은 어딘가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 내가 이 

패키지로 묶여서 그냥 주저앉을 건가. 아니면 내가 가르마를 타야 되

나.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죄수의 딜레마까지 

끝까지 몰아붙여야 입을 여는데. 끝까지 몰아붙이려면 답이 없어요. 취

재밖에. 빼도 박도 못하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밀어붙여야지

만 말을 하는 거죠. (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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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안 하는 사람을 설득하려면 그만큼 그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

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래야 그가 말하지 않는 부분도 미

루어 짐작 가능하고, 알아내기 위한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라) 내부/외부의 교차: 시행착오 학습 - 실패 극복과 우회로 택하기

기자들도 정보를 얻는 데 실패하기도 했다. 소통이 막히는 경험이다.

때로는 상위의 기관 등 다른 곳에서 정보를 얻는 우회로를 택하기도 했

다. 하지만 막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

그 다음을 위한 우회로를 택하기도 하고, 취재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 보

기도 하였다.

분명히 저 사람이 제일 많은 걸 알고 있을 것 같애. 하지만 그 사람을 

바로 컨택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F기자)

예를 들어 F기자의 경우에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취재하면서 K스포

츠재단 취재가 진전이 되지 않을 때, 딸 정유라의 이대 입학 사건을 취

재하는 방향으로 우회하였다. 그러나 이는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

는 이대 부정입학 사건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한 사안에서의 상호

작용의 실패가 다른 사안으로 눈을 돌려 다른 돌파구를 찾아내는 원동력

이 되기도 하였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주지 않는다면 쓸 수 없는 거죠. 그건 빼야 하는 거

죠. 넘겨짚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 100% 성공할 수는 없

어요, 다. (H기자)

특히 심증은 가고 정황상 증거도 충분하지만, 핵심적이고 정확한 증거

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기사화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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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경우는 기자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일이지만,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증거를 놓치지 않는 ‘레이더’를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음대 진학하는 학생들과 관련한 비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실

제 교수가 학생을 과외를 하면 안 되는데 과외를 해서 그 학생을 선발

을 한다거나, 아니면 선발 과정에서 미리 합격할 아이들을 정해 놓고 

사실 아이들한테. 선발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그걸 못 하도록 여

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놨음에도 결국은 풀이 워낙 좁기 때문에 아직

까지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아직까지도 결정적인 

증거를 못 잡아서 못 썼는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임

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못 하는 건,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J기

자)

모 지자체의 4대강 사업의 준설토를 처리하는 과정에 비리가 있다. 뭐 

이런 제보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정황적으로 의심이 

가는 건 맞고. 이 사람 말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졌지만. 어떤 

결정적 근거를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확보하는 고 문턱

만 넘으면 보도가 됐는데. 그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고.(K기자)

그러나 기자들은 이런 사안들을 그저 흘려버리고만 있는 것은 아니었

다. 기자들은 이런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접근하기

도 하고, 다르게 접근해 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결국은 접근 방식에

대한 힌트를 얻고 취재를 성공하는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계속 땅을 파야지. 안 나오더라도. (뭐라도 던져 보고.) 나올 때까지 계

속 파는 거지. 나올 데 같은 데가 있잖아. 레이더를 세우면 감이 있잖

아. 여기는 당장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참 팠다가 없으면 마는 게 아

니고 계속 관심 있게 파 봐야지. 그러다 보면 내 레이더가 정확하다면 

걸리니까. 된 거 같은데도 또 아니면, 레이더를 세우고 있으면 또 촉이 

오니까. 또 다시 돌아가는 거지. 꾸준하게 있으면 굴러 오는 거 같애.(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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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당장 안 나오더라도, 없으면 마는 게 아니고 ‘나올 것 같은 곳

을’ 관심 있게 파 보는 끈질긴 태도가 중요했다. 파다가 안 나오면 다른

방향으로도 파 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른 연결되는 내용으로

옮겨가기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갔다.

‘나올 거 같은 곳’을 파야 한다는 것은 많은 기자들이 공감하고 있었

다. 기자들은 때로 실패 경험을 통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를 파악하기도 했다. 무턱대고 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접촉해

야 정보가 나올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당내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의원이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측근들이 말 해

줄까? 안 해준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

간 사람이거나, 뭔가 불만이 있어서 폭로하고 싶은 사람 등이다. 이런 

구조를 알고 있어야 어떤 사람과 소통해야 하는지가 나온다. 정보가 나

올 곳을 파야 나온다. 무턱대고 파면 정보가 안 나온다. 처음에는 모르

는데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다.(C기자)

이처럼 기자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상호작용의 본질을 깨달아

가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취재하는 방법인지를

스스로 깨달아갔다.

(3)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기자의 이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었다. H기자는

문제의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누구나 이 방향으로 풀어나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얼마까지 아는지, 아는 것의 깊이를 결정하는 요소와

도 관련이 된다.

문제의식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죠. 대학에 있는 사람이든 그 밖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대학을 경험했었고. 웬만한 기자들은. 그 다음에 

인제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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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제 공유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알 것이냐 이런 부

분은, 얘기가 복잡하죠. 대부분 기자들은 마찬가지지만 겉만 아는 경우

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제기하는 거는 그전까지 있었

던 거니까 우리는 좀 약간 다각적으로 해보자 하는 측면이었었고. 그래

서 인제 뭐 그동안에 다뤄지지 않은 데이터 같은 것들도 찾아내서 보

여주기도 하고. 문제의식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식을 끌고 가는 거, 이슈화시키는 거.(H기자)

이슈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으로서 뭘 제시할 수 있는지도 매

우 중요하다고 기자들은 설명했다.

처음에 아젠다를 세팅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의성을 먼저 따져 

보고, 취재를 해서 대안이 가능하다, 이런 걸 뭔가 제안을 할 수 있겠

다, 이슈에 대해서는 이슈를 제기하는 것만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대

안으로서 우리가 뭘 제시할 수 있는지를 다 취재를 한 다음에 그게 가

능하겠다고 생각해서. 그게 어느 정도 취재가 얼개가 잡히면은 이거를 

어떻게 쓸지 구상을 하죠. 그거를 몇 회로 할지 정하고.(H기자) 

지식을 갖춘 뒤에는 결과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D기자는 기자가 똑똑하고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 가지 측면으로 설

명했다. 하나는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이고, 둘째는 주변 관계와 역학관

계를 잘 아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어떻게

메이드할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영향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다.

단순히 방향성이 없는 치열함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공부를 해야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앞의 두 가지는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면, 뒤의 두 가지는 어떤 방향을 택할지의 문제이다.

기자는 무식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죠. 기자가 모

르면, 일반인들이 불행해지는 거죠. 밝혀내야 하는 사람들이. 기자가 무

식해서 지적을 못 하면. 대중이 불행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똑

똑하다는 건 전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관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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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역학관계라든지, 이걸 어떻게 메이드를 할 건지, 영향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실제적인 영향력이 빅데이터에 나와야 한다, 결과가. 어떻

게 끌어갈 건지에 대한. 단순히 치열해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D기자)

(가) 기자의 선지식과 네트워크

1) 출입처에서 얻은 선지식과 선경험: ‘다 알고 있어야지’

포착을 한 이후에는 시작되는 것이 자신이 세운 가설이 ‘정말인지’, ‘진

실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지식은 물론

이 문제가 속한 분야에 대한 지식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넘어서

서는 이 문제와 이 분야, 그리고 사회에서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고려하

여 폭넓게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구조까지도 습득하게 된다. 기자들은 이

를 빠르게 학습하여 문제의 실체에 접근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자들의 학습 수준에 따라 이상 현상을 감지하는 방

식에는 차이가 났다. 포착에서뿐만 아니라 알기에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선지식이 영향을 주었다. 해당 분야, 기자들의 말에 의하면 출입처에 오

래 근무하며 해당 분야의 지식구조나 현안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알아가는 과정이 더 쉬웠다. 그리고 경제 분야나 과학 분야 등 해당 분

야가 좀 더 전문적이고 일반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기자들도 전문

가 수준의 지식을 갖춰야만 했다. 가령 경제 분야의 경우 ‘외평기금’, ‘이

자보상배율’이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노동소득분배율’ 등의 용어를

이해해야 했다. 이는 이 글을 읽는 독자도 이와 같은 용어를 이용해 이

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식들은 해당 분야를 감시하고 있는 와

중에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연구자: 외평기금 이런 건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분야죠. 원래 알

고 계셨던 건가요? 

A기자: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출입하면 다 알지. 다 알고는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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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기자들은. (A기자)

기자가 탐구하려고 하는 해당 분야에 얼마나 오래 몸담고 있느냐에 따

라 이해의 속도는 차이가 있었다. 해당 분야의 문제의식일 때는, 그 분야

에 오래 근무한 기자의 경우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의 이해가 해당 분야

가 아니라 근접분야인 경우에도 비슷한 연관 분야에 있는 기존 취재원을

통해 소개받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 경우 연관 취재원에게 많은 도

움을 받았다.

기자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이쪽 분야에 커리어가 있는 사람의 

큰 장점이 뭐냐면 사람들을 많이 아는 거죠. (...)더 내밀한 증언이나 이

런 거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네트워킹이 잘 돼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거거든요. 해당 분야에 오래 한 기자들이 가지고 있

는, 누릴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전화 한 통으로 내 원하는 사람하고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자들의 장점이고, 데이

터나 이런 거는 그걸 보완해 주는 거죠. (H기자)

교육정책 분야에 오래 있었던 H기자와 경제 분야를 오래 맡았던 E기

자의 경우 취재를 하는 데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

고 설명했다.

제가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그런 일을 했었지만은, 2007년부터인가 7

년 가까이 대학평가 팀장을 했었어요. 저희 매체가 대학평가를 1995년

부터 했었거든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대학 관련한 데이터를 모

으고 그래서 분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서 그건 쌓아왔던 데이

터와 노하우 등을 이용해서 다 한 거죠. (H기자)

경험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부터 내가 알

던 사람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1996년이면 한 20년 정도 되

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비슷한 고민을 계속 해 왔던 사람들

이 그 때 가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런 기사를 쓰겠다고 했더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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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기존 인맥이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해

요.(E기자)

때로는 어떤 영역이 아니라 취재 기술의 방식도 이런 과정을 통해 익

혀지기도 했다. 가령 F기자는 본격적으로 탐사보도에 착수하기 전에도

깊이 있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려고 한 경험이 있었다.

F기자는 한 사람이 포스트가 되고 다른 기자들이 몇 명 함께해서 만

드는 탐사보도 모델을 고안하며 실행했다. 이를 통해 회사에서 그 결과

물을 인정받게 되었다. 회사에서도 탐사보도의 필요성이나 결과물에 대

한 신뢰를 갖게 되었으며, 개인적으로도 탐사보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실행 방식에 대해서도 몸에 익히는 과정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제가 경제부에 있으면서 ‘1인 기획 탐사 유닛’이라는 걸 했었는데 제가 

포스트처럼 있고, 기자 한 두 명을 붙여서 했던 프로젝트들. 그 프로젝

트들이라는 게 ‘글로벌 패션의 속살’, 방글라데시의 한국 기업 영원무역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죽음과 그리고 그들의 노동조건, 인권 상

황 같은 것들을 고발하는, 그런 보도들, 그리고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

랏돈’이라는 제목으로 한 건데, 대기업에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공공조

달, 또는 조세지출, 또는 R&D 이런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지를 처음으

로 와이드하게 보여준 탐사보도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 누

적돼서 조직 안에서 탐사보도의 필요성과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탐사보도 팀이 만

들어졌고.(F기자)

이 과정을 통해 F기자는 적은 인력풀로, 각 기자가 현재 하는 바에 크

게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는 취재를 할 수 있는 취재방법의 노

하우를 터득하게 되었다.

2) 중간 단계: ‘대화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만약 선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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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화가 될 수준까지 빠르게 수준을 높여야 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기

자가 그 분야에 있어 알아야 하는 수준이란 기본적으로 ‘전문가와 대화

가 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기사, 책, 출

판물 등 여러 가지를 뒤져보아야 한다.

준비는 세미나 참석, 전문가 만남, 책 읽고 자료 수집하고, 기존 기사 

서칭하고. 팔로업(follow-up) 다 해야 해요. 거의 다 봐야 해요. 그게 무

슨 수준이냐면 외국잡지들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소통을 위한 준비에

는 책도 읽고 기사도 읽고. 미리미리 취재 한 것도 있고. 기존의 네트

워크를 하는 것. (B기자)

이렇게 준비를 하는 동안에 자료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찾기도 했다.

기존 매체에서 다룬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내거나, 자신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새로 찾는 것이다.

기자실에 가니까 각종 연구원에서 날라온 레터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

씩 보기 시작했거든요.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

이 있어요. (...)그 다음에 KDI에서 나오는 잡지들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나라에 (이 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이 네다

섯 명 돼요. (B기자)

이렇게 해서 목표로 하는 수준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영역의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수

준까지 올라가야 일단은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쪽 분야 사람들하고 능수능란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준까

진 돼 줘야죠. 그 쪽에서도 저 사람이 얘기하면 기자도 저 기자 얘기는 

귀담아들을 만하고 잘 안다, 기사가 어떨 때는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한테 뭐 거슬리는 기사를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 그 사람? 잘 안다. 

되게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기사를 쓰면 날카롭고. 바른 말은 잘하

는 것 같고. 일단 기자의 전문성이라는 건 뭐 저도 박사를 가지고 있지



- 111 -

만, 박사냐 아니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영역에서 인정을 받아야

죠.(H기자)

전문가와 이야기가 통하는 수준까지 지식을 쌓는 과정을 기자들은 ‘공

부한다’, ‘리뷰한다’라고 표현했다. B기자는 전문가와 대화가 될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기본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취재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대화가 되는 수준까지 올리고 나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들이 있

어야 했다. 최근에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해당 분야에 축

적되어 있는 역사성,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했다.

전문가들을 만날 때 기자들이 편견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고 책

을 좀 하고 공부를 하는 기자면 얘기를 잘해주거든. 대화가 되는 수준

까지 올리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 거지. (B기

자)

D기자의 경우에는 기자가 공부를 많이 해 가서 전문가들이 관심이 별

로 없던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경우였다. D기자는 해당 분야

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 가니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해 주는 전문가들이

‘이 정도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얘기가 통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회상했다.

엄청 공부를 많이 해서 가다 보니까 전문가 분들도 이 정도 스토리가 

나온 상황이면 나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얘기가 통하겠다라는 부분

에 대해서. 이런 거죠. 뭐 일단 와보세요. 해서 갔는데, 회의가 있어서 

5분만, 10분만 밖에 시간을 못 낸다. 그러다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이 견적을 한번 내 보는 거죠. 그 상당한 빅데이터를 들고 와서 촘촘하

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어, 설명을 해야겠다. 같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움직이게 됐죠. 

(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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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기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게

된 순간에 대해 말해주었다.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큰 화이트보드를 꺼내 놓고 시간 순을 쭉 쓰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서 합리적인 의심들을 던져

라. 우리가 비는 부분을 짚어라. 이건 사실이야? 우리의 추정이야? 사

실과 추정의 경계를 나눠야 한다. 비는 건 빈다고 표시를 하자.(D기자)

이렇듯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아야 자신이 현재 아는 것과 모르는 부

분에 대한 구분이 생기는 것이다. 그 전에는 모두 몰랐다면, 이 때부터는

자기 나름대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했다. 그 때부터 그래서 D

기자는 기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지적 능력을 꼽기도 했다.

