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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말
텔레비전이 우리 생활에 들어온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는 텔레비전이 없는 세상은상상도 할수 없게 되었다. 친구들과 텔레비전
에서 본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텔레비전에서 정보를 얻고， 오락
거리와 즐거움을 얻는다.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9시 뉴스를 보

거나 뉴스가 끝난 후 드라마를 보는 것은 여느 보통 가정의 모습이다. 다음

날 사람툴과 텔레비전에서 본 것을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방송 뉴스의 사회적 위력은 신문이나 잡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

단하다. 우선 뉴스를 접하는 사람의 수를 보면 저녁 9시 뉴스의 경우 어
림잡아 뼈만에서 1，(XX)만의 시청자가 뼈S나 MBC 뉴스를 보는 것으로
추산된다. 두 빙송을 합치면 적어도 1，:뼈만의 사렴이 매일 저녁 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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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한다. 대부분 1용 al.초 짜리 기싸l지만 한 번에 천만 명 7}꺼훈 사람

에게 뉴스를 전하는 일은 많。봐 때만 부 정도를 찍는 신문 기사의 경우
외는 사회적 영향력에서 커다판 쩌1 를 갖는대이재경 • 김학희， l'앓:14)，
더구나 신문이나 잡지는 굳이 구하거나 찾아서 보아야 하지만， 텔레비전
은 스위치만 켜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매체인 것이다.
텔레비전의 다른 프로그램 유형， 특히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는 지

나친 오락성과 선정성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뉴스 프로그램은 전
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뉴스는 영상과 결합히여 그 객

관성을 인정받고 있다 사진 이미지의 객관성과 사실성에 대한 보편적 믿
음이 텔레비전 뉴스의 신뢰성뀔 중대시키는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을 분류할 때 크게 논픽션 장르와 픽션 장르로
나눌 수 있는데， 뉴스는 다큐멘터리와 함께 논픽션 장르를 대표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따라서 흔히 우리는 텔레비전 뉴스가 사회적 실제

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한다. 뜨라마나 코미디 동은 실제 세상을 다루지

않고 허구의 세상 혹은 만틀어진 세상을 디루는데 비해 뉴스는 실제 세
상， 있는 그대로의 세상， 비가꽁적 세상을 다룬다고 믿는 것이대원용진，
aro:때).

그러나 텔레비전 뉴스를 다판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 텔레비전 뉴스도
드라마와 같이 제작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디는 시각어 바로 그것이
다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보이는 사회적 현실은 결코 원래의 사회적 현
실이 아니다. 텔레비전 뉴스는 언어를 사용하여 사건을 복원하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복원된 사건일 뿐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

므로 사회적 현실이 객관적으보 전달된다든지 하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
능한 것이 되고 만대원용진， aro:짧 -235)))
1)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대체로 두 개의 축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
째는 텔레비전 뉴스는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이는 거울이며 최소한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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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 미디어룰 ‘세계를 향한 창’이라고툴 환다. 우리가 모르거나 가보지

못한 다른 세상의 소식과 정보롤 천활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창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창푼의 크기에 따라 우려가 접활 수 있는 세계의 크

기는 제한될 것이교 칭문의 색짤에 따라 사물의 모습도 달라 보일 것이
며， 무엇보다도 창문옳 흉해 보는 세계는 실제의 셰계가 아년 것이다.
텔레비전 뉴스도 마찬가지이다. 텔레비전 뉴스는 카메라를 통해 사건

의 현장올 그대로 보여주므로， 객판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자의 판점이나 편집자의 태도， 그밖에 여러 요인틀

로 인하여 뉴스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
다

시청자들은， 텔레비전 뉴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뼈야 하며， 뉴
스의 객판성과 공정성 여뿌에 대한 판단 능력올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나서， 텔레비전 뉴스
를 비판적으로 시청하는 한 방법으로 텔레비전 뉴스의 언어적 분석을 시
도하고자한다.

2. 헬레비전 뉴스의 일반적 륙성
1) 뉴스의 선택

세상에서 일어니는 모든 사건이 다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방송보도
게 되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경향과 나머지는 “텔레비전 뉴스란 어

떤 한 형태로든 사회적 현실 속의 사건， 사고 인물 둥에 관한 사실들 중에서 선별척
과정을 거쳐 만틀어진 이른바 구성된 현설을 내보내는 것”이라는 관점이디{김홍

규 · 이종민， 1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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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특정한 기준으로 선택된 뉴스를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택된다. 즉 그
사건이나 샤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장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그

리고 그 중요성에 대한 명가는 다음의 6가지 기준으로 삼는다. 즉， 시의성，
근접성， 기능성， 보훤성， 저명성， 홍미성이대윤재홍， 1總:65-70). 또 갈통
(]. 않ltung)과 루즈(M Ruge)는 뉴스거리 중 최근의 것， 엘리트와 관련된
것， 부정적인 것， 놀라운 것 둥이 뉴스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대원용진， 없X}:ZE).

선택이란 말에는 항상 가치판단어 내재되어 있다. 뉴스를 누가 선택하
는7r? 어떤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개 이 선택에는 뉴스 제작자들의 7r~1
관， 그리고 사회의 가치관， 매체의 특성 둥이 작용한다， 선택된 뉴스 중에
서도 중요한 가치 판단이 적용되어 있다. 어떤 뉴스를 길게 빙l송하는7r?

