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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논문은 한국의 공공 방송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격을 어떠한 방송

모형으로 악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하여 ‘공보 방송 모형’과 ‘공

방송 모형’의 두 가지 이론 모형을 수립한 후,KBS의 부동산 뉴스 보

도의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 다. 세계의 공공 방송들은 공 소유의

성격,수신료와 같은 제도 공통 을 외형 으로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

공익을 실 하는 정도는 실질 인 운 방식과 방송 품질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난다.‘공보 방송 모형’의 방송사는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

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어 정권을 홍보하고 동원

기능을 수행하는 특징을 나타낸다.이와 조 으로 ‘공 방송 모형’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특권층을 감시·비 하며 민주사

회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토론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표 공공방송인 KBS는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규명하기 해 뉴스룸 내부의 뉴스 선별·취재·제작 행과

방송 언론인의 직업 정체 성격을 살펴보았다.이 같은 근법은 이

연구들이 정부와 공공 방송과의 외부 계를 조명하는 데 을 두었

던 것과 달리 공공 방송 뉴스룸의 내재 작동 원리와 실제 보도 내용을

구체 으로 분석했다는 에서 차별 이다.

연구 상으로 부동산 의제를 택한 것은 이것이 공공 방송의 공익

성취를 평가하는 데 합한 공 의제의 성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의제는 주거 기본권 문제인 동시에 국민의 요한 경제 자산으로

서 경제 ,사회 이해가 충돌하는 논쟁 사안이기도 하다.

연구 방법은 뉴스 기사 내용 분석과 별도의 질 분석을 결합했다.내

용 분석을 해 2008년,2013년 각각 1년간 방 된 KBS‘9시 뉴스’와

SBS‘8시 뉴스’의 부동산 련 리포트 내용 체를 수집했다.SBS‘8

시 뉴스’는 공공 방송사와 소유 구조가 다른 사 방송사의 표 뉴스

로그램으로서 KBS에 한 비교 평가를 하여 선정하 다. 한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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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작진의 살아 있는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상의 기 에 놓여 있는

뉴스 생산 과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발 으로 참여 의사를 밝

힌 KBS와 SBS기자들을 각각 5명씩,모두 10명을 상으로 심층 인터

뷰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한국 공공 방송은 오랜 기간 정착되어 온 내부 행을 통해

공보 방송모형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공공 방송 뉴스룸

내부 행은 선별·취재·제작 과정에서 닫힌 공보 뉴스를 생산하고 있음

을 발견했다.첫째,한국 공공 방송은 선별 과정에서 뉴스의 가치 기 을

시청률을 심으로 고려하고 있었다.공익 가치 실 에 한 평가는

경시한 채 시청률만을 강조하는 경향은 공공 방송 뉴스의 시민 이해에

충실한 공익 성취를 해하며 단편 이고 피상 인 뉴스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은 취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부 출입처

를 심에 두는 취재 행에 의존하고 있었다.공공 방송 뉴스 취재망은

정부의 료 체계에 조응되어 있으며 결과 으로 정부의 발표를 부각시

키고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셋째,공공 방송은 제작 과정에서 수십여 년 동안 1분 30여 보다 짧

은 길이의 리포트 형식을 유지해오고 있었다.이러한 시간 제약 속에

서 방송 뉴스 제작은 편 하고 단편 인 소재로 제한되며,뉴스 구성방

식은 일정한 패턴을 지닌 도식성을 행 으로 보이고 있었다. 한 공

공 방송 뉴스룸은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기 해 출입처가 제공하는 보도

자료를 정부가 정한 일정에 맞춰 화면으로 재구성하는 수동 인 제작

행을 답습하고 있었다.이로 인해 공공 방송 뉴스는 정부의 의제를 종속

으로 반 하고 독립 인 의제를 발굴 보도는 경시되는 등 공보 성격

이 강화되고 있었다.

넷째,KBS뉴스룸이 가지고 있는 계 인 질서는 일선 취재 기자들

의 업무 자율성을 취약하게 하고 있었다.이로 인하여 공공 방송 언론

인들은 공익 가치 실 을 지향하는 문직업인보다 뉴스룸 내부의 통

제 체제에 순응하는 기능 직업인으로 사회화되고 있었다.이들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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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순환 근무 제도로 인해 업무 문성을 쌓기 어려우며 일상 업

무의 과다함 속에서 수 높은 독자 공 뉴스 생산을 도모하지 못하

고 있었다.결과 으로 이들의 직업정체성은 공익에 충실한 자율 문

직이 아니라 공보 기능인으로 왜소화 되어 있었다.

결론 으로 한국 공공 방송은 국민 체를 표하고,공 의제에

한 토론장의 제공과 다양한 목소리를 반 하기보다는 정부와 특권층을

옹호하는 ‘공보 방송 모형’에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주요어:공공 방송,공보 방송 모형,공 방송 모형,방송 경제 뉴스,

부동산 뉴스,내부 행,언론인 직업 정체성

학 번:2010-3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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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문제의 제기

한국의 표 공공 방송인 KBS는 ‘수신료’라는 공 재원과 방송 매

체의 향력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미디어 세계에서 핵심 인 치를 차

지하고 있다.그러나 언론사로서 KBS가 한국 사회의 민주 발 을

한 정 인 기여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한 지속 으로 제기

되어 왔다(강형철,2004;조항제,2014a;최 묵,2010).이 연구는

한국 공공 방송이 형식 으로나 법 으로 명확하게 공 성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 사회의 선도 인 공공 매체로서의 역할을 기

만큼 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 에서 출발한다.

공공 방송은 시장성을 기본 운 원리로 삼고 있는 사 언론들의 한

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해 공 재원을 투입하여 설립한

방송 제도이다.공공 방송사들이 당 의 설립 목 에 따라 공익성을 충

실하게 지켜낸다면,국민들에게 민주사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지식을 제공하고,정부 정책에 한 균형 잡힌 비 을 수행하며,

다양한 여론을 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석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실제로 국 BBC와 독일 북부 유럽의 공공 방송 등이 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Curran,

2011).

인터넷 기술의 발 으로 언론 매체가 다양하게 확 되고 있는 의

미디어 환경이 오히려 공동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 공간을 편

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Prior,2007).이러한

상황에서 공공 방송은,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요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강형철,2012).

한국 공공 방송은 그간의 외형 인 발 에도 불구하고 공 을 해

사하고 시민사회의 민주 토론과 균등한 발언 기회 제공이라는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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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민웅·윤 철·최 재·김경

모·윤태진·이 웅,2006). 한 실질 인 의미에서 하나의 ‘정부기 ’

으로서,정권에 사하는 정치 종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한국 공공 방송은 오랜 기간 뉴스 조직의 운 방식과 제작

행을 정부의 공보 체계에 효율 으로 조응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

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재까지도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그간 공공 방송의 민주 역할을 강화하기 해 제한 인 개

움직임은 있었지만 결과 으로 정부의 홍보 기구 성격이 극복되고 있

는지는 의문이다(최 재,2014).

한국 공공 방송이 가지는 특성에 해 명확히 이해하기 해서는,우선

이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을 면 히 살필 필요가 있다.한국 언론 학

계에서 지 까지 진행된 한국 공공 방송의 성격에 한 논의들은 정권의

외압에 의해 사장을 포함한 경 진이 임명·교체되고,이를 매개로 공공

방송의 친정부 성향이 짙어지는 외부 조건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

다(조항제,2014a;최 묵,2010).이 연구는 이러한 외부 구조만으

로 설명하기 어려운,KBS의 공보 특성을 공고히 하는 내면화된 질서

는 내부 습을 살펴보고자 한다.KBS뉴스가 공 방송이라는 외

피 속에서도 권력에 한 감시를 소흘히 하고 정부 편향 인 태도를 유

지하고 있는 상에 한 진정한 해결책은 뉴스룸 내부의 행과 언론인

의 가치 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마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정필모,

2012a).