이 현안에 대한, 내가 전문가이면 좋고. 내가 전문가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가야지. 그 전문가와 얘기할 정도의 함께 커뮤니케이션할 만한 지

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기자가 무식하면, 불행

해지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기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지적 능력이라 생각해요. (D기자) 

이렇게 지식을 쌓은 다음에서야 사안이 제대로 보이고, 이를 통해 사

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다.

4) 아는 것의 최종 단계: ‘전문가의 이해에 가까울 때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전문가 의존을 벗어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는 기자도 있었다.

F기자는 처음에 아무것도 취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을 때와, 많이 취재

할 시점에서 들을 때, 보도를 내놓을 시점에 들을 때 많이 다르다고 설

명했다. 이는 곧 ‘공부의 수준’에 따라 이해의 폭과 생각하는 폭이 달라

지기 때문이다. 점차 기자들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가면서 달

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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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만나서 

우리가 들을 때랑 처음에 아무것도 취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을 때, 

많이 취재한 상태에서 들을 때, 나중에 보도를 내놓을 시점에서 들을 

때 다 달라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너무 새롭죠. 그다음에 취재할 때는, 

방향이 좀 틀리기도 하고. 마지막에 보도를 내놓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를 넘어서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물에, 뭐 대상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분명히 다른데, 기자

들이 전문가들의 어떤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스코프라고 할까

요, 저는 이제 그거를 처음에 학습할 때는 참고를 하는데 나중에는 벗

어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게 나중에 그 전문가한테도 도

움이 되는 거 같애요. 그 전문가 집단에도. 예. (F기자)

F기자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보면 이해의 측면에서 전문가와 다른 방

향에서 접근함으로써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는 학

술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현장이나 사건, 자료를 통해 다각적으로 이해함

으로서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공간적, 시간적, 물리적 제약 때

문에 접근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해를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자: 전문가들도 잘 모르던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거네요.

F기자: 아, 그렇죠. 저는 그게 건강한 또는 언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

고. 거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보면 어느 분야에 뭐 

10년 20년 연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

다 더 잘 아는 것 같지만 기자들은 어떨 땐 그런 전문가들이 자기의 

공간적 시간적, 또는 물리적 제약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취재원을, 

그 현장, 사건, 자료를 접근할 수 있잖아요. 접근한 결과를 통해서 연구

자의 결과물만큼 오랜 시간을 들이진 않았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또는 

그것이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다루고 그게 다시 학계에도 연구자에게

도 영향을 주고, 좀 더 연구의 깊이,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F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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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기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개발한 지표를 좀 더 직관적이고 쉽게 보여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고안해 전문가 기관으로부터 이 지표의 타당성에

대해 인정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기자들은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새로운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나중에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동소득분배

율이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계산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내 지표

가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죠. 한국은행에서도 기사 보고 

전화가 와서 내가 계산한 방식이 자기네가 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의 

80%를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방향이 맞았구나 했죠. 

그리고 사회연구원에서도 내가 개발한 지표로 분석하고. 민주노총에서

도 내가 한 지표로 분석한다고 하고. 많은 분야에서 내가 분석한 지표

가 쓰였어요. (G기자)

기자들은 이처럼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기사로 담을

수 없는 궁금증을 풀거나 식견을 더 넓히기 위해 해당 영역의 학위과정

에 진학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면담한 기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학위과정을 고려해 취재 대상을 선정한 것이 아닌데도

인터뷰한 기자 중 세 명이 석사학위(A기자-경제학, B기자-행정학, C기

자-정치학)를, 세 명이 박사학위(D기자-수의학과 언론학, E기자-경제학,

H기자-사회정책학)를 갖고 있었다. G기자의 경우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

하여 노동 관련 이해를 심화했다. 기자들은 학위과정이나 자격증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알고, 현상을 더 폭넓게 보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해를 심

화했다. 혹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 논문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학위과정 진학을 고려하였다.

다만 기자들은 해당 영역에 대한 학위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나

깊이 있는 시각, 자신이 갖고 있던 주제의식을 심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가진 것이 폭넓은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기자들이 많았다. 논문을 쓰는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해 깊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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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심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학문 분야니까 기사 쓰는 데 가끔 시장의 흐름 분위기 정도 아는 

거, 원론적인 전반적인 거에 영향을 줬는지는 몰라도. 매 건건 기사 쓰

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학술적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 (A기자)

이해도가 더 풍부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 약간 좀 깊이가. 깊이가 있어

졌어. 박사학위를 한 거는 약간 트레이드 오프(trade-off)가 있는 건데. 

기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많이 손해를 봤지. (몇 

년 동안) 없었으니까 미국 가서 있었으니까. 네트워크가 끊겼는데, 네트

워크가 끊겼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잘 못하게 

된 측면이 있지. 있었던 반면에, 한 가지 현상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 그런. 시각이라고 해야 되나 시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들이 좀 생긴 거죠.(E기자)

즉 기자들은 학위 자체가 하루하루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

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자신을 성장시키고 해당 영역에

서의 관점이나 시야를 보다 깊이 있게 변화시킨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즉 기자들이 학위과정을 밟는 이유는 이 영

역에서의 지식을 접하고 이를 고려하여 사고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함이

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기자의 학문

열정의 발로이기도 했다.

5) 학습 전이: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는 전환된 지식으로

이렇듯 기자들이 한번 어떤 영역의 문제에 대해 풀고 나면 상호작용

에 대해 다년간의 경험을 지닌 사람들로서 문제를 포커스화해 다가가는

방법, 또한 ‘맨땅에 헤딩’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을 어떻게 만나고 설득할

지가 노하우의 방식으로 축적되었다. 그리고 노하우를 이용해 빠르게 학

습하였다. 이 경우 학습전이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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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던 거는 중간 중간에 500대 기업과 노동 그 시리즈를 하면서 과

거의 시리즈를 하면서 축적됐던 노하우를 가지고 어떤 정보들과 접했

을 때, 예를 든다면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소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중략) 내가 그 때 분석한 걸 보면 1조원 정도 자산이 증가를 해서 대

개 한 150명 정도가 증가하던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500대 기업에. 그

런데 1조2000억 그 정도 해 가지고 무슨 2만명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

는 거는 택도 없다. 그래서 취재를 딱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내 예상대

로. 실제 고용창출은 1조 2000억 들여서 정유공장 크게 만들지만 실제 

상시고용 창출인원은 80명. 그럼 왜 2만명이라고 얘기했냐고 했더니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건설 잡부들 포함해서 연 인원. (중략) 과거에 

내가 이제 고민해서 기사 썼던 부분들이 밑거름이 되가지고 새롭게 된 

적도 있고. (G기자)

사회문제들은 모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과거에 취재했던 경험

들이 새로운 이슈에 대한 파악을 빠르게 했다. 한 영역에서도 문제의 성

격에 따라 흡수해야 하는 지식이 다르지만, 좀 더 넓은 시야로 보았을

때는 비슷한 성질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자들은 이전의 경

험을 토대로 현재 사안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과거의 기

억과 오버랩해 보는 유추적 사고를 통해 현실에 대한 적용을 빠르게 하

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사회문제들이라고 하는 게 건설이면 건설, 노동이면 노동, 환경이면 환

경, 개별적인 분야에 특화돼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모두 우리 사

회에 총체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모순덩어리들이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과거에 내가 취재했던 경험들이 새로운 이슈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빠르게 하죠. 도움을 줘요, 실질적으로.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노동전문기자가 되기 전에 정치경제사회분야에 

있어서 한 15년 20년 기자로서 훈련받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탐사보

도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하면서 쌓았던 그런 노하우들이 새로운 이슈

에 닥쳤을 때 전체적인 틀을 게싱(guessing)을 하고 퍼즐들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나의 선지식, 선경험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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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의 복잡성과 난이도 : 가설과 방법론 세우기

기자들이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울 때는 문제 자체가 언뜻 봐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다. 문제가 복잡할 경우 우선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

했다. 이를 통해서는 증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설을 세우거나 전체적인 방향틀을

잡았다. 즉 접근성의 방향, 해석의 방향을 세우는 것이다.

기자들은 그와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 문제의 근원적인 속성을

파악하거나, 어떤 대상이 변화하는 시간을 길게 잡거나, 기존의 데이터들

을 모아 종합적으로 고찰하곤 했다. 즉, 횡적 종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몇 달 정도 시간을 투입하고, 여러

사람이 붙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잡할수록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에 파급력도 더 컸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나아갈 방향과 나아갈 범위를 정한다. 이를 ‘어

젠다를 세운다’, ‘가설을 세운다’, ‘그림 그린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나아

갈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기자들은 문제를 좁히는 방식을 택했다. 문제

의식을 키워나가는 방식은 기자마다 약간은 달랐다.

우리의 방향성을, 어젠다를 어떻게 할 거냐. 가설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래서 우리가 뭘 입증할 거냐.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계

속 하면서 방향을 잡아갔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보고를 했죠.(D기자)

F기자는 기존의 보도를 넘어서고 언론의 관성을 이기기 위해 바텀업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제의식을 던져

놓고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바텀업 방식을 취하는데요. 밑에서, 현상에서 일정한 사건이든 그런 것

들에서 끄집어 올리는 그런 과정. 그런 방식을 저는 취하거든요. 그게 

시간에 늘 쫓기는 기자들에게 잘 안 맞는 방식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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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기존에 해왔던 보도, 기존의 전문가들에게, 기존의 보도 프레임에

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기존의 보도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거칠

게 얘기하면 거의 백지 상태에서 문제의식을 다듬어 가는. 그런데 거기

에서는 디렉터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저 방향으로 가

자라고 손가락을 가리켰고, 모두 거기에 맞춰서 대오를 맞춰라, 하고 

쭉 따라가면 수월하잖아요. 되게 효율적인 것처럼 비춰지고. 하지만 그

렇게 하면 새로운 탐방로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 (F기자)

주어진 자료를 독파하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며 자기

나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에게서 여러 번 언급되었다.

처음에 기사의 제목을 정하고, 기사의 방향성을 정하고, 강조점을 정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그리고 아직 미지수로 남

아 있는 모르는 부분을 채워 나가는, 심화 학습이 시작되는 것이다. 기자

들은 이 심화 학습을 ‘모자이크 학습’으로 부르기도 했고, ‘퍼즐 맞추기’

로 설명하기도 했다.

 주어진 자료들을 독파를 하고, 샅샅이. 나름대로 그 자료를 기초로 해

서 자기 나름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거. 이 기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저는 예전에는 좀 부인하긴 했는데, 지금은 기사를 작

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기사 제목을 정하는 거라고 얘기하

거든요. 저는 취재하는 과정부터 기사의 제목을 먼저 좀 정해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기사의 제목을 정하면 취재 포인트가 어디에 가느냐, 

강조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가 생기고, 포인트 가운데서 핵심 관계자

들이 일단 등장을 하고, 그러면 그 핵심 관계자들까지 가는 과정, 우선

순위가 쭉 전해져요. 어쨌든. 여기서 또 질문을 해서 포위를 해 나가야 

될지가 정해지고. (G기자)

가설을 세운 이후에 기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처음에 접근한 문제의식

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식, 즉 ‘논리’를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느냐였다. 문

제의식을 착안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풀지를 고민하여야 하기 때문이

다. 기존에 나오지 않은 새로우면서도 본질적인 방식이어야 대중들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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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이해할 수 있다. 기자들은 문제 현상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 다

양한 방법들을 사용했다. 문제가 복잡하고 난이도가 상승할수록 이 방향

성을 정하는 데는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기자들은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방식과는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을 택하려 노력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새로운 지표로 분석했고,

추적 기간을 10년, 20년 정도로 늘리기도 했다. 이런 방식은 스스로 새로

운 연구방법론을 세우는 것과 같았다.

여기에는 큰 공력이 들어갔다. 이를 위해 기자들은 여러 명으로 된 팀

을 짜서 사건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고는 했다. 일단 사안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한 이후 전문가를 찾아가 이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 검증하는 수순을 거쳤다.

가령 D기자의 경우 어느 기업이 소유한 땅이 기업 합병의 이슈가 있

는 특정 시기마다 이례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해당 기업이 소유한 땅의 공시지가를 엑셀 파일로 기록하며 20년

동안의 해당 땅값의 변화를 추적했다. 이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 해당 땅

의 어느 필지는 값이 폭등하고, 어느 필지는 값이 폭락하는 등 상식적으

로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 시점을 연구한 결과

이 시점은 기업 내 특정 계열사의 합병 시기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

다. 해당 땅값을 20년어치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최초였다.

저희들도 거의 밤새면서 땅값을 다 뒤졌죠. 공시지가를 뒤지기 시작한 

거죠. 엑셀 파일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다 (컴퓨터로) 쳐 넣은 거죠. 쳐 

넣고 분석을 해봤죠. 언제부터냐 하면,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5년만 

해보자. 5년 해보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겠다. 아, 그런데 변화가 있더라

구요. 그래서 일정한 흐름으로 튀는 값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최

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면 5년이 

아니라 10년을 해보자. 10년을 해보니 더 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0년을 해보자. 20년 가까이를 좍 놓고 보니까 흐름이 보이기 시

작한 거죠. 숫자로 쓰니까 땅값이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례적으로 왔다

갔다하더라.(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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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과 물리적인

힘의 한계였다. 이 한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이 수준은 스스로 ‘비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선까지 들어갔다.

최대한 해도 확인할 수 없는, 물리적인 수사력이 파고들어야 나오는 수

준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이지만, 합리적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수준

이다.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기엔 꽤 심화된, 기본적으로

사건의 근원이 무엇인지까지는 내려가야 하는 수준이라고 보인다.

우리가 취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하고. 계좌를 턴다든지,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야지만 알 수 있는 

영역이 물론 존재하죠.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남겨두자. 남겨 

두는 대신에 우리가 나름의 가설을 세워야죠. 이랬을 수가 있다. 확인

되진 않았지만, 이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랬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

다. 이 정도는 우리가 두자. 그것만으로도 상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고. (D기자)

이런 기존에 없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는지, 의미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였다. 관련 전문가들에게 찾아가 백방으로

이 문제를 확인하려 노력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확인

해 준 것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문제가 있다’, ‘이례적이다’라고 답

을 해 준 것이었다.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소장파라고 그래

야 하나. 그분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기각되고, 기각되고 하다가 그 분

을 만났는데, 그 분이 설명을 하면서, 나도 설명을 못 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다, 이례적인 건 틀림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D기자)

E기자의 경우에는 기업발 위기를 예측하기 위해 상장사를 이자보상배

율이라는 지표로 설명할 수 있다는 착안을 했다. 이를 위해 택한 방식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1684개사를 이자보상배율이라는 지표로 분석



- 121 -

해 234개 기업을 부실 기업이라고 확인해 내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겉으로 표면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최대한 여러 케이스를 분석해

가려 내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기업들이 밝히고 싶지 않아하는

치부와 관련되는 것이었다.

상당히 기업들이 꺼려하는 기사였어요. 상장사 234개의 재무상태가 공

개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특히 안 좋게 나

온 기업의 경우에는. 자기가 타깃이 되고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이 기업들이 주식 상장된 주식시장, 그 다음에 돈을 채권시장에

서 빌린 사람은 금리랑 연관이 되고 대단히 민감한 기사였어요. 기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업들이 가장 공개하기 싫었던 정보 

중에 하나에요. 이것이. 그래서 사실은 그걸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았지

만 이걸 공개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위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소통들이 필요했던 거죠. (E기자)

E기자는 이런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해당

현상을 잘 드러내는 데 대표적인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

움을 받았다.

