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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공영방송 뉴스의 공정성이 위기를 맞고 있는 배경 

가운데 보도국 소속 기자들의 정파적 분열이 자리하고 있다는 가설 아래,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하여 방송사 

구성원들의 정파적 분열이 어떤 형태로 구조화돼 발현하고 있는지 

대통령 임기 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방송 뉴스와 관련한 

대부분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보도국 내 편집회의 소속 간부급 

구성원들로 삼았으며, 이들의 5가지 연결 관계 데이터(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를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6년간에 걸쳐 파악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가운데 중심구조분석(Centrality Structure Analysis)과 

응집구조분석(Cohesion Structure Analysis)을 적용하였는데, 대통령 

임기에 따른 시계열적 분석을 위해서는 집중도 지표(centralization 

index)와 밀도(density)를 계산해 연계 분석하였고, 연도별 편집회의의 

지배적 하부 그룹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을 시도한 

뒤 그 결과를 교차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정함으로써 지배적 하부 

그룹을 나누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사회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넷마이너(NetMiner) 4.4 버전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노무현 정부 기간 보도국 편집회의의 지배적 하부 

그룹은 출신 고교로는 호남과 수도권, 출신 대학으로는 서울대와 고려대, 

대학 전공으로는 어문학과 사회과학 및 경영/경제, 입사 경로로는 공채, 

소속 노조로는 무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기간 

보도국 편집회의는 집권 초기에 비하여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편집회의 

내에서 지배적 하부 그룹의 영향력이 더 커져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기간 보도국 편집회의의 지배적 하부 그룹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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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로는 수도권과 영남, 출신 대학으로는 서울대, 대학 전공으로는 

어문학과 사회과학 및 순수인문학, 입사 경로로는 공채, 소속 노조로는 

무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기간은 같은 기간이더라도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노무현 정부 기간에 비해 지배적 하부 

그룹의 영향력은 약화됐지만 반대로 편집회의 구성원들은 다양성을 

잃으며 비교적 동질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졌다. 반면, 같은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서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다시 집중도 

지표가 높아지면서 편집회의 내 지배적 하부 그룹의 영향력이 

강화되는데 특히 영남 출신이면서 순수인문학과 사회과학 전공자, 공채 

출신들의 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2012년 

MBC에서 있었던 170일간의 장기 파업을 거치면서 보도국 편집회의 내 

지배적 하부 그룹이 더욱 강하게 응집돼 형성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 기간에는 지배적 하부 그룹이 그 세력을 더욱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데, 출신 고교로는 영남, 출신 대학으로는 

서울대와 고려대, 대학 전공으로는 어문학과 법학, 입사 경로로는 경력, 

소속 노조로는 무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는 집중도 

지표와 밀도가 동시에 상승해 편집회의 구성원들이 비슷한 배경과 

성향을 갖는 사람들로 형성됨과 동시에 소수의 지배적 하위 그룹이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도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지배적 하부 그룹이 어떤 요인에 의해 

구분되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속 노조에 따른 정치적 관계, 

출신 고교에 따른 지연 요인, 입사 경로를 통한 관계 요인이 하부 

그룹을 구분 짓는 주요 요인이자 정파적 갈등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출신 대학에 따른 학연 요인이나 대학 전공에 따른 전문성 요인은 

보도국 편집회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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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공영방송 뉴스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공영방송의 

보도 내용이 불공정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점점 

커져갔고, 국내 양대 공영방송사인 MBC와 KBS는 수차례 장기 파업을 

이어가며 사측과 대립하기도 했다. MBC의 경우 2011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극심한 노사 대립으로 대표되는 내부 갈등을 겪어 

왔는데, 이 기간 동안 전국언론노조 산하 MBC 지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방송 뉴스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비판하며 방송사 경영진과 보도국 간부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했지만, 당시 방송사 경영진과 보도국 간부들은 그동안 

방송된 뉴스가 공정하고 중립적이었다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피력하며 

기존의 보도 행태를 지속시켜 나갔다. 결국 이같은 대립과 갈등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170일에 걸친 방송 역사 상 최장기 파업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 논문은 이처럼 같은 방송 뉴스를 두고 같은 보도국 내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상반되는 입장 차이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방송 뉴스의 방향과 이슈 선정, 개별 

아이템(꼭지) 선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사회연결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해보고, 여러 

요인이 작용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편집회의 사회연결망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보도국 안에서 편집회의는 실제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다양한 종류의 뉴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작할지, 어떻게 편성할지, 또 

어떤 형식(포맷)으로 방송할 지 등 전반적인 세부 결정 사항에 대해 



２ 

 

가장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통상 구성원은 보도국장을 중심으로 

한 부장급 이상 보직 간부 20여명 안팎으로 이뤄지는데, 매일 최소한 

2차례 정도 회의를 연다. 특히, 매일 방송되는 방송 뉴스 아이템에 대한 

취사 선택은 물론 장기 의제 설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심층 취재 여부 

등 사실상 뉴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보도국 

편집회의에 대한 사회연결망을 분석함으로써 편집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관계를 기반으로 연결돼 구조화돼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뉴스 생산 

과정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의 배경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지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뉴스 생산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부적인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향후 공영방송 뉴스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 뉴스에 영향을 미치는 

공영방송 의사결정조직 내부의 요인을 어떻게 제도적 측면이나 운영 

측면으로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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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 논문에서는 공영방송 보도 기능의 공정성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의 배경에 보도국 내부의 정파적 분열이 자리하고 있다는 가설을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보도국 편집회의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들 속에서 지배적 관계가 어떤 특성으로 

표출되는지 알아보고, 이 관계의 특성이 어떤 정부 하에서 혹은 어떤 

사장의 임기에 따라 달리 표출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사회연결망을 분석함으로써 시기별 

편집회의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특정 시기의 뉴스가 어떠한 

배경을 지닌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생산되고 제작돼 왔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도별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네트워크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그 시기 생산되는 뉴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도국 내부에 내재돼있는 갈등 요소를 파악하는 데에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네트워크의 특징을 파악해 

다른 시기 편집회의 네트워크와 비교해볼 수 있고, 이 같은 비교를 통해 

특정 시기 보도국 내 의사결정이 어떤 지배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 알아볼 수 있다. 이같은 연구는 뉴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놓고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과 논쟁 속에서 갈등의 배경이 되는 

근본적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이런 갈등과 대립을 지양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 연결망 분석 (SNA)’은 기존의 통계적 분석이 분석 대상이 

되는 사회적 개체(사람이나 조직)의 개별 데이터 속성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개체들이 이루는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파악해 

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계량적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문화방송 뉴스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보도국 소속 

기자들을 개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내부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보도국에서 핵심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이다. 

연구 범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6년에 걸쳐 문화방송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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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에 따라 달라진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이다. 인사 발령에 따른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발간되는 ‘MBC 

연감’을 활용하였다. 통상 문화방송 내 인사 발령은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시행되긴 하지만 내부 필요에 따라 부정기 인사 발령도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인 ‘MBC 연감’의 인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MBC 연감은 해당 년도의 전년도 하반기 인사를 반영하고 

있는데 자료 조사 시점에 2018년도 연감까지 발행된 상태여서 일단 

2017년도 인사까지만 반영하였다.1)  

 

 

 

 

 

 

 

  

                                            
1) 2017년 인사의 경우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같은 해 5월 9일 대선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연속

성을 고려해 상반기 인사까지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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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제 1 절  사회연결망 분석 이론의 배경과 개념 
 

 

정정길(2016)은 일반 시민과 정책 참여자들 간에 의사전달을 

담당하는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 매체들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혈액과 

같은 존재라고 정의하였다. 국민과 의회,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 등 

헌법기관에서 각종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여 원활한 정치와 정책 과정이 

이뤄지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정책의제를 어떻게 

다루고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언론 매체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슈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강력한 프레임(framing)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정길(2016)은 언론 매체가 정책의제설정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정책 평가와 환류의 전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 매체가 

뉴스 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배경에 어떤 

구조적 특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정책학의 시각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연결망 이론은 관계적 인간관에 입각해 인간 행위와 사회 

구조의 효과를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사회연결망 분석의 특성은 일정한 

사람들 사이의 특정한 연계(linkages) 전체의 특성으로 연계에 포함된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려는 시도’이다(김용학, 2004). 특히 

대부분의 연결망에는 같은 속성을 갖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연결망 이론에서는 ‘유유상종(homophily)’ 

이라고 한다. 유유상종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한데, 

동질적 집단보다 이질적 집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질적 

집단을 상대적으로 차별함으로써 효율적 정보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차별의 효율성’ 이론, 또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과 경쟁하기 

위해 자신들끼리 뭉치고 다른 집단을 차별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버트의 정당성과 경쟁이론’ 등이 있다(김용학, 2004). 
 이런 사회연결망 속에서 개인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되는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나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화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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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한 개체(구성원)가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자 힘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본이어서, 개인적인 인적 자본과는 다르다. 사회적 자본에는 정보, 

아이디어, 사업기획, 돈, 영향력, 감정적 지원, 신뢰, 협력 등이 

포함된다(손동원, 2002). 결국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구성원들은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 속에서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며, 

네트워크 안에서 유유상종하면서 또다른 하부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집단을 차별하면서 네트워크 내외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연결망 이론을 적용하여 공영방송에서 뉴스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보도국 편집회의라는 조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도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관계를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의 관계가 유유상종을 통해 어떻게 응집된 구조로 

나타나 결국 편집회의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의 중심구조(Centrality 

Structure)를 분석하고, 하위집단을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응집구조(Cohesion Structure)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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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 연구와 논의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 조직의 특성을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조명하려는 노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하게 시도되어 왔다. 특히, 

사회연결망의 특성과 구조를 한국 사회의 연고 요인(학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연고 

요인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게 

기존 연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하지만 방송사나 신문사 내부 

조직을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파악하려는 시도가 그다지 많았던 것은 

아니다. 

권장원·박한우(2005)는 제 5 공화국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4년 6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학연(출신 대학교)과 지연(출신 

고등학교)이라는 두 요인을 중심으로 방송사 언론실무진과 이사진의 

사회 연결망을 언론사별로 분석하였다. 이같은 시도를 한 것은 방송 

뉴스 조직 내부의 관계적 특성이 조직 내부의 관행 및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뉴스 생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여론 형성 체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권장원·박한우(2005)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르는 상당히 긴 시기의 방송사 사회연결망을 분석하였지만 학연과 

지연의 발생 빈도와 정권별 밀도 분석으로만 분석 방법이 제한된데다 

학연과 지연, 2가지 요소만을 변수로 설정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권장원(2014)은 후속 연구에서 좀 더 확장된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연(출신 대학교)이나 지연(출신 고등학교) 외에 대학 

전공을 추가하여 언론사 내부 조직의 사회연결망을 분석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가운데 밀도 분석과 분포 분석,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등을 적용하였는데, 그 결과 

신문사는 출신 대학을 중심으로, 방송사는 출신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와 밀도값을 나타냈으며, 정권 교체에 따라 특히 방송사의 밀도값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권력 변화에 신문사보다 방송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응일치분석 결과 

방송사의 경우 지역 기반에 따른 인접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연에 있어서는 신문사의 경우 서울대가, 방송사의 경우 고려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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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편집국이나 보도국 조직 내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공을 중심으로 한 대응일치분석 결과는 신문사의 경우 

사회과학 계열이 우세한 반면, 방송사의 경우 다양한 전공 분포를 

보인다고 결론 지었다. 이같은 분석은 기존 분석보다 좀 더 확장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노조 가입 여부라든가 입사 경로 같이 

공영방송 기자 구성원들이 응집하는 주요 요소들 상당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또,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신문사 혹은 방송사 간부 조직의 

특성을 전체 연결 빈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어서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배적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지 파악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단순한 발생 빈도나 밀도 분석에 그치지 

않고 사회연결망에 대한 분석 기법으로 중심구조분석(Centrality 

Structure Analysis)과 응집구조분석(Cohesion Structure Analysis), 

그리고 교차 분석을 통한 통계적 분석 기법을 추가했다. 또 언론사 내부 

구성원들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학연과 지연만을 

설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대학 전공과 입사 경로, 

노조 가입 여부 등 실질적으로 공영방송 내부 조직 구성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적 변인들을 추가로 투입해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장하용(2004)은 신문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입사 때부터 분석 

당시까지의 근무 경력을 1년 단위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언론사 내부 

기자들의 승진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개별 기자들이 근무했던 

부서와 근무 경력, 기자들의 출신 대학과 대학 전공을 중심으로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 등 통계 및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들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정치부나 사회부, 경제부 등 특정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많을수록 간부로 승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취재 경력에 따른 

전문화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장하용(2004)의 

분석 역시 언론인의 사회연결망을 분석하려는 시도였지만 대학 전공이나 

취재 경력, 부서 근무 경험 등 제한적 요소들만을 분석 요인으로 

설정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장하용(2005)은 후속 연구에서 여러 언론사 간부들의 외부 

연결망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서는 언론사별 기자들의 분석 요인으로 

신문사 소속 여부와 해당 신문사에서의 직위, 출신 지역과 출신 대학 등 

4가지 속성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변량 분석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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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영향 요인을 알아봄과 동시에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가운데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조적 

등위성을 파악하는 분석 방법은 각 신문사별로 비슷한 조직 내 위치를 

점하는 기자들이 서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여러 신문사 

구성원들의 구조적 등위를 파악해 서로간의 유사성을 비교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장하용(2005)은 신문사의 매체 영향력이 

높은 언론사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직위가 높은 임원급 간부들이나 서울대와 연고대 등 명문대 출신 

기자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외부 연결망을 갖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분석은 단순히 다른 여러 신문사에 소속된 기자들이 

외부 기관에서 활동하는 현상을 토대로 상대적 비교를 하는데 그치고 

있어 언론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거나, 외부 연결망의 형성 체계가 어떻게 언론사들의 

기사 생산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등은 분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공영방송사 내부 의사결정조직인 

편집회의라는 단일한 네트워크 체계를 시기별로 분석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조직의 사회연결망 변화가 어떻게 이뤄지고, 이 변화가 

시기별로 어떤 차이점이나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분석 기법도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가운데 여러 네트워크의 

구조적 등위성을 분석하는 방식보다는 보도국 편집회의라는 동일한 

의사결정구조 체계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 중심구조 

분석과 응집구조 분석을 통해 보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시기별 

네트워크의 양태를 살펴보았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사회연결망 분석 도구로 넷마이너(NetMiner)2) 

버전 4.4를 활용하였는데, 이 분석 도구를 활용해 사회연결망 분석을 

시도한 기존 연구 논문들도 검토해보았다. 

윤기찬(2015)은 보건의료 입법 과정에서의 정책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추진기, 정책교착기, 정책합의기 등의 시기별로 각각 

                                            
2) 넷마이너(NetMiner)는 2001년에 국내 기업인 ‘사이람(Cyram)’에서 출시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 소프트웨어로 국내외 연구논문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 사양인 버전 4.4에 통계 분석 모듈을 추가해 활용하

였다. 



１０ 

 

정책환경, 네트워크 구조, 산출 등을 분석하면서 사회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넷마이너를 분석 도구로 활용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신문기사를 선택하여 약사법과 환자안전법,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 등 

보건 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과 당시 정책을 둘러싼 이슈들을 

사회연결망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입법에 성공한 

보건의료 정책의 경우 정책 네트워크 중심부에 정부부처와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고, 찬성과 반대 모두 활발한 

이슈네트워크가 형성돼있으며, 정책 네트워크 중심부에 위치한 정부가 

입법을 주도해 네트워크 변화를 가속화하면서 정책교착기에 찬성과 반대 

집단을 매개할 수 있는 중재자와 공유된 쟁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윤기찬(2015)의 연구는 정책 연구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인 네트워크 분석을 정책 분석과 결합함으로써, 

네트워크 행위자 간의 연결 관계 구조를 정책 네트워크 구조로 개념화해 

분석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고하정(2019)은 넷마이너 프로그램 가운데 소셜미디어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적용해 도시 녹지에 대한 이용자의 

문화 서비스 인식 정도를 분석하고 다양한 도시 녹지 유형별로 문화 

서비스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은 데이터 분석 기법의 

하나로 소셜미디어 같은 비정형 텍스트로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인데 최근들어 내용 분석 기법으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고하정(2019)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확보한 단어들의 연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을 실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의 응집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산림과 생활권공원이 다른 녹지 유형에 비해 

높은 문화서비스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녹지 유형마다 다른 문화서비스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넷마이너를 이용해 

텍스트마이닝을 시도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응집성 분석 등을 거쳐 

분석함으로써 도시 녹지 문화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정량화해 

설문조사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정성적 연구 방식을 탈피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론 상 의미를 둘 수 있겠다.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가운데 중심구조 분석과 응집구조 분석을 적용해 

공영방송의 내부조직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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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관계 변수 정의 
 

방송사 보도국의 편집회의는 매일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가장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회의로, 보도국장을 중심으로 

부장급 이상 보직 간부들 2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편집회의는 매일 

최소 2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열리며 매일 방송되는 방송 뉴스 아이템에 

대한 결정은 물론 장기 어젠다 설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심층 취재 

여부 등 사실상 뉴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의사 결정에 관여한다. 따라서 

보도국 편집회의의 사회 연결망을 분석함으로써 편집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관계를 기반으로 연결돼 구조화되어 있는 지 파악해보고 이런 

편집회의의 특징이 시기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은 방송 

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내부 요인이 무엇인지 가려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 논문에서는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이 5가지 관계 변수를 

통해 서로 연결돼있다고 ‘조작정 정의’를 내렸다. 5개의 관계 변수는 ① 

출신 고등학교 ② 출신 대학교 ③ 대학 전공 ④ 입사 경로 ⑤ 노조 

소속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편집회의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같은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이거나 같은 대학교 출신이라면 서로 비공식적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3) 출신 대학의 경우 모든 

대학을 각각 별개로 분류해 계량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도국 내 

빈도가 많은 대학들의 경우 하나의 범주로 보되 빈도가 떨어지는 

대학들은 그룹화시켜 적용하기로 한다. 대학 전공의 경우, 전공이 

같다고 해서 반드시 구성원들의 유대가 강하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같은 사회과학 계열이나 이공계 계열이라면 서로 

관련된 분야에서 기사를 쓰거나 협업을 통해 정보를 교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다.4) 계량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류 상 모든 

대학 내 전공 학과를 범주로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보도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많은 대학 전공 학과를 기준으로 그룹화시켜 변수로 

                                            
3) 연구자가 문화방송 보도국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출신 고등학교나 출신 대학이 같은 경우, 혹은 같이 공채로 입사했거나 아니면 

경력으로 입사해 입사 경로가 같은 경우는 상호 유대감이 강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2012년 이후 문화방송 내 노조가 3개로 늘어난 뒤에는 같은 노조 소속인 

경우 매우 강한 관계 연결이 형성돼 있는 걸 파악할 수 있었다. 
4) 실제 졸업한 대학교나 고등학교가 다른 경우에도 전공이 유사한 기자들끼리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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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의 중심을 이루는 기자 

개개인을 개별 노드(node)로 삼고 이들의 관계(link)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속성에 기반하여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비공식적 하부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1. 출신 고등학교의 지역별 소재지 
 

우리 사회에는 매우 다양한 연고 요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역 요인은 다양한 분야, 다양한 기관에서 중요한 관계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예전부터 전주고등학교 출신이나 

경북고등학교 출신, 경기 고등학교 출신 등 지역별 명문 고등학교 출신 

기자들이 동문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을 통해 상당히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하용(2005)의 연구에서도 

나타나지만, 이런 관계는 비단 언론사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 정부 기관, 기업 등 외부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고 요인을 기준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한 기존 연구들은 출신 고등학교 자체를 학연을 구성하는 요소 보다는 

그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연을 구성하는 핵심 지표로 삼고 있다. 아래 

연구에서도 출신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을 분류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지연을 가르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체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1>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 '출신 고등학교(지연)' 분류 기준 

관계 변수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의 분류 기준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영남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호남 광주/전남/전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충청 대전/충남/충북/세종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강원 강원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제주 제주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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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신 대학교 

 

기존 사회연결망 분석 연구 논문들은 출신 대학교를 기자들의 연고 

요인 가운데 학연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로 상정하고 있다(권장원, 2014; 

장하용, 2005). 보도국 편집회의는 다양한 대학교 졸업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같은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편집회의 구성원이 되기까지 20년 

안팎의 언론사 기자 생활 기간 동안 상당한 친분 관계와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5) 따라서 사회연결망의 연결 관계 변수로 출신 대학교가 

어딘 지 파악해 설정하는 것은 학연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출신 대학교 역시 출신 고등학교처럼 개별 기자별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비해 비교적 숫자는 적지만 일부 

빈도가 높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출신 대학교의 분류는 보도국 소속 기자들의 출신 

대학교를 그 예상 빈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기로 한다. 