한 기존 한국 방송 뉴스 성격에 한 연구들은 일반론 인 차원에서

한국 방송 뉴스의 한계와 내부 행 문제의 연 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민웅,1991;이민웅 외,2006;이재경,2004)구체 으로 방송사

뉴스룸의 내부 행과 이것이 생산하는 뉴스 결과물을 직 으로 연결

해 살펴보려는 시도는 부재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이 연구는 그간의 논

의에서 탈피하여,KBS에서 뉴스가 선별되고 있는 가치 기 ,뉴스가

취재되고 제작되는 과정,뉴스룸의 구성과 운 방식,그리고 KBS방

송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과 함께 최종 산출물인 뉴스를 함께 분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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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한국 공공 방송의 기본 성격을 규명해내고자 한다.이 연구는 공공

방송의 본질에 한 규정에 있어 구조 이고 거시 으로만 이루어져온

논의를 실제 인 뉴스 생산 과정과 뉴스 생산물이라는 경험 차원의 연

구로 환함으로써,기존 연구가 보여주는 이론 공백을 극복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연구는 공 의제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요 이슈로 끊임없이 부상

하는 부동산 뉴스를 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방송 뉴스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사회의 주요 정책 쟁 에 한 뉴스의 제작과 뉴스

산출물을 바탕으로 하는 근법은 공공 방송으로서 KBS가 실 하는 공

익 특성을 구체 뉴스 생산 과정과 결과에 을 두고 평가할 수 있

다는 에서 새로운 연구 지평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McQuail,

1992).경제 리즘에 한 연구는 무엇보다 경제 상에 한 뉴스

보도와 객 인 경제 실을 수치 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에서도 유

리하다(McQuail,1992). 한 경제 주체들의 실질 문제들을 해결하

기 한 경제 정책들이 제시되고 수립되는 과정에서 공공 방송이 민주주

의 가치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게 해 수

있다.실업과 인 이션,자산 가격의 폭등 폭락과 같은 다양한 경

제 문제들이 정부 혹은 여론을 통해 제기되는 과정에서 공공 방송 뉴스

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는 리즘의 품질과 특성을 가늠하

게 해 수 있기 때문이다(Cobb,1983).부동산 의제는 주거 기본권의

문제인 동시에 국민의 요한 경제 자산으로서 경제 ,사회 이해가

충돌하는 논쟁 사안이기도 하다.단기 정쟁의 상이 아닌 장기 이

고 근본 인 공동체의 문제라는 에서 공공 방송 뉴스의 본질을 악하

는 데 합한 연구 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공공 방송의 성격 유형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KBS의 메

인 뉴스 로그램인 ‘9시 뉴스’를 분석 상으로 삼고자 한다.‘9시 뉴스’

는 수백 명의 제작진들이 심 을 기울여 제작하는 표 인 보도 로그

램이다.이 연구를 하여 KBS ‘9시 뉴스’에서 방 된 부동산 뉴스에

한 내용 분석과 함께 공공 방송 뉴스를 제작하고 있는 언론인들과의



-4-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한 공공 방송 뉴스의 비교 상으로 조

소유 형태를 지닌 사 방송사 SBS ‘8시 뉴스’의 부동산 련 뉴스를

내용 분석하고 SBS방송 언론인들과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종합 으로 이 연구는 공공 방송과 정부 는 외부 정치 세력과의 계

를 집 으로 논의하는 기존 논의를 넘어서서 KBS의 내부 행을

직 으로 살펴보고 뉴스의 제작 과정과 최종 산출물인 뉴스 보도 내용

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한국 공공 방송의 특성을 규명하려 한다.

제2 논문의 구성

논문은 총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

성과 연구 목 ,연구의 의의를 개략 으로 소개했다.제2장에서는 공공

방송의 두 모형에 한 논의와 한국 방송의 기본 성격으로서 공보 방송

모형에 해 제시했다.제1 에서 공공 방송의 여러 유형 가운데 공

방송 모형과 공보 방송 모형의 특성을 소개했다.제2 에서는 한국 공

공 방송의 성격에 한 기존 논의를 비 으로 검토하고 공보 방송 모

형의 설명력과 장 에 해 고찰했다.기존 논의가 정부와 공공 방송과

의 외부 이고 구조 계에 한 설명에(주정민,2012; 조항제,

2014a)주력한 반면 공보 방송 모형은 뉴스 생산 과정과 최종 뉴스

생산물을 결합해 연구할 수 있다는 에서 보다 설명력 있는 논의가 가

능하다고 본다.

제3장에서는 공보 방송 모형의 틀을 도출하기 한 역사 ·이론 배

경을 정리했다.제1 에서는 한국 공공 방송 뉴스의 역사를 통해 공보

성격의 발 과정을 정리했으며,제2 에서는 뉴스 생산 과정에 내

면화되어 있는 행들에 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선별·취재·제작 과정

의 분석 상들을 살펴보았다.뉴스룸 내부 행을 이해하기 해 뉴스

의 선별 기 과 취재 행,방송 뉴스 형식의 의미,그리고 언론인 직업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론 논의를 서술했다.제3 에

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 방송의 역할과 정부-국민-방송 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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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연구 상으로 부동산 의제가 지닌

의미와 연구 방법인 내용 분석과 심층 인터뷰에 해 정리했다.

제5장에서는 한국 방송 부동산 뉴스의 보도 방식을 내용 분석 결과와

심층 인터뷰 결과를 심으로 제시했다.제1 에서는 방송 부동산 뉴스

의 내용 특성과 함께 뉴스룸 내부의 선별 기 과 취재 행의 특성을

살펴보았다.공공 방송 뉴스는 뉴스 선별 과정에서 시청률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취재 인력이 부족한 구조로 인해 출입처를 심으로

한 취재 행에 의존하고 있음을 발견했다.제2 에서는 방송 뉴스의

형식과 내용 특성,이에 따른 뉴스 정보 품질의 한계와 정치 의미를

정리했다. 한 마감 시간의 제약과 취약한 인력 구조 속에서 정부가 제

공하는 정보를 심으로 방송 뉴스가 제작되고 수동 으로 정부 의제를

반 하게 되는 특성을 분석했다.

제6장의 제1 에서는 한국 공공 방송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을 악하

기 해 뉴스룸 통제 방식과 업무 자율성을 살펴보았으며 제2 에서

는 공익에 한 의 한계,순환 근무 행에 따른 업무 문성의

약화에 해 서술했다.

제7장의 제1 에서는 공공 방송의 민주주의 역할 수행에 해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했으며 제2 에서 뉴스룸 내부 행과 문직주의

미성숙으로 인해 정부와 특권층에 한 비 이 부재하고 국민을 표하

지 못하는 공공 방송 뉴스의 한계 을 제시했다.

제8장 제1 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 으며 제2 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과 함의를,제3 에서는 이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

안을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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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 방송의 두 모형:

‘공보 방송 모형’과 ‘공 방송 모형’

공공 방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 재원을 바탕으로 공익에 충실한

로그램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해 만들어진 제도를 의미한다(최

묵,2012). 세계 공공 방송들은 명목 으로 이 같은 목표를 표방하며

설립되었지만 실질 인 특성은 개별 국가들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

하다.이 장에서는 다양하게 존립하고 있는 공공 방송의 유형들의 본질

특성을 악하기 해 조되는 두 모형으로,‘공보 방송 모형’과 ‘공

방송 모형’을 제안하고 이 모형에 기 하여 한국 방송의 기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 이러한 근 방법이 추상 이고 일반론 으로 공

공 방송의 성격을 근하는 기존의 논의와 차별 으로 한국 공공 방송의

본질을 악하는 데 어떠한 에서 유리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 ‘공보 방송 모형’과 ‘공 방송 모형’의

특성 비교

공공 방송이 공익 실 의 책무를 수행하기 해서는 정부와 집권 세력

으로부터 자율 으로 운 되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민주 가치를 담

은 뉴스를 생산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반 하는 언론인 문직주의를 확

립하는 것이 요구된다.그러나 실 세계에서 공공 방송이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완벽하게 리는 것은 이상 인 가정이며 실제 개별 국가의 정

치 ·역사 여건에 따라 고유한 한계와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이러한

조건에 따라 구분되는 ‘공보 방송 모형’과 ‘공 방송 모형’이 실제 공익

가치 실 에 있어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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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 방송의 특성과 유형

방송은 공 의 자산인 를 이용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그 출발 시

부터 공 규제가 정당화되어 왔다. 한 시장 운 체제 하에서는 수용

자들이 원하는 품질의 다양한 로그램 공 에 어려움이 있는바, 부분

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공 서비스 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여기서 공공 서비스

방송 제도란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어느 정도의 공공 기 에 의해 재정

유지가 되며,편집과 운 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송 시스템”을 의미

한다(McQuail,2010). 국 방송 규제 기 인 Ofcom(2004)은 공공

서비스 방송을 ‘가치 있고 품질 좋은 방송 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해 공 인 지원과 규제를 받는 제도’라 규정하 다.공공 서비스 방송은

정치와 상업 이해 계에서 벗어난 뉴스와 시사 로그램을 통해 공정하

고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토론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디지

털 기술 발 으로 방송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

공 서비스 방송은 수 높은 정보와 교육 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사

회 문화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따라서 그 존립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으로 공공 서비스 방송은 사회와 시민의 ‘공익(public

interest)’증진을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보편 인 목 하에,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공공 서비스 방송

의 여러 형태들 하나인 ‘공공 방송(publicbroadcaster)’은 공 소

유를 바탕으로 시장 실패의 가능성까지 고려한 방송 제도이다.지상

방송의 독과 시 에는 공공 방송과 공공 서비스 방송이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이윤 추구를 한 사 방송의 도입과 다채

방송 시 흐름 속에서 공 재원을 바탕으로 한 공공 방송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최 묵,2012).공공 방송 제도는 수용자의

요구와 달리 상업 이유로 인해 필수 방송 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한편,한층 더 강화된 공익 서비스 책무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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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한다(Curran,2002).

한국의 KBS는 국의 BBC,일본의 NHK의 경우와 같이 시장 경쟁

속에서 방송의 상업화 가능성을 제도 으로 차단하고자 설립된 공공 방

송 유형에 속한다.공공 방송은 시청자가 내는 조세 성격의 수신료로

운 되는바,공익에 한 사가 존립의 가장 요한 근거로 인정되고

있다(이효성,2002).