어떤 뉴스를 처음에 배열하는가? 즉 뉴스의 길이와 배치에서도 어떤 사
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2) 텔레비전 뉴스 기사의 유형

방송 기사의 유형을 크게 분류하면 사실보도와 의견보도로 나눌 수 었

다. 방송뉴스에서 의견 기시는 논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논평은 벙송사
나 해설위원이 주관적인 분석과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보도는 역피라미드 기사쓰기의 틀로 만들어지는 스트레이트 기사
와 취재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서사적 구조를 갖춰 전달하는 리포트 기

사로 나누어진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길이가 통상 3, 40초인 데 반해 리포
트는 1분 æ초 정도로 길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전달할 정보를 중심으로
건조하게 작성되지만， 리포트 기사는 사실을 보는 관점이나 기자의 성향
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리포트 기사가 방송될 때 앵커는 앞에서

‘ ......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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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 기자가 보도합니다’라는 유도맨트 즉 앵커멘트만 읽는디{이재
경， 김학회， 1앉랬: 17-:l)). 따라서 리포트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길

고 비중이 큰 뉴스로 취급된다.

리포트 기사에서 앵커 보도와 기자의 보도는 기능상으로 구분되눈데，
앵커의 보도는 기자의 보도 내용에 앞서 시청 ?;t틀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
을 통해 기자의 보도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리
포트 기사 전체에서 앵커 보도는 도입부의 성격을 띠고， 기자의 보도 내
용은 본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자의 기술 내용， 평개 해

설， 태도 퉁은 뉴스의 내용과 방향에 많은 영향올 마치게 된다. 기사를 효
과적으로 전달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자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

들을 인터뷰하게 되는데， 이 때 인터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도 시청

지들의 뉴스의 내용 인식에 영항을 미치게 된다.

3) 탤혜비전 뉴스 언어의 륙성

텔레비전 뉴스는 말과 그림(영상， 그래픽， 문자자막 둥)으로써 시청자

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렐레비전 뉴스는 앵커와 기자， 인터뷰 대상
동의 말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시 • 청각적 이미지가 함께 제공되어，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형성시켜 주고1 신문기사보다 뉴스 내용의 이해
가능생과 흥미도도 높다.

신문의 기사와 텔레비전의 뉴스 기사를 비교할 때， 신문의 기사는 길
며，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데 비해， 텔레비전

의 기사는 짧고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 요점만 전달하므로， 흔히 텔레비전
의 정보량은 신문보다 적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십， 수백 마디의 말로 전

달해야 할 정보를 한 장의 사진므로 전달할 수 있다. 한 장의 사진이 아닌
여러 수십 장의 사진을 연결한 영상물은 그 정보량에 있어 신문의 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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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교할 수 없올 정도로 많다. 텔레비전의 정보량이 적다고 주장한 배
경올 살펴보면 탤레비전의 정보량올 보도문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텔레

비전의 뉴스에서는 그래픽과 영상물 둥 시각적인 자료도 하나의 정보임
을 간과해서는 안 된대용재홍 1쨌:100-al2)， 영상이나 그래픽 같은 시

각 자료는 텔레비전 뉴스의 사설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 주면서， 한훤으로
는 기자의 관점이나 해석옳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 뉴스에서 기사의 의미 내용올 구축하는 대표적인 기

호는 앵커나 기자의 말이다. 시청자는 상당히 많은 부분율 앵커나 기자
가 전히는 말올 통해서 뉴스의 메시지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짧은 시

간 안에 사건의 내용을 보고해야 하므로 기자는 전달해야 할 내용에 대
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기자의 판뺀1 따라 동일할 사건일지라도 보도

의 내용에 쩌l 가 나게 된다 따라서 시청자는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어
내야한다.

그런데 신문의 기사문은 또 읽을 수 있지만， 텔레비전의 뉴스는 반복해
서 보거나 들을 수 없다. 텔레비전 뉴스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해석

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반복성이 위無)라는 점 때문어다. 또

한 시각적인 자료 제시에 현흑되는 것도 텔레비전 뉴스를 무심히 수용하
게 되는한이유이다.
본고에서는 텔레비전 뉴스의 비판적 원기의 한 방법으로 텔레비전 뉴
스 기사문을 언어사용의 방식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2)

2) 뉴스의 내용뿔만 아니라 그 뉴스롤 담는 형식 또한 중요하다. 텔레비전 뉴스가 라

디오 뉴스나 신문뉴스와 다른 특징은 뉴스의 내용융 당는 형식 때문이다. 앵커나
기자의 음성 언어 즉 말 이외에 영상언어와 융향 효과 퉁의 뉴스의 형식에 대한 분
석이 빠져 있는 것은 본고의 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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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헬헤øl전 뉴스 기사의 언어척 분석
1) 언어 요소의 선택

언어의 사용은 선택을 수반한다. 화자의 모든 선택이 자신의 관점이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지딴， 그 표현 방식을 크게 어휘소의 선택，

통사적 구성， 텍스트 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텍스트를 생산하
려변 어휘소를 선택하여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즉， 헥스트 구성은 어휘