 

 

<표 2>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 '출신 대학교(학연)' 분류 기준 

관계 변수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의 분류 기준 

그룹 1 서울대학교 학부 과정 졸업자 

그룹 2 연세대학교 학부 과정 졸업자 

그룹 3 고려대학교 학부 과정 졸업자 

그룹 4 성균관대학교 학부 과정 졸업자 

그룹 5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 과정 졸업자 

그룹 6 이화여자대학교 학부 과정 졸업자 

그룹 7 한양대학교 학부 과정 졸업자 

그룹 8 서강대학교 학부 과정 졸업자 

그룹 9 중앙대학교 학부 과정 졸업자 

그룹 10 그룹 1~그룹 9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 졸업자 

 

  

                                            
5) 문화방송 안에서 같은 대학 출신 기자들끼리 비공식적 모임을 갖는 경우도 

적잖이 있다. 연구자도 이런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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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교 전공 분야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인 기자들이 대학 시절 어떤 학문을 

전공했는지는 기자들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상정하였다. 

즉, 보도국 편집회의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어 다양한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 또 특정 전공 분야 전문가들이 어떤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뉴스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 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만, 대학 전공 분야 역시 어떤 면에서는 기자들의 

연고 요인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 특정 전공을 갖는 기자들끼리 

오랜 기간 같이 교류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교 전공 분야는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한 관계 변수로서 주로 설정하되 연고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하지 않았다. 연도별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빈도를 분석해보면 기자들의 대학 전공 분야 역시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분석 편의 상 일단 계열별로 범주화했다. 다만, 대학 

전공 분야의 분류 기준은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빈도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보도국 전체 기자들의 빈도를 경험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이렇게 분류를 한 이유는 특정 전공 분야를 갖고 있는 

기자들의 연대와 협력 관계를 좀 더 분명히 확인하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가장 협력 관계가 잘 관찰될 것으로 

추정되는 전공 계열을 기준으로 삼아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 ‘대학 전공 분야(전문성)’ 분류 기준 

관계 변수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의 분류 기준 

신문방송 언론정보학·신문방송학·신문학과 학부 전공자 

어문학 국문학·영문학·불문학 등 어문계열 학부 전공자 

사회과학 사회학·행정학·심리학 등 사회과학계열 학부 전공자 

순수 인문학 역사학·미학·철학 등 순수 인문학 학부 전공자 

법학 법학과 학부 전공자 

정치학 정치학과·외교학과·정치외교학과 등 학부 전공자 

경영/경제 경영학·경제학·무역학 등 학부 전공자 

이공계 공학·생물학·화학·의학 등 이공계 학부 전공자 

기타 위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 학부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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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사 경로 

 

입사 경로는 언론사 구성원들의 비공식적 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동안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간과돼왔던 요인이다. 입사 경로 정보는 사실 공개적인 개인 신상 

정보에서는 거의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인데다 이미 입사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기자 구성원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입사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입사 경로를 내부 취재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거쳐 파악함으로써 주요한 관계 변수로 

설정하게 되었다. 

문화방송 기자로서 입사하게 되는 경로는 크게 공채와 경력,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문화방송은 1961년 공채 1기를 시작으로 일정 

시기, 주로 매년 10월쯤 대학 졸업자나 대학 졸업 예정자 등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신입 사원을 공개 채용해왔는데, 70년대까지는 

1~3년에 한번씩 인력 수요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선발하다가 80년대 

이후 예외는 있지만 비교적 매년 일정 시기에 공개 채용을 계속해왔다. 

그러던 공개 채용은 2013년 공채 기수로 45기를 끝으로 4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는데 2012년 1월부터 시작된 170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문화방송 사측이 공개 채용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고 모든 기자들을 

경력 선발 방식으로만 채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화방송 사측이 

상당 기간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에서 일해왔던 경력 기자들을 채용한 배경에는 공채 

출신 기자들이 노동조합, 즉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지부를 구성하는 주요 동력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력 기자로 입사한 사례는 8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나타나다가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나게 된다. 2001년에만 10여명의 경력 

기자들을 대거 선발하였는데 이렇게 경력 기자들을 선발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은 공채 출신 기자들의 단일한 입사 경로가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측면과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부분 검증된 경력 기자들의 

전문성을 뉴스 생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모두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도 경력 기자들의 채용 비율은 공채로 

선발된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러다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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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이어진 전국언론노조 MBC 지부의 170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에는 공채 선발 과정을 거의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2013년부터는 

경력 기자가 입사 경로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경력 기자들 

가운데에는 이른바 ‘시용 기자’들이 포함돼 있는데, 2012년 파업 당시 

대체 인력으로 급히 선발한 기자들로 김재철 사장 시기였던 당시 파업 

기간에만 20명 가까운 인력을 신규 채용하였다. 다만, 입사 당시 경력이 

10년차 미만인 경우가 많아 조사 기간인 2002년부터 2012년 동안 

시용 기자가 부장급 이상으로 진급해 편집회의의 구성원이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앞서 다른 변수들도 보도국 전체 

기자들의 속성별 빈도를 추정하여 변수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공채 출신 기자와 경력 출신 기자, 그리고 시용 기자 등 세 

가지 입사 경로를 보도국 내 사회연결망을 구성하는 주요 관계 속성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표 4>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 입사 경로 분류 기준 

관계 변수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의 분류 기준 

공채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대상 공개채용 입사자 

경력 다른 언론사 경력으로 비정기 채용된 입사자 

시용 2012년 파업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비정규 입사자 

 

 

 

5. 노동조합 소속 여부  

 

노동조합 소속 여부 역시 입사 경로와 마찬가지로 기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거의 관계 변수로 설정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공영 방송 내부에서 노조 소속 여부는 상당히 

주요한 언론사 내 관계 형성의 지표가 된다. 특히 파업과 같은 노조의 

적극적 활동을 같이 하면서 생기는 동료 의식과 연대 의식은 파업 같은 

상황이 끝난 뒤에도 비공식적 관계 형성 과정에서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문화방송의 경우 2012년 이어졌던 170일의 장기 파업은 이 

같은 연대 의식을 매우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 다른 노조 소속인 기자 

구성원들과는 서로 업무 외 교류 활동은 전혀 갖지 않을 정도로 단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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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MBC 뿐만 

아니라 KBS나 sbs 등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노조가 있는 언론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며, 적어도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지상파 방송사 내에서 매우 강력한 내부 관계 형성 요인으로 

자리잡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노조 소속 여부가 간과된 것은 앞서 

입사 경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소속 노조 여부를 

공식적·공개적 수단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시계열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정보 취득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연결망 분석의 관계 변수로 설정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내 구성원들의 소속 노조 여부를 비공식적 협조를 통해 전수 

조사함으로써 이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다. 

 

문화방송에는 현재 3개의 노조가 존재하고 있다. 각 노조는 뚜렷한 

이념적·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는데, 가장 많은 기자 구성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MBC 지부는 이념적으로는 진보 성향, 

정치적으로는 과거 열린우리당에서 이어진 현재 민주당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노총 소속으로 

돼있는 MBC 노조, 이른바 ‘제 3노조’는 2012년 파업 이후 들어온 

경력과 시용 기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돼있는데, 이념적으로는 보수 성향,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공정방송노조가 있는데, 공정방송노조는 현재에는 제 3노조와 

사실상 통합됐지만 제 3노조가 생기기 전인 2012년 파업 이전부터 

기자들 보다는 기술과 경영 부분 종사자들이 중심이 돼 구성돼 있었으며 

역시 이념적으로는 보수,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다.6) 

 이처럼 문화방송 내에 존재하는 노조마다 그 정치적·이념적 

성향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이 어떤 노조에 

소속돼 있다면 구성원들간에 뚜렷한 연결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6) 제 3노조는 2019년 말 현재 상당수 구성원들이 정년이나 명예퇴직으로 퇴사

하면서 규모가 매우 축소된 상태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보수 성향인 MBC노조와 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 사실상 통합된 걸로 보는 시각

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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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다만, 2000년대 이후 문화방송에서는 보직 부장인 간부급 

인사가 나면 노조를 탈퇴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사해보면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구성원들이 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노조 탈퇴 방식은 본인의 의사에 기반해 이뤄지기 때문에 보직 부장 

이상의 직책을 맡은 상태, 즉 편집회의 구성원인 상태에서도 여전히 

노조에 가입돼 있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게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어떤 노조에 소속돼 있는지 여부는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의 사회연결망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5가지 관계 변수 중 

하나로 놓는데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5>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 ‘소속 노조’ 분류 기준 

관계 변수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의 분류 기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지부 소속 노조원 

제3노조 MBC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공정방송노조 공정방송노조 소속 노조원 

무가입 노조 가입을 하지 않거나 탈퇴한 기자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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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이 논문에서는 공영방송 뉴스의 공정성이 위기를 맞고 있는 배경 

가운데 보도국 소속 기자들의 정파적 분열이 자리하고 있다는 가설에 

따라, 정파적 분열이 어떤 형태로 구조화돼 발현되고 있는지 시기 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뉴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보도국 편집회의의 네트워크 형태를 파악해 개별 편집회의 네트워크 

안에서 하부 네트워크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있으며, 어떤 주요한 특징을 

띠는 지 사회연결망 분석(SNA) 방법 가운데 하부집단을 파악하는 분석 

기법인 응집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응집구조 분석(Cohesion Structure Analysis)’은 전체 네트워크가 

어떤 하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하부 집단 내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의 특징을 파악하는 분석 기법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네트워크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지, 그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끼리 얼마나 비슷한 요소로 응집되어 있는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부 그룹마다 차이점이나 공통점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하위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기법으로는 컴포넌트(Component) 

분석이나 커뮤니티(Community) 분석 등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연구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분석 기법으로서‘응집구조 분석’ 

가운데 ’커뮤니티 분석’, 이 중에서도 연결매개성(Link Betweenness)을 

잣대로 하부 그룹을 나누는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 기법을 주요 분석 기법으로 

채택하기로 한다. 또, 응집구조 분석 방법 가운데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을 시행해 구분된 하부 그룹들이 어떤 특성을 띠는 지 

통계적 분석 방법 가운데 교차분석을 적용함으로써 구분된 하부 그룹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고 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시기별로 파악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는 하나의 

구성원이다. 사회연결망 분석(SNA)에서는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원 각각을 하나의 ‘개체(노드, node)’로 보고, 이들이 맺는 

‘관계(링크, link)’를 파악하여, 이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는, 보도국 내 기자들을 하나의 개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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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이 개체들이 ‘어느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했는가(출신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는가(출신 대학교)’, ‘대학에서 어떤 분야의 

학문을 전공했는가(대학 전공 분야)’, ‘MBC를 입사하는 과정이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가’, 다시 말해 ‘공채로 입사했는가, 경력 기자로 

입사했는가(입사 경로)’, 그리고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가?’ 또는 

‘노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가(노조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하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결국, 보도국 내 

편집회의라는 하나의 조직이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의해 하나의 

사회 연결망으로 연결돼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그 네트워크만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각각의 네트워크는 그 

안에 내재된 다양한 특성들이 존재하며, 이 고유한 특성들을 기준으로 

하부 그룹을 또다시 작은 네트워크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은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네트워크 형태나 구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하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배적 요인들이 있으며 이런 지배적 요인은 구성원들의 연결 

관계에 내재돼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각 시기별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사회연결망을 파악한 뒤, 각 시기별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연결망 안에서 하부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는 지, 또 하부 그룹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적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①  MBC 보도국 편집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개별 기자)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속성)에 따라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②  MBC 보도국 편집회의에 존재하는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내재된 요인을 기준으로 다시 하부 네트워크로 

분리된다. 

 

③  분리된 하부 네트워크는 MBC 보도국 편집회의의 정파적 

분열과 관련돼 있으며, 하부 네트워크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의 지배적 특성이 보도국 편집회의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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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구 가설을 전제로 이 논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구성되는 MBC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이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다양한 속성에 기반한 연결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구성원들의 연결 관계 안에서 내재돼 있는 지배적 요인을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하부 그룹들의 특성을 파악해 보도국의 핵심 

의사결정조직인 보도국 편집회의가 정파적으로 구별될 뿐 아니라 집권 

정부별, 혹은 사장의 임기에 따라 지배적 하위 그룹이 변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 방법론으로는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NA)을 

사용하였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 도구로는 넷마이너를 활용하며, 이에 

필요한 데이터는 ‘MBC 연감’을 기본으로 MBC 내부 조직도 및 인사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자료를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출신 고등학교나 

대학, 전공 등의 데이터는 직접 취재를 통해 하나하나 파악하였다. 또한 

이 같은 분석 결과가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내 구성원들의 속성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비교하기 위해 IBM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에 추가하였다. 

 

 

1. 중심구조 분석 

 

중심구조 분석(Centrality Analysis)은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구성원, 즉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별 노드(node) 가운데 어떤 

노드가 다른 노드와의 관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노드인지, 혹은 

네트워크의 권력이나 영향력이 얼마나 소수의 중요한 노드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를 파악하는 분석이다. 중심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중심성(centrality)이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석해 나갈 지부터 

정해야 하는데, 이는 어떤 가치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중심성 개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개념은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이다. 네트워크 내 개별 노드들이 얼마나 많이 다른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보도국 편집회의를 대상으로 보면 

5가지 개별 노드들의 속성(출신 고교, 출신 대학, 대학 전공, 입사 경로, 

노조 가입 여부)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 다른 노드들과의 연결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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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쪽이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연결정도 

중심성’은 한 개인이 다른 구성원들과 많은 관계의 연결을 가질 경우 더 

많은 자율성과 권력을 갖는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이수상, 2012). 

두 번째 중심성 개념으로는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이 

있다. 이는 구성원과 구성원간의 거리를 파악해 가장 빠른 거리 안에 

다른 노드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구성원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정보 전달 과정 등에서 빠른 정보 전달을 통한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용이하지만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로는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 있는데, 이는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개자 

역할을 얼마나 많이 수행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역시 정보나 

물류와 관련된 네트워크에서 개체의 통제력이 얼마나 되는 지 

파악하는데 많이 쓰이는 개념으로 이 논문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7) 

마지막으로 ‘위세 중심성(prestige centrality)’이 있는데, 이는 개별 

구성원의 네트워크 내 영향력을 파악하되, 해당 노드와 연결된 이웃 

노드들의 영향력을 연쇄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파워 중심성(power centrality)’과 ‘아이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이 있는데 두 방식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중심성 

정도를 파악하기 보다는 개별 구성원이나 노드의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많이 쓰인다(이수상, 2012). 

 

이 논문에서는 보도국 연도별 편집회의에 소속된 특정 구성원의 

네트워크 내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 보다는 해당 연도의 편집회의가 

얼마나 소수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이 집중돼 있는지 정도를 파악하는게 

연구 목적에 더 부합하므로 이들 4가지 중심성 개념 가운데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분석의 기준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 

개념을 개별 노드(개체) 수준에서 네트워크 전체 수준으로 확대해 

적용한 것이 ‘집중도 지표(centralization)’인데, 이 논문에서는 주로 

집중도 지표를 이용해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각각의 중심화 정도를 

                                            
7) 매개중심성을 기준으로 중심구조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분석할 내용인 

응집구조분석 과정에서는 연결매개중심성을 기준으로 하부그룹을 나누는 

Community Betweenness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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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로 하였다. ‘집중도(centralization)’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소수의 특정한 구성원에 몰리는 경향을 의미한다. 

중심성(centrality)이 한 개체(구성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 그 개체가 

중심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표현한 것이라면, 

‘집중도(centralization)’는 한 네트워크 전체가 ‘중심’에 집중되는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손동원, 

2002). 

 

 

𝐶𝐷 =
∑ [𝐶𝐷(𝑛∗) − 𝐶𝐷(𝑛𝑖)]  

𝑔
𝑖=1

𝑚𝑎𝑥 ∑ [𝐶𝐷(𝑛∗
𝑔
𝑖=1 ) − 𝐶𝐷(𝑛𝑖)]

=  
∑ [

𝑔
𝑖=1 𝐶𝐷(𝑛∗) − 𝐶𝐷(𝑛𝑖)]

[(𝑔 − 1)(𝑔 − 2)]
 

 

 𝐶𝐷(𝑛𝑖) = 노드 i 에서의 연결 정도 중심성 

 𝐶𝐷(𝑛∗) = 네트워크에서 나올 수 있는 연결 정도 중심성 최대값 

  𝑚𝑎𝑥 ∑ [𝐶𝐷(𝑛∗
𝑔
𝑖=1 ) − 𝐶𝐷(𝑛𝑖)] = 한 노드로 연결이 집중되었을 때, 

즉 논리적으로 한 노드의 중앙성과 나머지 노드들의 중앙성 차이가 

최대가 되는 경우에서 차이의 합 

 

 

 

 

2. 밀도 분석 

 

밀도(density)란 네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에 연결된 관계의 촘촘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그만큼 많은 연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고, 통상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많아지게 된다. 밀도가 낮은 네트워크에서는 노드들간의 연결 

관계가 적고 상호 긴밀하게 연결돼있지 못하며, 복잡하지 않은 구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밀도 값이 높을수록 해당 네트워크의 

연결 관계의 응집성, 결속도, 복잡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이수상, 

2012). 밀도는 구성원(노드) 간에 실제로 연결된 관계(링크)의 수를 

연결 가능한 전체 관계의 수로 나눈 값으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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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 ∑ 𝑉𝑘/𝑔(𝑔 − 1)

𝑛

𝑘=1

 

 

(Vk 는 라인 k의 계량 값, g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 

 

밀도가 높을수록 하나의 네트워크에 속해있는 구성원 간의 연결 

관계가 촘촘하다는 의미로, 밀도가 높을수록 구성원들간의 감정적 

지원(emotional support)이 높고,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며 신뢰를 

어기는 배신이 비교적 어렵다고 한다(손동원, 2002). 