한편 한국 KBS는 공 인 서비스와 결과물에 을 둔 용어인 ‘공공

방송’보다는 공 인 소유 형태에 을 둔 용어인 ‘공 방송’으로 호칭

되기도 한다(강형철,2004).그러나 본고에서는 용어 사용의 혼란을 피

하고자 공 인 소유에 기반하고 수신료를 바탕으로 하는 KBS와 국

BBC의 경우 ‘공공 방송’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제도 으로 공공 방송으로 분류되는 방송사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 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첫째,공공 방송은 공 소유의 성격을 갖추고 있

다.국가가 소유하는 국 방송의 경우 정치 권력의 직 통제 하에

놓일 험이 있으며,사 으로 운 될 경우에는 자본의 통제에 노출될

험이 있다.반면 공 소유에 기반한 공 방송은 정치 권력과 자본으

로부터 자유롭게 시청자들의 이익에 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이

효성,2002).

둘째,공공 방송의 재정은 개별 가구가 부담하는 조세 성격의 수신료

에 의해 상당 부분 충당된다.수신료는 시청자들이 직 납부하기 때문

에 고주의 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최 묵,2012).이는 공

공 방송사가 운 재원을 마련하기 해 시청률 경쟁에 참여해야 할 부

담을 제도 으로 배제, 는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신 공공 방송은

공익을 해 품질 좋은 로그램들을 제작하는 데 주력하도록 구조화되

고 제작진이 자율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받는

다(BroadcastingResearchUnit,1986).공공 방송사는 국민들에게

수신료의 부담을 지우는 만큼 재원을 결정하는 규제기 과 국회 등을 통

해 공 책임 수행에 한 감독과 규제가 실시된다(McQuail,2010).

세계 공공 방송사들이 외형 ‧제도 으로는 와 같은 공통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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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공익을 한 서비스 제공을 표방하고 있으나,이들의 실질 인

운 방식과 방송 품질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수 과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공공 방송의 공익 지향성은 정부와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온 히

독립되어 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는 실제 으로는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 ·역사 조건에 따라 범 한 차이를

보여 다(McQuail,2010).

공공 방송이 보여주는 실제 다양성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먼 국민을 상으로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공공

방송사를 설립하고 운 하는 과정에서 막 한 투자비용이 요구된다.공

공 방송은 탄생 과정에서부터 필연 으로 정부의 개입과 투자를 필요로

하며,이에 따른 정부의 여도는 개별 국가마다 상이한 정도와 방식으

로 철되기 때문이다.

한 공공 방송사들의 경 진을 국가 기 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부분

이다.정치권이 공공 방송사의 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임명권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정자들의 정치 이해 계에 방송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이 웅,2009).집권 세력이 지니고

있는 잠재 향력이 실제 공공 방송 운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실

화되는가는 해당 사회의 민주 성숙도에 따라 차별 으로 나타날 수밖

에 없다.

이와 함께 공공 방송이 품질 높은 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를 만족시키

는 동시에 시장에 기반을 둔 미디어를 선도하는 공익 로그램을 제작

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공공 방송이 상업 이해 계에서 벗어나 경제

으로 취약한 소득층과 소수 그룹의 목소리를 달하고 이들에게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주 사회의 주요한 가치인 평등성을 실 하

는 책무를 어느 정도로 실 할 수 있는가는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McQuail,2003).

이와 같은 공공 방송사가 가진 ‘공 ’특성으로 인해 방송사들은 정부로

부터 온 한 자율성을 리기 어렵고,유사한 이유로 시장으로부터도 온

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바,독립 인 공공 방송 형태는 실 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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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국가마다 사례마다 공공 방송의 구체

존재 방식은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Hanretty,2011).

오랜 역사에 걸쳐 공공 방송을 운 해온 유럽 연합 소속 국가들에서도

와 같은 조건들은 차별 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유럽 연합 차원에서

거버 스와 재원 조달 등에 해 매우 상세한 기 과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행 차원에서 개별 국가들의 공공 서비스 방송사들이 작동되

고 운 되는 방식은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유럽 공공 방송들의 특성을

비교·평가하기 한 연구 로젝트에서(Mediandem,2012)14개 국

가의 유럽 공공 서비스 방송사들은 정치 ,문화 ,경제 환경의 차이

속에서 뚜렷한 차이 들을 나타냈다.특히,공공 방송의 핵심 기능인

독립 공론 조성(editorialindependence)역할의 수행 정도도 다르

게 발 되고 있다.사회 ·정치 합의 속에서 독립 공론 기능이 강하

게 보장되는 공공 방송사들일수록 업무 자율성은 높게 나타나고 뉴스

의 편향 측면이 축소되며 공익성은 증 된다고 볼 수 있다

(Mediandem,2012).

<그림 1>공공방송의 두 모형:공보방송모형과 공 방송모형

종합하면 공공 방송은 제도 공통 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 매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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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이러한 다양성은 공공 방송이 정부로부터

릴 수 있는 자율성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그림 1>에서와 같이 두

가지 큰 범주로 요약하면 형식 으로는 공공 방송이지만 실질 인 정부

로부터의 자율성을 리지 못함으로써 공익 가치를 실 하지 못하는

‘공보 방송 모형’과 이와 조 으로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

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익 가치를 실 하는 ‘공 방송 모형’으로 수

렴될 수 있다.

2.‘공보 방송 모형’과 ‘공 방송 모형’의 특성

1)공보 방송 모형

공공 방송으로서 법과 제도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정부로부터의 독립

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어 정부나 집

권 세력의 목소리만을 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외부 세력의 도구가

된 방송은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 공 을 설득하는 공보(publicity)역

할을 수행하게 될 뿐,공익 이고 민주 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

다(Hallin & Mancini,2004).알바니아나 모로코와 같은 부분의

권 국가의 공 방송이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반 하는 방송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이다(Curran,2011).이처럼 공공

방송 설립 취지에 따라 공 토론 공간의 제공과 품질 높은 정보 제공을

통해 공익 실 에 도달하지 못한 공보 방송 모형은 정부 홍보와 동

원의 수단에 머물게 된다.

한국은 방송법 제1조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 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실질 으로 한국 방송이 이를 충실히 이행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국의 공공 방송은 특히 명목만 ‘공 ’으로

분류될 뿐 ‘공 ’으로서의 실체와 거리가 멀다는 비 을 받고 있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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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방송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집권하는 정치권력을 더 무서워하

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독립 이며 공익 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강상 ,2012).한국 공공 방송은 이러한

특성은 권 주의 정권시 에 극명하게 나타났다(강형철,2004).KBS

는 정부 소유가 아닐 뿐더러 공익에 한 사가 그 존립의 명목상의 목

이지만,권 주의 정권 시 실질 인 운 방식과 통제 방식,보도

방식에 있어서는 일종의 ‘정부기 ’으로서 ‘공보 방송’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민주화 이후 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공공 방송은

역사 으로 시청률과 경쟁의 논리를 흡수하면서 그 비 과 향력은 키

워왔으나 민주 인 언론 기능과 소수 수용자들을 배제하는 등 공익의 온

한 실 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조항제,2012).

이처럼 공공 방송의 여러 유형 가운데 정부로부터의 자율성과 공공성

실 이 최소한의 역으로 제한된 방송의 경우 ‘공보 방송 모형’으로서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정부로부터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공

보 방송 모형’은 공 방송이 지향해야 할 공익 추구와 자율 문직주

의에 충실하지 못한 채,정부의 공보 매체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내면화

하게 된다.공공 방송이 정부 정책을 홍보,지지,정당화하는 역할을 수

행하면서 정권에 사하는 공보 방송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를 들어 일본 NHK는 정부가 인사와 산을 통제하고 있으며 보도와

편성에서 정부의 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Sugiyama,2000).KBS뉴스 역시 정부의 ‘속 캠페인’

홍보에 몰두하고 있으며 정부가 캠페인을 기획하면 원인을 따지거나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은 채 이를 홍보하는 데에만 주력하

고 있다고 KBS출신 언론인이 비 한 바 있다(최경 ,2010).

공보 방송은 논쟁 인 공 의제에 해 정부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지

지하는 정부 정책 홍보 는 공보 뉴스를 으로 보도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의 목표를 지지하는 보도 체계를 유지하는 공공 방송은 사회

리를 한 정부의 시책에 극 으로 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공

방송과는 립 인 특성을 보이게 된다(Freeman,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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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방송 모형이 설립되는 배경에는 정부와 방송 사이에 존재하는 구

조 ·권력 · 계 계 이외에도 다른 요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

다.공보 방송은 실제 뉴스의 제작 과정에서 내면화된 행을 바탕으로

정부 료나 권 를 지닌 취재원들로부터 제공된 정보 주로 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 ·제도 방송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서도 정부와 특권층을 심으로 뉴스를 제공하게 된다(McNair,

1998).정부는 직 인 개입으로 언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을 활용해서 공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다시 말해

기자회견이나 한 통계자료와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정

보의 흐름을 정부와 실세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Street,2001).

‘공보 방송 모형’으로서의 특성은 공공 방송이 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성

격에 토 를 두고 있으며 이는 뉴스 생산 과정에 체계화‧내면화되어 있

는 방송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공보 방송 뉴스는 뉴스룸 내부에 내면

화된 취재·제작 시스템으로 인해 사회와 시민의 삶에 기여할 수 없는 단

편 인 낮은 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공정한 뉴스를 수용자들에게

달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정필모,2012b). 한 공공 방송 내

부 으로도 정부의 향력을 차단하고 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는 내부

조직 문화가 부재한 상황도 작용할 수 있다(최 재,2014).