의 선택이나 통사 구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단어가 모여 문
장， 문장이 모여 텍스트를 구성하므로 표현 태도 제시의 방법을 세 단계
로 니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러한 선택에는 화자의 태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도 화자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낱말도 있고 간접적으로 드러

내거나 거의 드러나지 않는 낱말도 있다. 이러한 낱말들이 모여 문장을
이루고 텍스트를 형성하면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 특히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지난 낱밀어리든지 호오(好惡)의 돗을 지닌 낱말

틀은 화자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다음의 세 텍스트를 어휘의 사용
면에서 비교해 보자.
(가) 김유신은 삼국 통알의 쩍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신라 왕족인 검
훈추와 자기 여동생을 결혼시켜 이상올 이루었다.
(나) 김유신은 삼국 통일의 야심이 컸다. 그는 신라 왕족인 김훈추와 자
기 여동생을 이용하여 자기 야망의 길을 렀다.

(다) 김유신은 삼국 통일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는， 신라 왕족인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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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와 자기 여동생의 혼인으로「 사톤판계를 맺었다{이대규 1앉:6:64-67).

(다)의 텍스트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즉 (다)를 중립적 태도를 지닌 것

으로 본다면， (가)눈 김유신에 대해 긍정적， 우호적 태도를" (나)는 펼자가

대십L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것은 (개의 ‘희
망’， ‘이상’이라는 단어의 선택과 (나)의 ‘야심’， ‘야망’이리는 단어의 선택을
통하여 확연히 드퍼난다.

이렇게 자신의 못을 나타내는 정확한 의미의 단어를 선태하는 것이 중
요하다. 외연적 정확성과 내포적 정확성을 가려 선택해야 한다 동의어라
해도 감정적 무게나 도덕적 가치는 다르다. 단어의 외연적， 내포적 의미

를 정확히 가려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성이나 비공식성(혹은 격식성이나 비격식성)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고 주관성이나 객관성의 단계도 조절할 수 있다.

청 X써l 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화자는 낱말을 외연적 차
원에서 사용한다. 명료한 의사 전달; 곧 특수한 사실을 명확하게 지시하
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전달하려는 특수한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적 해석을 보류해야 한다. 띠라서 화자는 내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문맥과 낱말 선택함으로써 그러한 해석을 제한해야
한대이승훈， 1ffi5: 182).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즉 문장에서 단어를 어떻게 배열하느냐， 조

사와 어미는 어떤 것을 사용하노냐 둥에 따라서 필자의 태도가 달리 나타
날수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I) 영희가 밥을 다 먹었다.
(2) 밥을 다 영희가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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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2) 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는 같으나 그 어순에 차이가 있다.
(1)파 (2)는 [영희가 밥올 다 먹었다3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으나 그 사질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명체적 의미에는 차이가 없으나 감정
적 의미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말에서는 단어틀이 정상적인 자기 위치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할
수록 의미적으로 강조된다.

(3)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4) 해냈다， 우리가 드디어!

예를 들면 정싱어순이 아닌 (4) 에서 펼자의 심적 태도가 더 챔게 드
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어순의 뒤바캠은 전체 택스트의 문장 속에서 차지

히는 비율이 많지 않。바 한다. 뛰바캠 문장올 많이 사용할 경우， 정상어
순의 문장과의 대조를 통해 나타나는 강조나 감탄의 효과를 앓어버리게
된다.

문장 종결형은 단순히 문장을 종결시키는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문
장 종결형은 문햄l 담긴 명제내용에 대한 발신자의 견해나 태도를 표현
하는 기농도 담당한다. 문장 종쩔어미와 조사의 선택도 그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주절과 종속절의 구성에서도 주절에 있는 정보가 종속절의 정
보보다 좀더 전경화<f，α맹I'OUI념)된다.

(5)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모른다.
(6) 한길사람속은몰라도열 길 물속은얀다.

(5) 에서 딸}고자 하는 바와 종속절과 주절의 위치가 l:l}뀐 (6) 에서 말
하고자 하는 닝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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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선택과 통사적 구성을 홍한 표현도 중요하지만{이것들이 모여서
전체 텍스트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전체 택스트의 구생올 통해서도 필
자의 견해나 입징이 드러날 수 있다.

텍스트의 여러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모든 지각은 직접적으로 필자의

것이다. 필자는 표현 내용 및 상황 속의 요소와 관련된 모든 것올 지각한
다. 그러한 지각의 내용은 실제 담화의 상황과 다를 수 있으나， 텍스트에
반영되는 내용은 펼자에 의히여 지각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다
양한 텍스트 구조의 실현은 실제 담화 상황의 요소들의 관련성을 보여주

기보다는 필자가 지닌 심적인 태도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텍스트에서 펼자가 전달하고자 동}논 내용 즉 정보는 다ÒJ=한 관점에서

표현될 수 있다. 서술자가 담화가 일어니는 장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

에 있을 수 있으며， 어른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다. ‘관점
(Il뾰따tive)’이란 용어는 사건을 보는 다양한 지점틀을 기술하기 위히·여