밀도는 통상적으로 ‘집중도 지표(Centralization Index)’와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구성원들 전체의 관계가 밀접하고 

가까울수록 한 네트워크 안에서 소수에게 권력이나 영향력이 집중되기 

보다는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손동원, 2002). 따라서, 

밀도가 높으면 전체 노드들이 연결되는 정도가 높아 소수에 집중되는 

집중도는 낮아지는 반면, 밀도가 낮으면 특정 노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 네트워크의 

밀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네트워크의 권력이나 영향력이 소수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이수상, 2012). 밀도 분석은 

사회연결망 분석 과정에서 대부분 적용하는 방법인데, 아래 연구에서는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집중도 지표를 보조하는 분석 수단으로 적용해보고자 한다. 

 

 

 

3. 응집구조 분석 

 

응집구조 분석(Cohesion Structure Analysis)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 내부에 존재하는 하위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분석 

기법이다. 즉, 전체 네트워크가 어떤 하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를 

찾아보고, 하부 그룹 간의 관계를 통해 네트워크 고유의 특징을 

파악하는 분석 기법이다. 크게 2가지의 시사점을 얻기 위한 분석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어떤 구성원(노드)들이 전체 네트워크 또는 그 아래 존재하는 

하부 그룹을 지배적으로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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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가 몇 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8) 만약,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그 아래 

구성원들의 다양한 특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아래 단위에 하부 

그룹들이 형성돼 있다면, 그 하부 그룹들이 갖는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이 있고 그 하부 그룹들 간에도 관계가 또다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에 적용해보면, 각 연도별로 나뉜 

보도국 편집회의를 하나의 전체 네트워크로 볼 때 그 안에는 구성원들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여러 하부 그룹이 형성돼 있고, 하부 그룹들 중에는 

전체 네트워크인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특징을 대표하는 리딩 

그룹이 있을 뿐 아니라 하부 그룹들 간의 역학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부 그룹을 어떤 특징을 기반으로 나눌 수 있는 지, 또 

그 나눠진 하부 그룹들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그 하부 그룹들 중 

무엇이 권력이나 영향력 면에서 더 강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 등을 

응집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 파악해볼 수 있다. 

하위 그룹(혹은 하부그룹, 하부집단, 하부 네트워크)을 전체 

네트워크에서 추출해내는 데에는 매우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하위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기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성원(노드)들 간의 응집도를 기반으로 하는 하위 집단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노드)의 구조적인 지위나 

역할을 기반으로 하는 하위 집단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전자를 통해 

추출해 낸 하위 집단을 응집하위집단(cohesive subjects)라고 부르고, 

후자의 분석 방법을 구조적 등위성 분석(Structural Equivalence 

Analysis)이라고 부른다(이수상, 2012).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하위집단 분석 방법 가운데 응집하위 집단을 

분석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컴포넌트 분석(Component 

Analysis)과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Analysis) 방법을 선택해 

적용하기로 한다. 컴포넌트 분석은 네트워크의 여러 하부 그룹을 

찾아내는 방식 가운데 가장 단순한 분석으로, 컴포넌트(Component)란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단절없이 최대한 연결된 하위 네트워크’를 

말한다. 따라서 하나의 컴포넌트로 볼 수 있는 하부 그룹은 모든 

구성원(노드)들이 상호 연결돼있으며 같은 컴포넌트가 아닌 하부 

                                            
8) 넷마이너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기본교육), 서울: 사이람,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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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들과는 연결돼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컴포넌트 분석은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라는 전체 네트워크의 기본적 연결 구조를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정도로만 적용해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 분석은 응집구조 분석 기법인 커뮤니티 분석이 

되겠다.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Analysis)은 연결 관계(link)의 

중심성(centrality)을 이용해 하부 집단을 가려내는 기법이다(이수상, 

2012). 컴포넌트 분석과는 달리 특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하위 집단을 

구분해내는데 크게 2가지 기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연결 

매개성(Link Betweenness)을 하부 그룹의 구분 잣대로 삼는 ‘연결 

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이고 다른 

하나는 ‘모듈 방식을 이용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Modularity)’이다.9) 하위집단 분석 기법에는 위에 설명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개발돼 왔는데 아래 <그림 1>에 간단하게 

계통도를 정리해보았다. 

 

 

<그림 1> 하부 그룹 분석 기법 정리 

 
 

 

                                            
9) 넷마이너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기본교육), 서울: 사이람, p. 

157~158. 

하위집단(그룹)

분석 방법

응집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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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방식을

통한 분석

컴포넌트 분석

블록모델링 등위성 분석

구조적 등위성

분석

동형적 등위성

분석

정규 등위성

분석

추계적 등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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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매개성(Link Betweenness)이란 하나의 노드와 다른 하나의 

노드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연결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연결 매개성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이란 연결 

매개성(Link Betweenness)의 중심성(centrality)을 계산해 연결 매개 

중심성이 높은 링크를 하나씩 전체 네트워크로부터 분리해 나가면서 

연결이 끊김으로써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그룹들로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기법이다.10) 연결매개중심성이 높은 링크들은 하부집단 내부에 

있는 링크라기 보다는 하부집단을 넘나드는 링크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한 방식이다. 연결 매개 중심성을 계산함으로써 새로운 전체 

네트워크로부터 새로운 하부 그룹을 분리해 나가는 과정은 링크가 모두 

제거될 때까지 지속되는데 연구자는 새로운 커뮤니티가 나눠지는 과정과 

단계를 사회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결 매개성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을 주요 분석 기법으로 적용해보고자 

한다.11) 

이와함께 이 논문에서는 ‘모듈 방식을 이용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Modularity)’도 보조적 이해를 돕기 위해 

적용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모듈(Modularity)’이란 전체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하부 그룹으로 나누기 위해 창안된 개념으로, 하부 그룹으로 

나누는 작업이 잘 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최근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통상 1에 가까울수록 전체 네트워크를 하위 

그룹으로 분화하는 작업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12) 

 

Modularity = (현재 그룹 내 링크수) – (랜덤한 네트워크에서 

기대되는 그룹 내 링크 수) 

 

                                            
10) 연결 매개 중심성(Link 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개자 혹은 다리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느냐를 측

정하는 개념으로 중개 역할을 ‘중심’으로 간주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손동원. 

2002. 『사회 네트워크 분석』, 경문사, p. 95 
11) 연결 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기법은 Michelle Girvan과 Mark 

Newman이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하위집단 구분 기법으로 ‘GN(Girvan-

Newman) 알고리즘’이라고도 한다. 
12) 넷마이너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기본교육), 서울: 사이람,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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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에서도 모듈(Modularity)은 

하부 그룹 분리 과정에서 주요한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은 GN(Girvan-Newman)알고리즘에 따라 연결 

매개중심성(Link Betweenness Centrality)이 높은 링크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하부 그룹인 커뮤니티를 분리해내고 이 

과정에서 가장 모듈값(Modularity)이 높은 수치를 하부 그룹 분리의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모듈 방식을 이용한 커뮤니티 분석’에서는 

‘모듈(Modularity)’을 분리의 기준으로 전체 네트워크 내의 구성원들의 

조합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커뮤니티를 좀 더 큰 규모로 결합해 나가면서 

각 단계마다 모듈값(Modularity)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결합을 

선택해 하부 그룹을 형성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분석의 결과물을 

살펴보면 분리된 하부 그룹의 형태나 크기가 두 분석 기법 중 어느 

방식을 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을 적용해 얻어진 하부 그룹들은 그 

그룹의 규모가 크거나 응집성이 큰 순서대로 배열되는데 반해, ‘모듈 

방식을 이용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Modularity)’은 적은 규모의 

하부 그룹을 형성하면서 더 큰 규모의 그룹으로 확대하는 방식의 연산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결과물로 얻어진 하부 그룹이 하부 그룹의 규모나 

응집성의 크기대로 나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에서는 넷마이너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연산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과 함께 모듈 방식을 이용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Modularity)도 함께 계산해보기로 한다. 

 

이 두 가지 커뮤니티 분석 기법을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기법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앞서 연구 목적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는 주요 하부 집단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또, 이 하부 집단을 구분해낼 수 있는 잣대로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별 기자(구성원)의 5가지 연결 관계(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 가운데 어떤 

요소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하나의 

네트워크(보도국 편집회의) 안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면서 하부 그룹의 

형성을 지배하는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시기적으로 특정 시기의 

편집회의가 왜 특정한 성향이나 경향성을 띄었는지 판단해볼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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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또 편집회의의 하위 그룹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정파성이 보다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연구 가설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방송 보도국 편집회의는 여러가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하나의 종합적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지만, 그 내부의 어떤 

지배적 요인에 의해 다시 하부 네트워크로 분리될 수 있고, 이렇게 

분리된 여러 하부 그룹을 분석하면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정파적 

분열상이나 지배적 하위 그룹을 찾아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컴포넌트 분석과 커뮤니티 분석 기법들을 적용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통계적 분석 기법 가운데 하나인 교차분석을 

병행해 적용해보기로 하였다. 

 

 

4. 관계 요인에 관한 통계적 분석 

 

컴포넌트 분석과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로부터 분리돼 나온 하위 그룹들은 서로 다른 

구성원들의 5가지 연결 관계망(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그룹으로 분리된 것은 그만큼 전체 네트워크에 소속돼 있는 다른 하위 

그룹들과 차별화되는 내재적 요인에 의해 분리되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만약 이 내재적 요인의 유의미성을 통계적 검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면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하위 

그룹들이 어떤 내재적 요인을 기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내재적 요인 

가운데 어떤 지배적 성향이 이들 하위 그룹을 응집시키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커뮤니티 분석의 2가지 분석 방법, 즉 ‘연결 매개성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과 ‘모듈 방식을 이용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Modularity)’을 모두 적용해 결과물을 

얻어낸 뒤 다시 이 결과물로 나온 하위 그룹들이 어떤 내재적 요인에 

의해 구분되어 있는지, 또 이런 내재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분 잣대가 되고 있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별로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하위 그룹의 특성이 어떤 내재적 

요인(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 또 이 내재적 요인이 이런 하위 그룹의 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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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짓는데 유의미한 것인지 통계적 기법인 교차분석을 적용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20명~30명 정도로 구성돼있다. 따라서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하위 그룹들은 구성원들이 이보다 적은 숫자에 머물게 되며 하위 그룹 

자체의 구성원 숫자 역시 2개에서 7개 사이의 적은 개수를 나타내게 

된다. 통상 중심극한정리에 따라 교차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의 

개체수(n)가 30개 이상(n>=30) 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하위 그룹 개수가 30개 미만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모수 검정 대신 비모수검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각 연도별 

편집회의의 하부 그룹들은 전체 네트워크로서의 편집회의 구성원이라는 

단일한 노드들의 집합(노드셋)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하위 그룹들로 

구분된 데이터가 다른 하위 그룹이나 전체 네트워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인 데이터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고 실시하는 일반적 통계적 기법이 아닌 

‘비모수적 통계방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비모수적 통계방법’은 

특정 분포나 독립성 가정을 하지 않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기법으로, 관찰치를 갖고 이론 분포를 만들지만 이를 경험적인 분포와 

비교해 유의성을 판단하는 기법이다.13)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퍼뮤테이션(permutation, 순열 치환)을 통한 검정 방식을 

활용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퍼뮤테이션 회수를 10만회 정도 

적용함으로써 이 때 얻어지는 가상의 값과 경험적으로 관찰된 값을 

비교해 이보다 크게 나타나는 비율을 파악해 검정하는 ‘랜덤 퍼뮤테이션 

                                            
13)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얻어진 데이터에 통계적 분석 기법을 적용함으로

써 분석할 때 가설 검정이나 유의성 검정을 위해 일반적 통계 분석 기법을 그

대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학계 의견이 있다. Rovert A. Hannman과 

Mark Riddle은 “네트워크 데이터의 관측치나 측정한 점수는 모집단으로부터 독

립적으로 표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분석을 통해 차이나 연관성을 설명하

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설 검증이나 유의미성 검증 등 추론적 질문을 해결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없다” 는 견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회연결망 분석의 다양한 기존 연구들은 네트워크 데이터의 

비독립성·의존성을 인한 통계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검정 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계적 기법을 

적용해 검정해본 결과 대다수 연구논문들이 실제 현상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유

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넷마이너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네트워크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기초), 

서울: 사이람, p. 22, 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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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퀘어(Random Permutation Chi Square) 유의성 검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즉, 이 논문에서는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얻어진 구성원이 어떤 

커뮤니티에 속하는 지와 관련된 데이터와 5가지 연결 관계 속성(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이라는 2가지 

변수가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갖는 지 판단해 하위 그룹을 분리하는 

내재적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각 구성원의 커뮤니티 소속 여부는 범주형 데이터이고, 5가지 연결 관계 

속성도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카이스퀘어 검정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개체수가 30 미만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랜덤 퍼뮤테이션 카이스퀘어 유의성 검정’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랜덤 퍼뮤테이션 카이스퀘어 유의성 검정’은 한 변수의 배열을 

무작위적으로 재배열하여 무작위화를 통해 생성된 값과 기대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량이 카이 스퀘어가 재배열 한 회수만큼 계산되는데, 원래 

관찰됐던 카이스퀘어보다 크게 나타나는 비율이 p-value 형태로 

측정된다. 따라서 10만회에 달하는 퍼뮤테이션을 통해 나타나는 p-

value값이 관찰된 값보다 클 가능성이 5% 이내라면 관계적 변수와 

비관계적 변수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넷마이너의 교차분석 프로그램에서는 두 범주형 변수의 

통계적 연관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Cramer’s V’값을 제시하는데 이 

값은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크기가 클수록 연관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14) 

요약하자면 이 논문에서는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를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5가지 관계(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에 따라 몇 가지 하부 그룹들로 구분해낸 뒤, 이들 

하위 그룹들을 구분해내는 네트워크의 내재적 요인이 이들 5가지 관계 

요소 가운데 무엇인지 통계적 기법인 교차분석과 함께 비모수적 검정 

방법인 ‘랜덤 퍼뮤테이션 카이스퀘어 유의성 검정’을 통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14) 넷마이너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네트워크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기

초), 서울: 사이람,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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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보도국 편집회의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제 1 절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중심구조 분석 
 

1. 연결정도 중심성을 이용한 집중도 지표 분석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마다 소수의 구성원들(노드)이 네트워크 

내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지, 즉 소수에게 

편집회의의 영향력이 집중화 돼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보도국 

편집회의의 ‘집중도 지표(Centralization Index)’를 계산해봤다. 

넷마이너 프로그램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집중도 지표 

  집중도 지표(Centralization Index) 

2002년 보도국 편집회의 40.48% 

2003년 보도국 편집회의 45.71% 

2004년 보도국 편집회의 66.25% 

2005년 보도국 편집회의 42.16% 

2006년 보도국 편집회의 71.95% 

2007년 보도국 편집회의 71.02% 

2008년 보도국 편집회의 79.87% 

2009년 보도국 편집회의 63.73% 

2010년 보도국 편집회의 54.14% 

2011년 보도국 편집회의 47.62% 

2012년 보도국 편집회의 57.71% 

2013년 보도국 편집회의 53.80% 

2014년 보도국 편집회의 38.57% 

2015년 보도국 편집회의 60.47% 

2016년 보도국 편집회의 63.97% 

2017년 보도국 편집회의 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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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좀 더 쉽게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집중도 지표 계산 결과를 꺾은 선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집중도 지표 값을 분석한 결과, 가장 집중도가 높게 나온 시기는 

2008년 보도국 편집회의(79.87%)였고, 가장 낮은 시기는 2014년 

보도국 편집회의(38.57%)였다. <그림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2년 이후 집중도 지표는 계속 높아져 

2004년에는 66.25%까지 올랐다가 2005년 들어 42.16%로 급격히 

낮아져 다시 2002년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2006년 71.95%까지 

급격한 상승을 나타낸 뒤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08년을 

정점으로 최대치(79.87%)를 기록한 뒤부터 완만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시 2012년 57.71%로 소폭 오르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하강하다 2014년에 최저치(38.57%)를 기록한다. 2015년에는 다시 

60.47%로 급격히 상승해 2016년 이후로는 2004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2017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별로 분석해보면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시작되면서 

집중도 지표는 2004년까지 상승하다가 2005년에 다시 낮아진 이후 

2007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집중도 지표가 소수의 노드가 다른 

노드들에 대해서 갖는 연결정도 중심성을 기준으로 한 영향력의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집중도 지표가 집권 초반 

낮은 수준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의 경우 집중도 지표가 급격히 낮아지는 원인은 정권 교체 등의 

40.48%
45.71%

66.25%

42.16%

71.95%71.02%

79.87%

63.73%

54.14%

47.62%

57.71%
53.80%

38.57%

60.47%
63.97%63.33%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그림 2>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집중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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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라기 보다는 2005년 2월에 있었던 예상밖의 사장 교체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당시 MBC에서는 기존 이긍희 사장에서 최문순 

사장으로의 교체가 이뤄졌는데 최문순 사장은 직전까지의 직위가 

보도제작국 소속 부장 신분이었기 때문에 기존까지 선임된 사장들과는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15) 기존 사장들이 통상 보도본부장 등 

임원급 인사들이나 외부 명망가들 중에서 임명됐던 것과 달리 매우 

파격적인 사장 인사였는데, 이 때문에 최문순 사장의 선임 이후 조직 내 

큰 변화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기존 MBC 보도국 내에서 

대표적인 인사 방식이었던 연공서열식 인사에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사장 취임 초기 공채 기수 위주의 연공서열식 조직 운영에 

익숙해 있었던 내부 인사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던 것으로 파악된다.16) 

이에 따라 최문순 사장 임기 초기,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의 

연결정도에 따른 집중도 지표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후 

집중도 지표가 급격히 상승해 2008년 정점을 찍는 상황을 볼 때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의 소수 구성원들의 영향력과 

권력이 강화돼 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집중도 지표가 가장 높게 나온 시점은 2008년 보도국 편집회의인데 

이 때는 새롭게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해라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집중도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면면이 크게 달라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들이 달라지는 것과 동시에 소수의 구성원들에게 좀 더 많은 

영향력과 권력이 집중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기간(2018년~2012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집중도 지표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집권 초반 상대적으로 강했던 

소수의 영향력, 집중도가 후반으로 갈수록 줄어들면서 영향력이 

낮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기간(2013년~2017년 초)에는 집권 초기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 2014년을 최저점으로 한 뒤 2015년부터는 

다시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 2014년 집중도 지표가 갑자기 낮아진 원인 

역시 사장 교체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된다.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 

                                            
15) 세계일보 기사 “MBC, 40대 사장 발탁 파격”, 2005년 2월 23일 A02면 

   중앙일보 기사 “연공서열 집착은 아날로그, 급여 10% 깎되 고용 유지”, 

2005년 2월 24일 2면. 
16) 한국일보 기사 “MBC 세대교체 파격 인사”, 2005년 3월 1일 A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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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기존 김종국 사장이 전임 김재철 사장의 잔여 임기 10개월 

정도만을 채운 채 연임하지 못하고 안광한 사장으로 교체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도국 편집회의 내 구성원들의 변화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권력 집중도가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당시 170일의 