결과 으로 공보 방송은 정부 료와 사회의 엘리트들만이 복잡하고 난

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는 을 강조하는

뉴스를 생산하게 되며 국민이 아닌 정부를 표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Pharr& Krauss,1996).

2)공 방송 모형

반면에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갖춘 공 방송은 제작진들이 정치권의

간섭이나 ,회유 등의 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로그램의 제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Hanretty,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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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BBC는 세계 공공 방송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 의 자율성을

성취한 것으로 평가된다.여기에는 어떠한 정치 세력도 방송을 통제하기

를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사회 합의가 제된다.BBC는 사회

력이 큰 방송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철 히 보

호되는 정치 독립 제도로서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익에 충실한 뉴

스를 제공할 수 있다(McNair,1999).정치 세력들의 향력으로부

터 비교 자유로운 BBC 뉴스는 한국 공공 방송 언론의 친정부 속성

과 극명하게 조되는 지향 으로 제시되고 있다(조항제,2014b).

조항제(2014b)는 2003년 BBC 사장이 퇴진하는 결과를 래했던 ‘길

리건-허튼’사건의 경우마 도 련 정황을 재정리해 독립 언론 특성

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BBC가 국 정부의 홍보 정책으로부터

독립 으로 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

다.이 사건은 BBC의 길리건 기자가 라디오 생방송 도 에 이라크

량 살상 무기에 한 정부 문건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시작

다. 국 정부는 즉각 으로 이를 부인했으며 논쟁 과정에서 제보자인

리 박사가 자살하자 국 정부는 허튼 원회 조사를 지시했다.허튼

원회의 조사 결과 BBC가 취재된 사실에 한 검증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는 잘못이 드러나면서 BBC 사장과 경 진이 퇴진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외면상으로는 국 정부가 승리하고 BBC가 패배한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질 으로는 정부에 포섭되지 않은 BBC의 언론 특성이

나타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으며 국 정부에 비 인 BBC보도 태도

에 한 국민 지지와 신뢰는 유지되었다는 것이다(조항제,2014b).

학계에서는 국 BBC의 공 방송 성취를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것

을 우려하면서 BBC가 역사 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

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그러나 정치 독립성 측면에서는 BBC가 세계

으로도 드물게 높은 수 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부인하기는 힘들다(정

용 ,2015).

공 방송 모형으로 독일 공공 방송도 고려할 수 있다.독일 공공 방송

은 제2차 세계 이후 앙정부로부터 독립된 분권화 방식을 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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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 내 다양한 세력을 표하는 공공 방송 시스템을 유지해 오고 있

다.독일 공공 방송은 민주 표 의 자유를 수호하며 시민 사회의 다양

한 목소리를 반 하는 로그램을 제도 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공

방송 모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스웨덴의 공공 방송 역시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정부 활동에

한 비 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공 방송 모형의 성격을 나타낸다.

스웨덴 공공 방송은 일반 공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당국과 단

체,사 기업 모두에 해 철 한 비 을 수행할 책무를 훌륭히 수행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공 의제에 해 국민들에게 체 인 정

보를 제공하고 사회 으로 요한 문제에 한 토론을 활성화할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McQuail,1992).

공공 방송 뉴스의 품질의 차이는 뉴스룸 내부 행이 지 한 향을

미치는바, 국과 미국의 방송 뉴스들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국 BBC

의 품질 좋은 뉴스는 뉴스룸 내부 행 자체가 사 방송들과 달랐기 때

문으로 풀이 다(Cushion,2012).BBC뉴스룸은 핵심 인 취재 인력

들이 자율 으로 공익에 충실한 뉴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투자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이를 바탕으로 공 의제에 충실한 뉴

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한다(Barnett& Curry,1994).

이러한 조건 속에서 공 방송은 정부와 권력층의 향력으로부터 벗어

나 시민들의 합리 의사 결정을 돕는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들에게 유의

미한 뉴스를 제공하기 해 다각 으로 시민들의 삶을 조명하고 심층

인 분석과 해설을 제공하는 책무를 수행한다(Blumler &

HoffmannRiem,1992). 한 사회의 부정과 부패,비리에 한 감시

자로서 신뢰성 있는 뉴스를 제작해 방송할 수 있다(Blumler &

Gurevitch,1995).이처럼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특

권층을 감시하고 비 하며 민주사회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방송은 ‘공 방송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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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보 방송 모형과 공 방송 모형의 비교 사례

한국의 KBS와 국의 BBC는 외형 으로는 공공 방송으로서 유사

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 인 언론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는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김수 ‧박승 (2016)에 따르면 공공 방송사에 속해 있는 두 방송사는

형식 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 들을 지닌다고 한다.한국 KBS

는 방송법에 의해 설립 운 되고 국 BBC는 ‘칙허장(Royal

Charter)’에 의해 설립되는 등 법 인 는 법에 하는 근거에 기반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사 형태로 존립하고 있다. 한 수신료를 포함한

공 재원에 바탕을 두고 운 된다.

그러나 부동산 보도 사례를 비교한 결과 양 방송사는 다음과 같이 극명

하게 립되는 특성들을 보 다.먼 KBS는 부동산 의제를 정부의 정

책 의제를 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BBC는 부동산 문제

와 련된 정부와 정치 안 세력,시민 사회의 등을 동시에 반

해 공 의제로서의 측면을 부각시켰다.실질 인 보도 내용에서

KBS는 정부 정책에 한 비 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가 제공한 정보

를 심으로 부동산 의제를 보도하는 리포트가 심을 이루었다.BBC

는 이와 반 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 하고 정부 정책이 거시 경제

반에 미치는 향을 시민 사회 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뉴스를

으로 다루었다.

한 양 방송사는 부동산 문제에 한 의제 설정의 능동성 측면에서도

조 인 양상을 나타냈다.KBS 뉴스는 부동산 의제와 련해 독자

인 심층 보도를 통해 안을 모색하는 데 소극 이었으며 시민들의 반응

을 종속 으로 편입하는 일차원 구조를 나타냈다.반면 BBC는 부동

산 련 뉴스를 정부로부터 독립 인 의제로 설정하고 자율 취재를 통

해 시민들의 총체 삶과 련된 문제로 해석,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

다.더불어 BBC는 정책 안 세력들의 논쟁 들을 달해 시민들의 민

주 의사 결정에 기여하는 보도 태도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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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KBS는 정부의 을 우선시하고 정부 정책을 심으로 보

도하며 여론의 다양성을 충실히 반 하지 않는 ‘공보 방송’으로서의 성격

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던 반면,BBC는 시민 사회의 으로 정부

를 비 ·감시하고 다양한 제시를 통해 국민을 표하고 공 포럼

을 제공하는 ‘공 방송’으로서의 성격을 실 하고 있었다(김수 ·박승

,2016).

제2 한국 방송의 기본 성격:‘공보 방송 모형’

한국 방송의 기본 성격에 해 기존 연구들은 일반론 이고 추상 인

모델인 Hallin과 Mancini(2004)에 근거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이

러한 근법은 정부와 공공 방송과의 구조 인 외부 계를 조명하는

데 을 둠으로써 공공 방송의 내재 인 공보 방송 생산 과정을 규명

하려는 은 상 으로 소흘하게 다루게 된다.이 에서는 기존 논

의의 의미와 한계 을 설명하고 ‘공보 방송 모형’이 가지는 이론 장

을 제시하고자 한다.

1.한국 공공 방송의 성격에 한 기존 논의

검토와 비

1)‘정치 병행성’론의 한계

한국 공공 방송 언론의 성격 규정에 해 최근 언론학계에서는 Hallin

과 Mancini(2004)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세 갈래의 논의가 진행되

고 있다.

첫째,한국 공공 방송이 집권 세력에 맞춰 정치 입장을 변화시켜 나

가는 상을 ‘정치 병행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이 웅·조항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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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희,2010).정치 병행성은 정당과 언론의 조응 정도를 뜻하며

언론의 보도 내용,조직 수 에서의 인 ·재정 연계성,언론인의 정

치 역할 정도로 구성된다.정치 병행성이 강한 경우 정당 노선과 일치

된 주창 보도 태도를 나타내며 정치 병행성이 약한 경우 립 보도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Hallin & Mancini,2004).최 재(2014)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 공공 방송의 지배구조가 집권 세력에 의해 상의하달

식으로 강제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제 정치 병행성’으로 개념화

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한국 공공 방송은 정치 병행을 강제하는 후견

자,즉 집권 세력이 통령 선거를 통해 교체되며 새 후견자와 정치병행

을 같이 할 집단과 그 지 못할 반 세력으로 분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법은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공공 방송에서 업과 노사 분

규가 지속되고,이에 따른 강제 해직 사태와 인사 갈등이 극단 으로 발

생하고 있는 실을 부분 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 공공 방송의 기본 성격을 악하는 데에는 한

계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 Hallin과 Mancini(2004)의 모형은 일반론 이고 추상 인 설명

방식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방송이 처한 구체 인 실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 공공 방송에 해 Hallin과

Mancini(2004)의 모형을 직 으로 활용하여 설명한다면,다른 나라

들과는 구분되는 한국 상황이 가진 독자 ·구체 ·개별 특성은 충분

히 고려되기 어렵게 된다.