사용된다. 영화기법으로 비교한다면 카메라의 위치로 정의될 수 있을 것
이다
화자가 무엇을 판찰하는 데는 관측 위치와 방위의 두 개념이 필요하교

어떤 사물이나 판계를 묘사할 때 관찰자는 자신의 실제 위치에서 이들을
묘사하거나 실제 위치가 아닌 주어진 상황 속의 어느 지점에 자신을 옮겨
놓고 관찰할 수가 있다. 즉， 필자는 실제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택하여 어
떤 관계를 묘사할 수 있다.
정보를 뻐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텍스트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양과

정보의 배열 위치도 화자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화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택스트의 처음에 제시할 수도 있고 혹은 텍스
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시할 수도 있다. 텍스트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양도 마찬가지이다. 화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많이 제시하게 된다.
또한 화자가 대상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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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정보는 긍정적 쟁보보다 적게 제시되거나 거의 제시되지 않는다.

텍스트 수훈에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전하고자 하는 정보
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리하자면 화자의 태도를 (1) 정보를
어떤 관점에서 표현하느냐:， (2) 어떤 정보를 얼마나 제시하는가 (3) 정보

를 텍스트의 어느 위치에서 제시하는가에 따라 나타낼 수 있다.
2) 뉴스 기사문의 언어적 분석

::IDl년 5월 ~일 벙송된 MOC, KBS, SBS 세 빙송국의 탤레비전 뉴스

텍스트를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비교 훈석해 보고자 한다. 사용된 뉴스
텍스트는 :MBC 9시 뉴스와 KBS의 9시 뉴스 SBS의 8시 뉴스에서 보도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것이다.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기사눈 모두 리포트 기사로서 세 방송국 다

세 꼭지의 리포트 기사를 보도했다.

MOC 뉴스

φ 〈단계적 개발〉

앵 커 : 개발강행과 중단올 놓고 찬반 논란을 벌여옹 새만금 사업에 대해
서 정푸가 깨합 강행으로 철론용 내렸습니다. 다만 동진강 수역
부터 먼저 개발을 하고 만경강은 수질상태를 파악하면서 순차적으
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순표 기자입니다.
기

자 : 새만금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은 강뺑하되 순차척으로 추전한다
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들이 참석한 가운데 붉관리정책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
을내렸습니다.
인터뷰 : 지금까지 수많은 과정에서 니온 의견들을 토대로 합리적인 결정

104

국어교육연구 개뻐집

을 내림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킬…

기 자 : 정부는 우선 군싼R서 부얀올 연결하는 방조제폴 완공한다는 계획
입니다. 총 않crn 가훈데 이미 완공된 1앓n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동진강 수역을 먼저 개발하
고 만경강 수역은 수질이 목표 기준에 적합허다는 펑가를 냐용 이
후에 개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동진강 수역은 바닷물을 완전
히 막아 갯벌을 농지로 만틀고 만경강 수역은 수질이 개선될 때까
지 쉬윤을 통해 바닷물이 드나틀도록 놔둔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만금 지역을 단순한 농지조성 방식에서 탈피해 생
태마을과 조류 서식지 등 자연친화형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년 4월 공사가중단된 뒤 숱한찬반양
론융 겪어왔던 새만금 사업이 2년여 만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MOC뉴스 권순표입니다.

(2)<쌀생산 늘지만... )

앵

커 : 새만금 간척사업이 끌나면 넓은 간척지가 생겨서 쌀 생산이 늘어
나고 관광산업효과도 크다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갯벌 화

괴로 인한 환경 손섣이 막대하져만 정부는 채발쪽얘 무채를 두
고 사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얘 기자입니다.
기

자 : 바다를 가르며 뻗어 있는 길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총 끊m 가운
데 1뻐n가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로 현재 방

조제 공사는 중단됐고 보수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동진강과 만경
강이 모두 간척이 돼서 농경지가 되면 연간 14만 톤 그러니까 국
민 lEO만 명이 1년 동안 먹올 수 있는 쌀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연간 쨌m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탐수호

에서 생기는 물 5억 :ID)만 톤과 관광효과까지 따지면 수 조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관광효과가 됐억， 기타 재해방지 논의 공익적 기능 동 인근 개발

효과가 등을 포함해서 한 댔m억， 이것을 포힘해서 1조，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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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예m억의 순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기 자 :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우리나라 갯벌의

SO/o,

2만 없ht( 헥

타르)가 샌넓니다. 새만금 간척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3조 1(XX)억

원으로 조생비용이 져나쳐게 많이 든다는 버환도 있습니다.
인터뷰 : 조성 원가로 말하면 땅 한 평당 한 7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현재 땅 시가가 2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한 국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결국에는 경제성이 없는...

기

자 : 농림부는 내년부터 방조제 추가 공사에 들어가 오는 뻐M년에는
계획대로 방조제 웠an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통애입
니다.

@<전북도민 “환영량’”’

앵

커 : 씨만금 사업 채깨애 대혜셔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훈
위기업니다. 전주의 이종후 기자입니다.

기 자 : 새만금 사업의 재개를 기다려 온 전북 도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크
게 반가워했습니다.

인터뷰 : 공사를 이렇게 해 놓고 안 할 수 없다 허눈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
문에 이것은 민심의 결정이 아니냐...