파업을 겪었던 MBC 내부에서는 전임 김종국 사장이 MBC 노조의 

주류인 전국언론노조 MBC지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던 데 비해 새로 바뀐 안광한 사장은 훨씬 배타적이고 강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17) 따라서, 안광한 사장 취임과 함께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회사측의 보도 행태에 반발해왔던 

전국언론노조 MBC 지부 소속이거나 소속이었던 인사들에 대한 보직 

임명 배제 현상이 강화된 것이 집중도 지표가 일시적으로 떨어진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장 임기를 중심으로 집중도 지표를 분석할 경우 36쪽의 <표 

7>에 나타난 것처럼 집권 정부에 따른 경향성보다 비교적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체로 사장 임기가 시작될 때 

집중도 지표가 낮은 데 반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상식적으로 임기 초반 조직의 운영 상황을 파악한 뒤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갈수록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 소수의 영향력과 

권력이 강화되는 과정이 이뤄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시기도 꽤 길게 나타난다. 예외적인 

시기는 엄기영 사장 임기(2008년 2월 19일~2010년 2월 8일), 김재철 

사장 임기(2010년 2월 26일~2013년 3월), 김종국 사장 임기(2013년 

5월 ~ 2014년 2월)인데, 이 시기는 사장의 임기 초기보다 오히려 

후반기로 갈수록 보도국 편집회의 내 집중도 지표가 낮아지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와 박근혜 정부 초기에 해당되는 기간인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시기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의 소수의 영향력이나 권력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 아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17) 경향신문 기사 “MBC 신임 사장에 '김재철 최측근' 안광한, 노조 "퇴진 투쟁

" 반발”, 2014년 2월 22일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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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역대 MBC 사장 임기와 해당 시기 정부 명칭 

역대 MBC 사장 임기 정부 명칭 

김중배 
2001년 3월 9일 

~ 2003년 3월 
김대중 정부 

이긍희 
2003년 3월 4일 

~ 2005년 2월 
노무현 정부 

최문순 
2005년 2월 25일 

~ 2008년 2월 
노무현 정부 

엄기영 
2008년 2월 19일 

~ 2010년 2월 8일 
이명박 정부 

김재철 
2010년 2월 26일 

~ 2013년 3월 
이명박 정부 

김종국 
2013년 5월 

~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 

안광한 
2014년 2월 

~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김장겸 
2017년 2월 28일 

~2017년 11월 13일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서 결정 

 

 

<그림 3> MBC 사장 임기별 집중도 지표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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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밀도 분석 

 

이 논문에서는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연결 관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지, 즉 각 연도별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관계가 얼마나 단단하고 이에 따라 서로의 정보 교류와 협력이 얼마나 

많은 지 파악하기 위해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밀도(density)를 

분석해봤다. 밀도 분석은 대부분의 사회연결망 분석 논문에서 빠지지 

않고 실시하는 분석이다. 이 논문에서는 ‘집중도 지표(Centralization 

Index)’의 분석 결과를 추가적으로 해석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넷마이너 프로그램에 따른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밀도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밀도 

  밀도 

2002년 보도국 편집회의 1.87 

2003년 보도국 편집회의 2.156 

2004년 보도국 편집회의 2.228 

2005년 보도국 편집회의 2.123 

2006년 보도국 편집회의 2.06 

2007년 보도국 편집회의 2.029 

2008년 보도국 편집회의 2.043 

2009년 보도국 편집회의 2.017 

2010년 보도국 편집회의 2.194 

2011년 보도국 편집회의 2.424 

2012년 보도국 편집회의 1.819 

2013년 보도국 편집회의 2.047 

2014년 보도국 편집회의 1.887 

2015년 보도국 편집회의 2.011 

2016년 보도국 편집회의 2.02 

2017년 보도국 편집회의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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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좀 더 쉽게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밀도 계산 결과를 꺾은 선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밀도값을 분석한 결과, 가장 밀도가 높게 나온 시기는 2011년 

보도국 편집회의(2.424)였고, 가장 낮은 시기는 2017년 보도국 

편집회의(1.816)였다. <그림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2년 1.87에서 2003년 2.156으로 상승한 뒤부터는 

2010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을 살펴보면, 최저치일 때 2.017(2009년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최고치일 때 2.228(2004년 보도국 편집회의) 사이에서 수치가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 특이한 점은 2011년 2.424에서 2012년 

1.819로 급감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33쪽에 

있는 <그림 2>의 집중도 지표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밀도가 

2011년에서 2012년 급감한 것과 달리 집중도 지표에서는 2011년 

47.62%에서 2012년 57.71%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다. 통상 

집중도지표와 밀도가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적 일치하는 현상이다. 즉, 밀도가 높으면 전체 

구성원(노드)들이 연결되는 정도가 높아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집중도는 낮아지는 반면, 밀도가 낮으면 특정 구성원(노드)들 갖는 

영향력의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1.87

2.156

2.228

2.123

2.06
2.029 2.043

2.017

2.194

2.424

1.819

2.047

1.887

2.011 2.02

1.816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그림 4>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밀도 



 

３９ 

 

2011년에서 2012년,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 소수에게 권력이나 

영향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강화된 반면, 편집회의가 유사한 연고나 

배경을 갖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됨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덜 촘촘해지고 

멀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집중도 지표와 밀도가 반비례 관계의 현상을 보이면서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기간은 더 관찰할 수 있다. 33쪽의 <그림 

2>와 38쪽의 <그림 4>를 비교해볼 때, 뚜렷하게 두 그래프가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기간은 2009년에서 2013년 까지의 기간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집중도 지표는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는 반면, 같은 기간 밀도는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낸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집중도 지표가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46.62%→57.71%), 밀도는 이와 반대로 급격히 

하락한다(2.424→1.819). 또,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집중도 

지표는 완만히 상승하는 반면(57.71%→53.80%), 같은 기간 밀도는 

이와 반대로 완만히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인다(1.819→2.047).  

이와 같은 두 그래프의 반비례 관계는 이 시기의 보도국 편집회의 

내 권력 집중도와 관련한 기존의 통념을 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기간은 엄기영 사장(2008년 2월 

19일~2010년 2월 8일)과 김재철 사장(2010년 2월 26일~2013년 

3월)의 임기가 지속되던 시기로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의 전반부에 

해당되는데, 통상적으로 김재철 사장 임기 기간 동안 보도국 뉴스의 

편향성이 증가돼왔고 이런 배경에 일부 정치적 성향이 강한 보도국 내 

간부들의 영향력이나 권력 집중도가 높아져왔을 것이란 선입견과 달리 

이 기간 집중도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아져왔고 반면 구성원들의 밀도는 

계속 촘촘해지고 단단해져 왔던 것이다. 물론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집중도 지표와 밀도를 추가로 비교해본다면, 김재철 사장 

임기였던 이 기간 집중도 지표가 다시 높아져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보도국 편집회의 내 권력의 집중화 현상이 높아진다는 점은 다시 

확인해볼 수 있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의 기간 일반적으로 

보도국 편집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돼왔다는 인식이 많은 점을 

비교해보면 이 기간 뉴스의 편향성은 보도국 소수의 권력 집중화에 따른 

현상이라기 보다는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성향이 그만큼 많은 

공통점(연고와 성향, 출신 배경)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기간, 소수의 권력자가 편집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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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지우지 했다기 보다는 편집회의 자체가 비슷한 성향과 연고,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집중도 지표와 밀도값이 이처럼 

반비례 관계를 비교적 뚜렷하게 보이는 시기가 있는 반면, 나머지 

시기는 이런 반비례 관계가 관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좀 더 상세히 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뚜렷한 동조 현상을 보기 

힘들다. 이 기간 밀도는 2.156~2.017 사이로 큰 변화가 없이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집중도 지표는 2003년의 45.71%에서 

2005년에는 42.16%까지 떨어졌다가 2008년에는 분석 기간 내 

최고치였던 79.87%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009년에 63.73%까지 

떨어지는 등 상당히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인다. 물론 방향성에 있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집중도 지표와 밀도가 약한 정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밀도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두 지표 사이에 

어떤 뚜렷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두 지표가 비교적 강한 정비례 관계를 보이는 시기도 있는데,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기간 동안 집중도 지표의 등락과 밀도 

그래프의 등락은 비교적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통상 이론적으로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는 집중도 지표와 밀도의 상관 관계와 달리, 정비례 동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38쪽의 밀도 그래프 <그림 4>의 경우 2013년 

2.047에서 2014년 1.887로 완만히 떨어진 다음 2015년 2.011로 다시 

상승한 뒤 2016년 2.02까지 살짝 상승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이 기간 

33쪽의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집중도 지표는 2013년 

53.80%에서 2014년 38.57%로 급격히 떨어진 뒤 2015년 60.47%로 

급격히 상승하고 다시 2016년에는 63.97%로 상승, 다음 해인 

2017년에 63.03%로 살짝 하락하는 형태를 보인다. 두 그래프가 이 

기간 정비례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인데, 반면 그 등락폭을 볼 때 집중도 

지표가 훨씬 빠른 등락을 보이는 걸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집중도 지표의 등락 현상은 같은 박근혜 정부 임기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장들의 임기 변화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2월에 있었던 김종국 사장에서 안광한 사장으로의 변화가 상당히 

특징적인데, 이 기간 집중도 지표와 밀도가 모두 떨어지는 시기이고 

이후 안광한 사장 임기 후반기인 2016년에 다시 집중도 지표와 밀도가 

모두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사장 교체는 이례적으로 



 

４１ 

 

MBC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여권 인사들로 

다수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기존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김종국 사장을 

또다른 여권 성향인 안광한 사장으로 교체했는데, 비슷한 여권 성향의 

사장 교체임에도 불구하고 보도국 편집회의 내 권력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18) 즉, 안광한 사장이 새로운 

경영진으로 들어오고 나서 임기 초기엔 김종국 사장에서 안광한 

사장으로 경영진 교체가 이뤄지는 상황에 따라 집중도 지표와 밀도가 

모두 일시 하락했지만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연고와 성향, 배경이 비슷한 

인물들로 인사 조치를 하면서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보도국 

편집회의의 구성원들의 밀도가 높아진 건 물론 집중도 지표도 함께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16년과 2017년의 

수치를 비교해볼 때, 김장겸 사장으로 교체된 뒤에는 이런 현상이 다소 

완화됐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집중도 지표의 변화폭(63.97%→68.03%), 

또 밀도의 변화폭(2.02→1.816)을 감안할 때 의미있는 변화라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집권 정부 별 변화상을 밀도 분석을 기준으로 파악해보았다. 국민의 

정부 말기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38쪽의 <그림 4> 에서 보듯이 

밀도 그래프 상으로는 큰 변화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정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2002년 1.87 ~ 2007년 2.029). 반면, 집중도 지표와 

비교해보면 33쪽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노무현 정부 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도 지표가 높아지고 있다. 2005년 2월에 있었던 

최문순 사장 임명으로 집중도 지표는 2005년부터 급격히 낮아지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만 밀도에서는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큰 변화라고 볼 순 

없었다(2004년 2.228→2005년 2.123). 이 시기 집중도 지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도 밀도에는 변화가 없었던 이유를 판단해보면,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 노무현 정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소수 

구성원들의 영향력과 권력은 강화돼왔다는 해석이 가능한 반면, 같은 

시기 밀도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구성원들 자체의 연고나 성향, 

정치적 배경이 달라진 건 크게 없다는 걸 의미한다. 즉, 같은 노무현 

정부 집권기 내에서는 사장 교체에 따라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 소수의 

                                            
18) 한겨레 신문 기사 “거꾸로 간 MBC 사장 선임”, 2014년 2월 22일 23면. 

   한국일보 기사 “예상이 현실로.. MBC 김재철 체제 부활”, 2014년 3월 7일 

A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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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나 영향력의 증대와 같은 변화는 발생했지만,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출신 배경이나 관계 자체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집중도 지표가 가장 높게 나온 시점인 2008년 보도국 

편집회의 이후부터의 상황은 앞선 노무현 정부 시기와 비교할 때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인다. 이명박 정부 기간 (2018년~2012년) 전체를 놓고 

보면 이 기간 동안 집중도 지표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집권 초반 상대적으로 강했던 소수의 영향력, 집중도가 후반으로 갈수록 

줄어들면서 영향력이 낮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앞서 밀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대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밀도가 계속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며 집중도 지표와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건 소수의 

권력이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과 달리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은 

점점 비슷한 연고와 성향, 배경을 갖는 사람들로 채워져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 패턴은 이명박 정부 말기라고 볼 수 있는 

2011년과 2012년은 다시 한차례 변화를 갖는다. 앞서도 설명한대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집중도 지표가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46.62%→57.71%), 밀도는 이와 반대로 급격히 

하락한다(2.424→1.819). 즉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들면서는 다시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 소수의 구성원(노드)에게 권력과 영향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구성원들의 밀도는 떨어지게 된다. 이 

때는 김재철 사장 집권기(2010년 2월 26일~2013년 3월) 이면서 

170일이라는 역대 방송 역사 상 최장기 파업이 벌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결국 장기 파업을 겪으면서 이후 새로운 경력 출신 기자들이 편집회의에 

등장하면서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밀도는 떨어졌지만 보도국 편집회의 내 

소수 구성원들의 권력 집중과 영향력 강화는 더 심화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동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13년 이후 집중도 

지표와 밀도값의 정비례 동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바뀌기 시작한 

첫 해, 한차례 반비례 동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서 

설명한대로 지속적인 정비례 동조 현상이 나타난다. 대체로 사장 임기가 

시작될 때 집중도 지표가 낮은 상태에서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현상이 김종국 사장에서 안광한 사장으로의 교체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시기 밀도가 집중도 지표와 정비례 동조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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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긴해도 밀도 수치의 변화폭은 사실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밀도는 2013년 2.047에서 2014년 1.887로 다소 떨어진 뒤 2015년 

2.011, 2016년 2.02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김장겸 

사장 임기로 볼 수 있는 2017년 1.816로 다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대체로 박근혜 정부 임기 기간 동안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집중도 

지표에 비해 밀도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은 채 일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이긴 하지만 같은 보수 정부라도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는 

상당 기간 동안(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집중도 지표와 밀도가 

반비례 동조 현상을 보이면서 집중도 지표가 떨어지고 구성원들의 

밀도가 늘어난 반면, 박근혜 집권 시기 집중도 지표가 2013년 

53.80%에서 다소 변화하다 2017년 63.83%까지 크게 높아진 데 비해 

밀도는 같은 기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2.047 ~ 2017년 1.816). 즉, 박근혜 정부 시절 보도국 편집회의는 소수 

구성원들의 권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반면, 구성원들의 

촘촘한 정도를 나타내는 밀도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조금씩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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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응집구조 분석 
 

 

1. 컴포넌트 분석 

 

컴포넌트(component)는 서로의 연결 관계(link)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연결되는 전체 네트워크의 하부 그룹을 의미한다. 응집구조 분석 

기법 가운데 컴포넌트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여러가지 

형태의 응집구조 분석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이기 때문이다.19)  

분석 대상인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를 

대상으로 각각의 컴포넌트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가 단 1개의 컴포넌트로 각각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5가지 연결 관계(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 가운데 단 1개의 연결 관계도 없는, 아예 동떨어져 있는 구성원이 

전혀 없이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모든 구성원들이 적어도 1개 

이상의 연결 관계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5쪽의 <표 9>에 

나타난 것처럼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는 모두 1개의 단일한 

컴포넌트로 구성돼있어 1개의 컴포넌트가 하나의 전체 네트워크로 

빠짐없이 연결돼있는 반면,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연결 관계의 숫자(Number of Links)나 평균 거리(Mean 

Distance) 등의 수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은 연결 관계를 갖고 있는지 나타내는 

연결 관계의 숫자(Number of Links)는 최소 127개(2017년 보도국 

편집회의)부터 최대 567개(2009년 보도국 편집회의)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각기 다른 연도별 편집회의마다 다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구성원(노드) 간의 관계가 

좀 더 촘촘히 연결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19) 교차 분석을 하기 위해선 전체 네트워크가 1개의 컴포넌트로 연결된 상태여

야 한다. 따라서 본격적인 응집구조 분석에 앞서 컴포넌트 분석을 먼저 하는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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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컴포넌트 분석 결과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연결 관계의 숫자 

(Number of Links) 

평균 거리 

(Mean 

Distance) 

직경 

(Diameter) 

컴포넌트 

(Component

) 

2002년 224 1.688 3 1개로 구성 

2003년 231 1.87 3 1개로 구성 

2004년 135 1.926 3 1개로 구성 

2005년 171 1.836 3 1개로 구성 

2006년 436 1.873 3 1개로 구성 

2007년 529 1.784 3 1개로 구성 

2008년 235 1.763 3 1개로 구성 

2009년 567 1.776 3 1개로 구성 

2010년 451 1.871 3 1개로 구성 

2011년 230 2.082 4 1개로 구성 

2012년 252 1.783 3 1개로 구성 

2013년 287 1.803 3 1개로 구성 

2014년 224 1.723 3 1개로 구성 

2015년 270 1.815 3 1개로 구성 

2016년 150 1.817 3 1개로 구성 

2017년 127 1.743 3 1개로 구성 

 

 

또, 두 명의 구성원(노드)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결 경로 가운데 

가장 짧은 경로를 가리키는 거리의 평균치(Mean Distance)를 보면 

수치는 2011년 보도국 편집회의의 2.082를 제외하고는 1에서 2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 네트워크(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구성원들이 적어도 1,2번의 경로를 거치면 다 연결되는 매우 강도높은 

네트워크 체계를 갖고 있다. 2011년 보도국 편집회의 역시 평균 거리가 

2에 매우 근접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우 강도높은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가 매우 단단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라는 

점은 직경(Diameter)의 수치를 봐도 파악할 수 있는데 2011년 보도국 

편집회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3이라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직경(Diameter)은 거리(Distance)와 밀접한 개념으로 한 네트워크 

안에서 임의의 두 구성원(노드)들 간의 거리 가운데 가장 긴 거리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의 크기를 가늠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다(이수상, 2012).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에서는 대부분 

3이라는 직경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3번의 거리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４６ 

 

연결되는 네트워크로 매우 촘촘하면서도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보도국 편집회의 역시 직경 4의 크기로 느슨하지 않은 

매우 단단한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균 거리(Mean 

Distance)와 직경(Distance)만 보더라도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는 

매우 유사한 성향이나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연결 관계로 이어진 

네트워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가지 연결 관계(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 가운데 하나 

이상의 연결점이라도 없는 구성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즉 하나의 

컴포넌트가 전체 네트워크를 대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각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는 내부의 지배적인 하부 그룹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크나 기본적으로 구성원들 그 자체가 많은 공통된 

속성(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을 

가지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2.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1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된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가 

연결매개성을 기준으로 하부 그룹을 파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파악해보았다.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 Analysis)을 통해 파악된 하부 그룹의 개수와 그 하부 

그룹의 네트워크 모습은 47쪽의 <표 10>과 93쪽의 <부록 1>에 

정리하였다.20)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을 시행해 본 결과,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내부에는 최소 2개(2003년 보도국 

편집회의)부터 최대 13개(2010년 보도국 편집회의)까지 다양한 형태로 

연결된 다수의 하부 그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하부 그룹이 다양한 개수와 크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5가지 연결 관계(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가 서로 얽히고설킨 상태에서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연결 관계가 있는 밀접한 연결 관계를 분리해낸 뒤 이를 