그 예후가 대체 뭐에서 있을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 지표를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그 당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금융연구원에 

계시던 분이 이걸 이제 좋겠다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상장사에 대한 분

석을요. (...) 이제 금융연구원에 있는 박사 한 분이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도와줬고. (...)그 분도 역시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거 같아

요. 96년도의 경험. IMF라는 경험이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분도 그 때부터 연구생활 했던, 제가 그 때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 

때 알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같이 뭐 인터뷰를 하던 와중에, 내가 도

와주겠다. 이렇게.(E기자)

이 같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발상을 바꾸었

고, 앞으로 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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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기사가 평가를 받게 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발상을 좀 바꿨다. 기업이 더, 기업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워닝을 줬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다. 그 때는 가계.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항상 경제현상을 취재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와치를 하고. 와치를 하는데 그런 어떤 이제 그때 어

떤 상황 자체가 가계부채를 걱정하던 상황을 기업부채의 문제로 바꾼. 

그래서 그 당시 정 부가 계속 기업부채를 줄이고 구조조정하기 위한 

대책들을 계속 내놓았거든요. 2015년 이후에. 계속 내놓아요. 그래서 

대우조선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계속 내 놓는다고.(E기자)

G기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재무제표를 노동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면서 익힌 학문적 개념을 현실에 적용

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개별 기업에 대한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지표

등 다섯 가지 새로운 지표를 직접 만들고 그 지표로 500대 기업을 분석

해 보자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다. 이 같은 방식은 전무후무한 것

이었으며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표로 분석한

결과를 하나하나 액셀에 기록해내어 비교해야 했다.

500대 기업 기사는 노무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착안하게 된 거지. 

노무사 과목 중에 노동경제학이 있어요. 노동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노

동소득분배율’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지요. 사실 이건 거시경제적인 지

표인데. 이걸 개별 기업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복귀하면 이걸 먼저 기

사로 써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이 있는데 이건 거시 경제 차원에서 하는 거죠. 개별 기업에 적용해 보

려고 해서 기초회계를 더 공부했어요. 내가 경제부에 5년 있었는데 이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회계 공부를 좀 더 했죠. 약 2~3주 

정도. 공부하면서 영업이익에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임금을 나누면 노동

소득분배율이 되지 않을까 했죠. (G기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함에 앞서서 방향성이 맞을지 확인을 해야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검증이 필요했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해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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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전문가들에게 ‘재미있겠다’는 긍

정적인 반응을 접하고 착수를 시작하게 된다. 결국 이는 전문가들에 의

해 의미 있는 사례로 인정받게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당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에게 물어보니까 “재

밌겠다”고 했어요.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은 거죠. 거기에서 안 좋은 

반응을 보였으면 다시 생각했을 텐데 재밌겠다고 그러니까 아 이 방향

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또 자산대비 고용 증가율도 이른바 ‘고

용 없는 성장’인데 기업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와 고용을 비교해보자

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다섯 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자들 데리고 그 수치를 엑셀에 넣고 하는 작업을 했고.(G기자)

문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규모가 크고, 권력위계에서 상층에 관련

된 것일수록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 같이 복잡한 문제의 경우

에는 사건을 일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진

다. 기획기사를 여러 층위로 나누어 여러 편 쓰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

다. F기자의 경우는 단편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한 사안에 대해 깊

이 있게 다루는 것을 고민한 경험이 있었다.

F기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를 쓸 때 단편적인 기록으로만 보도되

는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해 기존의 이해와 달리 어떻게 종합적이고도 입

체적인 상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계모나 아동보호기관에

의한 범행보다는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서 주로 벌어지는 범행이 많은

지를 그동안의 통계와 판례, 병원기록을 모두 종합해 새로운 통계를 만

들어 실제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축소되어 있는 통계에 판결기록까지 더해서 기존의 통계보다

더 많은 숫자를 찾아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풍부한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주고 전문가들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해답을 찾았다.

중앙아보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발

표를 해요. 그건 각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센터에서 취합한 아이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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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통계죠. 해당 기관에서 인지하고 있고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신고하지도 않았고, 어딘가 병원에서도 그

런 의심이 있다라고 신고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사망한 아이들 같은 경

우는 기록이 안 잡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판결까지 사

건화되어서 간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해서 다 취합

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파악한 숫자보다 훨

씬 더 많은 사망자 수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저희 것조차 축소돼 있겠

죠. 현실에선 더 많겠죠.(F기자)

F기자의 경우 아동 전문가들도 아동학대 문제를 파헤치려는 기자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죽음과 학대에 대해 기존에 접근할 수 없는 방식까지 통합하여 종합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를 뛰어넘으려는 노력이었다. 이를 통해서 실체의

접근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저희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신들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

면 알 수 없는 죽음과 학대에 대해서 저희는 거기까지 확장을 해서 판

결문을 입수를 하고 (접근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 그렇죠. 그런 것은 

기존의 연구자, 전문가들이 저희가 뛰어넘으려고 하는, 벗어날려고 하

는 그런 움직임이고 그런 노력이고 그런 결과물이겠죠. (F기자)

K기자의 경우에도 어떻게 방법론을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

명했다. 그걸 어떻게 설정하고, 자신을 설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

문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받는 그 방법론을 알아

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경험이고, 요령이고, 그 사람의 능력인데. 그 

방법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내가 원하는 도달점에 가기 위해서. 여러 

자료수집의 방법론이 있을 텐데, 가장 쉽고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 무엇

인가에 대한, 이것도 감이라면 감이고,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설명이라

면 설명인데, 이거를 내 안에서 수립할 수 있느냐, 그거를 내 동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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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명할 수 있느냐, 관철시킬 수 있느냐.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

다. (K기자)

K기자는 노동위원회가 진정을 넣은 해고자들에 대해 어떻게 판결해왔

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판 사건의 결과를 국회의원을 통해 입수하고, 공

공기관 임원의 해외출장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넣는 수고로움

을 감수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

었다. 이는 K기자가 직접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선택함을 보여 준다.

노동위 심층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7

년인가 8년 사이의 그 중노위, 심판 사건의 결과를 입수해야 하는 것이

고. 국회의원 해외출장 보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국회의원 지원

해서 출장을 보낸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해당 공공기관에다 다 넣어

가지고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K기자)

(다) 대중의 선지식과 사회 파급력: 번역의 기술

기자들이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기저에는 목적이 있었다.

기자들은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는 기자들의 정체성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기자들은 어떤 영역

을 감시하면서 활약하지만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기자들

은 그 영역의 지식을 대중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 잘 알아야 한다는 기본

적인 생각의 기준이 있었다. 글을 쓰거나, 영상으로 만들 때는 그 전달을

하는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가르치기 위해

학습하는 교수지향학습(teaning-oriented learning)의 개념을 본따 전달하

기 위해 학습한다는 의미의 전달지향학습(delivery-oriented learning)이

라고 부를 수 있겠다.

글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은 표현력이 뛰어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야겠죠 아무래도. 알아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까도 말씀드

렸다시피 잘 알아야 쉽게 쓸 수 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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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니까. 좋은 기자에 대한 기준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뭐가 맞는지 저

도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기자는 쓰는 

사람이니까, 잘 알고. 남들보다 좀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아는 것뿐

만 아니고, 알려고 노력하고. (H기자)

많이 알아야 잘 설명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 그 수준까지 도

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사에 쓸 내용보다 더 많이, 그 영역 전반

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면서 원래 얻으려고 한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자들은 맥락

적인 이해도 얻게 된다.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해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면역학 이런 걸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쉽게 잘 설명하는 사람

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막, 석학이야, 하버드 박사고 어마어마해. 그

런데 설명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나도 모르면 어려워. 그러니까 알

면 쉬운 건데. 기자가 쉽게 전달하고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

아야 하는 거예요. 많이 알아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배타

적인 관계가 아니라 길항적인 관계로, 깊게 아는 사람이 얕게 잘 설명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거라고 봐요. 이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가 깊어야

지,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쉽게 알아야,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어

려운 내용이든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D기자)

기자들은 기자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많이 안

다고 하는 것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집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수용자가 다르다. 전문가들은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공통의 학문공동체를 이룬 동질적인

집단의 전문가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많이 알지만, 기자는 대중에게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면, 잘 전달하려고, 대중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려

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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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와 비교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

거지. 기자의 전문성, 학자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로직 자체가 완전

히 다르죠.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이 인정을 해 주지. 대중이 인정을 해 

주는 게 아니에요. (E기자)

이는 난해하고 복잡한 지식을 대중 언어로 번역 또는 해석

(interpretation)하는 것으로, 이른바 제2의 창작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번

역이 제2의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에서의 문화를 다른 사회

에 소개하고, 이 다른 사회의 생활양식에 맞고 자연스럽도록 고쳐야 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의 선지식 수준을 알고, 고정관념을 알고,

대중에게 익숙한 패턴을 알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D기자는 이런 측면에서 학자와 기자의 차이를 구별하여 설명했다. 이

는 수용자의 차이다. 학자는 어렵게 공부해서 어렵게 설명하면 되지만,

기자는 빨리 판단해서 쉽게 설명해야 한다. 대중이 알고 있는 것과 대중

이 알아야 하는 것을 판단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다.

학자들은 어렵게, 오래 공부하고 깊이 생각해서 어렵게 설명을 하면 되

죠. 그런데 기자는 빨리 판단해서 쉽게 설명해야 하죠. 학자와 기자의 

영역이 다른데, 그건 그걸 수용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어렵

게 설명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학자들은. 

리시버가, 수용자가 학자면 어렵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대중이

면, 쉽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거고. (D기자)

해당 영역의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전문가와 달리 기자들

은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기본 이해도를 반영해야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전문가와 대중의 언어를 다르게 감각하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 사회에서 통하는 문화와 대중의 문화는 다르고,

용어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사를 읽

었을 때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는 전문가의 용어를 그대

로 썼다고 보고 이를 좋은 기사로 평가하지 않는다. 전문가의 용어를 자

신이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썼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자가 전문가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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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대로 이해해서 대중에게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와 가

까운 수준으로 많이 아는 수준에 올라가야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진정

으로 어떤 의미였는지를 제대로 풀어 쓸 수 있다.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복잡한 용어로 하고 읽었을 때 이거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기자가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걸 쓰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공부할 때 보면 머릿속에 다 이해가 되고 다 알 거 같은데, 정작 내가 

이걸 갖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설명하려면 잘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정확하

게 쓴다는 거는, 쉽게 쓸 수 있다는 거는 다 안다는 거예요. (H기자)

대중의 입장에서 ‘상식’이 무엇인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대중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지도 알

아야 한다. 대중이 잘 모를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 뭘 설명해주어야 할

지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중

이 잘 이해하도록 다시 정의해줘야 할 때도 있다. H기자의 경우 저자

부여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사 말미에 저자, 교신저자, 선물저자

등에 대한 정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 내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걸릴 것 같은 어려운 용어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지난번에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제1저자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상황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 급은 저자, 오서십(authorship)이라고 부르

는데, 저자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논문, 

뭐가 정상인 거냐. 이걸 가지고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밑

에 손가락이 한 세 개쯤 붙어요. 저자란? 저자라는 게 뭐고. 교신저자

라는 게 뭐고. 선물저자라는 게 뭐냐. 기사가 있거든요. 읽어보면 사람

들이 걸리잖아요. 저는, 제 기사를 모든 사람이 다 읽어봐야 한다고 생

각 안 해요. 관심 있는 사람만 보고 아닌 사람은 패스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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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하니까, 밑에다 다 붙여줘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용어는. 그거를 감안

해서 분량을 맞춰 써야 하는 거죠.(H기자)

또 하나 기자들이 강조한 것은 대중에게 전달하는 근거들이 정확한 근

거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에 내놓아 파급력을 주는 것이니만큼 이 근

거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 특히 통계가 들어간 기

사일수록 수치 하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작은 숫자 하나하나

까지 챙기는 면밀함이 필요했다. 사례의 경우에도 기자가 만난 그 사람

이 정말로 그 말을 했는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가 중요했다. 이 때문에

기자들의 작업에서 많은 부분이 이 근거가 사실인지, 확실한지, 이 근거

가 이 주장에 맞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민감할수록 정확해야 하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언론

사를, 이게 대단히 (연구자: 소송이나.) 아 그렇죠. 기사가 잘못 나가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투자, 기업도 기업이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있거든

요. 투자자들도 이 기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 기사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대단히 민감한. (E기자)

내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목숨까지 날릴 수 있는 건데. 치명타를 날

릴 수 있는 거잖아. 잘못 썼을 때는 내가 역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

으니까 확인 또 확인 하는 거지.(A기자)

이처럼 기자들은 자신이 전달하는 기사의 파급력을 고려해 사실을 치

밀하게 확인하고, 충분히 잘 아는 데까지 자신의 수준을 끌어올렸다.

(4) 사실 이해의 기준

(가) 정확성 - ‘상호작용은 많이 할수록 정확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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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해 보고 진실이 무엇인지

를 알아야 한다고 가능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다. 여러 사람에게 들어 보면 자연스럽게 사실이 드러난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 제공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했다. 소통을

많이 할수록 정확해지고, 진실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통은 많이 할수록 정확해지는 거지. 기사의 최고는 정확성이에요. 그

렇잖아요, 속보가 뭐가 중요합니까.(B기자) 

그렇기에 여러 사람에게 확인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사람

들에게 확인을 하면 이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아닌 정보인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올바른 정보인지가 확신이 선 다음에야 보도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재미보다는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것이 보도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정보가 신뢰하기 어려울 때는 기사를 안 쓰지. 불확실한 정보일 때도 

기사를 안 쓰지. 하루 정도 딜레이 시키지. 좀 더 확인하고 확인 안 되

면 기사를 안 쓰고. 한 번 누가 알려줬다고 해서 확인이 안 되면 기사

를 안 쓰는 거지.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 체크하고. 한 번 체크하고 쓸 

때도 있나. 민감한 정보가 아닐 때는 그런 적도 있는데 암튼 크로스 체

크는 다 해요. 그리고 전화해서 물어 보고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라

도 한번에 딱 하고 지나서 또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기사를 급하게 쓰

진 않고. 좀 묵혀놨다고 쓸 때도 있고 확인되면 쓰고 자극적으로 안 쓰

고. 재미있는 정보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쓰고. (B기자)

확인하는 것은 기자 자체가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어야만

보도가 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렇지 못하면 보도가 안 되는 것이었다.

걱정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게 만약에 잘못 나갔을 경우에. 그러면 기

업 입장에서 숫자가 잘못 나가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며칠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숫자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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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상장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기사

였기 때문에. 다트도 보고 거래소도 보고. (E기자)

기사에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항상 정확해야 한다. 이 정확성이 확보

되지 않으면 오보가 되기 때문에 기사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받게 된다.