인터뷰 : 어차피 공사훌 추진을 했으니까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

자 : 방조제 공A까 절반 이상 진행된 상뺑l서 벌어진 그 간의 논쟁이

마침내 끝난 것에 대해 반가운 한편으로 아쉬움도 털어놓았습니
다.

인터뷰 :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빨리 해서 ...

기

자 : 환경단체가 요구해 온 것처럼 덤수호의 수질 악화를 막고 반드시
친환경적인 개발이 돼야 한디눈 주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앞으로 문제가 됐었던 환경친화적인 문제적 사고를 가지고 재개

해서 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

자 : 반면에 지역 환챙댐체는 쟁부의 철갱 i와 환찌없이 앞으로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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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동을 계촉왜 나가겠다고 밝혔슐니다.

KBS

뉴스

CD<새만금사업 재개〉

앵커(남) : 여러분， 안녕하십니깨

앵커(여): 5월 25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앵커(남) : 환경파괴 논란으로 중단됐던 천북 째만금 간척사업이 2년만에
재개됩니다. 먼저 오늘 확정된 정부 방침을 검환주 기자가 보도합
니다.

기 자 :2년이 넘는 조사와 연구 검토 끝에 쟁혐는 째만금 사업율 째깨하
기로 컬론을 내렸습니다. 수질 환경 보호률 위해 순차 개발 방식
이 채택됐습니다. 먼저 19Krn만 건설된 채 중단된 방조제 공사를
재개해 없U년까지 ;겼Krn 전 구간올 완공합니다. 이어 수질문제가

없는 동진강과 만경강을 분리하는 둑율 쌓은 뒤 X웠년까지 동진
수역을 개발합니다. 나머지 만경수역은 갑문으로 바닷물을 유통시
켜 수질올 판리하면서 수질개선올 확신할 수 있을 때 사업에 들어

가게 됩니다. 톡히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환경개선사업에만

am

년까지 환경보전 사업에만 모두 1조 엠P여 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터뷰 : (나숭포 국무조정실장)중앙정부의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와 지역
에는 전라북도에 수질보전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기

자 : 정부는 이번 사업재개를 계기로 새만금 이외에 서남해안 갯벌 보
전올 위한 별도의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환주입니다.
(2)<새만금， lfil만 명 1 년 식량확보〉
앵 커 : 그러면 이 새만금사엽이 가져훌 경제척인 효과는 어느 정도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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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

자 : 쭈론 바다률 둘로 가르는 길 새만금방조제입니다. 않1m률 이어야

하지만 더 이상 뻗지 봇하고 뚝 끊긴지 2년. 이제야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헬기는 방조제와 육지 써를 날고

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바다지만 오는 X껴년 방조제가 모두 완
공되면 이곳이 농경지로 조성됩니다. 니중에 개발될 만경수역까지

합해 만률어질 농경지한 2만 웠Tha 이곳에서는 해마다 14만 톤，
그러니까 JB)만 명이 1년깐 먹올 수 있는 쌀이 생산됩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22만ba의 농경지가 줄었고 식량 자급률도 43%에서
~%로 떨어져 새만금사업온 더욱 절실했습니다. 또 저수지 때개
에 해당혀눈 1 만 1뻐m 의 법수호가 조성돼 기품에도 대비할 수 있
습니다.

김동근(농림부 차관) : 전체적으로는 4조 4<XXl억 원의 순가치가 있다고 봅
니다.
기

자 : 세계 최대의 방조제라는 이름에 걸맞는 관광효과도 기대됩니다.

새만금방조제보다 O.많an 짧은 네덜란드 주다치 방조제는 연간 관
광수입이 약 11 억 달러에 이릅니다.

박석순{이화여대 교수): 담수호뜰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해안 관광단지로
활용한다변 지역경제에 크게 도웹 되는 ...

기 자 : 군산뿌안간 거리도 뻐ill1가 줄어 이동시간도 1시간 반 이상 단축
됩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
@<새만금， 가대와 우려 엇갈려 >

앵 커 : 정부의 오늘 결정에 대해서 특히 견라북도 도민들은 대체로 반기
고 있숍니다마는 환갱단체률의 반발이 뛰낙 강력빼셔 화푼이
계속훨 전망업니다. 보도에 천희성 기자입니다.

기 자 : 정부의 최종 결쟁에 전파북도 도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업
니다. 도민들은 새만금사엽이 완성되면 전라북도가 서해안 시대의

108

국어교육연구 제8집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전주 시민: 수억 원올 들였는데 그만두면 국가 손해니까 계속 추진해야죠
기

자 : 그러나 환경단체돌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동은 새만금사업 강행이 반생명， 반민주， 반인권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정부 관련단체의 모든 직책을
사퇴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최

열(환경운동연합 시무총장) : 민간단체가 정부와 합의해서 재조사를 했
는데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
에 저희들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기 자 : 전국의 때여 개 환갱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는 각계 대표 1뼈여 명이 서명한 시국선언올 발표하고 새만금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서울역에서 단

식농성을 벌이던 전북지역 어민 퉁 aJ여 명은 세종로에서 가두행
진을 하다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뼈S뉴스 천희성입니다.