                                            
20)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마다 Community(Betweenness) 분석 방법을 적

용하는 과정에서 그룹을 나뉠 때 기준은 각 분석에서 Modularity가 가장 큰 수

치를 적용하였다. 계산된 Modularity는 47쪽에 있는 <표 10>의 오른쪽 칼럼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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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연결매개성이 약한 고리를 연산을 통해 끊어 분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분류된 것이다. 21) 

 

<표 10>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 

편집회의 하부 그룹의 개수 Modularity 

2002년 3개 하부그룹 17.473006 

2003년 2개 하부그룹 12.575902 

2004년 4개 하부그룹 2.255987 

2005년 6개 하부그룹 31.819805 

2006년 5개 하부그룹 12.419357 

2007년 6개 하부그룹 12.068734 

2008년 12개 하부그룹 20.506097 

2009년 6개 하부그룹 3.634691 

2010년 13개 하부그룹 12.020815 

2011년 4개 하부그룹 1.795313 

2012년 5개 하부그룹 9.125013 

2013년 2개 하부그룹 3.037678 

2014년 7개 하부그룹) 40.305087 

2015년 5개 하부그룹 46.205714 

2016년 4개 하부그룹 17.132943 

2017년 8개 하부그룹 8.720984 

 

 

위의 <표 10>과 93쪽의 <부록 1>에 나타난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하부 커뮤니티들이 구성되는 이유는 5가지 연결 관계(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를 기준으로 복잡하게 

연결돼있는 복잡한 네트워크의 연결망 속에서도 내부의 패턴 흐름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은 연결매개성을 기준으로 복잡하게 

                                            
21) Community Betweenness나 Community Modularity의 2가지 응집구조 분석 

기법을 적용해 하부 그룹을 파악할 때 5가지 속성별 관계에서 최소한 몇 개 이

상의 관계가 동시 연결됐을 때 밀접한 관계로 연결됐다고 연구자가 연구 목적

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넷마이너에서는 분화 방식(Dichotomize)을 어떤 기준

으로 하느냐로 표현되는데, 5가지 연결 관계(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

사 경로·소속 노조) 중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관계만 있을 때 그룹이 형성되는 

것으로 상정하면 사실상 1개의 컴포넌트로만 구성돼 세부적인 하부 그룹의 네

트워크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래 분석에서는 두 분석 모두 분화 방식을 

'3 이상'으로 설정해 분석하기로 한다. 즉, 5가지 연결 관계(출신 고교·출신 대학

·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 중에서 적어도 3가지 이상의 관계로 연결됐을 

경우 서로 강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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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혀있는 전체 네트워크 속에서 좀 더 강한 연결성을 갖는 하부 

그룹(커뮤니티)을 모듈값(Modularity)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22)
 그렇다면 이렇게 나뉘어진 하부 그룹들 가운데 전체 

네트워크인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지배력을 갖는 하부 그룹은 무엇이고, 이 하부 그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이 같은 분석은 아래에서 또다른 응집구조분석 기법인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를 먼저 정리한 뒤 ‘제 3장 제 3절 보도국 

편집회의의 관계 요인에 대한 통계적 분석’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3.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Modularity)’은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을 

보조하는 분석 수단으로 적용해보았다. 두 분석 수단을 모두 적용한 

것은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는 주요 

하부집단이 무엇인지, 또 어떤 특징을 띠고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두 분석 기법을 통한 결과물을 비교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Modularity)을 통해 파악된 하부 그룹의 개수와 그 

하부 그룹의 네트워크 모습은 49쪽의 <표 11>과 101쪽의 ‘부록 2’로 

정리하였다.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는 연결매개성을 통한 

                                            
22)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 을 적용해 분

석하는 과정은 앞서 설명한 GN(Girvan-Newman) 알고리즘에 따라 매개 중심

성(Link Betweenness Centrality)이 높은 링크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나누

어진 컴포넌트들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식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모든 링크

가 제거될 때까지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분리된 컴포넌트 안의 밀도와 

컴포넌트 간 밀도 간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 Community Betweenness의 

Modularity이다. 일반적으로 Modularity값이 가장 높을 때 하부그룹이 가장 잘 

분리된 것으로 보고 이 때 나뉘어진 하부그룹을 분석에 사용한다. 통상 

Modularity값이 3.75 이상이면 네트워크가 매우 잘 분리된 것으로, 2.75에서 

3.5 사이의 값일 경우 잘 분리된 것으로, 1.25에서 2.75 사이라면 통상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1.25 미만일 경우엔 잘 분리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를 

Mojena’s best cut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넷마이너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기본교육), 서울: 사이람, p. 168에서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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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도의 보도국 편집회의라는 

대상으로부터 하부 그룹을 분리해내는 과정을 거치지만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하지만 두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하부 그룹을 형성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하부 그룹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의 차이로 

인하여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가장 

덩어리가 큰 지배적 하부 그룹이 ‘그룹 1’로 나타나는 반면,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에서는 연도별 편집회의 네트워크에서 

분리돼 나온 각각의 하부 그룹의 규모가 비교적 서로 비슷한 크기로 

나뉜 걸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내 하부 그룹 가운데 지배적 하부 그룹을 찾아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연구의 분석 목적에는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이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1>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표 

편집회의 하부그룹의 개수 Modularity 

2002년 4개 하부그룹 0.357 

2003년 3개 하부그룹 0.28 

2004년 4개 하부그룹 0.165496 

2005년 3개 하부그룹 0.404268 

2006년 3개 하부그룹 0.272642 

2007년 2개 하부그룹 0.239222 

2008년 5개 하부그룹 0.113894 

2009년 4개 하부그룹 0.255960 

2010년 3개 하부그룹 0.185611 

2011년 3개 하부그룹 0.139929 

2012년 4개 하부그룹 0.295946 

2013년 3개 하부그룹 0.226347 

2014년 4개 하부그룹 0.443998 

2015년 5개 하부그룹 0.427708 

2016년 5개 하부그룹 0.356481 

2017년 4개 하부그룹 0.313317 

 

 

아래 ‘제 3장 제 3절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관계 요인에 대한 

통계적 분석’ 에서는 응집구조분석 가운데 두 가지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인 하부 그룹의 분류 데이터를 이용해 하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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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 사이의 5가지 연결 관계(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 가운데 어떤 요인이 하부 그룹의 분류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고 있는 지 교차 분석을 통한 비모수검정 

방식을 적용해 그 결과물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응집구조 

분석 기법 가운데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과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2가지를 모두 적용해 결과물을 정리한만큼 교차분석을 

통한 통계적 검정 역시 각각 두 분석 결과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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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관계 요인에 관한 통

계적 분석 
 

 

1.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 대한 교차분석 

 

응집구조분석 기법 가운데 컴포넌트 분석(Component Analysis)은 

5가지 연결 관계(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모든 

네트워크가 결국 단일한 1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돼 있어 큰 의미를 찾기 

어려웠던 반면,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과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Modularity)에서는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아래에 다양한 하부 그룹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구성원(노드)들은 이렇게 나뉘어진 하부 그룹에 각각 소속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각 구성원들을 하부 그룹의 소속 여부에 따라 구분지은 뒤 

구성원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하부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즉,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라는 

네트워크 아래 존재하는 하위 그룹들이 어떤 내재적 요인을 기반으로 

생성됐고 구분됐는지 통계적 기법인 교차분석을 통해 그 요인의 

유의미성을 검정할 수 있다. 앞서 ‘제 2장 제 4절 연구문제와 방법’에서 

설명한대로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내 존재하는 다양한 하위 그룹에 

대한 각 구성원들의 소속 여부를 대상으로 놓은 뒤 5가지 연결 

관계(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를 

분석의 벡터값으로 놓고 차례대로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의 유의미성을 검정하는 기법으로는 비모수적 검정 가운데 ‘랜덤 

퍼뮤테이션 카이스퀘어(Random Permutation Chi Square) 유의성 검정’ 

방식을 적용하였다. 먼저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를 통해 계산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52쪽의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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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에 대한 교차분석 (**=P<0.05) 

                                            
23) 교차분석 결과 ‘크레이머 V’값이 ‘정의되지 않음(Undefined)’로 표시되는 경

우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해당 연결 관계 가운데 한 가지 관계로만 

소속된 전체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연결돼 교차분석의 대상이 되는 범주

(category)가 1개뿐이기 때문이다. 가령 2003년의 경우 입사 경로를 따지게 되

면 모든 구성원이 ‘경력’ 기자가 아닌 전원 ‘공채’ 출신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이

다. 
24) 교차분석 결과 ‘크레이머 V’값이 1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카이 제

곱도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p-value의 경우 0으로 나타나거나 거의 0에 가까

운 값을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낸다. ‘크레이머 V’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보이는데 이처럼 ‘크레이머 V’값이 정확히 1로 나타나는 경우는 

분리된 하부그룹의 구성이 정확히 해당 연결 관계에 따라 나뉘기 때문이다. 가

령 2003년의 경우 소속 노조를 따지게 되면 모든 하부 그룹의 구성원이 같은 

소속 노조를 갖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하부 그룹 소속원은 노조에 소속돼있지 않

다는 것이다. 짧게 정리하자면, 하부 그룹이 정확히 ‘크레이머 V’값이 1이 나온 

해당 연결 관계에 따라 완벽하게 분류되는 것이다.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5가지 연결 관계 

(속성) 

크레이머 V 

(Cramer’s V) 

카이 제곱 

(Chi Sqaure) 

퍼뮤테이션 결과 P값 

(P>=obs.) 

 

 

2002년 

출신 고교 0.449 8.867 0.181 

출신 대학 0.486 10.371 0.533 

대학 전공 0.673 19.905 0.109 

입사 경로 0.699 10.764 0.093 

소속 노조 0.904 17.987 0** 

 

 

2003년 

출신 고교 0.275 1.665 0.843 

출신 대학 0.573 7.211 0.531 

대학 전공 0.573 7.235 0.456 

입사 경로 Undefined23) 0 1 

소속 노조 124) 22 0 

 

 

2004년 

출신 고교 0.648 21.413 0.061 

출신 대학 0.837 35.744 0.088 

대학 전공 0.575 16.837 0.872 

입사 경로 1 17 0.119 

소속 노조 0.561 5.355 0.351 

 

 

2005년 

출신 고교 0.929 32.789 0** 

출신 대학 0.769 56.134 0.019** 

대학 전공 0.57 30.822 0.491 

입사 경로 Undefined 0 1 

소속 노조 1 19 0** 

 

2006년 

출신 고교 0.549 37.38 0.002** 

출신 대학 0.5 30.964 0.376 

대학 전공 0.636 50.145 0.06 

입사 경로 1 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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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노조 0.795 19.605 0** 

 

 

2007년 

출신 고교 0.599 48.769 0.04** 

출신 대학 0.718 87.675 0** 

대학 전공 0.752 96.107 0.001** 

입사 경로 0.708 17.045 0.021** 

소속 노조 0.631 13.557 0.001** 

 

 

2008년 

출신 고교 0.967 6.026 0** 

출신 대학 0.751 64.847 0.277 

대학 전공 0.706 8.872 0.506 

입사 경로 1 23 0.069 

소속 노조 0.901 18.67 0.023** 

 

 

2009년 

출신 고교 0.488 33.39 0.058 

출신 대학 0.561 54.98 0.045** 

대학 전공 0.616 66.482 0.033** 

입사 경로 0.834 24.366 0.006** 

소속 노조 0.942 31.032 0** 

 

 

2010년 

출신 고교 0.766 72.85 0.086 

출신 대학 0.693 104.194 0.196 

대학 전공 0.569 60.219 0.846 

입사 경로 1 31 0** 

소속 노조 1 31 0.004** 

 

 

2011년 

출신 고교 0.526 18.229 0.085 

출신 대학 0.587 22.733 0.254 

대학 전공 0.579 22.147 0.143 

입사 경로 1 22 0** 

소속 노조 0.149 0.489 1 

 

 

2012년 

출신 고교 0.642 39.59 0.007** 

출신 대학 0.61 35.7 0.056 

대학 전공 0.711 48.531 0.003** 

입사 경로 1 24 0** 

소속 노조 0.506 6.14 0.191 

 

 

2013년 

출신 고교 0.307 2.355 0.681 

출신 대학 1 25 0.01** 

대학 전공 0.676 11.413 0.154 

입사 경로 0.129 0.414 1 

소속 노조 0.697 12.128 0.08 

 

 

2014년 

출신 고교 0.765 51.517 0.001** 

출신 대학 0.602 47.798 0.284 

대학 전공 0.71 66.611 0.005** 

입사 경로 0.869 16.598 0.001** 

소속 노조 1 22 0.009** 

 출신 고교 0.617 27.4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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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2>에 나타난 것처럼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는 

구성원들의 5가지 연결 관계라는 고유한 속성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하부 그룹)로 나뉘게 되는데 나뉘어진 하부 그룹들을 구분짓는 

잣대라 할 수 있는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내재적 요인이 무엇인지 

통계적 검정 방법을 거쳐 확인해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랜덤 

퍼뮤테이션 카이스퀘어(Random Permutation Chi Square) 유의성 검정’ 

방식을 적용해 P(유의확률) 값이 0.05 이하인 경우 나타나는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하부 그룹을 구분 기준이 되는 내재적 요인에 따라 

정리해보면 55쪽의 <표 13>와 같다.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마다 

내재적 요인은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시기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3>에서 그룹별로 설명된 내용은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Betweenness)을 통해 

나뉘어진 지배적 하부 그룹의 다수 구성원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속성을 띠고 있는지 나타낸 것이다. <표 13>에서 빈 칸(셀)으로 

남겨진 곳은 해당 칼럼의 속성이 하부그룹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2015년 

출신 대학 0.594 33.911 0.066 

대학 전공 0.588 33.16 0.229 

입사 경로 0.927 20.625 0** 

소속 노조 1 24 0.003** 

 

 

2016년 

출신 고교 0.624 21 0.077 

출신 대학 0.826 36.857 0.009** 

대학 전공 0.74 29.581 0.195 

입사 경로 0.457 3.758 0.366 

소속 노조 1 18 0.056 

 

 

2017년 

출신 고교 0.884 53.125 0.001** 

출신 대학 0.752 67.292 0.154 

대학 전공 0.898 68.54 0** 

입사 경로 0.753 9.641 0.247 

소속 노조 1 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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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지배적 하부 그룹 특성 I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출신 

고교 
출신 대학 

대학 

전공 
입사 경로 

소속 

노조 

2002년     그룹1·2: 

무가입 

그룹3: 

전국언론노조 

2003년      

2004년      

2005년 그룹1: 호남 

그룹2: 

수도권 

그룹1: 

고려대 

그룹2: 

서울대 

  그룹1·2: 

무가입 

그룹3·4: 

전국언론노조 

2006년 그룹1: 

수도권>호남 

그룹2: 영남 

  그룹1·2: 

공채 

그룹3: 경력 

그룹1: 

무가입 

그룹2: 

전국언론노조 

2007년 그룹1: 

수도권>호남> 

충청 

그룹1: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기타 

그룹1: 

어문학> 

사회과학 

그룹2: 

경영/경제 

그룹1·2: 

공채 

그룹1: 

무가입> 

전국언론노조 

그룹2: 

전국언론노조 

2008년 그룹1: 수도권    그룹1: 

무가입 

2009년  그룹1: 

서울대> 

성균관대> 

기타대 

그룹2: 

서울대 

그룹3: 

고려대 

그룹1: 

어문학>사회

과학 

그룹3: 

경영/경제 

그룹1: 공채 

그룹2: 공채 

그룹1: 

무가입 

그룹2: 

전국언론노조 

그룹3: 

전국언론노조 

2010년    그룹1·2·3

·5·6·7·

8·9·11·1

2: 공채 

그룹4·10·

13: 경력 

그룹1·2·3

·4·6·9·

11·12·13:

무가입 

그룹5·7·8

·10: 

전국언론노조 

2011년    그룹1·2: 

공채 

그룹3·4: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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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3>에 나타난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지배적 하위 그룹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하위 그룹 분류의 내재적 

요인은 소속 노조다. 소속 노조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6년에 

걸친 분석 가운데 10년치의 보도국 편집회의의 주요한 하위 그룹 분류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소속 노조에 따른 지배적 하위 그룹의 특성을 

살펴보면, 2002년과 2005년에는 무가입 구성원들이 보도국 편집회의의 

주요 하부 그룹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6년, 2007년 2009년에는 

전국언론노조가 두 번째로 영향력있는 하부 그룹으로 등장했다. 

2012년 그룹1: 영남 

그룹2·3: 

수도권 

그룹4: 충청 

 

 그룹1: 

순수인문학= 

사회과학 

그룹2: 

정치학 

그룹3: 

이공계 

그룹1·2: 

공채 

그룹3·5: 

경력 

 

2013년  그룹1: 

서울대> 

고려대 

그룹2: 

외국어대 

   

2014년 그룹1: 

영남=수도권 

그룹2: 영남 

그룹3: 수도권 

그룹4: 충청 

 

 그룹1: 

어문학 

그룹1: 

경력 

그룹2: 

공채 

그룹1·2·3

·4·5·6: 

무가입 

그룹7: 

전국언론노조 

2015년 그룹1: 영남 

그룹2: 수도권 

그룹3: 충청 

  그룹1·4·5: 

경력 

그룹2·3: 

공채 

그룹1·2·3

·4: 무가입 

그룹5: 

전국언론노조 

2016년  그룹1: 

서울대 

그룹2: 

연세대= 

외국어대 

   

2017년 그룹1 

(2개노드): 

영남+호남 

그룹2: 영남 

그룹3: 

수도권 

 그룹1: 법학 

그룹2: 

어문학 

그룹3: 

경영/경제 

 그룹1·2·3

·4: 무가입 

그룹5: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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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2014년과 2015년에는 지배적 하위 그룹 내에서 

전국언론노조의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2017년에는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 영향력이 사라지고 소수이긴 하지만 전국언론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제 3노조'가 소수 하위 그룹으로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 

등장하게 된다. 