Curran(2011)은 Hallin과 Mancini(2004)의 모형이 서로 다른 배

경을 지닌 미디어 체제를 같이 묶어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논리 인

일 성이 약할 수 있다고 비 했다.Hallin과 Mancini(2004)의 모형

은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통합 으로 설명하는 높은 추상화 수 을 가진

일반화된 설명 모형일 뿐,그것이 개별 으로 구체 인 특정 국가의 방

송에 하여 용될 때에는 실 설명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가령

Hallin과 Mancini(2004)는 미국, 국,캐나다,아일랜드를 모두 ‘자

유주의 모델’로 분류하 다.하지만 이들 국가들을 함께 범주화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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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지정학 배경,정치시스템,선거 시스템,정치구조,그리고 방

송 시스템의 차이가 매우 크다. 국은 공공 방송이 핵심 미디어이지

만 미국의 경우 극단 으로 은 비 에 머물러 있다.이러한 차이들을

같은 범주로 묶어 설명하는 방식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Hallin과

Mancini(2004)의 논의를 언론과 정치 체제에 한 결정 인 설명으로

받아들여 무비 으로 한국의 방송 실에 용하는 것은 이론 한계

를 지닌다.

한 정치 병행성은 정당 제도가 오랜 기간 동안 발 해온 서유럽 사회

를 제외하고는 매우 외 으로만 용될 수 있다는 비 도 제기

되고 있다(McCargo,2012).아시아의 경우 정권 교체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치 세력과 언론이 조응 계를 형성하고 유지된다

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남미의 라질의 경우에도 강력한 통령 제

도 아래에서 정당 활동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정당과 언론의 연

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찰 가능하다는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Albuquerque,2012)

한 신문 언론은 신문-정당 사이에 논조나 이념에서 유사성이 형성되

는 것을 바탕으로 정치 병행성 이론을 통해 설명해 볼 여지가 있으나,

한국 공공 방송 언론을 설명하는 데는 제한 용성을 가질 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한국 공공 방송의 친정부 보도 태도는 특정 정치 세

력과 유착되어 나타나는 ‘정치 병행성’보다 집권 세력에 한 ‘정부 종속

’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욱 설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정치 병행성

은 정치 노선에 따른 주창주의 보도 태도에만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의 내부 행은 정부 홍보 뉴스를 제공하는 경향도 나

타낸다. 한 공공 방송이 정치 종속성이 강화될수록,정치 비 은

사라지고 선정주의 탈정치 보도가 강화되는(정필모,2012b)한국 공

공 방송의 실을 설명하는 데도 그 합성을 의문시할 수 있다.

요컨 ‘정치 병행성’은 한국 정치가 역동 으로 변화하고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상호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도 한국 공공 방송이 항상 으로

정부에 속되어 친정부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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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가 많다.더불어 공공 방송 내부에 확고히 자리 잡은 공보 방송

의 행 뉴스가 가지고 있는 생산 체계상의 속성도 간과되기 쉽다.다

시 말해 사장단,편집진과 취재 기자의 교체와 변화에도 향을 받지 않

고 견고하게 공보 뉴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뉴스 생산 과정이 체계 으

로 운 되는 한국 방송의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정부 모형론’의 한계

둘째,한국 공공 방송사의 경우 지배 구조(governance)구축 과정에

서 정부의 압력이 개입되며 실제 공공 방송 운 과정에서 정부와 규제

기구의 향을 받게 된다는 에서 정부 모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는

논의이다(주정민,2012).Hallin과 Mancini(2004)는 공공 방송 시스

템과 정치 시스템 사이의 계를 정치 병행성(politicalparallelism)

을 심으로 네 가지 형태의 모형으로 분류했다.

① 정부와 집권 세력의 향력에 따라 직 으로 통제되는 정부 모형

(thegovernmentmodel),② 국 BBC로 표되는 경우로 방송

문가들에 의해 정치 향력이 차단되는 문직 모형(the

professionalmodel),③ 이탈리아의 사례처럼 정치 세력들 간의 비례

계에 따라 공공 방송에 한 통제권이 분할되는 의회형 모형(the

parliamentarymodel),④ 범사회 인 세력들이 공공 방송에 향력

을 미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조합주의형 모형(thecorporatistmodel)

이다.Hallin과 Mancini(2004)는 이 네 가지 형태의 공공 방송 모형

이 실 으로 첩되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모형들 간의 차이는 분명하

다고 밝혔다.

KBS는 사장 임명 차가 차 ·제도 으로는 공정한 방식으로 수행

되는 듯 보이지만,실질 선정 과정에서는 이사회와 정부 측의 비공식

의를 통해 임명권자인 통령의 의 을 반 하여 결정하는 것이

행으로 간주되고 있다.사장 후보들뿐만 아니라 공공 방송 이사진의 구

성에서도 임명된 인사들의 특성과 성에 해 많은 비 과 문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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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있으며 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했거나 문성과 도덕성,

표성 측면에서 문제 을 가진 인사들도 자주 포함되었다. 한 통령-

방송통신 원회-공공 방송사 이사진-공공 방송사 사장 등으로 이루어지

는 인선 과정의 연쇄망 속에서 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 향력이

크게 작용함으로써 공공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방송 제작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기도 하다(강상 ,2013).이로 인해 최 묵(2010)은 한국

공공 방송이 공익에 충실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지배 구조

의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핵심 요청 사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되는 정부의 외압을 토 로 한국의 공공

방송을 정부 모형으로 간주하는 것은,한국 공공 방송이 정부로부터 독

립하지 못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는 큰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다.그

러나 KBS가 공공 방송의 형식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채

공보 방송에 머물러 있는 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를

들어 명목 으로 KBS는 2008년 이병순 사장을 시작으로 자사 출신 사

장 체제에 진입했으나 친정부 성격은 여 히 유지되고 있다.외부 압

력만으로는 공공 방송의 오랜 기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친정부 성

격을 모두 설명하기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BBC는 차상 사장 임명

과정에서 총리와 정부가 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부 교체가 직

으로 뉴스 보도 내용에 향을 미치지는 못한다(최 재,2014).한국

공공 방송 사장이 집권 세력의 비호 속에서 정부 주도 으로 선임될 수

는 있지만 뉴스룸 내부의 조 내지는 이를 수행하는 행 메커니즘이

없다면 공보 방송의 체계 수행은 실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지난

2007년 정권 교체 기간의 속한 공공 방송 보도 태도의 변화는 공공

방송 뉴스룸의 문화와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설

명하기 어려운 상일 수 있다(정필모,2012b).

이는 KBS의 공보 모형 성격이 단순히 외부 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과정을 통해 조직 내부에 깊숙이 내면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공공 방송 조직에 내면화된 공보 방송의

생산 질서를 살펴보는 것은 구조 인 차원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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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실제 인 제작 환경 속에서 공보성이 어떻게 행화되며 궁극

으로 이러한 행이 공보 방송 뉴스를 생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후견주의론’의 한계

마지막으로 후견주의를 바탕으로 한국 공공 방송이 정부나 정당과 피후

견의 계를 맺고 그들이 통제하는 권력이나 자 을 나눠 받는 수동

존재로서 도구화된다는 을 들 수 있다(조항제,2014a).후견주의

아래에서 언론은 편견이나 특권이 없는 비당 보도나 문직주의에

따른 리즘과 형 으로 반 되는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Hallin&

Mancini,2004).

조항제(2014a)는 한국 KBS의 후견주의 성격이 사장을 포함한 경

진을 통해 정치 권력과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권이 경 진을 통해 방송

내부의 통제 여건을 확립시키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구체 으

로 KBS 이사회의 경우 정 별로 선임되며 임명권자들의 의도에 따라

이사들이 활동한다는 을 근거로 후견주의가 제도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후견주의 아래에서 공공 방송사의 사장은 통령과 집권당이 공공

방송과 맺는 비 칭 권력 계를 통해 방송을 도구화시키는 매개 역할을

맺게 된다는 것이다.후견주의로 인해 공 방송의 이념은 허울에 불과

한 것으로 락되었으며 엘리트로부터 으로 내려가는 상하 계의

단순한 매개 기능,혹은 엘리트와 엘리트 사이의 권력 도구로서의 기능

수행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후견주의 설명 방식은 여론 동향에 매우 민감한 통령 단임제 체제

하에서 통령은 방송을 정치의 도구로 만들고자 하고,공 방송의 사

장은 정권의 입장에서 방송 도구화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

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하지만 후견주의 개념은 후견자

와 피후견자 사이의 양자 (dyadic) 계를 제하고 있는바,정부로부

터의 온 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한국 공공 방송의 실을 설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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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지에 해서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후견주의 모형을 한국 언론 성격 연구에 최 로 용한 박승 ·장경섭

(2000)의 논의에 따르면 후견인(patron)과 피후견인(client)는 각자

자신의 독자 이익을 실 하기 하여 계 계 안에서 력한다.

피후견인은 자신의 이익, 컨 공천,시혜 등 자원의 배분을 얻기

해 ‘후견인’에게 충성을 제공하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충성을 받은 반

부로서 피후견인에게 지 ,공천 등 자원의 배분을 배타 ·독 으

로 제공한다.