SBS뉴스

CD<새만금 사업 다시 추진〉

앵

커 : 사업재개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공사
중단 2년만에 다시 추천됩나다. 먼저 최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

자 : 바닷길 33킬로미터를 막아 여의도 14)배에 이르는 농지와 담수호
를 만들겠다는 새만금 사업. 지난 91년 1월 착공한 뒤， 99년 4월 환

경 문제로 잠정 중딴됐던 공사가 2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정부
는 우선， 때4년까지 군산에서 부안까지 방조제를 쌓기로 했습니
다. 그리고 동진강 츄역올 먼저 개발해 었B년까지 간척 사업을 끝
내기로 했습니다. 수질 오염 우려가 제기된 만경강 수역은 수문을

열어 놓고 수질 상꽤가 좋아질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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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숭포(국무조정실장): “미래의 식량위기와 롱일에 대비한 우량 농지 조성
은 중요한 국가경영 전확의 해4라고 판단”

기 자 : 정부는 새만끔 휴역 환경개션을 위해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생
태 마을과 조류 서식지롤 조성하논 둥 환경 친화적으로 개밸}기
로 했습니다. 이런 순차 개발 방싼윤 정부의 개발 방침을 고수하면
서도 환경 문제를 감안한 고육져쩍으로 풀이됩니다: SBS 최원석
입니다.
(2)<새만큼 사업， 진몽 예상〉

앵

커 : 정부가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환챙한체틀의 반발이 거센 데다 수질콰

갯벌뽀천 같은 주요챙챔도 아직 속시훨히 혜철되지 않은 쌍태
입니다. 서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

자 : 정부가 순차적으로 새땀 사업올 재개하기로 결정하자 또 다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웅배 한영대 교쉬물판1 민간 자문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안
자체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기 자 : 시민환경단체는 국민을 기만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
니다.
문규현 신부(새만금 생명연대공동대표): “만약 이러한 결정을 철회하지 않
는다면 우리 환경 시민단체는 정부와의 어떠한 협력도 거부할 것
입니다

기

자 :2년 가까이 끌어온 쟁점 사항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수질입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조사
결과 앞으로 1조천억원의 예산을 들여도 새만금의 수질은 5급수에

불과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모든 대책올 성공적으로 수행하더라

도 화학적산소요구량 즉 COD는 8.않:pn， 총인은 0.1댐뼈n으로 예상
됐습니다. 농업용수로 쓰기에도 부적합한 수치입니다.

갯벌의 가치와 경제생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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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의 가치가 농지의 백배나 된다는 주징이지만 정부는 농지의 이
익이 갯벌보다 $배나 높다고 셜명합니다. 이같은 쟁점 사뺨II 대

한 명쾌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새만금 간척사업올 둘러싼 논
쟁은 딩환깐 계속될 천망입니다.

SBS 서상교입니다.
@<간척현장 검토〉

앵 커 : 새만금 사업은 이미 1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천문학
적 숫자의 예산융 쏟아 부어야 합니다. 김선길 기자가 그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기 자 :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새만금 간척 현장입니다. 가력도를
거쳐 신시도를 향해 뻗어가던 방조제가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총
연장 33킬로미터의 방조제 공사는 이렇듯 중간 중간이 끊기면서
거센 파도가 넘나들승고 있습니다.

정한수{농업기반공사 공무부장): “흙이 쓸려가는 걸 막으려고 2패터 두께
로 바위를 넣었다

기

자 : 바다 위에 설치돼야 할 준설용 대형 파이프도 불은 녹을 뒤집어
쓴 채 방치돼 있습니다~5충 건물높이의 거대한 배수갑분은 간척
사업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방조제 비깥으로는 어느새 새 흙이
쌓이고 있습니다.

임채신(새만금사업단장) : “여기 방조제 완성된 지 2년 됐는데 새로운 갯벌
이 형성되고 있다

기 자 : 이제는 관광코스가 돼버린 방조제 한편에선 사업계속융 외치는 현
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주머니) : “하다 만 건 시작했으면 해야지
기

자 : 환경보호 시위룰 주도했던

NGO 사무실은

인적이 끊겼지만， 갯벌

에 좋지어 서있는 장숭들은 아직도 새만금 사엽 철회를 외치는 듯
합니다.2년 동안 찬반 격론 끝에 사업계속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시화호외는 달리 환청 찬화적으로 사엽을 마무리활 수 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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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지혜훌 모o}õ]:활 것으로 보입니다.

SBS
MOC

김션질입니다.

뉴스(φ 단계척 개발"

(2)

쌀 생산 늘지만......,@ 전북도민 “환영")

KBS 뉴스((D 새만금 사업 재개， (2) 18)만 명 1년 식량확보 @ 기대와 우
려 엇갈려}

SRS 뉴스(φ 새만금 사업 다시 추친，(2) 새만금 사업 진홍 예상;@ 간척
현장검토)

먼저 각 뉴스에서 선택된 어휘플 살펴방k 새만금 간척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는 개략적인 보도률 하고 있는 @의 기사를 살펴보자.