이 때문에 기사의 생명은 정확성이 된다. 기본적으로 정확성이 빠지면

기사가 아니라 픽션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 발 딛고

있는 기사라면 정확성을 따지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나) 총체성(입체성) - ‘실체에 더 가깝게’

여러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서 사안의 세부 사실들이 정확해지기도 하

지만, 사안을 총체적으로 보는 데도 도움을 준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입장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말이 그 상황을

다 설명주지는 못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 현상의 한 부분만을 이해한 경

우도 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말이 100% 맞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그

래서 기자들은 한 사람이 전해준 사실만을 100% 믿는 것을 경계한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 봐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

다. 다양한 사람에게 들어서 그 사건을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 얘기가 100% 맞다고 생각 안 하고 항상 의심하고, 이게 100% 

맞다고 믿지 말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 여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준 정보에 해당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봐야 하고. (H기자)

그렇기에 한 사람과만 이야기하고 기사를 쓰면 위험하다.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면 사실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만의 균형

이 잡히고, 실체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 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 보아야 수 있고, 균형도 잡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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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는

꼭 필요하다.

이런 방식을 통해 H기자는 ‘종합할 수 있고’, ‘균형 잡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실체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들어 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얘기만 가지고 기사 쓰면 가장 위험

한 거고. 이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로 쓰는 게.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하

는 거죠 기자가. 부지런하게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종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균형 잡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실체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거지, 기자들이 

취재원한테, 고위급 취재원한테 주는 정보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게. (H기자)

실체에 더 가깝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총체성이다. 다각도

로 접근을 해야 이 현실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 K기자는 H기자의 말

을 조금 더 부연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H기자가 거리를 두고 균형을 잡

는다고 표현했다면, K기자는 조금 더 그 문제에 들어가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데까지 간다고 본다.

이는 기계적 중립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K기자는 기계적 중립성과 총

체성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계적 중립성이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모두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본다

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는데 나름의 근거와 

철학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기계적 중립성으로 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체성은 오히려 어떤 사안을 총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오히려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치우칠 

수도 있어요. 한쪽으로 오히려. 그것이 공정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

의 총체성을 구현해야 하지 않나. 그것이 많이 부족하고. 기자가 기레

기라고 비판받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사안을 소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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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K기자)

J기자의 경우에도 입체적으로 일어나는 방식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파헤쳐야 하는 문제 그 자체보다,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역사성

과 인과관계, 그리고 사회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파악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리 자체보다도 비리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를 근원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사안을 단순한 선과 악의 구도가 아닌, 다

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J기자: 입체적으로 보는 경우는, 그렇게 되면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

는, 비리 자체보다 이 비리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전체가 보이는 경우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예. 

연구자: 그러게요. 뭔가 사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J기자: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의 나쁜 행동이 문제였다

기보다는 시스템적인 문제였다거나. 이런 일이 또 똑같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거나. 기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도구 중의 하나니까요.(J기자)

J기자는 산사태로 유치원이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도 그 원인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 사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게 됐다.

그 주변의 역사나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익

중심주의 같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원인을 짚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치원이 무너졌을 때 왜 유치원이 무너지게 됐는지 과정을 취재하다

가, 그 옆에 공사를 했는데, 다세대주택을 짓는 공사였는데 원래는 그 

되기 이전에는 판자촌 비슷한 사람들이 조그만 단칸방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단칸방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있던 건물주

들, 그러니까 주인들이죠, 땅주인들이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짓는 과

정에서 약간 좀 이익을 위한 게 우선시되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더 날

림으로 진행이 됐고 뭐 안전규정들이 조금 덜 지켜지게 됐고, 그런 과

정에서 유치원에 영향을 미쳐서 무너지게 됐다 그런 식으로.(J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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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원인 짚기는 J기자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다. 여기에서는 사건을 초래하기로 마음먹은 완전한 악인이 없다. 어떤

상황적 맥락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를 초래하

게 된 책임은 있지만 말이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각도로 분석하고, 단선적인 사고가 아니라 총체적인 사고를 하는 자연

스러운 훈련을 하게 된다.

당시 아동학대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수사기관, 그리고 사회

복지사들, 아동복지사들, 그 기관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 물론 전문가

들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지, 그리고 그 사회구조적인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건지, 그냥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우발적인 건지.(E

기자) 

(다) 구체성 - ‘사례 찾는 게 어려웠는데’

구체성이란 직접 현장에 가서 현실을 구성하고 사례를 접함으로서 그

사태를 디테일까지 이해하게 됨을 일컫는다. 구체적인 사건의 관계자를

만남으로써 일반 문헌이나 자료에서는 못 얻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발로 뛰는’ 과정에서 맞닥뜨린다. 구체성을 갖추고 사례

인물에 대한 서사를 접하게 되면 대중도 더 쉽게 공감하게 된다. 이 때

문에 사례를 만나고 싣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기자들은 어떨 땐 그런 전문가들이 자기의 공간적 시간적, 또는 물리적 

제약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취재원을, 그 현장, 사건, 자료를 접근할 

수 있잖아요. (F기자)

상호작용은 한 사람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과 할수록 진

실에 가까워진다는 특징이 있었다. 사람에는 흔히 출입처라고 하는 분야

에서 접촉하는 관료, 학계의 전문가 등이 있고, 디테일한 사건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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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과 관련한 연관자가 있다. 이른바 출입처의 사람들이 아니라 특

정 사건과 연관되는 현장의 사람들의 경우 그 사건에 대한 매우 구체적

인 정보들을 갖고 있다. 기자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진실에

더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다.

사례를 본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

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때문에 때로는 전문가들이 포착할

수 없었던 제도의 허점을 짚고, 필요한 구제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

다.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짚어낸 것이다.

취재할 때는 현장과 팩트와 그리고 뭐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얻는 과

정 중에 논문이나 전문가들이 그 분야 기존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지식

을 주는 데는 많은, 때로는 인사이트까지 주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

만 현장과 팩트에 대해서는 사실 보도물로 전환하려고 할 때 요구되는 

아주 구체성과 새로움과 적정성과 이런 것들을 충족하지 않을 때도 많

거든요.(F기자)

사례를 찾기 위한 노력은 백방으로 실시됐다. 학교에도 부탁을 하고,

단체에도 부탁을 하고, 개인적인 지인을 통해서 얻기도 했다. 이런 과정

에서 기사의 취지를 밝히고 참여를 해달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동반되었

다. 어려워도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었다.

  사례 찾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제일 핵심이긴 했거든요. 실제로 십

대 중에 노동을 하고 있는 십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노동을 

하고 있는 십대들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을 줘야지 기사가 나올 

수 있었던 기획이었는데, 일단은 서울시교육청 통해서 학교에 부탁을 

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재

에 응해줄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느냐고 먼저 물어 봤었고, 그 다음에 개

별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알고 있는 지인 통해서 연락을 한다거나, 학교

나 아니면 일반적인 단체를 통해서 사건팀 팀원들이랑 저랑 같이 접촉

을 했죠. (J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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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기자가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제보자가 직접 자신의 사례

를 제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사의 방향이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바와

같다고 생각하면, 제보자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같은 제보를 받으면 기자들은 새로 추가되는 기사에 추가하면서 기사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다. 생생한 사례가 담긴 제보를 통해 기자 개인적

으로는 자신이 설정한 기사의 방향이 ‘맞다’고 확인할 수도 있었다.

사례 같은 경우는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어

떤 근로자는 자기가 받고 있는 처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같은 것’에 

관심을 가져 줘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보들이 많이 와서 실

제로 기사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한 게 노무사들이니까, 자기가 

들은 사례들 같은 것도 전해 줘서 많이 기사에 녹였어요. 그래서 사례

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G기자)

때로 사례는 그 자체로 근거가 되기도 한다. 어떤 대표성을 띠는 개인

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아는 사실을 고발한다고 할 때, 그 사실의 무

게에 따라서 어떤 현실의 단면을 짚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사례는 그

자체로 입증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제가 방송기자대상을 받았던 그 사이버사령부 기사는 물증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의 부단장이었어요. 부단장이 

자기 입으로 우리가 그렇게 댓글공작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댓글공작 

하고 날마다 청와대로 보고를 했다라고 실토를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이력과, 그 사람의 어떤 발언의 구체성과,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걸

어왔던 길과,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의 발언만으로도 뉴스가 되

는 거죠. 왜냐면 폭로니까. 실명 폭로. 이거는 뭐 무슨 서류가 없어도 

가능한 거죠. 그게 아니면은 뭔가 입증 자료가 필요한 거고. (K기자)

사례에 해당하는 인물의 증언 자체는 곧 하나의 증언이다. 이에 따라

구체성을 띠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그래서 기자들

의 작업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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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중 전달: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1) 대중 전달의 개념

대중 전달이란 매체(media)를 통해 대중(audience)에게 메시지를 전달

하는 행위이다. 기자들은 포착한 문제의식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심화하고, 이를 매체를 통해 전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기자들은 자

신이 축적한 문제의식과 논리를 풀어내게 된다. 학습한 그대로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매체의 틀에

맞추어야 하고, 둘째로 독자가 보기 편하고 쉽도록 바꾸어야 하기 때문

에 필연적인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정보의 가공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자들은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기사의 의

미를 알리고자 하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자 하게 된다. 기자

들은 이 기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하고, 대중이 이 기사와

자신과의 연관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

또한 이와 함께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배치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는 기자가 판단하는 정보의 중요성과 대중의 이해도를 고려

하여 작업이 이루어진다. 기자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

하면서도 독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이 재미있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거

나,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하기도 한다. 이 같이 전달 과정에서는 주관

적인 관점과 방식들이 들어가지만, 기자는 의식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

려고 노력하였다.

(2) 대중 전달의 경로

전달의 경로는 지면이나 방송 리포트다. 이 경우 보통 지면은 길어도

원고지 20 매 남짓, 방송 리포트는 1분 30초라는 기준이 있다. 무한정 전

달할 수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달할 때는 이해한 모든 사실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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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할 수 없고 다시 배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자

신이 얻은 많은 정보 중에서 문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리고, 이

를 중요성의 위계에 맞추어서 배치해야 한다. 사실 기자들에게 이 과정

은 자동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매뉴얼보다는 ‘당

연히 그래야’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내부적으로는 대중 전달을 하기 전에 이른바 ‘뉴스룸’ 안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뉴스룸에서 합의된 어느 정도의 양식에 따른 기사를 낸

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가 될 수 있으려면 주제 중심으로 다루는 스트

레이트 기사, 분량을 조금 길게 잡고 하나의 스토리로 만드는 해설 기사

등이 기사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기

사’가 만들어진다.

외부적으로 기사는 대중의 반응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기사를 내고,

그 반응을 살피면서 반응이 뜨거우면 후속 기사를 더 내기도 하고, 대중

의 호응이나 제보를 기사로 싣기도 한다. 반응이 뜨거울수록 원래 시작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사가 나가고, 연재물로 바꾸어지기도 하였다.

(3) 대중 전달의 원리

(가) 의미 부여 - 기자가 부여한 의미와 대중이 이해하는 의미의 일치

기사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 기사가 중요하다고 설득하는 작업

이다. 기본적으로 기사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전달하는 글이 아니고, 명

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글이다. 이 글이 왜 쓰여진 것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 자신이 중요하다고 착안한 기사의 기준을 대중에게도 중요하다

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이 기사의 의미를 강조하려 했다. 결국

의미 부여란 기자 자신이 생각한 중요성을 대중에게도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다.

기자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

하기도 했고, 관점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실시되기도 했고, 자신이 전달



- 139 -

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충실히 보완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E기자

와 G기자의 경우 자신이 현상을 드러내고자 선정한 지표가 왜 중요한지,

왜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해석했는지를 대중에게 설득하는 데 고민하는 시

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임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거를. 

이자보상배율이 0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팩트인데 

이 팩트가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사실은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이게 대

단히 중요한 징후라는 거를 풀어내는 과정이 좀 힘들었어요. (E기자)

배당소득이 높은 기업들이 노동고용이 낮다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게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보여주도록 했어요.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배

당소득을 올리는 데만 치중되어 있지 기업의 사회적 의무인 고용노동

에는 관심을 덜 쏟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외국 

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배당소득과 관련해서 IMF의 연차보고서를 보

기도 하고, 또 워싱턴포스트에 보면 배당소득이 높을수록 노동고용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칼럼을 쓴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기사에 녹였

죠.(G기자) 

D기자도 기사에서 ‘이것을 왜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가’를 설득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이 보도를 왜 하

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자인 ‘나’가 아니라, 대중 한 사람의 자신, ‘당신’을 위해서도 이 기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설명하기 위해 노력

한다는 점이다. 즉, 의미 부여에는 기자인 나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대중의 입장에서 대중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라는 걸 깨닫게 하는 작업이다.

왜 해야 하는 거지? 왜? 이걸 계속 질문하는 거죠. 왜 해야 해? 사람들

이 왜 알아야 해? 답은 없지만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만약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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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생각이 되면, 이 코멘트든, 뭐든 간에 어떻게든 아주 적극적으

로. 그래서 저는 앵커 멘트에서 이 보도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이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가. 당신의 인생, 철학, 가치관, 경제적 논

리적 사회적 인간적 주관적, 심지어 문화적,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 보도가 안 되죠.(D기자)

즉 이 기사가 대중과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시

키는 작업이다. 때로는 대중이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대중이 알아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은 대중과 연결돼 있는 거죠. 안 될 수 없어요. 정말 더 마이너한 

극소수에 있는 세상, 내가 몰라도 되는 단계가 있는 거죠. 내가 군대를 

안 갔는데, 여성인데, 군 의료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 동생, 조카, 이 사람들이 당신의 국가를 지켜 주는 거

죠. 그 사람들이 가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당신의 복지와 행복과 개념

에도 이득에도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죠. 내가 세금을 냈으면 그 세

금이 제대로 쓰여지길 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 설명은 되게 잘

해야 하는 거죠. (D기자)

즉 기자들이 기사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것이 대중에게 알려질

만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설득시키는 작업이었다. 그

래야만이 이 기사에 대한 중요성을 다른 사람에게도 설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 같은 작업은 대중과의 연결성을 획득해 자신의 기사의 설득

력을 더 높이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다.

학자들은 자기 영역에 대해서만 파는 거지 일반인들에게 잘 전달을 안

하죠.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

민이 아주 치열해야 돼요. 기자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경제 관료도 

마찬가지고 대중을 늘 고민을 해야 해요. 금리를 인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한국은행이 설명을 해야죠.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

난다.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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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기자들도 가교 역할을 해줘야죠. (D기자)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대중과 맞닿아 있는 사람

들의 끊임없는 고민이다. 이를 대중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과 맞닿은

부분을 부각시켜 설명하여야 대중이 귀 기울이고, 먼 이야기를 자신과

가까운 이야기로 더욱 관심 있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정보의 선별과 우선순위 지정: 대중 이해도 높이기

신문기자의 경우에는 지면의 한계 때문에, 방송기자의 경우에는 방송

리포트의 시간 한계 때문에 취재한 모든 내용을 싣지 못하고 그 중에서

전달할 내용을 선별해야만 한다. 이는 하나의 기사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를 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

다. 이 같은 선별의 기준은 갖고 있는 정보의 우선순위를 자신이 전달하

고 싶은 순서대로 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자신

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정보의 선별 단계에서의 기준이 정보가 어려운가, 쉬

운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자들은 어려운 정보도 이해할 수 있

게 풀어 쓰려고 하지, 쉬운 정보만 전달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착안한 방향에 맞는 내용을 선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의 세밀한 디테일도 전달한다면 좋겠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

문에 덜 중요한 것들은 선별 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자들의 취재후기를 보면 이 선별 과정에서 제외된 내용이 매우 아쉽다

고 토로하는 기자들의 글을 볼 수 있다. 일단 많이 취재한 후에, 가장 중

요한 사실 위주로 뽑아내어 정제하여 쓰는 것이다.