컨 박승 ·장경섭(2001)의 연구에서 잘 나타나듯이 후견주의는 유

신시 와 5공화국 시기 한국 정부와 언론 사이의 비 칭 권력 계와

이들 사이의 호혜 담합 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구체 으

로 사 소유에 바탕을 둔 신문 언론의 경우에는 군사 독재 시 언론의

정부 선 도구화와 그 반 부로서 언론에 주어진 각종 특혜의 교환

계를 통해 후견주의 모형으로 이해하는 것도 일견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후견주의를 신문-국가 계를 넘어 공공 방송사와 정부와의

계를 설명하는 데 용하는 것은 공공 방송이 정부와 독립된 이해를 지

닌 독자 세력이나 조직,이해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박승 ·장경섭(2001,p.60)은 국가-언론의 후견주의가 “일방

인 억압-복종,지배-피지배 계뿐만 아니라,양자간의 연 -담합,충성

-특혜 계를 매개로 하는 담합 상호 연 체계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제시한바 있다.KBS는 비록 사장이 임명되고 방 한 규

모를 갖춘 조직의 형태로 운 되기는 하지만,일종의 ‘주인 없는’공조직

으로서 어떠한 자신만의 통합 이고 명료화된 ‘개별자 이익’을 가진 집

단이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방송사 사장이 정권에 의해 임명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들이 KBS라는 공공 방송사 조직의 고유한 이해와 정

권의 요구 사항을 후견주의 계에 맞게 교환하고 타 해 나가고 있다

고 보기는 힘들다.오히려 정부의 공보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KBS를

경 하며 조율해 나가는 정부 조직의 형태로 간주하는 것이 할 것

이다.KBS간부진과 제작진의 인식 속에서 정부와 KBS는 분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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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듯하며 공익의 실 과 정부의 안정, 상태의 유지를 동일하게 여기

고 있다는 이 더욱 높은 설명력을 가질 것이다(박인규,2011;최경

,2010).

정부와 공공 방송을 분리하지 못하는 상은 한국과 같이 식민 지배를

벗어난 이후 속한 근 화와 행 인 민주화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

들에서 공통 으로 발견된다.Voltmer(2011)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언론 제도가 군사 독재 시 부터 정부의 개발 정책을 옹호하는 신 정

부의 보호 아래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화가 진 되고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지 까지도 언론은 여 히 강력한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고 하 다.

이는 자립 근 화와 민주화의 경험이 제 로 축 되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언론 조직이 정치 권력과 분리된 개별 이고 독자 ‘이

익’을 가진 제도로서 존립한 경험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인한다.따

라서 동아시아 언론과 정치 시스템의 계는 Hallin과 Mancini(2004)

의 모형들 가운데 하나로 발 해 가고 있다기보다는 별개의 새로운

혼형(hybrid)모형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견주의에 바탕을 둔 조항제(2014a)의 논의는 피후견자인 KBS의 경

우 후견주의의 유산을 끊고 정치권으로부터 시작되는 억압 동형화를

근 하는 것이 가장 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된다.그러나 KBS의 견

기자는 지배 구조와 외부와의 계만으로 공보 방송 모형의 성격으로부

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에는 한계가 있으며 조직문화와 취재·제

작 시스템의 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정필모,2012b).

요컨 KBS에 종사하는 방송 언론인들의 가치체계,일상 취재 행

와 뉴스 제작 과정에 내재화된 행들이 만들어내는 ‘공보 방송’뉴스를

정치 후견인-피후견인 모형을 통하여 온 히 설명해 낼 수는 없다.일

선의 취재 기자들이 정부나 정치인과 구조 으로 안정된 후견 계를 형

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친정부 뉴스를 보도함으로써 정치 권력

으로부터 직 인 혜택을 수혜받는 충성-지원 배분 계를 형성하고 있

다고 보기도 어렵다.공 성의 발 이 오히려 후퇴되고 있는 KB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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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극복하기 해서는 오랜 기간 공보 방송으로 기능하면서 굳어진 내

부의 행체계와 내면화된 조직원들의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공보 방송 모형’의 설명력과 장

본고에서는 한국 공공 방송 뉴스의 본질을 탐구할 때에도 Hallin과

Mancini(2004)의 신 인 근법의 가치는 인정하되,이를 고정 인

해석 틀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을 견지한다.그 신

공보 방송 모형을 통한 해석이 한국 공공 방송의 본질 탐구에 더 한

것으로 단하는바,그 구체 인 이유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Hallin과 Mancini(2004)의 모형에 근거한 일반론 논의들과 달리

공보 방송 모형은 구체 인 실에서 출발해 한국 공공 방송의 고유한

특성을 살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이 같은 근법은 한국 공공 방송

이 역사 으로 걸어온 과정과 재의 문제 을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을 제공할 수 있을 듯하다.한국 공공 방송 조직은 오랜

기간 ‘정부 기 ’으로서 정부 공보 체제의 기능 역할을 해온 역사

경험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강상 ,2013).

공보 방송 모형은 KBS가 공 재원을 바탕으로 운 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시민들을 표하거나 공 의제에 해 열린 토론 공간을 제공하

는 등 공익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는 실을 내부 에서 살펴본다

는 에서 차별성이 있다.이는 공공 방송 뉴스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오랜 기간 정부 공보 체제 역할에 머물러 온 근본 원인이 내부 행인

취재·보도 시스템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한 것이다(이민웅 외,

2006).

언론 내부 행은 언론인들이 일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 사용되는

일상 이고 반복되는 일의 흐름과 형식을 의미한다(Shoemaker &

Reese,1996).한국 공공 방송의 내부 행에 한 비 은 지난 1990

년 부터 제기되고 있는데,이민웅(1991)의 연구에서 방송 기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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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취재 구조 속에서 출입처에 의존한 내부 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연구에 참여한 방송 기자들은 정보를 으로 다루는

취재 행에서 벗어나기 해 자율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취재 시스

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21세기인 재에 이르

기까지 이러한 내부 행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최근의 연

구에서도 한국 방송 언론인들은 방송 뉴스의 품질 하와 정부 의존

보도 태도가 취재 행과 제작 시스템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비 하고

있다(김 주,2013).

방송 뉴스의 기본 양식과 기자들의 일상 행은 수십 년간 거의 변화

하지 않은 채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따라서 방송 언론인과 편집자들

이 자발 으로 뉴스에 한 가치와 념,취재 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공공 방송 리즘의 본질은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이재경,2003).

따라서 한국 공공 방송이 왜 BBC와 같은 공정한 언론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가에 한 답은 외부 인 계 분석만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

니며 내면화된 뉴스룸 내부의 행 분석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을 것

이다(이민웅 외,2006).

공보 방송 모형은 외면 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한국 공공 방송 제작

진 내부에 침윤된 공보 지향 가치 체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공공

방송 제작진들은 뉴스룸 내부의 사회화 과정으로 인해,공 가치에

한 본래의 지향 신 승진을 추구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

고 있다고 한다(정필모,2014a). 문직으로서의 상이 취약한 상황

속에서 방송 언론인들이 어떠한 직업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악

하는 것이 공공 방송의 언론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보 방송 모형은 공공 방송 뉴스룸 내부 행과 실제 보도된 뉴스를

함께 연구함으로써 뉴스 내용의 성격과 이를 야기한 생산 과정의 제약

요인을 동시에 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지 까지 뉴스 내용에

한 분석은 활발히 진행되어 온 반면 이를 뉴스 생산 과정과 연계한 연구

성과는 매우 제한 이다.무엇보다 연구자들이 언론사 내부 뉴스룸에

근하기가 어려운 실 인 조건으로 인해 뉴스룸 내부 행을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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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제한 을 극복하고

뉴스가 안고 있는 진정한 문제를 악하기 해기 해 언론인과 언론학

자가 함께 뉴스 생산 과정의 연구를 시행하는 등 뉴스룸 외부가 아니라

내부 을 결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Machin &

Niblock,2006).