MBC 뉴스에서는 ‘강행’， KBS 뉴스에서는 ‘재개’， SBS 뉴스에서는 ‘추진’이
라는 단어가 시용되었다. ‘강행’이려는 단어는 ‘재개’와 ‘추진’이라는 어휘
에 비해 부정적인 내포를 지니고 있다

사업의 경채적 효과롤 설명하고 있는 MBC 뉴스와 뼈S 뉴스 @에서
사용된 어휘률 살펴보자: KBS 뉴스에서 ‘경제적 효과’라는 말이 전체 보
도를 대표하지만" 1\표￡ 뉴스에서눈 ‘쌀생산 늘어…， 관광산업 효과…’라는
말 이외에 ‘환경손실， 조성비용 지나치게 많이…’리는 부정적인 말들이 사
용되고있다.

기사 @의 텍스트 구조롤 살펴보면， 각 방송사의 뉴스는 텍스트 처음에
새만금 사업올 다시 시작한다는 정보롤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마지막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논 차이를 보이고 있다.

MBC 뉴스는 텍스트 처옴의 “개발강행과 중단을 놓고 찬반 양론올 벌
여온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개발 강행으로 결론올 내렸습니다”라
는 앵커의 말과 텍스트 마지막의 “숨한 찬반 양론을 겪어왔던 새만금 사
업”이라눈 기자의 마무리 말이 둘 다 부정적인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반
면에

KBS 뉴스는 텍스트 마지믹에 “서남해안 갯벌 보전을 위한 별도의

112 국어쿄육연구 처뻐집

종합계획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정보로 끝을 맺고 있다" SBS 뉴스에서는
텍스트의 마지막에 “순차 개발 빙안은 정부의 개벨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환경 문제를 김안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의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MOC 뉴스와 뼈S
뉴스를 살펴보면， 제시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다름을 알 수 있다.

MOC 뉴스에서는 개발효과와 함께 막대한 조성 비용을 함께 언급해서 시
청자가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인터

뷰도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는 내용과 조성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뾰S에셔는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만 언급했다. 인터뷰도 정부관리와 대학교수가 새만금 사업의 경제
적 효괴를 언급한 내용을 담았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반웅을 보도한 MOC 뉴스 @, KBS 뉴스 @, SBS

뉴스 @을 살펴보면 각기 제시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름을 알 수 있다.

MOC 뉴스에서는 지역 주민틀이 환영한다는 입징써l서 텍스트를 구성했
다. 텍스트의 마지막에 지역 환경단체가 반대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정보를 제시했지만， 텍스트 전체에서 새만금 사업 재개를 환영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주로 해서 기시를 구성했다. 전체 4개의 인터뷰

중 마지막 인터뷰에서 환경친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
다고 했지만， 그것 역시 새만끔 사업을 환영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말

이었다 하지만 인터뷰의 내용을 살펴보면 새만금 사업올 환영하는 논리
적이거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둘은 어차피 공사를 시작
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주

장도제시한것이었다.

KBS 뉴스에서는 전북도민달은 반기고 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강력
해서 파문이 계속될 전망임을 밝히면서 인터뷰도 전주 시민과 환경단체
대표 두 사람의 말을 전했다;

SBS 뉴스에서는 지역 주민의 환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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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없고 환경단체의 반발과 주요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올 중

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뷰도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두 사람
과 했으며， 텍스트의 마지막에도 수질 보전과 갯벌의 가치에 대한 우려로

끝내고있다.

다른 방송국과 달리 SBS 뉴스의 마지막 꼭지에서는 간척현장을 둘러
보고 있다. 이 기사의 처음에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정보를 제시했는데， 이것 역시 시청자플에게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 의미와 우려를 심어 준다. 기사의 중간에서는 새만금 간척 사업 현장

을 묘사하면서 텍스트의 마지막에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

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강조하는 것 역시 새만
금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이 중단된
것은 환경 문제 때문이었고， 앞쓰로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
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추론올 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 계속을

외치는 현지주민들의 목소리를 언급하지만 단 한 줄로 마무리하고 인터
뷰도 지식이나 지위면에서 떨어지는 아주머니와 했으며， 인터뷰 내용도

새만금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펼요성을 언급한 것
이 아니라 이왕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것이
었다.

따라서 세 방송국에서 보도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세 가지 뉴스를 살

펴보면， 각 기사에서는 조금씩 치이가 있지만， 뉴스의 전체적 내용에서
KBS의 뉴스가 MBC와 SBS 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해
호의적임올알수 있다.
이렇게 텍스트를 구성하면서 어떤 어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화자나
팔자의 관점이 드러날 수 있다. 텍스트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B빠보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열마나 제시하는지， 텍스트에서
어느 위치에서 정보를 제시하는지에 따라 필자나 화자의 의견과 입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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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것이다. 즉 기사의 내용과 순서， 기자의 평가에 띠라 전달되는

내용과 정보의 비중은 시청자툴의 그 사건에 대한 인식올 달라지게 만틀
수있다.

이런 것을 파악해 봄으로써 텔레비전 뉴즈카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생각을 수정할 수 있다. 뉴
스를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흑히 언어적인 변을 분석해 봄으로써 학생

들은 정보의 수동적 수용에서 뱃어나 정보의 적극적 이해와 비판， 구성으
로까지 나아갈 수 있율 것이다.