  

<그림 5> 소속 노조에 따른 연도별 편집회의 하부 그룹
25)

 

2002년 편집회의 2007년 편집회의 

  

2010년 편집회의 2017년 편집회의 

 

 

                                            
25) <그림 5>에서 무소속인 경우는 동그라미, 전국언론노조 소속은 세모, 제 3

노조 소속은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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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소속 노조는 2002년부터 2017년 사이 16년에 걸친 

오랜 기간 중에서 10년에 걸쳐 보도국 편집회의의 지배적 하부 그룹을 

구분짓는 주요 내재적 요인으로 해석되며, 전국언론노조의 보도국 

편집회의 내 영향력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존재하다 2014년 이후 

급격히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지배적 하부 그룹으로 볼 수 

있는 ‘그룹 1’의 대부분은 노조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무가입' 

구성원들인데 이렇게 '무가입' 구성원들이 전국언론노조나 제 3노조같은 

특정 노조 구성원들보다 더 많은 숫자로 지배적 하부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배경에는 전국언론노조와 회사측이 MBC 문화방송 사이의 

단체협약을 통해 보직 부장들의 노조 탈퇴를 권유하거나 보직 부장을 

맡을 경우 자동 탈퇴되는 규정을 시행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26) 

 

5가지 연결 요인 가운데 출신 고교는 2005년부터 2008년, 

2012년과 2014년, 2015년, 2017년 등 8년에 걸쳐 지배적 하부 그룹을 

형성하는 내재적 요인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고 있다. 시기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수도권과 호남 출신이 

각각 유력한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로 볼 수 있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호남 출신이 유력한 하부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2012년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2012년과 2014년, 2015년, 2017년 등 이명박 정부 후반기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호남 출신은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되고, 지배적 하부 그룹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영남 출신이 

수도권을 제치고 부상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26) 앞서 ‘제 2장 제 3절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관계 변수 정의’에서 보

도국 편집회의의 ‘노조 소속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공정방송노조’도 포함

시켰는데 실제 조사 대상인 2002년부터 2017년 사이에서는 공정방송노조 출신 

인사가 보도국 편집회의의 구성원인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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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출신 고교에 따른 연도별 편집회의 하부 그룹27) 

2005년 편집회의 2012년 편집회의 

  

2015년 편집회의 2017년 편집회의 

 
 

 

 

입사 경로 역시 8년의 기간에 걸쳐 지배적 하부 그룹을 구성하는 

내재적 요인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과 2007년, 

2009년부터 2012년, 2014년과 2015년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기별 특징을 보면 2006년과 2007년, 

2009년에는 공채 출신 기자들이 지배적 하부 그룹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 점차 경력 출신 구성원들이 소규모 하부 그룹으로 편집회의 

안에서 등장하기 시작해 2014년과 2015년부터는 지배적 하위 

그룹(그룹 1)을 경력 출신 기자들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그림 6>에서 호남은 동그라미, 영남은 세모, 수도권은 네모, 충청은 마름

모, ‘강원’은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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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입사 경로에 따른 연도별 편집회의 하부 그룹28) 

2006년 편집회의 2009년 편집회의 

 
 

2012년 편집회의 2015년 편집회의 

  

 

 

경력 출신 기자들이 소규모 하부 그룹을 형성하며 등장하는 시기는 

2010년쯤부터이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입사한 경력 기자들이 부장 

진급을 통해 빠르게 보도국 편집회의의 구성원들이 되면서 독자적인 

하부 그룹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 초반 MBC 

문화방송은 기자를 신규 채용하면서 기존과 달리 경력 공채를 통해 대거 

충원하였는데 2001년에만 10여명에 달하는 경력 공채를 채용했으며 

이후 꾸준하게 경력 특채로 경력 기자들의 비율을 늘려 왔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지배적 하부 그룹이 공채에서 경력으로 세력 교체가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는 2012년 170일에 걸친 

                                            
28) <그림 7>에서 공채 출신은 동그라미로, 경력 출신은 세모 모양으로 표시돼

있다. 



 

 ６１ 

 

장기 파업에 기존 입사해있던 경력 기자들보다는 공채 기자들이 대거 

참여했고, 파업이 끝난 이후 공채 출신 기자들이 승진에서 누락되는 

불이익을 받은데다 2012년부터 파업 대체 인력으로 선발한 경력 기자들 

가운데 부장급 이상 경력 기자들이 순식간에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로 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가지 요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친 요소는 

출신 대학과 대학 전공으로 보인다. 각각 5년에 걸친 시기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부 그룹 구분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2005년과 2007년, 2009년과 2013년, 2016년 

등 연속성이 떨어지는 5년 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체로 서울대 

출신 구성원들과 고려대 출신 구성원들이 지배적 하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많은 서울대에 비해 고려대 출신 구성원들은 

인원수는 서울대만큼 많지 않지만 다른 대학 출신에 비해 강한 유대를 

갖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출신 대학은 5가지 요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기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긴 했지만, 

특징적인 것은 집권 정부에 따른 변화와 상관없이 비교적 오랜 기간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 인사들이 단독으로 혹은 연합하는 형태로 

편집회의 내 주요한 하부 그룹으로 자리잡아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영향력이 소속 노조나 출신 고교, 입사 경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순 없어도 출신 대학이라는 학연적 요인을 사회적 자본으로 

삼는 보도국 내 파벌 역시 상당한 기간 내부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학 전공도 5년 동안 하부 그룹 구성의 내재적 요인으로 기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2007년과 2009년, 2012년과 2014년, 2017년 

등이다. 대체로 어문학 출신 전공을 가진 구성원들과 사회과학 출신 

구성원들이 주류로 활동하고 있지만 경영/경제, 정치학, 법학 등 다른 

학문 전공자들도 나름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문학과 

사회과학 계통, 즉 문과 출신 기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대학 전공은 집권 정부 별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크게 의미를 두긴 어려워 보인다. 

 

  



６２ 

 

 

<그림 8> 출신 대학에 따른 연도별 편집회의 하부 그룹29) 

2005년 편집회의 2009년 편집회의 

 

 

2013년 편집회의 2016년 편집회의 

  

 

 

다만, 2012년의 경우 ‘그룹 3’이 이공계 출신들로 구성돼 있는데 

인원도 상대적으로 소수인 이공계 출신이 2012년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 하나의 하부 그룹을 형성할 수 있었던 점이 특이하다. 비공개 

자료인 구성원들의 면면을 볼 때 당시 보도본부장이 이공계 

출신이었다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보도국 내 

비주류인 이공계 출신들 사이에 적지 않은 연대가 있다는 걸 가늠할 수 

                                            
29) <그림 8>에서 서울대인 ‘그룹 1’은 동그라미로, 연세대인 ‘그룹 2’는 세모로, 

고려대인 ‘그룹 3’은 네모로, 성균관대인 ‘그룹4’는 오각형으로, 외국어대학교인 

‘그룹5’는 육각형으로, 한양대인 ‘그룹7’은 십자가 모양으로, 서강대인 ‘그룹8’

은 별 모양으로, 중앙대인 ‘그룹 9’는 표창 모양으로, 그 외 기타 대학인 ‘그룹

10’은 마름모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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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앞서 변수를 설정할 때 대학 전공은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인 

기자들이 대학 시절 어떤 학문을 전공했는지는 기자들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상정하였다. 즉, 보도국 편집회의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어 다양한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 또 특정 전공 분야 전문가들이 어떤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뉴스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 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한 문과 중심의 전공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보도국 내 전문화의 정도는 결코 높다고 보긴 어렵다. 

 

<그림 9> 대학 전공에 따른 연도별 편집회의 하부 그룹30) 

2007년 편집회의 2009년 편집회의 

  

2012년 편집회의 2017년 편집회의 

  

                                            
30) <그림 9>에서 어문학 출신 기자들은 동그라미로, 사회과학 출신 기자들은 

마름모꼴로, 신문방송학 전공 기자들은 세모로, 법학 전공 기자들은 네모로, 기

타 전공자들은 오각형으로, 경영/경제 전공자들은 육각형으로, 이공계 출신 기

자들은 십자가 모양으로, 정치/외교 전공 기자들은 별표 모양으로, 순수 인문학 

전공자들은 표창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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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 대한 교차분석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Community Modularity)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에 대해서도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에 소속된 개별 구성원이 어떤 

커뮤니티에 속하는 지와 관련된 데이터와 5가지 연결 관계 속성(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이라는 2가지 

범주형 변수가 서로 어떤 통계적 연관성을 갖는 지 판단해봤다. 앞서 

설명한대로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는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처럼 하나의 네트워크를 연결매개중심성(Link 

Betweenness Centrality)이 큰 네트워크부터 분리해가면서 지배적 

하부 그룹을 찾아가는 방식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구성원들의 조합을 찾아 그와 유사성이 있는 덩어리를 

합쳐나가는 식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서 보이듯 ‘그룹 1’이 지배적 하부 그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그룹 1’은 알고리즘 초기에 분할되면서 하부 

그룹의 구성원 숫자가 1,2명에 불과한 작은 하부 그룹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자료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다. 또한 

경험적으로 볼 때 각 하부 그룹들의 구성원수나 응집도가 연결매개성을 

통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보다 일정한 크기로 나타나는 특징을 띠고 있다. 

따라서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내 지배적 하부 그룹을 형성하는 

내재적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는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은 통계적 검증으로 나타난 결과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해석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는 65쪽의 <표 14>와 같다. 

<표 14>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하부 그룹 구성원들 가운데 지배적 하부 그룹이 어떤 속성을 띠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이어지는 67쪽의 <표 15>와 같다. 역시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정했던 방식과 

같은 ‘랜덤 퍼뮤테이션 카이스퀘어(Random Permutation Chi Square) 

유의성 검정’ 방식을 적용해 분석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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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 대한 교차분석 (**=P<0.05)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5가지 연결 관계

(속성) 

크레이머 V 

(Cramer’s V) 

카이 제곱 

(Chi Sqaure) 

퍼뮤테이션 결과 

P값 

(P>=obs.) 

 

 

2002년 

출신 고교 0.504 16.762 0.047** 

출신 대학 0.498 16.343 0.597 

대학 전공 0.766 38.762 0.008** 

입사 경로 0.727 11.629 0.09 

소속 노조 0.912 18.296 0** 

 

 

2003년 

출신 고교 0.488 10.479 0.196 

출신 대학 0.691 21.022 0.044** 

대학 전공 0.627 17.286 0.218 

입사 경로 Undefined 0 1 

소속 노조 1 22 0** 

 

 

2004년 

출신 고교 0.532 14.45 0.078 

출신 대학 0.671 22.95 0.39 

대학 전공 0.823 34.567 0.015** 

입사 경로 0.54 4.958 0.354 

소속 노조 0.627 6.679 0.171 

 

 

2005년 

출신 고교 0.645 15.82 0.002** 

출신 대학 0.619 14.567 0.438 

대학 전공 0.674 17.266 0.102 

입사 경로 Undefined 0 1 

소속 노조 1 19 0** 

 

 

2006년 

출신 고교 0.621 23.945 0.001** 

출신 대학 0.536 17.818 0.19 

대학 전공 0.606 22.79 0.027** 

입사 경로 0.354 3.887 0.311 

소속 노조 1 31 0** 

 

 

2007년 

출신 고교 0.331 3.721 0.459 

출신 대학 0.416 5.888 0.668 

대학 전공 0.6 12.241 0.049** 

입사 경로 0.411 5.742 0.029** 

소속 노조 1 34 0** 

 

 

2008년 

출신 고교 0.57 29.852 0.025** 

출신 대학 0.701 45.24 0.006** 

대학 전공 0.635 37.041 0.07 

입사 경로 0.593 8.096 0.145 

소속 노조 0.91 19.064 0** 

 

2009년 

출신 고교 0.521 28.536 0.008** 

출신 대학 0.594 37.104 0.032** 

대학 전공 0.746 58.37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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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경로 0.582 11.872 0.062 

소속 노조 0.756 20 0** 

 

 

2010년 

출신 고교 0.632 24.78 0** 

출신 대학 0.808 40.495 0** 

대학 전공 0.516 16.489 0.149 

입사 경로 0.544 9.175 0.01** 

소속 노조 0.277 2.377 0.421 

 

 

2011년 

출신 고교 0.532 12.451 0.02** 

출신 대학 0.734 23.681 0.004** 

대학 전공 0.776 26.492 0** 

입사 경로 0.624 8.556 0.022** 

소속 노조 0.289 1.833 1 

 

 

2012년 

출신 고교 0.615 27.253 0.001** 

출신 대학 0.623 27.989 0.004** 

대학 전공 0.716 36.888 0.006** 

입사 경로 1 24 0** 

소속 노조 0.507 6.161 0.103 

 

 

2013년 

출신 고교 0.704 24.747 0** 

출신 대학 0.493 2.138 0.268 

대학 전공 0.894 39.924 0** 

입사 경로 0.51 6.512 0.057 

소속 노조 0.3 4.498 0.336 

 

 

2014년 

출신 고교 0.545 19.59 0.065 

출신 대학 0.597 23.553 0.341 

대학 전공 0.751 37.19 0.006** 

입사 경로 0.856 16.135 0** 

소속 노조 1 22 0.004** 

 

 

2015년 

출신 고교 0.55 21.79 0.03** 

출신 대학 0.65 40.514 0.01** 

대학 전공 0.607 35.417 0.144 

입사 경로 1 24 0** 

소속 노조 1 24 0.003** 

 

 

2016년 

출신 고교 0.645 22.5 0.086 

출신 대학 0.73 38.357 0.043** 

대학 전공 0.738 39.214 0.103 

입사 경로 0.873 13.727 0.003** 

소속 노조 1 18 0.11 

 

 

2017년 

출신 고교 0.75 28.657 0.007** 

출신 대학 0.775 30.661 0.196 

대학 전공 0.785 31.456 0.008** 

입사 경로 0.749 9.546 0.016** 

소속 노조 0.436 3.238 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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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지배적 하부 그룹 특성II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출신 

고교 
출신 대학 

대학 

전공 
입사 경로 

소속 

노조 

2002년 그룹1(1개노드): 

영남 

그룹2: 수도권 

그룹3: 호남 

그룹4: 영남 

 그룹1(1개 

노드): 

어문학 

그룹2: 

경영/경제 

 그룹1·2·3: 

무가입 

그룹4: 

전국언론노조 

2003년  그룹2: 고려대 

그룹3: 기타대 

>서울대 

  그룹1: 

전국언론노조 

그룹2·3: 

무가입 

2004년   그룹1: 

어문학 

그룹3: 

사회과학 

  

2005년 그룹1: 수도권= 

부산/경남/대구/경

북 

그룹2: 수도권 

그룹3: 호남 

   그룹1: 

전국언론노조 

그룹2·3: 

무가입 

2006년 그룹2: 호남 

그룹3: 수도권 

 그룹1: 

어문학 

그룹2: 

어문학=사회

과학 

그룹3: 

어문학=정치

학 

 그룹1: 

전국언론노조 

그룹2·3: 

무가입 

·2007년   그룹1: 

어문학> 

사회과학 

그룹2: 

경영/경제> 

어문학> 

사회과학 

그룹1: 

공채 

그룹2: 

공채>경력 

그룹1: 

전국언론노조 

그룹2: 

무가입 

2008년 그룹1(단일노드): 

강원 

그룹2(단일노드): 

호남 

그룹3: 

호남>수도권 

그룹4: 

수도권>충청 

그룹1(단일노드): 

기타대 

그룹2(단일노드): 

중앙대 

그룹3: 서울대 

그룹4: 서울대 

=고려대 

그룹5: 기타대 

  그룹1·2·4: 

전국언론노조 

그룹3·5: 

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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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5: 수도권 

2009년 그룹1(단일노드): 

강원 

그룹2: 수도권 

그룹3: 

수도권>영남 

그룹4: 호남>영남 

그룹1(단일노드): 

기타대 

그룹2: 

고려대 

그룹3: 

서울대>기타대 

그룹4: 서울대 

그룹1(단일

노드): 

이공계 

그룹2: 

경영/경제 

그룹3: 

어문학 

그룹4: 

사회과학 

 

 그룹1·2·4: 

전국언론노조 

그룹3: 

무가입 

2010년      

2011년 그룹1: 수도권 

그룹2: 영남 

그룹3: 수도권 

그룹1: 기타대 

그룹2: 

서울대>고려대 

그룹3: 서울대 

그룹1: 

어문학 

그룹2: 

사회과학 

그룹3: 

정치학=어문

학 

그룹1: 

경력=공

채 

그룹2·3: 

공채 

 

2012년 그룹2:  

수도권>충청 

그룹3: 수도권 

그룹4: 영남 

 

그룹1: 고려대 

그룹3·4: 서울대 

그룹2: 

어문학=이공

계 

그룹4: 

사회과학 

그룹1·3

·4: 공채 

그룹2: 

경력 

 

2013년 그룹1: 충청 

그룹2: 영남 

그룹3: 수도권 

 그룹1: 

이공계 

그룹2: 

어문학 

그룹3: 

신문방송>정

치학=경영/

경제 

  

2014년   그룹2: 

어문학=이공

계 

그룹4: 

신문방송>정

치학 

그룹2: 

경력 

그룹3·4:

공채 

그룹1: 

전국언론노조 

그룹2·3·4: 

무가입 

2015년 그룹1·3·5: 

수도권 

그룹4: 영남 

그룹2: 고려대 

그룹3: 서울대 

그룹4: 

서울대>고려대 

그룹5: 

연세대>외국어대 

 그룹1·4

·5: 공채 

그룹2·3: 

경력 

그룹1: 

전국언론노조 

 

그룹 

2·3·4·5: 

무가입 

2016년  그룹1(단일노드): 

서강대 

 그룹1(단

일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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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를 교차분석한 위의 <표 

15>는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인 

55쪽의 <표 13>과 마찬가지로 같은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지배적 

하부 그룹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결과치 가운데 가장 큰 공통점은 소속 노조가 주요한 하부 그룹 

형성의 내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속 노조는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서는 10년의 기간 동안,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서는 9년의 기간 동안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 지배적 하부 그룹 형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과 2003년,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2014년과 2015년 등이다. 이 기간 소속 노조 가운데 해당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주요 하위 그룹은 대체로 무가입 구성원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2002년과 2003년, 그리고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전국언론노조 역시 뚜렷한 하부 그룹으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조는 2014년과 2015년에는 

그 세력이 확연히 약해져 편집회의 내 소수 하부 그룹으로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서도 

전국언론노조의 보도국 편집회의 내 영향력은 2009년까지 상당한 

세력으로 존재하다 2014년 이후 급격히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속 노조가 어디인가’, 혹은 ‘노조에 가입돼있느냐 아니냐’라는 

관계 요인은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 상당히 주요한 하부 그룹 형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국언론노조 MBC 지부의 영향력은 박근혜 

그룹2(단일노드): 

서울대 

그룹5: 

서울대>고려대  

4·5: 

공채 

그룹2(단

일노드)·

3: 경력 

2017년 그룹1(단일노드): 

충청 

그룹2: 수도권 

그룹3: 영남 

 그룹1(단일

노드): 

이공계 

그룹3: 

신문방송=어

문학 

그룹1·3: 

경력 

그룹4: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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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이면서 안광한 사장이 취임한 2014년 이후 눈에 띄게 

급속도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 소속 노조에 따른 연도별 편집회의 하부 그룹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31) 

2002년 편집회의 2007년 편집회의 

  

2009년 편집회의 2015년 편집회의 

  

 

 

5가지 속성 가운데 출신 고교는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보다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주요한 하위 그룹의 구분 잣대로 역할하고 있다. 