다 안다는 건 뭐냐면, 선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선별의 대상이

란 뭐냐면 저희가 아 대중의 수준은 너무 낮으니까 여기 맞춰서 낮추

자, 이건 아니에요. 정보 수준의 선별이 아니고 저희의 선별의 기준은 

간단해요. 몇 자에 쓸 거냐는 거예요. 몇 자에. 요새 인터넷 글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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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니까, 신문 글쓰기의 가장 큰 요건은 뭐냐면 제약조건이 있어요. 

몇 자 안에 써야 하는. 인터넷 글쓰기는 그게 없으니까 쓰다 보면 뭔 

소린지 모르고 중구난방하고 중언부언하는 게 있겠죠. 저희는 어쨌든 

신문 글쓰기를 했기 때문에 800자, 1000자, 1200자, 2000자, 3000자의 

주어진 양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분량에 맞춰가지고 

선별하게 되어 있어요, 정보를. 정보가 어렵냐 쉽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H기자)

이 같은 제약 조건은 기자들의 기사를 더 일목요연하게 만들고, 그럼

으로써 더 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규격 없는 장문의 글에

서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은 없지만, 어떤 규격 안에 맞추기 위해 최대

한 내용을 정제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싣게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정보

를 우선으로 쓰고, 그 중요도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기자들에

게 훈련된 능력이기도 했다.

제약조건이란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내

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내 기사에서 이거는 반드시 써 줘

야 하는 거고, 이게 2순위로 중요하고, 3순위로 중요해서, 이게 봤을 때 

양이 넘친다. 2000자를 써야 하는데 2500자가 나왔다 이러면, 500자를 

그 우선순위에서 잘라 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하면 위에 써야지 왜 그

걸 해요. 그래서 선별하는 거거든요, 정보의 우선순위를.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래요. 내가 일할 때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러

면 이건 일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이에요.(H기자)

정보를 선별하는 이유는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대중이 기사를 최대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

는 작업이다. 짧은 시간 안에도 쉽게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다. 즉 이 사

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이 기사를 읽는 동안에 뭔가 잘 설명되지 않

았다는 궁금증을 느끼지 않고도 단박에 이 사안을 이해할 수 있게 쓰여

야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용어가 있다면 이를 풀어 설명하고, 옆에 설명

기사를 배치하는 등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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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 안에 습득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거든요. 전달하는 사람이 

아 그래? 하고. 꼭 알아야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는 거죠. 그게 좋은 

기사가 아닌가. 어렵게 설명하는 건 학자들의, 학자들이 하는 거고. 기

자는 쉽게 설명해야죠. 꼭 담겨야 할 내용은 반드시 담겨야 해요. 안 

담겨 있으면 쓸데없는 소리만 쉽게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를 쉽게 얘

기하는 거지. 몰라도 되는 거를 누가 이혼을 했는데 뭐 부부싸움을 어

떻게 했는데 집안 문제가 뭐 이런 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부차적인 문

제고.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왜 알아야 되는지. 납득을 시키면서 설명

은 쉽게 하는 게 좋은 기사라고 생각하고.(D기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독자들이 딱 읽어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써야 하는 거고,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밑에 무조

건 붙여주거든요. 우리는 그걸 손가락이라고 부르는데. 용어풀이를 써

주죠. 밑에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H기자) 

G기자의 경우에도 이해하기 쉽도록 시리즈 기사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지표의 결과와 의미를 밝혀주고, 마지막으로 현실 사례까지 연

결을 시키는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대중이 얼핏 보면 어

려울 수 있는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다.

기사를 쉽게 써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500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회 문제라는 게 복잡

한 경우는 그냥 보여주기가 어렵고. 그래서 독자들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시리즈 한 꼭지마다 어떤 틀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도록 했죠. 

즉 첫 번째로 하나의 지표에 사례를 보여주고, 두 번째로 지표의 결과

와 그 의미를 밝혀주고, 세 번째로 현실 사례를 보여주도록 했어요. 각 

시리즈 당 몇 개의 기사가 있는데 모두 이런 방식으로.(G기자)

글이 길어질수록 늘어지면서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지

면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 기사의 경우에도 아주 길게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길이에서 멈추는 행동 제약이 있었다. 이는 글 자체의 속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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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전달하는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대중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늘어지는 기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송 리포트도 마찬가지

다. 너무 길면 자신이 의도한 내용을 넘어서서 임팩트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길어지면 분량이 너무 늘어지면서 내가 전달하려는 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조언을 듣기도 했

고. 분량 맞춰서 써라.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온라인매체다 보니

까, 분량의 제한이 없다는 것 때문에 길게 쓰기가 되게 쉬워요. 오히려 

더 압축적으로 좀 의식하고 쓸려고.(I기자)

기자들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정제된 상태로 전달하

면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다) 자기객관화: 주관성을 객관성으로-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기자들은 전달할 때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객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이 어떤 문제의식에 따라 착안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설계하고

끌어가다 보니 이런 내용을 다시 객관적인 시선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

요했다. 독자의 시선으로 읽어보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팀

인 경우 함께 토론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빌려 자신의 방향성을 검

토하기도 했다. E기자는 자신을 독자로 상정하고 자기 글을 검토하는 과

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계속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기자에서 독자로. 계속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내 글을 내가 읽을 때는 다른 입장

에서 또 읽어 보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기사를 남한테 보

여줄 수가 없거든요. 기자, 신문사의 일이라는 게. 피드백을 받고 매일 

기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걸 피드백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을 계속 

객관화 시키는 거죠. 입장을 바꿔가면서. (연구자: 기자이자 독자가 되

는 거죠.) 그렇죠. 내가 쓸 때는 기자가 됐다가, 내가 읽을 때는 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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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가. 그런데 그게 쓴 사람 입장에서 글을 보면은 오류를 발견을 못

하고.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봐야지. 쉽지 않죠. 노력을 해야 하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E기자)

객관화는 중요한 것이다. 객관화가 되어야 대중에게 납득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의도를 가진 기획물은 모두 주관적인 것인데,

기자들은 이를 구체적인 증거와 근거를 통해 객관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곧 설득력과 연관이 되는 것이다.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소

구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다. K기자의 경우에는 대중적인 형태를 만

드는 데 있어 팀과 같이 상의할 상대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객관화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청자들에게 소구력 있게 전

달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일 때가 많아요. 저는 ‘독도밀약설을 추적

하다’가 개인적으로는 실패한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

히 어려웠어요. 밀정은 저는 성공한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왜 생겼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독도밀약설은 저 혼자 했거

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정적 이

유는 아니지만, 여러 이유 중의 하나인데. 혼자 하다 보면 거기에 매몰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객관화된 

형태, 좀 더 쉬운 형태, 좀 더 대중적인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의

할 상대들이 좀 필요하거든요.(K기자)

기자들은 자신의 경계심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생

각을 하기도 했다. 이는 자신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완벽하지 않

기 때문에 확인하고, 다시 자신을 가다듬고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싣고, 생각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생각

해 보는 경우도 그런 이유였다. 즉 자신이 항상 맞을 거라는 고집을 버

리고, 이 기사가 가져올 파장과 영향력을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하는, 부

담을 짊어질 수 있는 각오를 의미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사라는 걸 더 무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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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같거든요. 사실 기자들은 기사를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둔감하잖아요. 이 기사라는 게 다른, 어떤 파장을 가져올

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되게 둔감한데, 제가 이

제 잠깐 내근을 하면서 편집하는 입장이 돼 보니까 아 이게 생각하는 

것과 되게 다르구나, 생산이 아니라 유통자, 편집자가 되니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기사여도 기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의 대상이 됐

다는 거잖아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I기자)

의식적으로 반론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나의 입맛에 맞는 정보

들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방향과 정 반대의 반론들을 모아야 하

는 것이다. 모든 사안이 하나의 단면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복잡한 연결

고리를 갖고 있듯이, 반론을 모으고 다른 의견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보았다.

가급적이면 반론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론을 쓰는 이유는 그

냥 단순히 균형을 맞추자는 게 아니에요. 균형도 맞추어야 되지. 일방

적으로 쓰는 건 말이 안 되고. 다만 이제 반론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이 방향이 엉뚱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를 스스로가 방지가 되는 거거든

요.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게 있잖아요. 무슨 몰이하듯이. 저도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건 아닌 거죠.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거는. 어느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게, 무로 딱 자

르듯이 간단하지 않아요. 겸허하게 생각해야죠. 이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저도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잖아

요. 몰아가는 거는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요.(H기자)

이처럼 기자들은 자신을 객관화하여 최대한 주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

인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사 안에서의 흐름도 합리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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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효과 및 영향력 극대화: 호소력과 주목도 높이기

취재가 된 결과물을 보도물로 전환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보여주느

냐도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쉽게 읽히게 하고, 쉽게 공감하게 하고,

설득되게 하고, 쉽게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이게 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기자들은 다양한 내러티브적 수사 기법들이나 통계 기법들이

활용하기도 했다. 이는 기자들에게 있어 그 내용에 맞는 방법론을 택하

는 것처럼, 그 내용에 맞는 보여주기 방식을 택하는 것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역량 있는 기자들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어떤 기법으로 사람은 스토리텔링 기사를 쓸 거

고, 어떤 사람은 통계 기법으로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은 르포로 보여

주고, 그런 방식들은 문제를 전달할 때 보통 기자들로 하여금 쉽게 공

감하고, 쉽게 읽히게 하고, 또는 쉽게 그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

는 기법이라고 보죠.(F기자)

G기자는 대중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 노무사들

이 현장에 간접고용 형태로 취업을 하고 이 체험담을 수기 형태로 기사

로 내는 것을 고안해냈다. 기자가 직업 현장을 체험한 노무사들에게 수

기를 받고, 이를 기사에 싣고, 기자는 이를 바탕으로 하되 더 풍부한 사

례들과 취재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을 예리하게 분석한 기사를 함께 출고

하는 ‘투트랙’ 방식이었다.

다른 매체의 노동 OTL 기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게 기자가 취

업을 해서 노동의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였어요. 그런데 노무사가 취업

을 하면 또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노무사들에게 수기

를 받고, 그리고 나는 그걸 바탕으로 분석하고. 그걸 함께 했어요. 분석

은 수기를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G기자) 

대중이 기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짧지만 임

팩트 있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내고, 뒤이어 후속 해설기사를 내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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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언까지 넣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며 영향력을 키우는 이런

방식은 기자들에게 보편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도 중요한데,

통신사인 A기자는 아침에 일찍 기사를 터뜨려야 타 매체 기자들이 보고

받아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았다.

일단 스트레이트로 때리는 거지. 임팩트 있는 걸 쓰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은 스트레이트로 넣어서 해설이라든지 원인과 결과 영향 

같은 것들을 묶어 쓰다가 따로 떼서. 임팩트 있게 가고 해설을 몇 개 

묶어서 가고 전문가 발언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판을 키운다고 하지. 

영향을 최대화해야 하니까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간 같은 것도 

신문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 새벽 시간대에 내고. 그렇게 하는 거

지.(A기자)

또한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를

주기도 했다. 최대한 많은 양의 기사를,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양적 변화, 질적 변화를 줬다. 양적으로, 볼륨이 되

어야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저희가 처음에 이 보도를 시작한 것은 

처음에 첫날 25분을 했거든요. 거의 절반을, 절반 이상을 통틀어서 이

거만 했거든요. 그리고 또 20분. 토탈 보도 시간만 따지면 90분이 돼

요. 다큐를 하나 만들 수도 있을 정도죠. 물량공세를 해야 본다. 대중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양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는 질적으로도 깊이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양적으로만 같은 얘기 반복

할 수 없으니까. 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거죠.(D기자)

라. 상호작용 전문성의 실천 과정 모형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전문성의 실천 과정을 문제의식 포착, 사실

이해, 대중 전달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문제의식 포착 단계

에서 경로는 외부와 내부로 나뉘었다. 참여자들은 외부에서 제보를 받거



- 149 -

나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였다. 혹은 내부에서 기자 개인의 관심사를 반

영하거나 대중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외부에서 여

러 경로로 알게 된 문제나 내부의 관심사에 기인한 문제를 사회의 현실

에 맞게 접목하고 그 문제 고유의 맥락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맥락적

학습의 성격을 띠었다.

사실 이해 단계에서는 사안을 잘 아는 사람이나 사안을 드러내는 데이

터를 통해 사실을 이해하였다. 사람의 경우에는 상호작용 기술이, 데이터

의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기술이 필요하였다. 기자 개인의 안에서 본다

면 외부에서의 정보 자극을 수용하고, 내부에서 이를 검증하고 종합하는

작업이 반복되었다. 사람을 통한 학습은 그 영역의 전문가를 만나 사건

을 빠르게 이해하고 핵심 정보에 접근하는 속도의 특징을 보였는데, 이

는 상호작용의 기술과 함께 모든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는 기자의 부지

런함과 결기와 끈기 등의 태도를 필요로 했다. 그 와중에 시행착오 경험

을 통해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장하기도 했다.

사실 이해에는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 대한 지식

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기자들은 그 방면의 자료를 탐색하

고, 전문가를 만나며 그 영역을 학습하여 지식의 수준을 끌어올렸다. 또

기자들은 그 영역의 해당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 문제의 성격에 맞는

적합한 문제해결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를 의도에 맞게 풀어 갔다.

이 과정에서 기자 나름의 해석이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기자들은 대중

에 대한 전달을 위해 학습한다는 목적을 지향하고, 학습할 때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중의 관심사와 선지식을 파악하였다.

대중 전달은 시간이나 공간적 제한이 있는 신문기사나 방송 리포트의

틀로 전달되었다. 기자들은 전달을 위해 의미 부여를 하고, 정보를 기사

의 틀에 맞게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였으며, 객관화를 통해 정보를

객관적 입장에서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효과 및 영향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 다양한 서사 기법을 활용하고, 기사의 양을 늘리거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제고에 관심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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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 전문성의 신장 과정을 제안하였다. 기자들은

외부에서의 상호작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내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영

역의 지식을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방법론을 선택하여 사안을 스스

로 해석하고, 이를 대중의 관점에 맞추어 재생하고, 마침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

계
문제의식 포착 사실 이해 대중 전달

단

계

특

징

●경로

․외부-제보, 우

연한 기회, 환경의

변화, 회사의 요구

․내부-개인의 선

지식과 관심사,

대중의 관심 파악

◎ 맥락적 학습

●경로

․사안을 잘 아는 사람

․사안을 드러낼 데이터

◎ 외부와 내부의 교차

․외부-정보 수용

․내부-피드백 및 종합

◎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

◎ 상호작용 기술: 확인,

검증, 이성적․정서적 설

득, 압박 소구

◎ 시행착오 학습

●경로

기사 혹은 방송 리

포트

․내부-물리적, 공

간적 한계

․외부-대중 반응

◎ 전달 지향 학습

●포착 기준

현재적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

맥락적 참신성

개선가능성

●이해 요소

기자 선지식과 네트워크

문제의 복잡성과 난이도

대중의 선지식과 파급력

(이해→분석→재생)

●이해 기준

정확성

입체성(총체성)

구체성

●전달 기준

의미부여

정보의 선별과 우

선순위 지정

자기객관화

효과 및 영향력 극

대화

[표 IV-1] 상호작용 전문성 실천 과정의 단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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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V-1] 상호작용 전문성 신장 모형

상호작용 전문성은 신장 과정에서 상호작용 자체가 매우 능숙한 고맥

락적 수준까지 성장하는 동시에, 그 영역에 대한 지식도 높은 수준을 이

루었다. 여기에서 상호작용 전문성의 창조는 기존 전문가 이론에서의 전

문가의 창조와 다르다. 기존 전문가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상호작용 전문성은 그 수용자인 대중에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

에 전문가와는 다른 전달 과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호

작용 전문성의 결과물은 대중이 발 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중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된다.