4 비판적 뉴스 시청의 교육적 함의
보고는 혼히 중립성 • 객관성을 지닐 것이라 기대된다. 다시 말해， 보고
는 사실에 기반하여 특정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처럼 (VO}뼈ess)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보고는 작자의 판단이나

의사를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립성은 단지 기술상의 기

능에만 머무눈 것이 아니라 아주 편리한 가장에 지나지 않는다. 대상을
파악하고 기술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두를 다 보여줄 수는 없는 일이다.

대상의 어떤 부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까 그 부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콜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동의 문제에서 작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정정순， 없X):004).

텔레비전 뉴스도 마찬가지이마. 텔레비전 뉴스의 제작과 전달방식에
관여히는 요소는 디.oJ=하다. 영상언어와 문자언어， 음성언어가 어우러져
텔레비전 뉴스를 구성하고 있다. 영상을 통해 내용을 과장할 수도 있고，
문자언어 즉 짜뿔 이용뼈 시청자들이 해석을 내리기 전에 벌써 뉴스
의 요점과 방향을 전달하기도 한다. 뉴스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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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비공정성으로 이끌거나 이끌 가능생올 지니고 있다. 기자의 태도
와 편집자의 태도， 그밖에 여러 요인틀로 인하여 뉴스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TV뉴스에 대한 비판적 임기 교육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비판적 뉴스 읽기는 수통적 수용지헤서 해석자와 비판자로서의 적극적
수용자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교육은 다C짧 치원의 기호가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에서부터 그 메시지의 의도를 해석

하고 형가하는 데 훨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 뉴스에서 언
어 사용 방식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뉴스의 언어 기호 표현 방식을 분석

하고 의도를 파악하며， 메시지의 형식과 내용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한 방
법이 될 수 있다. 뉴스의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농통적으로 선택뼈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은 미디어 교육의 한 부분이며， 국어 교육에서의 비판적
이해와 상홍송}는 부분이다.

미디어라는 것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도 더 이상 미디어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는 상빼 도달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미디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 환경 속에 숨쉬고 있는 주체를 그 사회가 요구하는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펼수적인 작업으로 간주된다.
미디어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의 구조와 수업 활동은 여러 가지
점에서 국어과 교육과 유사하다. 인간의 의사소통 활동이며 과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미디어 교육과 국어 교육은 그 관련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국어 교육은 지금까지 음성언어와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 사용 능
력의 신장을 목표로 심아 왔다. 7차 교육과정 또한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창의적 언어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음성언어 텍스트이든지 문자언

어 텍스트이든지 간에，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산하고 소통시키고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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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국어 교육의 핵심이다. 즉 국어 교육은 정보의 이해와 생산， 소통
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띠라서 국어 교육은 혁습자의 문식성올 길러 주

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는데， 언어 교육에서 문식성의 개념은 점점
확장되어 왔다. 처음에 문식성은 단순히 문자를 알고 디·룰 줄 아는 능력

이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그리고 사고
의 능력으로 문식성 개념은 확장되어 왔다.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 전달과 이해 소통은 단순히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비디오1 컴퓨터 동 여러
디i양한 미디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책을 읽는 시간보다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정보의 획득도 그러한 미
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띠라서 문식성의 개념을 더욱 확장할 펼요
가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졸기고 생산하는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 젓이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국어 교육에서의 비판적 읽기와
관련을 맺을 수 있으며， 미디어를 제작한다는 것도 국어 교육에서의 표현
교육과 상통할 수 었다. 또한 미디어 장르의 디양한 언어 문화적 특성을

추출하는 것은 국어 교육에서 이해와 표현 교육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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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밟tract

Critical Watching of the Television News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Ki m, Jeon없a

깐leY 뼈nk

that

뼈 떼evision

news is

in뼈뼈 뻐d obj때ve. 밟

news is not. Because of attitude of newsman and
eVI없t r활α뼈 뼈'O\lgh

world

까g하'cre，

the

tele띠sion

news is

situation,

어itor，

1)아 뼈

event that

the 1v audience rnust watch critica1ly

뼈

the television

따ltext

etc, the

ha야g뼈

in the

television news

빼

have judgJrent.
This

])fll:ff atterrαs

m 뻐머y않s the

to

lar밍떠ge

Iα>k

into the distioctive

띠ality

of

뼈evi하on ne뼈 m떠

1 analyses cont없ts
때 l때gu팽:e of news on "Saemangeurn reclarnation project ’ I학xmro in KBS J\표3c
SBS on 2), 5. axll, Ju때ing frorn word s잉ectioo， armunt 때 때ace of infom빼α1
in news 뼈1， the 뼈S news is showed well JrearJing for reclarnation work
relativeJy in con聊"ison with the l\IIBC news 뼈 the SBS news‘
We rnust teach students to interπ'ct the rressage of news α"itic외ly， Students
rnust dev，머op tl:뼈r ability to 뻐려yses 1하핑uage u잃ge of t밍evision news and grasp
the intention of the news 때 evaluate the form and content of the news Thi s
어ucation is a a야:.ect of rr뼈ia 어ucation and is similar to αitical re때ing
con뼈쉰leIlsion in Kor않11anguage 어ucation.
of the television news , In this

p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