교차분석을 통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에서는 출신 고교가 8년(2005년, 2008년, 2012년, 

                                            
31) <그림 10>에서 무소속인 경우는 동그라미, 전국언론노조 소속은 세모, 제 3

노조 소속은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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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7년)에 걸쳐 지배적 하부 그룹을 형성하는 내재적 

요인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는 데 반해,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에서는 출신 고교가 모두 10년의 기간(2002년, 2005년, 2006년, 

2008년, 2009년, 2011년~2013년, 2015년~2017년)에 걸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서 소속 

노조가 가장 장기간 하부 그룹을 정하는 지배적 요인이었던 데 비해,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에서는 출신 고교가 소속 노조보다 더 

오랜 기간 영향력있는 하부 그룹 분류의 잣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2002년, 2005년과 2006년, 2008년 

에는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도 수도권과 

호남 출신이 각각 유력한 하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그리고 2015년에는 호남 출신이 해당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 유력한 하부 그룹을 형성하기는 커녕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 반면, 이 기간 영남 출신은 점점 해당 

연도별 편집회의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2011년 이후에는 

지배적 하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호남 출신이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 하부 그룹을 형성하며 그 세를 유지해 

왔다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중반기 이후로는 그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세력이 약해졌고, 정반대로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했던 영남 지역 출신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 보도국 편집회의의 주도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영남 출신은 2002년과 2005년에도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보수 

정부 시절 방송국 내에서의 호남 차별은 가시적이었던 데 반해, 진보 

정부 내에서의 영남 차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물론 이 기간,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 부산이었다는 점도 진보 정부 

기간 동안 영남 차별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원인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수도권 출신들은 그 구성원들의 인원 규모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에 고르게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하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출신들이 통상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출생 지역은 호남이나 영남 등 지방인데도 서울 지역으로 

상경하여 유학 생활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구성원들이 적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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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출신 고교에 따른 연도별 편집회의 하부 그룹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A32) 

2002년 편집회의 2006년 편집회의 

  

2011년 편집회의 2015년 편집회의 

 

 

 

 

    충청 지역 출신들의 경우 2008년과 2012년에 하부 그룹의 일부 

구성원 정도만을 형성하고 있다가 2013년과 2017년에 들어서는 주요 

하부 그룹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다가 이 때 들어서 세력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다른 특이한 점은 강원 지역 출신인데, 연구 대상이 된 

                                            
32) <그림 11>에서 호남은 동그라미, 영남은 세모, 수도권은 네모, 충청은 마름

모, ‘강원’은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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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의 기간 동안 거의 아무런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2008년과 2009년 1명이 독자적인 단일 노드로서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규모로 봐도 소수인 강원 지역 출신이 이처럼 독보적인 

단일 하부 그룹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시기가 춘천 지역 

고등학교 출신인 엄기영 사장 임기(2008년 2월 19일~2010년 2월 

8일)와 일치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림 12> 출신 고교에 따른 연도별 편집회의 하부 그룹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B33) 

2008년 편집회의 2009년 편집회의 

  

2013년 편집회의 2017년 편집회의 

  

 

                                            
33) <그림 12>에서 호남은 동그라미, 영남은 세모, 수도권은 네모, 충청은 

마름모, ‘강원’은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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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경로를 보면,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에서도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과 유사하게 7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하부 그룹을 형성하는 내재적 요인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간을 살펴보면, 2007년, 2011년과 2012년,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기간이다. 해당 기간을 살펴보면 대체로 

공채로 입사한 구성원들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경력 기자들의 세력화 

현상이 나타난다. 2007년과 2011년까지만 해도 하부 그룹 가운데 1개 

그룹 정도의 일부 세력으로 존재하던 경력 출신 구성원들은 2012년 

이후 보도국 편집회의 안에서 세력을 확대해 독자적인 하부 그룹을 

구성하였고 2014년과 2017년에는 보도국 편집회의 안에서 공채 출신과 

견줄 정도로 강한 하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13> 입사 경로에 따른 연도별 편집회의 하부 그룹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34) 

2007년 편집회의 2012년 편집회의 

  

2014년 편집회의 2017년 편집회의 

  

                                            
34) <그림 13>에서 공채 출신은 동그라미로, 경력 출신은 세모 모양으로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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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경력 기자들이 편집회의 내 지배적 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앞서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서도 설명한대로 

2000년대 초반 입사한 경력 기자들이 2010년 이후 부장 진급을 통해 

빠르게 보도국 편집회의의 구성원들로 진입하면서 독자적인 세력화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012년에 있었던 170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경력 출신 기자들의 편집회의 내 세력화가 가속됐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와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 대목은 대학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다.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에서는 대학 

전공은 5개 년도 동안만 하부 그룹 구성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고 

있어 5개 요인(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미미한 요인으로 볼 수 있었는데,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에서는 10개 년도에 걸쳐 하부 그룹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2년, 

2004년, 2006년과 2007년, 2009년, 2011년,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2017년 등 10년의 기간에서 하부 그룹 형성의 내재적 요인으로 

역할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별로 뚜렷한 특징은 나타내고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어문학과 

사회과학, 신문/방송이 주요한 하부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경영/경제, 정치학 등이 그 때 그 때 하부 그룹의 일원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때로는 어문학 출신이나 사회과학 출신 구성원들이 

독자적 하부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나 대체적으로 정치학이나 

경영/경제, 신문방송 등 다른 대학 전공 분야 출신 구성원들과 연대하여 

하부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정해볼 

때 2012년도의 경우 이공계 출신들이 독자적 하부 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서는 

2012년뿐 아니라 2009년과 2013년 2014년에서도 해당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 어느 정도 하부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2014년 신문방송 출신과 정치학 분야 출신이 연대해 독자적 

하부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점도 특징인데, 이 기간 부사장과 사장을 



７６ 

 

역임했던 안광한 전 사장이 신문방송학과 출신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에서 대학 

전공은 10년에 걸친 매우 긴 기간 동안 하부 그룹을 형성하는 주요한 

내재적 요인으로 작용해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에 비해 대학 

전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뚜렷한 대학 전공이 시기적으로 두드러지게 발현하는 특징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림 14> 대학 전공에 따른 연도별 편집회의 하부 그룹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35) 

2002년 편집회의 2007년 편집회의 

  

2012년 편집회의 2014년 편집회의 

  

                                            
35) <그림 14>에서 어문학 출신 기자들은 동그라미로, 사회과학 출신 기자들은 

마름모꼴로, 신문방송학 전공 기자들은 세모로, 법학 전공 기자들은 네모로, 기

타 전공자들은 오각형으로, 경영/경제 전공자들은 육각형으로, 이공계 출신 기

자들은 십자가 모양으로, 정치/외교 전공 기자들은 별표 모양으로, 순수 인문학 

전공자들은 표창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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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출신 대학에 따른 연도별 편집회의 하부 그룹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36) 

2003년 편집회의 2008년 편집회의 

  

2012년 편집회의 2016년 편집회의 

  

 

 

끝으로, 출신 대학의 경우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서는 

7년의 기간에 걸쳐 하부 그룹 형성의 내재적 요인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는 걸로 나타나 가장 영향력이 미미했다. 구체적으로는 

2003년, 2008년과 2009년, 2011년과 2012년, 2015년과 2016년이 

출신 대학을 주요한 하부 그룹 형성의 잣대로 볼 수 있는데, 하부 그룹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대와 고려대가 주요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8년과 2009년은 서울대와 고려대가 주요한 

                                            
36) <그림 15>에서 서울대인 ‘그룹 1’은 동그라미로, 연세대인 ‘그룹 2’는 세모

로, 고려대인 ‘그룹 3’은 네모로, 성균관대인 ‘그룹4’는 오각형으로, 외국어대학

교인 ‘그룹5’는 육각형으로, 한양대인 ‘그룹7’은 십자가 모양으로, 서강대인 ‘그

룹8’은 별 모양으로, 중앙대인 ‘그룹 9’는 표창 모양으로, 그 외 기타 대학인 

‘그룹10’은 마름모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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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을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 비교적 다른 시기에 비해 중앙대나 기타 

대학들의 하부 그룹 형성이 두드러지는 점 정도가 눈에 띈다.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 초기로 사장 임기로는 엄기영 사장의 임기에 해당되는데 

비교적 보도국 편집회의 내 구성원들의 출신 대학별 다양성이 높아진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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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와 빈도 분석과의 비교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정리한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 좀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와 함께 비교해 보기로 한다. 빈도 분석은 IBM 

통계 패키지인 SPSS 버전 10을 사용해 실시하였다. 

 

 

1. 보도국 편집회의 내 지배적 하위 그룹의 명확화 

 

SPSS 통계 패키지를 통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5가지 속성(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를,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된 분석 도구로 활용한 응집구조 

분석(Cohesion Structure Analysis) 결과와 함께 비교해 보았다. 비교 

결과, 빈도 분석만으로는 보도국 편집회의 내 지배적 하위 그룹이 

무엇인지 구분해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기술한대로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보도국 편집회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속성이 서로 얽히고설킨 형태로 연결되면서 

형성된 관계를 기반으로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 네트워크 아래 

좀 더 강하게 연결된 하부 그룹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2년 보도국 편집회의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먼저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 결과로 나타난 47쪽의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02년 보도국 편집회의의 경우, 

편집회의라는 하나의 네트워크 아래 3개의 하부 그룹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3개의 하부 그룹들을 속성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룹마다 개별 구성원들이 갖는 속성이 각기 다르다. 3개의 하부 그룹은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5가지 연결 관계 또는 속성(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 가운데 소속 

노조를 빼면 나머지 4개의 연결 관계가 모두 뒤섞인 형태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속성에도 불구하고 5가지 속성 별로 

5가지 단계별 관계가 형성되고 이 5가지 단계 가운데 좀 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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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강하게 나타나 구성원들끼리 유유상종(homophily)하면서 하부 

그룹이 형성된 것이다. 반면, 빈도 분석 결과를 보면 81쪽의 <표 

16>에서 나타나듯이 5가지 관계 속성 별도 각각 좀 더 비중이 큰 

개체군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속성별로 

비중이 큰 개체군이 존재하는 걸 확인한다고 해도 5가지 속성별로 

일종의 단계별 관계를 맺는 다층적 구조에서는 하부 그룹 자체를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 논문에서는 5가지 연결 관계(속성)에 기반해 지배적 하부 그룹을 

파악하기로 하였는데, 이 때 연결 관계에 기반한 하부 그룹의 형성은 

어떤 특정 연결 관계 1개(예를 들어 출신 고교)에 기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연결 관계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종합적·다층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통계에 기반한 빈도 

분석으로는 5가지 연결 관계가 동시에 작용해 형성되는 하부 그룹의 

복잡한 구조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연결 관계로 인하여 

하부 그룹이 형성되게 되는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 사회연결망 분석을 시도한 목적은 보도국 편집회의라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지배적 하부 그룹이 어떤 

관계에 기반해 주로 형성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결국, 빈도 

분석만으로는 5가지 연결 관계의 다층적 분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편집회의 내 지배그룹이 누구인지, 그 집단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2. 통계적 검정을 통한 지배적 하부 그룹의 형성 요인 파악 

 

다시 2002년 보도국 편집회의를 예를 들어 설명해본다.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 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인 55쪽의 <표 13>를 보면 2002년 보도국 

편집회의의 경우 5가지 관계 속성 가운데 오직 소속 노조만이 하부 

그룹 구분의 잣대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81쪽의 <표 16>에서 나타난 편집회의 구성원의 속성별 

빈도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속성별로 빈도수가 높은 개체군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더라도 이 가운데 하부 그룹을 나눌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 통계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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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대로 하부 그룹의 실체를 기준을 갖고 파악해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부 그룹을 임의로 형성할 수 있다고 해도 5가지 관계 요인 

가운데 어떤 속성이 결정적인 하부 그룹의 구분 요인인지 근거를 갖고 

설명해내기 힘들다. 물론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 결과만으로는 소속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속성들이 3개의 하부 그룹마다 각각 매우 다양하게 배치돼 

있기 때문에 소속 노조를 제외하고는 어떤 특정한 속성도 하부 그룹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 결과를 교차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정할 수 있기 때문에 5가지 관계 요인 가운데 소속 

노조만이 2002년 보도국 편집회의 내 3개의 하부 그룹을 구분해내는 

내재적 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내재적 요인이 

보도국 내 정파적 갈등의 요인이라는 합리적 추론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표 16> 2002년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속성 별 빈도 분석 

2002

년 

출신 고교 출신 대학 대학 전공 

분류 빈도 퍼센트 분류 빈도 퍼센트 분류 빈도 퍼센트 

호남 7 31.8 그룹 1 5 22.7 경영/경제 6 27.3 

충청 2 9.1 그룹 10 5 22.7 기타 2 9.1 

부산/대구/경남/경

북 
7 31.8 

그룹 2 
2 9.1 

사회과학 
2 9.1 

수도권 
6 27.3 

그룹 3 
6 27.3 

순수 

인문학 
2 9.1 

  

그룹 5 2 9.1 신문방송 3 13.6 

그룹 7 1 4.5 어문학 3 13.6 

그룹 8 1 4.5 이공계 1 4.5 

  정치/외교 3 13.6 

입사 경로 소속 노조    
분류 빈도 퍼센트 분류 빈도 퍼센트    
경력 2 9.1 무가입 14 63.6    
공채 

20 90.9 
전국언

론노조 
8 36.4 

   

 

 

3. 다층적 분석을 통한 연결 관계의 파악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으로 주로 적용한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은 5가지 연결 관계가 

얽히고설킨 상태에서 하부 그룹이 연결 관계 중심성(Link Betweenness 

Centrality)을 기준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의 하부 그룹은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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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관계(속성) 가운데 1가지 연결 관계로만 분리된다고 볼 수 없고 

5가지 연결 관계(속성)의 종합적 다층적 구조 속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매우 복잡한 연결 관계 내에서 연결 관계 

중심성이라는 기준을 계산해내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빈도 

분석에서는 이처럼 연결 관계 중심성을 계산해 낼 방법이 없는 것은 

물론 연결 관계를 단순히 세는 것마저 불가능에 가깝다. 

아래 <표 17>는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에 소속돼있는 구성원들이 

5가지 관계 속성 아래에서 몇 개의 연결 관계(Links)로 이어져 있는 지 

정리한 것이다. 2002년 보도국 편집회의만 해도 무려 224개의 연결 

관계가 형성돼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2017년 보도국 편집회의까지 

모두 4519개의 관계로 이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도 

기술 통계에 기반한 빈도 분석만으로는 구성원들의 5가지 단계별 연결 

관계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회 연결망 분석 (SNA)’은 기존의 통계적 분석이 분석 대상이 

되는 사회적 개체(사람이나 조직)의 개별 데이터 속성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개체들이 이루는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파악해 

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계량적 방법이다. 특히 개인적인 인적 자본과 

구별되는‘사회적 자본’의 실체를 파악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빈도 분석만으로는 개체의 개별 속성을 

기준으로 개체 숫자로 많고 적음만을 파악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개체)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회적 자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7>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내 연결 관계(Links) 수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연결 관계의 개수 

(Number of Links)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연결 관계의 개수 

(Number of Links) 

2002년 224 2010년 451 

2003년 231 2011년 230 

2004년 135 2012년 252 

2005년 171 2013년 287 

2006년 436 2014년 224 

2007년 529 2015년 270 

2008년 235 2016년 150 

2009년 567 2017년 127 

전체 합계 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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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제 1 절  분석 결과 요약 
 

 

1. 분석 결과에 따른 연구 가설 검증 

 

앞서 제 2장 제 4절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①  MBC 보도국 편집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개별 기자)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속성)에 따라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② MBC 보도국 편집회의에 존재하는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내재된 요인을 기준으로 다시 하부 네트워크로 

분리된다. 

 

③ 분리된 하부 네트워크는 MBC 보도국 편집회의의 정파적 

분열과 관련돼 있으며, 하부 네트워크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의 지배적 특성이 보도국 편집회의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 정리한대로 중심구조(Centrality Structure) 분석과 

응집구조(Conhesion Structure)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17년의 16년에 걸친 긴 기간 동안 보도국 편집회의 안에는 5가지 

요인(출신 고교·출신 대학·대학 전공·입사 경로·소속 노조)을 

기반으로 매우 촘촘한 연결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시기에 따라 이들 

5가지 요인 가운데 지배적 요인에 의해 하부집단이 형성되면서 그 

중에서 좀 더 강한 응집력을 갖는 지배적 집단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5가지 관계 요인 가운데 16년에 걸친 기간 동안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지배적 잣대로 기능해온 관계는 소속 노조가 어디냐에 

따른 정치적 관계 요인과 출신 고교에 따른 지연 요인, 입사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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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관계 요인이었다. 상대적으로 출신 대학교에 따른 학연 요인이나 

대학 전공 분야에 따른 전문성 요인은 그 영향력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37)  

이 가운데 소속 노조가 어디인지 여부가 오랜 기간 영향을 미쳐온 

데에는 그만큼 보도국 편집회의라는 조직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오랜 

기간 휘둘릴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취약성은 입사 경로가 다른 공채 기자와 경력 기자들간의 갈등과 

맞물려 결국 보도국 내 사회적 갈등을 증가시키고 비용도 

증대시켜왔다고 보여 진다.  

오석홍(2008)은 조직 내에서 내부 집단 간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노력의 중복, 업무방해, 임무수행의 해이, 조정의 장애, 과오와 

비능률 등으로 들면서 내부 집단 경쟁이 조직 전체에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경쟁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안으로 구조 개편과 집단들의 격리, 경쟁의 제재, 집단 간 교호작용 

개선 등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출신 고교가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오랜 기간 영향을 받아온 점은 

보도국 편집회의라는 실무형 조직이 상당 부분 연고 요인, 그 중에서도 

지연이란 요소에 얽매여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용학(2004)은 지연이나 학연, 혈연처럼 특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관계는 ‘연줄’, 보편주의적 성격에 의해 맺어지는 개방적 관계는 

‘연결’이라고 구분하면서 연줄로 연결된 네트워크는 구조적 부패가 

발생하기 쉽고, 정보나 통제권이 독점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돼 

사회적 조정 비용을 증대시키고, 조직이 고착돼 환경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지연이나 정치적 관계에 오랜 기간 얽매여왔던 조직이 

인터넷 미디어의 발전과 종합편성채널의 방송 시장 진입 등 급변하는 

외부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해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연과 학연, 그리고 정치적 관계 요인은 우리 언론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후견주의(Clientalism)의 통로로 기능할 여지가 큰 만큼 

공영방송이 공정 사회와 민주화를 이루는 사회적 토양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권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37) 이 논문의 주요 분석 내용인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를 기준

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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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심구조 분석과 밀도 분석, 응집구조 분석 결과와의 연계적 

해석 

 

응집구조 분석 결과를 다시 교차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과정을 통해 2002년부터 2017년에 걸친 16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는 다양한 하부 그룹들로 나뉘어 세력화·조직화돼 

있으며 이들을 구분짓는 조직 내적인 요인이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16년에 걸친 긴 기간 동안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내의 다양한 하부 그룹들은 어떤 시기에 그 세력이 발현됐고 또 어떤 

시기에 더 왕성한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이런 의문은 응집구조 분석 

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정 결과와 함께 앞서 파악했던 중심구조 분석, 

밀도 분석 결과를 연계해 해석함으로써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제 3장 제 1절 연도별 편집회의의 중심구조 분석’에서 살펴봤듯이 

집중도 지표는 노무현 정부의 경우 집권 초반 낮은 수준(2003년 

45.71%)에서 집권 후반 높은 수준(2007년 71.02%)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05년 2월 25일 최문순 사장의 선임이라는 파격적 

사장 선임의 효과로 2005년의 집중도 지표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하락하긴 했지만(2005년 42.16%), 결국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보도국 

편집회의 내 구성원들 가운데 일부 하부 그룹에 사실상 권력과 영향력이 

집중되며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이 기간 밀도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2002년 1.819 ~ 2007년 2.029) 

해당 기간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은 비교적 다양한 배경과 성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 기간, 집중도 지표와 