상호작용 전문성은 기자가 한 영역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번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때마다 학습과정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기자들은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입문에서 창조의 과정까지 수많은

경험을 거쳐 상호작용 전문성을 키워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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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작용 전문성의 특성

(1) 상호작용 전문성의 특성

(가) 상호주관성 -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은 두 주체 사이, 즉 사람들 간의 공유된

합의나 지식에 대한 합의를 의미한다. 개개인은 개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다분히 공통적인 부분을 지니게

되는데, 이것이 공동의 이해가 상호주관성이다(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김승현, 2014 재인용). Harbermas(2006)은 ‘상호 이해’라는 개념을 통해

상호주관성 개념을 넓혔다. 그는 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상호간의 이해라

는 목적이 내재돼 있다고 보았다.

이 같은 특징에 따라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우에 더 쉽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소통 대상이 기사의 기획 의도나 취지에 공

감하고 자신의 생각과 공통점을 찾아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경

우에는 공감대에 따라 기자와 함께 방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전폭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에 있는 경제 전

문가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많이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사가 나가니까 나도 어 나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어요.(E기자)  

이 같은 공감대가 있을 때는 많은 것들이 물 흐르듯 이루어졌다. 꼭

짚어야 할 문제라는 필요성이 있다고 여길 경우 더 그랬다.

흔쾌히 해줬어요. 금융위원장, 그 당시 내 기억에 금융위원장도 아 이

거는 정말 필요하다. 기사를 보고 사전에 뭐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면

서 금융위원장 인터뷰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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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모색하는 인터뷰를 한 

번 해 달라.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이 흔쾌히 자기가 해주겠다고.(E기자)

대화하면서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이 일치하는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취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자체가 구성적인 측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기존의 전

문성과는 다르게 사람과의 접촉 속에서 구성되고, 이 상호작용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특징을 지닌다.

이 상호주관성은 대화 속에서 나타나게 되며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가

장 큰 요인이 된다. 상호주관성으로 인해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은 매우

구성적인 성격을 띤다. 처음에 계획한 대로 되기보다는 사람들과 뜻을

맞춰가면서 더욱 많은 정보가 올 때가 왕왕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다가, 나중에 끝날 때쯤이 되어서야 사건이 커진 것을 실감하

게 된다.

처음에는 3~4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시리즈에 대한 반응이 오기 시작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제보 아닌 제보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

면서 기사가 계속. 그래서 내 기억에는 끝을 정해놓지 않았던 것 같아

요. 기사를 쓰는 대로 계속 쓰자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8회로 끝난 

거죠. 8회까지 쓴다는 건 아니었어요. (E기자)

처음에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예상을 했던 거 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F기자)

이 상호주관성은 본인의 이해가 분명할 때 더 잘 나타난다. 즉, 어느

정도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고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정해졌을 때 더 잘

나타난다. 일에 있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뚜렷하다면 그와 비

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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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뢰성 - ‘입을 열 때는 대부분 신뢰가 있을 때예요’

신뢰성이란 소통 대상이 화자에게 갖고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 사람에

게 정보를 얻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신뢰성이

었다. 이 신뢰성은 기자에 대한 신뢰이기도 했고, 매체에 대한 신뢰이기

도 했다.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은 정보습득과 함께 탐구의 성격을 띤다. 이는

기자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건을 파헤치고

이 중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

원이 기자의 취재 의도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을 알아주어야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F기자의 경우는 해당 취재원의 입을 열기 위해 명함을 남기고

갔는데, 처음에는 만나주지 않다가 나중에는 F기자의 모습이나 성실한

태도를 높이 샀던 가족들의 설득을 통해 취재원이 입을 열게 된 경우를

인상 깊게 꼽았다.

취재원이 거의 공통적으로 보면 자기 마음의 문을 열 때, 입을 뗄 때는 

마음의 문이 열어야 입을 떼잖아요, 그럴 때는 대부분 신뢰가 있을 때

예요. 매체에 대한 신뢰든, 기자에 대한 신뢰든. (F기자)

여기에는 성실하게 해당 사안을 파헤쳐 가는 기자의 꾸준한 관심을 확

인하고, 마음을 여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그분 얘기를 통해서 많

은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그 분의 부인을 제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 집

에 있는데 없다고 얘기했고 대신 명함을 건네고 갔고, 다시 세월호 사

건 이후에 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선생님한테도 몇 차례 전화를 드렸

는데, 본인은 당연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는데, 제가 명함을 주고 

가고 몇 마디 잠깐 나눴던 것에 대한 신뢰 때문에 저한테 다시 나중에 

전화를 해 오셨어요. 그런 신뢰가 다른 많은 경우에 다른 많은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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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슷한 경험일 것 같아요. (F기자)

이 같이 상대방과 쌓은 신뢰성은 난관을 헤쳐 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신뢰성은 한 순간에 쌓인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되어 쌓였다. 소

통 대상이 해당 기자의 기사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거나, 해당 매체를

지켜보고 좋아했다거나 하는 것이다. 즉 누적 레코드가 있는 경우가 많

았다. 선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뢰가 없었다면 쌓일 수

없는 선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신뢰이기도 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기자. 신뢰할 수 있는 기자. 그래야 정보가 오는 거

다. 또 믿음을 주려면 작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 길게 보고 신뢰를 쌓

는 거다. 장기적 관점. 또 하나, 자기 스스로 솔직해야 한다. 당당해야 

하지.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다른 거 같다. 최선을 다하는 건 나를 정

당화하면서 거짓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나. 솔직하고, 

스스로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C기자)

이런 신뢰는 기자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지만, 매체에 대한 신뢰이기도

했다. 매체에 대한 신뢰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호의를 느끼게 되는 하나

의 원천이기도 했다.

이게 그 감정평가사인데. 이 분이 저희 매체를 좋아했었어요. 저희 매

체의 보도를 오래도록 봐 왔던 분이니까. 아 이 사람들이면 우리 문제

를 이 문제를 팔 수도 있겠고. 이 분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D기자)

이런 신뢰가 기자들에게는 큰 도움으로 다가오고, 이렇게 신뢰를 바탕

으로 얻게 된 정보가 결과적으로는 기사화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신뢰라는 가치가 기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했다.

취재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큰 기사들을 단독을 하고 이런 기사들을 보

면, (...)저는 그 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내용까지 다 받았거든요. 

다 알았거든요. 싹 다 알았거든요. 완벽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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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예측을 했어요. 왜냐, 실시간 보고가 올라가는 걸 다 봤으니까요. 

누가 줬을까? 내부에서 준 거죠. 내부에서 핵심관계자가 준 거죠. 왜 

줬을까?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준 거예요. (...) 국정원 국방부 문건 이

런 거도 준 거죠. 그런 것도 준 거예요. 신뢰. 서로에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참 괜찮은 기자고 이 기사를 올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고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 (D기자)

이 때문에 뛰어난 기자들은 자신을 믿어 주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곧 이

사람이 쓰는 기사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다.

(다) 호혜성(상호성) - ‘그쪽도 좋고. 우리도 좋고’

기자들은 정보를 주고받을 때 상호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정보를 받고, 서로 윈윈하는 것이다. 이를 호혜성(reciprocity)

이라고 한다. 정보를 준 사람이 도움을 주었듯이 기사로 도움을 줄 때도

있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예컨대 B기자는 해양수산부

를 출입하면서 노르웨이 대사를 알게 되었는데, 어쩌다가 알게 된 스웨

덴 대사를 알게 되면서 그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저는 스웨덴에 대해서 목적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 그런데 관계를 유

지시켜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나도 도움을 주는 

거죠. 대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가구기업하고. 그런 와중에 알

게 되는 정보들도 있고.(B기자)

기자들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는

등 그들과 윈윈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했다.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한

사안일 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하는 것이다. 예컨대 H기자 같은 경우는 화재의 원인이나 상황을 분석

하기 위해 소방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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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가 거기에서 화재 나서 그럴 때. 화재 같은 거는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기자가 가도 잘 몰라요. 불났다는 거지. 시커먼데, 이거죠. 어떻

게 하냐면 원인이나 이런 걸 얘기하려면 결국에는 이쪽 감식 분야의 

전문가들을 몰고 가야겠다. 딱 내려갔어요. 팀을 짜 갖고. 그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이게 뭐니 저거고, 아 이거고, 아 잘못됐네, 이렇게. 방화

문이 어떻게 되어 있네. 그걸 그대로 적는 거죠. 취재가 되는 거죠. (H

기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해당 단체가 원하는 관심사를 알게 되고, 필요

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의 기사를 실어 주는

경우도 있었다. 터무니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자들은 도움을 받은 사람

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 H기자의 경우 도움을 받은 소방 전문가들에

게는 숙원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것이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것을 고려한 뒤에 기사로 다루어 주었다.

그 쪽에서는 이게 법제화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간절히 그런 걸 필

요로 하고 있었는데 딱 연락 오니까.(...) 기사를 쓰면서 밑에 하나 써 

주는 거죠. 왜 건축이랑 소방이랑 분리가 안 되고 통합으로 같이 발주

를 하냐. 이것도 화재가 되게 중요한데, 소방장비가 엄청 중요한데 이

러니까 개판 아니냐 이거. 저가로 낙찰되고. 그러지 말고 이거 분리 발

주 하자, 이런 의견도 있다. 아 좋다, 우리도. 그쪽도 좋고 우리도 좋고. 

(H기자)

J기자의 경우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는 연구보고서를 낼 타이밍에

착안해 기사와 함께 내서 영향력을 높여보자는 제안을 했다. 서울시교육

청의 경우에도 이 같은 내용을 대중이 관심을 가지면 좋기 때문에 서로

이익을 보는 것이다 .

서울시교육청에서 연구를 했어요. 노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 학생들이죠. 중고등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인식이 어

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낼 참이었는데, 그 연구 보고서를 



- 158 -

내기 전에 저희랑 같이 그러면 기사랑 같이 얘기를 해서 기사랑 연구 

보고서를 같이 한 번 좀 하면 관심을 더 많이 갖지 않겠느냐 해서. (서

울시교육청에서.) 네네. 저희가 제안을 한 거죠. 제안을 드려서 같이 기

사를 내게 됐고.(J기자)

언론에 기사가 나가는 것은 해당 사람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우

가 있다. 기사가 나감으로 인해 대중에게 홍보 효과가 있고, 그만큼 주목

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를 주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이건 저 개인적인 경우긴 한데, 당에 계신 교육 담당 분이 계세요. 그 

분 통해서 좀 많이 자료를 얻고요. 일단 뭐 늘 항상 연락하고 전화해서 

이런 일이 났는데 뭐 어떠시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 이런 자료가 

있더라 하고 그쪽에서 말씀을 주시면 아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려서 받

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기자들은 또 각자의 취재원들이 있으니까, 친해

져서 친해지면 얘기하고. 처음에는 좀 얘기하면서 정보를 얻고. 저도 

이제 기사를 써서 좀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상부상조하는 거죠.(J기자)

이렇게 기자가 도움을 준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쌓는 데 도움이 되었

다. 이런 도움을 준 기억은 결국 기자에게도, 전문가에게도 도움이 된다.

서로의 윈윈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런 과정은 순환적 과정으로 이루

어지게 된다.

(2) 상호작용 속에서 부딪치는 딜레마

(가) 깊이: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가’

기자가 취재를 열심히 하고 해당 분야에 더 빠져들수록 전문가와 닮아

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대중에게는 어려운 사실을 그대로 어렵

거나 복잡하게 전달하게 된다. 이를 K기자는 ‘매몰’이라고 설명했다. 전

문가 시각으로 ‘치우쳐서’ 대중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 159 -

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딜레마들이다.

취재를 그렇게 많이 하고 꼼꼼하게 할수록 거기에 매몰될 가능성이 커

요. 이게 또 딜레마예요. (전문가 시각에 너무 또 닮아가고.) 그렇죠. 그

쪽으로 확 가요.(K기자) 

그러나 K기자는 대중과 멀어지는 것은 ‘기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기자의 본연이 대중에게 기사를 전해 주기 위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취

재도 잘 하면서, 매몰되지 않는 기자가 ‘에이스 기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또 이게 튼실해질수록 여기랑 또 유리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유리될까봐 이게 튼실하지 못한 거는 기자가 아닌 거죠. 기자의 본연을 

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거를 잘 하는 사람

이 에이스 기자가 되는 거예요. 취재도 잘 하면서도 (전달도 잘 하고.) 

잘 하고. 이격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K기자)

이 같은 거리 지키기는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기 위한 기자 내부

의 다짐이자 내부 성찰이기도 하였다. 전문지식의 깊은 수준까지 들어가

면서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달자의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기자직의 숙명적 딜레마였다.

저희는 딜레마의 연속입니다. 대중성. 전문성. 그리고 또 내 스스로의 

자기객관화. 너무 또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

사의 총체성. 그런 것들을 모두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탐사보도. 

탐사보도는 그냥 보도자료 받아서 그냥 뚝뚝 쓰는 기사가 아니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건데.(K기자)

따라서 어렵게 다룬 기사는 아쉬움이 남고, 쉽게 다루기 위해 노력해

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어렵게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쉽게 받아

들일 수 있게 현실의 예시를 보여주거나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

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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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쉽게 써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500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그런데 사회 문제라는 게 복잡

한 경우는 그냥 보여주기가 어렵고. 그래서 독자들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시리즈 한 꼭지마다 어떤 틀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도록 했어요. 

즉 첫 번째로 하나의 지표에 사례를 보여주고, 두 번째로 지표의 결과

와 그 의미를 밝혀주고, 세 번째로 현실 사례를 보여줬죠. 각 시리즈 

당 몇 개의 기사가 있는데 모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또 평면

보다는 입체적으로 해석되도록 했죠. 분석과 함께 사례를 보여주면서. 

(G기자)

영역을 넘나들면서 매번 해당 영역의 깊숙한 곳까지 빠른 시간 안에

들여다본다는 것은 사실 매우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

이 빠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탐사보도를 한 번 하면 진이 다 빠지거든요. 진이 빠졌을 때 다음 아이

템을 출발할 때,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연구자: 너무 공력이 들기 

때문에.) 예예. 진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다큐멘터리 끝

나고 일주일 정도 미뤄뒀던 휴가를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게 조

직이라는 게 한없이 또 놀게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

떤 몸의 신체의 컨디션이나 에너지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기자로서

의 능력이죠. 또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K기자)

이처럼 치열하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써서 온몸으로 취재를 한 경

우에 소진(번아웃) 증상이 오기도 했다. 특히 G기자의 경우 사회의 비리

를 고발하는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스스로 고발장까지 쓰면서 몸을 던져

취재를 하였다. 그런데도 검찰 조직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것에 실망하면

서, 또 다시 그 영역에 대해 취재하고 기사를 쓰며 소진된 에너지를 다

시 기사를 쓰는 데로 돌리는 치열함을 보이기도 했다.