이를 종합하면 ‘공보 방송 모형’은 한국 공공 방송이 역사 경험을 통

해 축 한 내부 행과 이에 따른 뉴스 생산물의 성격을 구체 으로 살

펴 으로써 공공 방송의 본질 특성을 악하는 데 유용하다.이러한

근법은 공공 방송의 책무로 제기되는 공익 가치의 성격이 무엇인가

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공허하게 요성만을 강조하는 논의 수 을 넘어

실질 으로 공익을 평가할 수 있는 기 을 제시하고 이를 제약하는 내부

행의 문제 을 살펴볼 수 있다는 에서 이 논의와 차별 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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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보 방송 모형’과 뉴스의 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 방송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한다.한국

공공 방송의 본질 성격이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해 이 장에서는 핵심 구성 요인들을 심으로 공보 방송 분석의 틀

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공보 방송 모형 분석 틀 <McQuail(1992,p.96)참고 변형>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보 방송 분석의 틀은 정부와 공공

방송 구조,뉴스룸의 내부 행(선별·취재·제작 과정과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뉴스의 성격,사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인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공 방송의 구조에 향을 미치게

된다.공공 방송은 설립과 운 과정에서 공 재원 조달과 규제 감

독이 필요하다.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공공 방송이 정부와 집권 세력의

향력으로부터 온 한 자율성을 리는 것은 실 으로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공공 방송에 한 정부의 구조 향력은 한국 공공 방송이

겪어온 외압의 역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국 방송으로 출발한 KBS

는 공 방송으로 변신한 이후에도 인사권과 재정에 한 정부의 직간

개입과 간섭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친정부 성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역사 경험을 축 해 왔다(강형철,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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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공공 방송이 실제로 어떠한 성격의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가를 살

펴보기 해서는 정부로부터의 향력뿐만 아니라 방송 뉴스룸의 내부

행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뉴스룸의 내부 행은 ① 뉴스가 선별되

고 취재되며 제작되는 반 과정을 지배하는 질서와 함께 ② 뉴스룸에

속한 언론인들이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직업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hoemaker& Reese,1996).공공 방송에 한 정부의 외

부 향력만을 강조하는 연구 범 는 공공 방송 내부에서 실제 뉴스를

생산하는 행을 주변 과제로 경시할 수 있다.공공 방송의 구조에

한 미디어 정책과 지배 구조의 변화가 공공 방송의 성격을 결정짓는 데

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외부 문제에만 논의가 집 될 경우 공공 방

송 리즘의 본질에 해 간과할 우려가 있다.실제 구조 계의 변

화만으로 뉴스의 성격을 자동 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

며 공공 방송 뉴스룸 내부 고유의 행 질서에 따른 향력을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공공 방송의 뉴스룸 내부 행과 뉴스 성격의 계를 악하기

해 비교 가능한 뉴스 로그램들의 내용을 시 (meso)차원에서

분석하는 시도가 유용할 수 있다. 시 은 방송 뉴스,일간지 보

도,지역 라디오 방송과 같이 특정한 매체를 심으로 비교 가능한 연구

범 를 설정하는 것으로 국가 체 미디어를 분석 단 로 연구하는 거시

(macro) 수 이나 개별 언론사의 성과 분석에 집 하는 미시

(micro)수 과 달리 공공 방송 뉴스의 성격을 실 으로 악하는 데

유용한 새로운 근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방송 뉴스의 성격을

시 (meso)차원으로 연구하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이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내부 행의 차이에 따른 뉴스 내

용 분석 결과를 연결해 살펴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유리하다

(McQuail,1992).

넷째,공공 방송의 구조에 향을 미치는 정부의 외압과 뉴스룸의 내부

행을 통해 공공 방송이 생산하는 뉴스의 성격은 궁극 으로는 사회에

향을 미치게 된다.이러한 과정 속에 공공 방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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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향력을 지닌 핵심 미디어로서 공 의제에 해 정부와 국민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Curran,2002)

종합하면 이 장에서는 공보 모형 분석 틀의 핵심 구성 요인들에 한

이론 배경을 살펴보기 해 제1 에서 한국 방송 뉴스의 역사를 통해

정부와 공공 방송의 구조 계를 살펴보고,제2 에서 방송 뉴스 생

산 과정의 핵심 인 내부 행과 뉴스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하며,제3 에서 정부-국민-방송 계를 통해 공공 방송 뉴스가 정

부와 국민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실 할 것으로 기 되는 공익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1 한국 방송 뉴스의 역사와 공보 방송 모형

특성

국 방송으로 출발한 KBS는 정부의 직 개입 아래에서 정부 시책

을 달하는 역할에 충실했으며 공 방송으로 변신한 이후에도 권 주

의 정권 아래 공보 방송의 특성을 발 시켜 왔다.민주화 이후에도 형식

으로는 공 제도를 표방하지만 내용 으로는 정부 홍보라는 이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정부의 입장을 최 한 국민들에

게 달하는 하향식 공보 뉴스가 역사 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표 1>에 요약되어 있듯이 민주화가 진행되고 시장

구조가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도 공공 방송의 공보 모형 특성은 유지되

고 있으며,방송 뉴스 로그램의 시청률 상승과 향력 증 상황에서

도 실질 공익성은 구 되지 못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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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뉴스 출발기 확립기 내면화기

시기 1960년 유신시 ·5공 1987년 민주화 이후

방송 시장 국 공사체제 공·사 체계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정부 직

통제

인사‧재정권

편성 보도 통제

인사권 향

비공식 향

내부 행 시책 자료 보도
언론인 감시

보도 지침

출입처 의존 취재

자기 검열

언론인

직업 정체성
공무원

발 리즘

문직주의 미성숙

실 순응주의

문직주의 미성숙

<표 1>한국 방송 뉴스:공보 방송 모형의 역사 형성 과정

1.‘국 ’체제와 공보 방송 모형의 출발

역사 으로 KBS는 정부에 의해 ‘국 ’체제로 설립된 이후 국가 권력

의 통제와 보호 속에서 정부 공보 체계의 핵심 부분으로 성장해 왔다.

시 흐름에 따른 법 ‧제도 변화 속에서도 KBS의 공보 언론 기

능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것은 그 출발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BS의 탄생은 사회의 민주 합의 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집권 세력의 정치 단과 필요성에 따라 일방 으로 추진되었다.본격

인 텔 비 방송 시 를 연 서울 텔 비 방송국은 1961년에 국

체제로 출발했다.1963년 최 의 방송법에 따라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

장하고 방송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한 방송 윤리 원회와 심의 기 이

설치 지만 이는 형식 인 차 을 뿐 여 히 정부의 직간 향력

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한 인사와 산 문제 등 방송사 조직 운 과 련된 핵심 사안들에

해서도 정부가 직 으로 향을 미쳤다.따라서 방송 산업의 외형

발 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기 하기 어려웠으며 조직 내

부의 자율성 역시 성숙되지 못하 다(김 희,2011).

뉴스 제작의 측면에서 국 방송사 시 의 KBS보도 부문은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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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독립 부서로 승격되었지만 방송 뉴스룸의 업무 자체가 정부의 ‘시책

자료’를 옮기는 수 의 극히 단순한 작업에 그쳤다(강 인,1997).정

부 홍보 업무를 심으로 활동했던 국 방송사 기자들은 출입처 기자단

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었으며,정부로부터 독립된 언론 기 의 기자가

아니라 정부 조직의 하 집단 구성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기자단에 가

입조차 하지 못했다(강동순,2006).

정부의 직 통제 속에 놓여 있었던 KBS뉴스는 1971년 통령 선

거 보도에 있어서도 집권 세력의 의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편향

태도를 나타냈다(조항제,2012). 한 군사 정부의 ‘명 공약’선

이나 슬로건 확산을 한 로그램이 주류를 이룰 정도로 국 방송사로

서 KBS의 성격은 정부 홍보 기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 다(최 묵,

2010).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 측면에서도 KBS 간부직과 종사원들은 공사로

변화하기보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외청(방송청)’안을 선호할

정도로 자율 문직으로서의 지향이 미약했다.정부로부터 분리되는

공사화에 반 하던 KBS구성원들은 당시 주무부서인 공보부 차 이 공

사의 사장이 되는 충안이 만들어지면서 공사화 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조항제,2012).

‘권 주의 언론 ’에서는 군주 등과 같은 소수의 권력층이 정부 허

가와 면허 제도를 통해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집권 세력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달하는 역할에 언론을 동원한다(Sibert,

Peterson,& Schramm,1956).한국 공공 방송은 ‘권 주의 언론 ’

에 기 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설립되었던바, 기 단계부터 정부의 공

보 체계에 속된 ‘국가기구’로서 정부 정책에 극 으로 조하는 기

능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박승 ·장경섭,2001).국 방송으로 출발한

KBS는 공익을 ‘국가 가치’와 동일시하 으며,이는 이후에도 공 방

송의 실질 기능을 유지시키는 힘인 문가주의의 발 을 해하 다

(강형철,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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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사’체제와 공보 방송 모형의 확립기

한국 방송 언론은 방송 산업이 속히 발 하던 시기에도 법 ,제도

측면과 실질 인 운 방식 측면에서 자율성을 리지 못했으며,공보와

정부 정책 선 을 기술 으로 수행하는 역할에 철 히 복무해 왔다고 평

가할 수 있다.정부 개입으로 독 시장 지배를 실 한 KBS는 매체

향력의 확 속에 집권 세력을 해 노골 인 조작을 일삼는

통치 도구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 것이다(이효성,2009).

1970년 와 1980년 는 방송 산업이 양 으로 크게 성장하고 매체

향력이 상승했던 시기인 동시에 방송 언론 통제가 매우 가혹하게 시

행되던 시기 다.1973년의 유신정권은 국 텔 비 을 공 소유 체

제인 한국 방송 공사(KoreanBroadcastingSystem)로 개편하 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 성 구 을 실 시킨 것은 아니었다(강형철,2004).

1972년 12월 30일 비상 국무회의에서 마련된 한국 방송 공사법은 “국

내외 방송을 효율 으로 실시하고 국 방송 시청을 가능하게 하며 방송

문화 발 과 공공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을 명시하고 있다.KBS의

공사화는 문공부 산하 국 방송 기 으로 방송사를 운 하는 조건에서

정원과 직제 등이 경직 이었기 때문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힘들었던

측면이 고려된 결과이기도 하다(KBS 구 방송 총국,2009)

KBS는 정부로부터 형식 으로 분리되어 공사 체제로 변신했지만 자본

액을 정부가 출자했으며 공사 내부에서 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

한도 부여되지 않았다.공사 체제 속에서 KBS는 방송 원회와 국회가

경 을 감독하는 형 인 공기업으로 변신했으며 통령이 사장을 임명

하고 문공부 장 이 임원을 임명하는 등 인사권도 독립되지 못했다.