밀도 분석 결과를 응집구조 분석 가운데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와 연계해 분석해보면, 이 기간 주도적인 하부 그룹은 출신 

고교로는 호남과 수도권, 출신 대학으로는 서울대와 고려대, 대학 

전공으로는 어문학과 사회과학, 경영/경제, 입사 경로로는 공채, 소속 

노조로는 무가입 구성원들이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지배적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노무현 정부 기간 비교적 

다양한 배경과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로 보도국 편집회의가 구성돼 

있었던 반면 노무현 정부 초기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소수의 하부 그룹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를 노무현 정부 기간과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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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봐도 결과는 큰 차이가 없는데, 노무현 정부 기간 다양한 

구성원들이 보도국 편집회의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지배적 하위 그룹은 

출신 고교로는 수도권과 호남, 출신 대학으로는 서울대와 고려대, 대학 

전공으로는 어문학과 사회과학 선택자들이 지배적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서 

입사 경로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소속 노조로는 전국언론노조 출신 

인사들이 지배적 하위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의 기간은 앞서 

설명한 노무현 정부 기간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 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황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상황이 

차이를 보인다. 먼저 2008년부터 2011년의 기간부터 살펴보면, 이 

기간 보도국 편집회의 안에서 권력과 영향력이 소수로 집중되는 경향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구성원들 자체의 다양성은 점점 상실돼 비슷한 

배경과 성향을 갖는 구성원들로 채워지고 있다. 즉, 집중도 지표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가장 높았다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낮아져 

2011년 저점을 찍고 있는 반면 밀도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2010년과 2011년 상승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기간 동안 집중도 지표와 밀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비례 동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한 네트워크 안에서 전체 

구성원들이 연결되는 정도가 좀 더 촘촘해지고 단단해지면서 네트워크 

안에서의 소수의 권력과 영향력은 반대로 작아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명박 정부 기간 가운데 2011년까지는 보도국 편집회의 내 

지배적 하위 그룹의 세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반면, 전체 편집회의 

구성원들은 좀 더 비슷한 성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와 이 같은 현상을 

비교해보면 이 시기 소수의 영향력, 즉 지배적 하위 그룹의 권력과 

영향력이 적었다는 사실이 좀 더 분명해진다. 이 시기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를 교차분석 해보면, 다른 시기에 비해 지배적 

하위 그룹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55쪽의 <표 13>을 

참조해 출신 고교를 살펴볼 때, 2008년에 수도권이 지배적 하위 그룹을 

잠시 형성하고 있지만 그 뒤로 2011년까지는 출신 고교가 하위 그룹 

구성의 내재적 요인으로 통계적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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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봐도 2009년 서울대나 고려대가 일정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만 

다른 기간에는 역시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 전공 역시 2009년 어문학과 사회과학이 지배적 하부 그룹을 

형성했을 뿐 나머지 기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 기간 입사 경로 가운데 경력 기자들은 2009년만해도 큰 

존재감이 없다가 2011년쯤에는 하부 그룹의 상당수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소속 노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국언론노조의 세력이 약화되는 걸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가운데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의 기간 동안 MBC 문화방송의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전의 노무현 정부 기간에 비해 소수의 지배적 하부 그룹이 

편집회의를 주도하는 경향이 약해졌지만, 반대로 전체 편집회의 

구성원들 자체는 다양성을 잃으며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져 

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런 결론은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를 

교차분석 했을 때에는 다소 설명력이 떨어진다. 67쪽의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해당 연도의 보도국 편집회의 

안에서 여전히 수도권 또는 영남 출신이면서 서울대와 고려대를 졸업해 

어문학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한 구성원들이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기간 하부 그룹 구성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모듈값(Modularity)을 살펴보면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의 경우 모듈값이 2008년 20.506, 2009년 3.635, 2010년 12.208, 

2011년 1.795 로 나타나 통상 네트워크의 하부 그룹 분리가 잘 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인 1.25를 모두 넘어서는 반면,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서는 2008년 0.113, 2009년 0.256, 2010년 

0.186, 2011년 0.140으로 나타나 하위 그룹의 분리가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38) 

한편, 같은 이명박 정부 기간이었더라도 2011년과 2012년 사이 

                                            
38) 응집구조 분석에서 하위그룹들이 제대로 나뉘어져 있는 지 판단하는 기준은 

Modularity이다. 통상 Modularity가 1.25 미만일 경우 하위그룹이 제대로 분리

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1.25에서 2.75 사이일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분리된 것

으로, 2.75에서 3.5 사이일 경우 잘 분리된 것으로, 3.75 이상일 경우 매우 잘 

분리된 것으로 해석한다.  

넷마이너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기본교육), 서울: 사이람, p. 168에서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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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이 기간 집중도 지표는 2011년 

47.62%에서 2012년 57.71%로 높아지는 반면, 밀도는 2011년 

2.424에서 2012년 1.819로 떨어진다. 즉,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은 집중도 지표가 낮아지고 밀도가 다소 올라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다,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는 집중도 지표가 

높아지며 밀도가 낮아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를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1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부 그룹이 입사 경로를 통한 공채와 경력 그룹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2년부터는 지배적 하부 그룹이 더 뚜렷해진다. 

결론적으로 같은 이명박 정부 시기라도 2011년과 2012년을 거치면서 

출신 고교로는 영남 출신이, 대학 전공으로는 순수인문학과 사회과학 

전공자가 부상하면서 이들에게 보도국 편집회의 내 권력과 영향력이 

다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2012년의 큰 변화는 

앞서 설명한대로 2012년 1월부터 170일 동안 벌어졌던 사상 최장기 

파업을 거친 이후 보도국 편집회의 내 지배적 하부 그룹이 더욱 강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 기간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가면서 출신 고교로는 수도권과 영남이, 

출신 대학으로는 고려대와 서울대, 대학 전공으로는 어문학과 이공계 

또는 사회과학 계열이 강화되면서 입사 경로로 경력 출신들의 세력화가 

이뤄지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기간을 분석해보면 

집중도 지표와 밀도 수치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즉 정비례 관계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기간 집중도 

지표가 높아지는데도 밀도 수치에 큰 변동이 없는 것,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기 2008년부터 2011년 까지는 집중도 지표가 낮아지면 밀도가 

높아지고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집중도 지표가 높아지면서 밀도가 

낮아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시기별로는 다소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집중도 지표와 밀도가 같이 떨어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두 수치가 같이 높아지고, 2017년에는 두 수치가 적은 

폭으로 함께 떨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대로 2014년의 급격한 

집중도 지표 하락은 김종국 사장에서 안광한 사장으로의 갑작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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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광한 사장이 취임한 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을 살펴보면 집중도 지표는 2014년 

38.57%에서 2016년 63.97%로 크게 높아지고 밀도 역시 2014년 

1.887에서 2016년 2.02로 높아지는데 이 기간을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2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출신 고교 면에서 영남 출신이 지배적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규모도 대폭 강화된다. 또 입사 경로 측면에서는 

경력 기자들의 세력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소속 

노조에서는 전국언론노조가 사실상 소수 하부 그룹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뚜렷해진다. 결국, 박근혜 정부 임기 가운데에서도 안광한 사장 시기 

MBC 문화방송 보도국 편집회의는 전체 구성원들이 비슷한 배경과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현상이 강화됨과 동시에 영남 

출신이면서 전국언론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경력 기자들이 지배적 하위 

그룹을 형성하면서 권력과 영향력을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상대적으로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는 이보다 뚜렷하지 않지만, 역시 영남 출신으로 전국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경력 기자들의 지배적 하위 그룹 형성이 강하게 이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김장겸 사장 재임 기간이었던 2017년에는 집중도 지표가 

다소 떨어지고 밀도는 좀 더 큰 낙폭을 보이는데, 이 기간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와 이를 비교해보면 제 3노조 출신 구성원들이 

새롭게 보도국 편집회의 내에 처음으로 등장하며 독자적인 하부 그룹을 

형성한 점이 기존 구성원들의 밀도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영남 출신이면서 어문학 전공자들이 주도적인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점 등 소수 하위 그룹의 권력 집중화 현상이 

약화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이 시기 

여전히 영남이면서 어문학과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구성원들, 경력 출신 

기자들이 지배적 하부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걸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론을 표로 정리하면 90쪽의 <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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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대통령/사장 임기 기간 중 분석 결과 특징
39) 

 
 

 

  

                                            
39) 지배적 하부 그룹은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

리하였음. 

 

연도별 

보도국 

편집회의 

 

집권 

대통령 

 

문화방송 

사장 

 

집중도 

지표 

 

밀도 

집중도 

지표와 

밀도의 

관계 

 

지배적 하부 그룹 

2002년 김대중 김중배 40.48% 1.87 약한 

정비례 

동조 현상 

무가입 

2003년  

 

 

노무현 

이긍희 45.71% 2.156  

2004년 66.25% 2.228  

2005년 최문순 42.16% 2.123 호남, 고려대, 무가입 

2006년 71.95% 2.06  수도권+호남, 공채, 무가입 

2007년 71.02% 2.029  수도권+호남+충청, 

서울대+연세대+고려대+기

타, 공채, 무가입 

2008년  

 

 

 

이명박 

엄기영 79.87% 2.043  수도권, 무가입 

2009년 63.73% 2.017 강한 

반비례 

동조 현상 

서울대+성균관대, 

어문학+사회과학, 공채, 

무가입 

2010년 김재철 

 

54.14% 2.194 공채, 무가입 

2011년 47.62% 2.424 공채 

2012년 57.71% 1.819 영남, 

순수인문학+사회과학, 

공채 

2013년  

 

 

박근혜 

김종국 53.80% 2.047  서울대+고려대 

2014년 안광한 38.57% 1.887 강한 

정비례 

동조 현상 

영남+수도권, 어문학, 

경력, 무가입 

2015년 60.47% 2.011 영남, 경력, 무가입 

2016년 63.97% 2.02 서울대 

2017년 초 김장겸 63.33% 1.816 영남, 법학, 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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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논문에서는 방송 뉴스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공영방송 

내부의 핵심 조직인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계를 

사회연결망을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일종의 파벌 형태인 내부 그룹이 

형성되는 점을 파악하였다. 또 내부그룹 가운데 대통령 임기 혹은 사장 

임기에 따라 지배적 내부그룹의 구성 형태가 특징을 띤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사결정조직의 내부 파벌이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과 방송 뉴스의 편향성 시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조직 

내 특정 하부집단이 형성된 결과로 인하여 뉴스 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분석과 설명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을 

남긴다.40) 

이 논문에서 16년간에 걸쳐 파악한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의 

집중도 지표나 밀도, 또는 조직 내부의 내부집단 구성의 특성을 별도의 

독립변수로 하고 방송 뉴스의 공정성이나 조직 내부의 갈등을 대표하여 

나타내는 지표를 종속 변수로 한 추가적 분석이 이뤄질 수 있다면 

공영방송 조직 내부의 특성이 뉴스 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 

좀 더 정교한 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방송 

뉴스의 공정성이나 조직 내부의 갈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직까지 언론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개발돼 통용되지 않고 있고, 특히 1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관된 기준을 갖고 유지된 지표가 없어 이 논문에서 

시도해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41)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사회연결망 

기법을 통해 분석된 공영방송 내부의사결정조직의 특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송 뉴스 같은 제작물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연구의 또다른 한계는 분석 대상이 보도국 편집회의 구성원들에 

                                            
40) 논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방송 뉴스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문제가 된 대

표적 사례들을 연도별로 거론하는 방법도 모색하였지만 특정 사례를 언급하는 

방식이 통계적·계량적 분석 기법을 통해 논란이 많은 방송사의 공정성 관련 주

제를 좀 더 객관화해 분석하자는 연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1)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위탁해 조사하는 시청자만

족도조사(KI)는 2002년부터 2017년 동안 조사 기준을 수차례 대폭 바꿈으로써 

시계열적 조사, 특히 대통령 임기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로는 사용

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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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친 점이다. 만약 보도국 전체 구성원들의 네트워크를 파악해 이들의 

인사 패턴까지 연계해 분석할 수 있다면 좀 더 명확하게 공영방송 내 

보도국 조직의 내부 집단 혹은 파벌에 따른 갈등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빈번한 인사로 인해 MBC 연감 등 제한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보도국 전체 네트워크의 연도별 구성원들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연도별 보도국 구성원들의 숫자가 매년 2백명에 

달해 입사 경로와 노조 가입 여부 등 개인적 신상 정보를 취재를 통해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적 비용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공영방송 내부의 인사 관련 부서 혹은 다양한 노조들의 공식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을 통해 현재 공영방송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파벌 갈등과 방송 뉴스 공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의 

원인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공영방송 내부 조직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근간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공영방송 경영 정상화를 위한 여러가지 대안들, 

예를 들어 어떤 기준으로 편집회의를 구성해 정치적 의견차를 수렴해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기자들을 채용하는 것인 바람직한 것인지, 

노조의 권한을 얼마나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 방송사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논의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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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연결매개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 
 

 

<그림 16> 2002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그림 17> 2003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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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2004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그림 19> 2005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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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2006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그림 21> 2007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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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008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그림 23> 2009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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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10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그림 25> 2011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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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2012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그림 27> 2013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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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2014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그림 29> 2015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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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2016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그림 31> 2017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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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모듈 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 
 

 

<그림 32> 2002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그림 33> 2003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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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2004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그림 35> 2005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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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2006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그림 37> 2007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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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2008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그림 39> 2009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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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2010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그림 41> 2011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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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012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그림 43> 2013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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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2014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그림 45> 2015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１０８ 

 

 

 

<그림 46> 2016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그림 47> 2017년 보도국 편집회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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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a factional division of journalists 

in the press, the paper analyzed a structure of the factional division 

in MBC based on the presidents’ terms in office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which might explain the current crisis on the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public broadcasting service in Korea.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executive members of the 

editorial board in the news agency who make most of the major 

decisions related to the broadcasting news. The five connection-

related data (region of high school, university of origin, university 

major, entry route, and affiliated labor union) were identified for 16 

years from 2002 to 2017. As an analysis method, centrality structure 

analysis and cohesion structure analysis were applied among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For the time series analysis by the 

presidents’ terms, the centralization index and density were 

calculated and explained connectively.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inant subgroup of the annual editorial board, 



 

 １１３ 

 

community betweenness analysis is applied and the factors of 

dividing subgroup are identified by statistically testing the result of 

community betweenness analysis through crosstab analysis. As an 

analyzing tool, NetMiner version 4.4, a well-known social network 

analysis program, was used. 

According to the analyzed results, the dominant subgroup of the 

editorial board during the Rho Moo-Hyun Administration consisted 

of members from Honam and metropolitan area as their region of high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as their 

university of origin, social sciences, management/economics as their 

university major, public adoption as their entry route, and no 

subscription as their labor union. The editorial board during the Rho 

Moo-Hyun Administration showed that the dominant subgroup was 

more influential in the editorial board in the later days of the term 

than in the early days of the power in office, concentrating their 

influences on the small number of people in the dominant subgroup. 

The dominant subgroup of editorial board of MBC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consisted of members from metropolitan 

area and Yeongnam as their region of high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ir university of origin, language literature,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as their university major, public adoption as 

their entry route, and no subscription as their labor union. During the 

Lee Myung-bak’s term in office, the influence of the dominant 

subgroup was weaker than that of the Rho Moo-Hyun Administration 

between 2008 and 2011, but the entire members of the editorial 

board lost their diversity and were filled with people of relatively 

homogeneous nature. On the other hand, within the sam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centralization index increased again 

from 2011 to 2012, which strengthened the influence of the dominant 

subgroup within the editorial board. The forces of board members 

from Yeongnam as their region of high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ir university of origin, language literature,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as their university major, public adoption as 

their entry route, and no subscription as their labor union were 

strengthened. The background of this phenomenon can be presumed 

to be that the dominant subgroup within the editorial board of the 

press was formed more strongly after the 170-day long strike at 

MBC in 2012. 

During the term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dominant 

subgroup formed a stronger force within the editorial board. The 

dominant subgroups of the editorial board during the Park Geun-

Hye’s power in the office consisted of members from Yeongnam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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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region of high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as their university of origin, language literature and law as 

their university major, recruitment by career as their entry routes, 

and no subscription as their labor union. During this period, the 

centralization index and density rose simultaneously, forming 

members of the editorial board with people of similar backgrounds 

and inclinations, while at the same time strengthening the monopoly 

of power by a small number of members in the dominant subgroups. 

Crosstab analysis of the dominant subgroups in the editorial boards 

annually showed that the long-term linkage variable, which was an 

intrinsic factor of subgroup divisions, was the affiliated labor union 

(for 10 years). A region of high school and entry route were also 

identified as intrinsic factors of main subgroup divisions (each for 8 

years). On the other hand, either of the university of origin or 

university major is not the main variable in functioning as a key role 

for forming subgroups (each for 5 years). 

In conclusion, political relations based on the affiliated labor union, 

regionalism factors due to the region of high school, and relational 

factors through the entry route are identified as the main factors of 

dividing subgroups in the editorial board and as the main reason of 

conflicts in MBC. On the other hand, academic factors according to 

the university of origin and expertise factors according to the 

university major have a relatively small influence on the editorial 

board of the new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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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하면서 마무리하지 못한 석사 논문을 기자 생

활을 하면서 써보겠다는 계획은 20년 전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정

말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정

책 이론들을 좀 더 현실적인 정책 사안들에 반영해 석사 논문을 써보겠

다는 포부는 경찰서를 오가며 쪽잠을 자던 몇 개월이 지나면서 자연스

레 잊혀져갔고, 언론사들끼리의 속보 경쟁 전선에 투입되면서 하루 하루 

고단한 나날 속에 정책 이론들은 먼 나라 얘기처럼 고상한 것이 돼버렸

습니다. 

 다양한 출입처를 오가며 MBC 문화방송에서 기자로서 일한 게 벌써 올

해로 만 19년, 내년이면 20년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난 세월 ‘좋은 기자

가 되자’는 일념으로 나름대로는 노력해왔다는 생각이지만, 수차례의 파

업을 겪고 방송 뉴스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지금의 언

론 환경과 제도 아래에서는 ‘좋은 기자’가 된다는 것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현실을 반영한 논문을 써보겠

다던 잊혀졌던 계획이 다시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쓴

다는 것은 1999년에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20년의 기자 생활이 학문적 

공백이 돼버린 2019년에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서울대 학칙 상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해 회사일을 마치자마자 정신없이 차를 몰고 학교

로 달려가야 했고, 최근의 논문 작성 경향이 계량적 기법의 적용으로 대

폭 바뀌면서 사회연결망 기법이나 생소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부터 처

음부터 하나씩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지만 힘들었던 과정은 오랜만에 공부하는 즐거움을 선사해주기

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늦깎이 제자를 흔쾌히 받아주신 김동욱 교수님의 따뜻

한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대학원 시절 

언론사로 훌쩍 떠나버린 조교를 걱정하셨던 김신복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벌써 몇 달째 입원 중이시지만 조만

간 건강을 되찾고 쾌유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힘든 박사 과정을 밟

으면서도 이런 저런 조언과 술값까지 아끼지 않았던 전영우 선배, 천성

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후배에게 늘 용기를 보태 준 오순이형, 그리

고 행정대학원 학우 시절부터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해준 아내 세나와 

늘 행복을 주는 두 딸, 소민 소현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좋은 

기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기자들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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