 내가 이제 너무 번아웃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또 해결이 안 되면 

기사를 써서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직접 고발장을 써가지고 접수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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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싸웠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도 모든 걸 쏟아내면

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허탈하게 그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왔을 때의 그 허탈감. 이번에 ‘통제받지 않은 권력과 

그늘’은 뭐 새롭게 취재했다기보다도 그렇게 내가 검찰들을 우리사회의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얘기하고 해결이 안 돼서 직접고발장까지 쓰고 

두드리고 했는데도 도돌이표뿐이었던 우리 정의의 한 주소. (G기자)

기자들은 이처럼 완성도 있는 하나의 취재를 위해 몸을 던지고, 많은

경우 감정 이입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소진 경험 이후에는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분노를 또 다른 동력으로 삼으며 기사를 다시 쓰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

기도 하였다.

(나) 폭: ‘얼마나 넓게 다룰 것인가’

기자들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곳이 다양해야 사

안을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때때로 핵심 정보를 얻

는 경로가 다양하지 않을 때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과의 친밀

함이 중요해지게 되는 딜레마가 생긴다. 대체로 어떤 단체의 고위직으로

임명된 사람일수록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 정보가 많아진다. 이 때

문에 많은 기자들이 핵심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고위직 정보원을 중요

하게 생각하게 된다. 이들 핵심 정보를 가진 정보원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기자들이 고급 정보를 주는 정보원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정보원과 가깝게 밀착되고, 정보원의 시

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어떤 정보원의 경우 자신

과 자신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정보

를 주는 정보원과 교류하면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정보원에게 맞춰지기

도 한다. 기자들은 이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

어 현실에서는 엄청난 딜레마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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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출입이라든지, 아니면 법조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취재원

하고 친해야만 단독 기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특히 예를 들면 검찰 

기사 같은 경우는 검사들하고 친한, 검사들조차도 친한 기자들한테만 

정보를 주면서 언론을 약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이제 사

실은 확인이 안 되고. 이렇다더라 하고. 이야기만 하는 식이니까 지금 

뭐 검찰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J기자) 

J기자는 이처럼 정보원이 오히려 기자를 이용하는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보았다. 현실의 한계가 주는 상호작용의 한계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이 어떤 특정한 틀에 갇히게 되는 사

태를 경계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확인이 되

지 않지만 검사들이 흘렸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니까. 딜레마인 것 같

아요. 이거를 내가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기사를 쓰고 싶으나. 그렇

지만 그러려면 기사가 안 되는. 기사를 쓸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

아요. 예를 들면 정치부도 여당출입기자는 성향이 친여 성향이 되고. 

야당출입기자는 친야 성향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저널리즘의 측면에 있어서는 딜레마인 부분이. (J기자)

J기자가 지적했듯이 정치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하다. 정치야말로

사람이 주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떤 정보를 접

하게 될지가 어느 정도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 부문 기자들

의 경우에는 더욱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중립

성을 지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쪽 입장을 드는 경우도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로 정치부에서 있어 온 C기자는 이런 현상을 경계하며

기자 스스로 자신을 잘 알고,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판단했다. 준거집단과 너무 자주 접촉하다 보면 자신이 그 곳

에 소속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에서 정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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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두면서도 너무 멀어지지는 않는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

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기자들은 자기가 장관 만나고, 원내대표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니

까 자기가 장관, 국회의원 된 줄 알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의 경계를 혼동하는 거지. 그 경계에서 

기자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하죠.(C기자)

H기자도 정보를 주는 사람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기자의 업무적

특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 정보가 거짓 정보일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제공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기자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밖에 없어

요. 그 정보가 거짓 정보일 수도 있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공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와 취재원은 불가근 불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가까우면 유착되니까.(H기자)

하지만 불가근 불가원 원칙이 현실 속에서 지켜지기 어렵기에 여러 사

람을 만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열린 태도가 중요해진

다. H기자는 이 같은 유착을 경계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사

람의 말을 들어보고, 열려 있고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

그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딱 지켜집니까, 그게. 그러면 그건 다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돼. 다른 사람들 얘기를. 이 사람 

얘기가 100% 맞다고 생각 안 하고 항상 의심하고 이게 100% 맞다고 

믿지 말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 여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준 정보에 해당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봐야 하고. 들어 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얘기만 가지

고 기사 쓰면 가장 위험한 거고. 이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로 쓰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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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부지런해야 하는 거죠 기자가.(H기자)

이 때문에 비록 핵심정보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

도 허락하는 한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의 이야

기를 들어 보는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최대

한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했다.

(다) 방향: ‘어떻게 볼 것인가’

매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어떤 기사를 써내야 할지, 어떤 방향의 기사

를 만들어내어야 할지는 기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고민이다. 이는

기자가 가진 정체성이나 가치관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그들이 쓰고자 하

는 기사가 그들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자들은 주로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기사를 좋은 기사라고 생각

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는 사회의 흐름을 바꾸거나,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기사이다. 기자의 사회 속에서의

정체성에 관련되기도 했다. 기자로서 사회의 방향을 이끌어 가거나, 사회

를 바꾸기 위해 좋은 기사를 써야 한다고 보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사

회(대중)과 자신의 연결성 측면에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사회에 방향을 던져주는 기사들. 우리가 혜안을 던져 주는 거 있잖아

요. 데일리하게 쓰는 건 데일리하게 쓰더라도 심금을 울려주는 기사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조타 역할을 해야 하

는 거지. (B기자)

궁극적으로 기자가 기사를 쓰는 이유는 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쓴

다. 기사는 세상을 바꾸는 도구에 불과하다. 예술품이 아니다. 때로는 

약간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 타이밍을 위

해서 때로는 있어야 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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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가 더 필요할 때도 있고.(...)좋은 기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사

회를 한 발 더 좋은 사회로 그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 되

는 기사가 좋은 기사다.(G기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 그런 기

사가 될 수 없죠. 모든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쓸 수도 없고. 모든 기자

가 그런 기자가 돼야 하는 것도 아닌데, 궁극적인 좋은 기사라는 건 세

상을 바꾸는 기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최순실 게이트는 그런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물과 대상과 현상의 이면을 드러내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기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F기자)

어떤, 세상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공익성이 있잖아요.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저는 성장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돌이켜 봤을 때 좀 혼자서 많이 한 생각 중 하나가 나는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

지고 있는 것들 중에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I기

자)

어떤 기자들은 시대상을 반영하여 좋은 기자란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

는 기사, 혹은 정보를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대중의 측면에서 대중이 원하는 기사와 자신의 기사를 조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맞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했

다. 이 역시 대중과의 연결성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사, 그리고 대중에게 질 좋은 정보를 제

공하는 기사이다.

좋은 기사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는 기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에 많은 사람들이 연예, 스포츠처럼 가십성을 제외를 하면, 나머지 부

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읽도록 보도하는 기사가 좋

은 기사인 것 같고. 좋은 기자는 (그런)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겠죠. (J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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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사의 모습과 기자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가치관을 형성해갔다. 이 와중에 대중이 원하는 걸 택해야 할지, 자신이

원하는 기사를 써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물론, 좋은 결론은 자신

이 원하는 기사이기도 하면서 대중이 원하는 기사인 것이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대중이 알고 싶은 걸 설명해줘야 하는

지. 대중이 알아야 하는 걸 설명해줘야 하는지. 결론적으로는 둘 다라

고 보거든요. 비중의 문제인 거죠. 이 기사의 경우 대중이 알아야 할 

기사냐? 알고 싶은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고 싶은 기사는 아니

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중이 궁금해 하는 걸 충분히 만족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대중이 알아야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필요하

다.(D기자)

대중에게 잘 읽히기 위해 대중이 궁금해 하고 원하는 기사를 써야 하

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이 다루고 싶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써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기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시대의 맥락을 살펴보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독점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찾아내 알리는 것이 중요했다면, 현재는

정부가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민원을 개인이 직접 제

기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정보가 넘쳐나고 정보에 대한 개개인의 해

석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기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그들이 세상을 사는 데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이를 환기하는 역할을 기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지금은 오히려 역설적이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요. 정보가 넘쳐나

는 시댄데 이 시대의 유능한 기자하고 훌륭한 기자라고 하면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정보 독점 시대에는 독점적인 정보를 빼 오는 시대인데 

정보를 일반인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하면, 요즘 같이 정보

가 범람하는 시대에는, (...)정보의 옥석을 가려 주는. 이거는 좋은 정보, 

이거는 나쁜 정보. 그거를 누가 해야 되냐 하면 기자가 해야 된다. 기

자의 역할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E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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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범람하는 시대가 오면서 어려운 기사보다도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자가 쉽게 설명해 줘야 하는 역할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자신이 모르는 사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이는 정보를 선택하는 기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시대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사는 쉬

워야 돼요. 왜냐면 다 바쁘게 사는 이기적인 자아들이거든요. 이 분야

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오래 여지를 두고, 제한돼 있거든

요. 나의 물리적인, 심리적인, 경제적인 재화가 제한돼 있으면, 오래 보

면 예쁘죠. 오래 보면 이해가 되죠. 오래 보면 알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휙, 휙, 휙 날라가는 것도 짧은 시간 안에 습득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거든요. (D기자)

이 때문에 대중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을 놓치지 않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는 기자의 부지런함이나 열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사회적으

로 중요한 문제를 대중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판단하며, 현실 속에서 좋은 보도를 하기 위해 꾸

준히 노력하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준비된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사명감은 항상 시간에 쫓기며 촉각을 다투며, 항상 새로운

사건을 깊숙한 곳까지 쫓으며, 무거운 사안을 대하는 만큼 때로는 비난

에 직면해야 하는 기자의 직업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기자라는 직업이 쉽지는 않아요. 너무 어려운 일

이에요. 어려운 직업이에요. 자기를 계속 태워야 하는 직업이니까 어려

운 직업이에요. 뭔가 좀 근거가 있어야 해요. 자기가 이 직업을 하는 

데 대해서. 생활인으로서의 직업이라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버티거든. 그거를, 일단은 이제 이거는 지

금의 기자의 역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석을 가리고 이게 왜 중요한

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역할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을 하는 거죠.(E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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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이런 직업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만

근무한다는 생각보다는, 직업과 자신을 일치시켜 항상 꾸준히 더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계속. 관심 갖고. 사실 이게 직장인들처럼 근무시간에서만 해선 안 되

고. 기사 쓰고 딱 퇴근시간 되면 퇴근하고 이런 구조로는 안 되는 거잖

아. 그 외의 노력을 해야 하는 거거든. 새벽에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체

킹해 보고 마와리 돌아보고 주말에도 가보고 저녁에 남아서 해 보고 

이렇게 해야지 나오는 거거든. 직장인들처럼 하면 하루하루 보내는 거

지. 개인 시간이 없잖아. (A기자)

사회에서 중요한 책무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은 매번 새

롭게 부딪치는 문제, 즉 많은 이해관계자가 연결돼 있고, 때로는 누군가

에게 아픔을 주거나 피해자를 만들기도 하고, 사회에 큰 임팩트를 던져

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자들에게 지치고 힘에 부치는 직업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지속성을 주는 원동력이었다.

D기자는 어떤 문제가 밝혀짐으로써 사회에 오는 파장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보았다. 우리가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을 감

수하고 MRI를 찍는 것처럼, 더 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는 설명이다.

 수술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열어야 하잖아요. 그건 회수가 되거

든. 그건 미분값이거든요. 마이너스로 가는 값이거든. 차수가 2차에서 1

차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적분을 하면 다시 올라가잖아요. 미분과 

적분의 차이라면, 미분은 방법론적으로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

나 이건 결국 적분을 하기 위해서지. 쌓아가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

도 열어야지 이걸 뜯고 하는 거는 어쩌겠냐고. 엑스레이 찍고 엠알아이 

찍고 하는 거는 피폭되는 거잖아. 피폭되는 걸 감수하더라도 찍어야 하

는 이유는 더 큰 데를 보기 위해서인 거죠. 그걸 병행할 수 있어야지 

동력이 되더라고요.(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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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자들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였다. 자기희생을 통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를 고

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기자들이 일상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버팀목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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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자의 상호작용 전문성의 학습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상호작용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상호작용 전문성을 갖춘 인재

를 육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자 전문성

은 어떻게 신장되는가? 둘째, 기자 전문성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이

두 가지 연구문제는 기자의 일에서 상호작용 전문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실천되며, 그 과정의 특성은 무엇인지로 관련된다.

연구 결과, 먼저, 기자들의 상호작용 전문성 실천은 그 영역에 종사하

지 않는 기자가 해당 영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영

역과 관계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얻어졌다. 또 자료를 건네주

거나, 핵심 정보를 말해주거나, 정보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해 주고, 방

향성을 제시해 주는 주체는 모두 사람이었다.

기자 상호작용 전문성의 실천 과정은 ‘문제의식 포착’, ‘사실 이해’, ‘대

중 전달’이라는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되었다. 문제의식 포착 단계는 외

부에서의 자극과 내부에서의 자극으로 나뉘는데, 기자들은 외부에서 제

보자에게 제보를 받거나, 영역에 종사하거나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우연히 얻은 힌트들을 구체화하거나, 사회가 급격히 변하는 변곡점을 느

끼고 연관된 사건을 조명하였다. 또는 기자 내부에서 온 자극은 기자 자

신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관심사를 확장하고 탐구하는 경우였다. 포착

의 기준은 현재적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 맥락적 참신성과 함께 사회의

개선가능성이 있었다.

사실 이해의 단계에서는 사실을 습득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영역

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 핵심 정보를 얻었다. 즉 핵심 정

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 사람을 만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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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받거나, 자료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

해 알게 됨으로써 해당 영역에 대한 파악을 빠르게 했다. 학습의 수준은

‘전문가와 얘기가 될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여 ‘궁금증을 풀 수준’으로 올

라가고, 결국에는 ‘전문가에 가까운 수준’으로까지 올라갔다.

또 기자들은 문제의 고유한 속성을 파악하고, 해당 문제를 풀어내고

입증하기 위한 방법론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해당 문제에 맞는 방법론은

문제마다 달랐다. 문제가 겉으로 보아서는 잘 보이지 않고 파악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대상의 변화 추이를 길게 잡아 살펴보기도 하고, 대상의

수를 어떤 새로운 지표로 분석함으로써 현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포착과 이해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결과물을 얻은 다음에는 대중에

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다. 기자들은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많이 알

아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달할 때 우선 대중의 선지식 수준을 반영

했다. 또 기자들은 기사가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 자신이 얻은 많은 정보를 모두 기사에 쏟아내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위계를 세워 전달하는 기준을 세웠다. 대중이 관심을

가지도록 기사의 효과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스토리텔링이나 서사 기

법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거나,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여 논

리를 뒷받침했다. 대중에게 제보가 지속되거나 반응이 뜨거운 경우 연재

를 이어나가며 기사의 영향력을 높이기도 했다. 사실 이해의 기준은 사

실의 정확성과 총체성, 구체성이었다. 즉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 사실을 단편적이기보다는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했는지, 또 구

체적 사례들과 상황 맥락을 통해 이해했는지 여부였다.

다음으로, 상호작용 전문성의 특성으로는 상호주관성과 신뢰성, 호혜성

이 밝혀졌다. 첫째로 상호주관성이란 개별 의견 가운데 공감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로 신뢰성이란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일이며, 셋째

로 호혜성이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겪는 기자의

딜레마는 주로 어느 수준까지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의 고민, 얼

마나 넓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폭의 고민, 어디에 중점을 두고 다루

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의 고민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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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Collins &

Evans(2004)의 논문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상호작용 매커니즘에 대

한 규명이다. 기자들은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다. 주로 정보를 받아 기사화하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

게 접촉하였다. 이는 정보탐색과 탐구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상호작용양상은 단순히 정보의 탐색만으로 가능한, 평이한 성격의 것

만은 아니며 정보의 습득과 설득, 협상이 혼재되어 있으며 매우 복잡하

고 혼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실천 맥락에서의 상호작용

에서는 상호작용이 역동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상호작용은 때로는 정보를 더 주기를 원하는 편과 원하지 않는 쪽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설명되는 협상의 과정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관점의

충돌이나 정보 주기를 원치 않는 측의 위협적 소구로 인한 갈등이나 논

쟁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Lewicki(1985)에서 밝힌 것처럼 기자가 학습

(learning)과 협상(negotiation)을 통해 실시된 것을 밝힌 것과 일맥상통

한다. 이는 기자의 실제 일의 과정에서 기자들이 ‘끈기’나 ‘열정’ 같은 태

도가 중요하다고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실제 연구에서는 협상보다

는 설득(persuasion)의 전략이 더 나타났다. 기자들이 핵심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많은 경우는 주지 않으려 했기에 정보원을 설득

해야 했다. 이처럼 실제 기자의 일에서의 상호작용의 설득 전략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맥락에 맞게 사용되었다. 특히 설득 중에서도 정서적 설

득과 논리적 설득이 주를 이루었다.

설득의 과정에서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은 큰 영향을 주었다. 기자들은

이 신뢰를 쌓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설득하고, 솔직하게

다가가는 등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취재원과의 신뢰성

을 강조한 기존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Manning, 2001; Levi, 2001). 신

뢰의 형성은 관계 자체의 근원을 구성하였다. 이 신뢰가 없을 경우 정보

가 차단되거나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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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신뢰를 쌓은 기자일수록 취재가 더 쉬워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는 인터뷰에서의 ‘라포 형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본 연구

에서는 신뢰성과 함께 상호주관성, 호혜성의 특성도 발견하여 기존 연구

를 보완하였다.

둘째로 상호작용은 해당 영역의 전문지식 여부와 영역의 난이도에 따

라 상호작용의 대상에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기자들은

의학이나 과학, 법학 등 전문지식을 가져야만 하는 영역에서는 전문가

의존도가 높아졌다. 학습에 대한 요구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또 한문

등을 다루어야 하는 역사, 다양한 외국어를 주로 다루는 외교 등의 영역

에서도 전문가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는 어느 정도 영역의 특성에 따라

맞는 방식이 다르다는 기존의 전문가 연구와 통한다(오헌석, 2007). 상호

작용은 기자에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지식의 영역일수록, 또 영역 지식을

높은 수준으로 갖출수록 점차 조사와 연구의 성격을 띠는 탐구적 모습으

로 나타나기도 했다. 해당 분야의 근거를 찾고 생각의 폭을 더 확장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제보에 따라 사실의 확인으로서 고발을 위주로 하는

고발취재에는 상대적으로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특징을 보였다. 어떤 문

제적인 상황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만 하면 되는 방식이었다. 잠

입 취재나 실제 현장 방문 점검 등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문제의 성격

이 풀어나가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 명백함을 알 수 있다.

셋째로 기자들은 시간의 한계에 따라 경험적으로 빠르게 학습하고 빠

르게 일하는 방식이 내면화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접하는 상황

과 정보를 신속하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능력인 학습민첩성이 발휘되었다

(류혜현 외, 2016). 학습민첩성의 하위구인으로서 핵심 정보를 가진 사람

을 빠르게 찾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대인민첩성,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는 사고민첩성, 새로운 상황이나 도전을 받아들이며 새

로운 스킬을 배우는 데 적극적인 변화민첩성의 특징이 나타났다

(Lombardo & Echinger, 2000). 이는 더 이상 속보성 기사를 쓰지 않아

도 되는 중간 연차의 경우가 되어서야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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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을 보이기도 했다.

넷째로 기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존 선경험을 가지고 있어 새로

운 영역에 도움이 되었다. 이는 경험을 통한 학습(Lombardo &

Echinger, 2000; McCall & Lombardo, 1983)이며, 학습 전이의 개념과도

연결된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자들은 이미 수년간의 경험으로 상

호작용의 매커니즘과 실천 과정에 대해 이미 자동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폭넓은 식견이 개개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화이트

칼라의 범죄 패턴은 어떠한지, 정부가 정책 방향의 허점은 대개 이런 방

향이기 때문에 어떤 면을 조명하면 새로운 접근이 나오는지, 또는 계절

적으로 이맘때쯤 주목되어야 하는 기사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패턴이

다. 이는 적절한 지침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이 전이된다는 기존의 연구

(Holyoak, 1991; Scardamalia & Bereiter, 1991)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마다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는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는 제너럴리스트로의 기자를 분석하여 이 같

은 경험적 판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3.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기자의 상호작용 전문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호작용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이해를 제시하였다. 특히

상호작용 전문성을 대표적인 사회과학적 직업군인 기자직군을 통해 살펴

보았다. 이에 따라 추상적 개념으로 제시되어 왔던 상호작용 전문성을

실제적 개념으로 전환시켰다.

둘째, 상호작용 전문성의 실천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상호작용 전문성

이론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의 수준이

점차 높아진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하였다. 또 문제의 복잡성 수준

(난이도)에 따라 기자들이 사실을 드러내고 방법론을 찾는 방식이 다르

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에 따라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과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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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문제해결의 방식을 보여주었다.

셋째, 각 과정별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탐색해 포착 기준, 학습 수준,

전달 기준을 제시하여 상호작용 전문성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사점

을 제공하였다. 특히 기존의 전문성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 양상을

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상호작용 과정의 속성인 상호주관성, 신뢰성, 호혜성의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 같은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생기

는 이점과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또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상호작용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

한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호작용 전문성의 실천 과정과 그 속성을 알고 이를 지속적으

로 내면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기존 전문성과 달리 상호작용 전문성은

다년간의 경험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음에도 어떤 주제를 착안할 때마다

그 영역을 파악하는 학습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상호작용

학습은 그 영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배우며, 이는

전문성 실천 과정 전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상호작용 학습은 매우 빠

르고 효과적이다. 그런데 상호작용 학습의 전제 조건은 전문가와 대화할

정도로까지 지식의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경로를

통해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상호작용 학습

은 완전한 사실에 대한 담보가 아니므로 사실에 대한 크로스 체크와 사

실 검증 등이 필요하다.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스

스로 열려 있고,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고와 태도가 중요하다. 이 같은 상

호작용 학습의 속성을 알고 있다면 양질의 결과물을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상호작용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에 임하여야 한다.

기존 전문성과 달리 상호작용의 특성은 상호주관성, 신뢰성, 호혜성을 기

반으로 하고 있다. 상호주관성을 통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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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을 통해서는 스스로가 믿음을 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신뢰라는 자산을 통해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지닌다. 또 호혜성을 통해 자신의 이득만이 아니라 다

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생각하고, 이를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 같은 상호작용의 특성에 대한 이

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이를 고

려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단선적인 수준에서 끝나 버리

는 우를 범하게 된다.

셋째, 수용자 민감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 상호작용 학습의 목적은 수

용자 전달에 있다. 이 때문에 수용자가 어떤 것을 알고 싶어하는지에 대

한 관심을 꾸준히 지속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전달의 수준을 조절한다. 수용자가 당장 관심이

없더라도 수용자에게 꼭 알려주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내

용의 의미를 이해시켜야 하며,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내용을 조직하고 배치한다. 이 때 이해도와 설득력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수용자의 눈에 띄고 흥미를 갖도록 영향력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한다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상호작용 전문성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천 과정을 다루었기 때문에 상호작용 전문성이 형성되

어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다면 기자들의 상호작용 경험의 특성과

맥락을 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상호작용 전문성이 발현되는 다른 직업군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기자라는 직업적 맥락에서만 발현되는 특성이 있을 것이므로 분야

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다른 분야에서 적용된다면 더욱 흥미로운 결

과를 보일 수 있으며, 상호작용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제고될 수 있다.

셋째로, 이번 연구는 상호작용 전문성이 높은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기여적 전문성과 상호작용 전문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면 두 전문성의 차이를 확연히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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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전문성은 모든 양상이 단일하게 나타나는 정형화된 방식이

아니라 문제별로, 상황별로 자유도가 높은 하나의 틀이라는 것이 분명하

다. 상호작용 전문성이 높은 기자들은 작은 힌트를 놓치지 않고 중요한

기사로 연결시키며, 꾸준한 학습을 바탕으로 영역 지식을 쌓고, 정보를

확인하며 검증하여 자신의 수준을 높여 가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대중에게 알리고 싶은 문제라는 판단으로

처음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상호작용을 통해 답을 구해 가는 이 같은 기

자의 숨겨진 노고를 알린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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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면담 질문지

구분 면담질문

라포 형성
1. 인사 및 자기소개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에 대한 설명

면담 안내

1. 면담의 목적: 연구 수행의 목적임을 밝힘

2. 면담 산출물의 사용용도 설명

3. 녹음 동의 요청(민감한 부분 녹음 중단 가능 안내)

4. 연구 참여자의 정보보호 안내

5. 연구 참여 동의서 서명 안내

기사

구상과

계기

○ 쓰신 기사는 무엇에 대한 기사입니까?

○ 기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고, 어떻게 구체화시

키셨습니까?

○ 취재에 착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처음 취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영역지식

습득

○이 기사를 쓰기 위해 꼭 알아야 했던 사실들이나 배경지식

(사실관계, 자료, 이해관계자, 전문가)이 있다면 무엇이었습

니까?

○ 사실들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들이셨나요? 그 와중에 힘

들었던 점이나 장애물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이 과정을 통해 배경지식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고 생각하시나요? 습득에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

으신가요?

상호작용

과정과

특징

○이 기사를 위해 만날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셨고 어떤 목적으

로, 어떤 노력을 통해 만나셨습니까?(전문가 포함)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 중에는 누가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

까?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과의 대화가 잘 되었던 때를 회상하

신다면 어떤 때였습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었다면 어떤 때

였고, 극복하기 위해 취하셨던 방법이 있습니까?

○다양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끌어내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

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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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진행 과정에서 기존에 세운 취재 목표나 방식, 관점이

수정되었습니까? 취재 과정에서 기자 내부/외부에서의 피드

백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대중

전달

○이 기사의 도입과 중반부, 결말부를 이렇게 구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의 구상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달라졌습니

까?

○이 기사에는 만난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녹아 있습니까?

○이 기사를 접할 대중을 위해 특별히 고려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전문가 시각과 대중 시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

기사에는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기사의 이해도나 구체성,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있다

면 무엇입니까?

○기사 안에 현재의 사회상과 시대상,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기사 안에 내부/외부의 영향이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좋은

기사의

의미

○좋은 기사란 어떤 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수한 기자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덕목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생활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이고, 지향점이나 목표가 있

다면 무엇입니까?

○기자의 전문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 협조

사항

1. 인터뷰 관련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2. 오늘 하신 말씀과 관련해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알

려 주십시오.

3.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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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al expertise is expertise that involves learning from

people in a particular area, quickly learning information, sometimes

negotiating and conflicting, and ultimately reaching a level of

comprehension similar to that of an expert without being involved in

that area. In this study, the journalist was selected as a

representative occupational group with interactional expertise, and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journalist how to learn key facts

quickly and reach the professional level by examining journalists'

interaction method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journalists'

interaction professional practice was obtained by interacting with

people who are related to most of the domains in the process of

acquiring knowledge about the domains. Despite many yea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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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as a journalist, moving from one area to another, changing

sub topics, learning new facts, understanding all aspects of the facts,

and adapting flexibly were distinguishing from expertise of existing

concepts. They met people who handed the data, told the key

information, or confirm and verify the information. Journalists asked

questions to learn key information in the context of interactions, and

then asked additional questions in response to constructing knowledge

about the issue through experiences where different perspectives and

thoughts met and rapidly increasing the level of conversation.

The practice of journalist interaction expertise was divided into

three phases: 'capturing problem awareness', 'understanding facts'

and 'public interaction'. The problem-consciousness capture phase is

divided into external and internal stimuli. journalists are informed by

informants from outside, embodied hints from accidents or meetings

with people in the field, or felt the inflection point of society

changing rapidly. Or, the stimulus from inside journalists were the

case that they focused on expanding and exploring their own unique

interests. The criteria for capture were the potential for social

improvement, with current importance, social significance and

contextual novelty.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facts, in the process of

acquiring and confirming the facts, he went to the “person who

knows well” about the area and obtained key information. The

journalists learned about the domain, understood the terminology used

in the domain, and learned how to access the material, as well as the

main facts and overall culture of the domain. In the conversation,

journalists deliberately screened out key words in the area. By

meeting the person, listening to a description of the area, receiving

data, or learning how to access the material, he quickly identifi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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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Since then, it has grown rapidly through the learning cycle,

where it is checked by a third party to verify that the contents are

correct or by searching for and verifying the data on their own and

finding someone to give them additi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ir

increased level of understanding. The level of learning began with

"the level with which to talk to an expert", went up to "the level of

answer the question," and eventually increased to the level of A level

close to the expert."

Journalists also took a methodology to identify the inherent nature

of the problem and to solve and prove the problem. Journalists had to

think hard about the right way to reveal their problem. When the

complexity of the problem reaches a high level, the problem is less

visible. Journalists choose various methodologies such as analyzing

trends of an object according to time series, analyzing various data

as one indicator, and selecting and arranging only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issue that want to know from various data.

Through capture and understanding, the results of the matter were

then interpreted for delivery to the audience. Compared to experts,

who only need to be recognized by the same experts, journalists

wanted to be recognized by the audience. therefore, even if individual

journalists knew the terminology and knowledge enough to talk in a

group of experts, they had to have translation skills so that they

could be easily understood and understood by legitimate audience

interested in this issue.

At the phase of audience interaction, journalists first focused on

convincing the meaning of their problem consciousness. In order to

improve the public's understanding, the core contents were selected

and hierarchical, and these were conveyed in simple and easy

sentences. In order to increase the power of persuasion, the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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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techniques, related cases, or related statistics to support the

logic.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audience, articles that interest the

public have increased influence. The criteria for understanding the

facts were the accuracy, totality and concreteness of the facts. In

other words, whether they understood the fact correctly, understood it

in various dimensions, and through specific cases and contexts.

Next, the traits of interaction expertise included mutual subjectivity,

reliability, and reciprocity. First, mutual subjectivity is to identify the

sympathetic part of individual opinions, and secondly, reliability is to

build mutual trust, and third, there is a mutually beneficial

characteristic of mutual support. The journalist's dilemma in this

process was mainly about the depth of what to deal with, the

breadth of how wide to deal with, and the directionality of where to

focus on.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it proposed a new

conceptual understanding of interactional expertise, which is of

increasing importance in modern society. Secondly, by expanding the

practice of interactional expertise, the theory of interactional expertise

was expanded. Third, capture criteria, understanding levels, and

delivery criteria were presented for each process. Third, it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mutual subjectivity, credibility, and reciprocity,

which are characteristics that can be obtain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in the interaction proces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fostering human resources with

existing interactional expertise.

keywords: journalist, expertise, interactional expertise,

interaction expertise process, interactional expertise tr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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