KBS는 독자 인 편성권마 갖추지 못한 채 장르별 로그램 비율과

고 방송 시간 횟수를 통령령으로 규제받았다(최 묵,2010).

따라서 KBS의 공사 체제로의 환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율 기

으로 발 해 나가기 해서가 아니라 효율성을 갖춘 문 으로 고도화

된 홍보 방송을 만들어 내기 해 정부로부터 강제된 변화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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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조항제,2012).

공사 체제로 변환한 이후 KBS뉴스룸은 체계 으로 유신시 를 홍보

하는 도구로 동원 다.당시 KBS뉴스는 정권에서 제시한 목표에 따라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새마을 운동에 국민을 동원하는 데 주력했다(강동

순,2006).

공사 체제로의 변화와 함께 KBS기자들이 기자 회에 가입하게 되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언론인으로 신분이 변화 지만 문직주의를 성숙시

킬 수 있는 환경은 주어지지 못했다.당시 정권은 합리 인 법체계를 넘

어서 언론사에 기 원들을 상주시켜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직 으로 감

시하는 방식까지 동원하면서 정책 수행을 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

(박용규,2014).

1980년 들어 방송 강제 통폐합이 시행되면서 공공 방송에 한 정

부의 통제는 더욱 강력해졌다.1980년의 언론사 통폐합으로 인해 KBS

가 사실상 모든 방송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정리 다(조항제,2003).

박정희 정권과 두환 정권에 이르는 시기에는 언론을 공보 역할에 편

입시키기 한 보도 통제가 정부 부처와 청와 비서실 등 행정 청의

제도 리를 통해 행 으로 이루어졌다.정부 부처인 문화공보부와

청와 공보 비서실이 방송 보도 내용을 직 으로 통제하 으며 일상

으로 제시된 보도 지침들이 실제 방송 뉴스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졌다(조항제,2012).

방송 뉴스를 사 에 검열하는 억압 조치도 취해졌으며 언론인들을 강

제로 해직시키는 등 직 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조항제,2014a).

당시 KBS에 근무했던 강동순(2006)은 언론의 자유가 극도로 축된

상황에서 KBS뉴스룸은 정부에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철 히 편 보

도를 했으며 집권 세력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홍보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1980년 땡 뉴스로 상징되는 ‘9시 뉴스’에서도 통령

에 한 뉴스에 의미를 더하는 해설식 리포트를 덧붙여서 보도하는 등

통령에게 선택받기 한 뉴스 제공에 치 했다는 것이다.

KBS뉴스룸은 내부 으로 여러 방송이 통합된 언론 통폐합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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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의지가 약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내부 료주의가 강

화되면서 언론인 문직주의는 더욱 성숙되기 어려웠다(조항제,2012).

‘권 주의 언론’체제에서 한국 공공 방송은 공익 실 을 한 독립 이

고 자율 인 언론 기 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

으로 정부 홍보 활동을 극 으로 펼치는 데 동원되었던 것이다. 한

속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발

리즘’에 충실했으며 정권의 강압 통제와 회유 정책 속에서 공보

방송으로서의 성격을 발 시켜 나갔다고 평가된다(강명구,1994).

3.‘민주화’이후 공보 방송 모형의 내면화기

1987년 민주화 이후 신문 언론은 정권과 립 계를 보일 만큼 발

하 으나,방송 언론은 여 히 공보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물론 방송 언론 분야에서도 부분 으로 방송 노조를 구성하는

등 방송 민주화를 실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그러나 문민정부를

표방했던 김 삼 정부 역시 정권 차원에서 비공식 통제 방식을 유지했

다.이로 인해 공공 방송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했으며 언론 활동 역

시 자율 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문민 정부 당시 통령 비서실의 정무수석과 공보수석,안기부의 언론

조정 활동 은 체계 으로 언론을 리했다.김 삼 정권을 뒷받침하기

해 국가 권력 차원에서 방송사 운 에 직 으로 개입하려는 경향이

유지되었다.방송사 사장과 주요 간부들을 임면할 수 있는 통제권도 정

부에 귀속되었으며,공보처는 방송사에 한 인사권 행사에 깊이 여하

다.이처럼 방송사 인사권에 있어서 으로 향력을 지닌 정부가

경 진을 통해 방송 보도 내용에 해서까지 직 으로 통제하는 행

도 일상 으로 철되었다.방송사에 담당 안기부 직원이 상주하며 기자

개인 동향까지 악하는 행이 지속되었고,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송

언론의 취재 제작 과정의 자율성은 여 히 확보되지 못했다(강형철,

2004;정인숙,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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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로 야당이 집권한 이후에도 방송을 통한 이미지 정치는 불가

피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방송에 한 여권 리미엄이 사라졌다고 보기

는 어려울 듯하다(정용 ,2011).2004년 노무 통령 탄핵 련 방

송 뉴스와 시사 로그램들에 한 규모의 연구에서도 친 정부 인 보

도 경향은 확인된 바 있다.언론학회에서 2년여 간 6명의 언론학자들과

수십 명의 연구 보조원들이 참여해 노무 통령 탄핵 련 방송 뉴스

와 시사 로그램들의 내용 분석과 화면 구성, 임에 한 양 ,질

연구를 범 하게 수행한(이민웅 외,2006,p.109)결과,KBS를

포함해 MBC와 SBS3사 방송사 모두 정부,집권당의 에서 뉴스를

보도했다는 이 발견되었다.탄핵과 련된 방송 뉴스는 반 으로 심

층성이 취약했으며 뉴스 구성에 있어 탄핵 반 인터뷰를 집 으로 포

함시키는 등 친정부 편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언론학회 연구

은 방송 뉴스가 공정성을 잃은 이유로 짧은 길이의 방송 뉴스 형식 속

에 포함된 취재원의 수가 매우 고 독립 인 취재가 아닌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을 언 했다.

방송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 차원에서도 민주화 이후 공공 방송 내부

으로 권 주의 정권 시 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 성을 성취하려는 움직

임은 미약했다.이는 언론인 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철학

을 성숙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이재경,2003).이러한 흐

름 속에서 방송사 언론인들은 정부와 데스크로부터 사 지시 사항이 없

어도 자기 검열 방식으로 보도의 수 를 조정함으로써 공보 방송의 특성

을 내면화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정인숙,1998).

SBS의 등장 이후 뉴스의 시청률 경쟁은 격화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방송 뉴스 리포트들의 길이가 매우 짧아지면서 분 연성화된 뉴스가

확 생산되었다.시청률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면서 뉴스 품질이 훼손

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공공 방송 뉴스의 제작 방식에도 경쟁 요소

가 강화되었다(최이숙,2011).사 방송의 도입으로 변화된 상황 속에

서도 KBS는 뉴스 로그램에 한 품질 경쟁을 이끌지 못하고 내용 구

성과 소재 선택에 있어서 차별성을 만들어 내지 못하 다(한진만·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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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2001).이는 국의 BBC가 수 높은 뉴스 로그램을 지속 으

로 공 하여,ITV와 같은 사 방송사까지 선거 등 공 이슈에 해

활발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과 조 인 결과이다

(McNair,1999).

민주화 이 과 이후 모두 언론 자유를 제 로 구 한 ‘ 리즘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인 공공 방송 언론인들은 체제 내로 순응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KBS는 집권 세력의 의도를 여 히 편 으로 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 재,2014).

제2 공보 방송 모형과 내부 행

뉴스로 만들어진 실은 거울처럼 사회를 비추는 것이 아니며 언론사

내부의 뉴스 선별과 제작 과정에 따라 일정한 편향을 나타낼 수 있다.

뉴스에 집 되는 인물들이 권력층이나 부유층에 집 되는 것도 사회 내

불균등한 권력 계에 따른 편향이 고스란히 반 되는 사례로 볼 수 있

다(Shoemaker& Reese,1996).뉴스가 가지는 편향 인 특징들은

체계 ·반복 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원인은 언론인 개개인 차원이 아닌,

뉴스룸 내부 행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때에만 악할 수 있다

(Schudson,1989).이러한 맥락에서 공공 방송의 공보 방송 모형

성격을 이해하기 해 뉴스룸의 내부 행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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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뉴스룸의 내부 행

(Shoemaker& Reese,1996,p109참고 변형)

뉴스룸의 내부 행은 다음과 같은 선별-취재-제작을 둘러싼 세 갈래의

뉴스 생산을 제약하는 여건에 응하기 해 고착화된 질서로 볼 수 있

으며 편향 뉴스 내용 제작의 원인이 된다.뉴스룸은 첫째,수용자가

만족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둘째,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셋째,뉴스로 제작이 가능한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이 때

문에 내부 행은 <그림 3>과 같이 수용자,언론 조직,취재원을 모두

반 하는 삼각형의 심부에 존재하게 된다(Shoemaker& Reese,

1996).

뉴스룸 내부 행의 한 축인 수용자는 뉴스의 가치를 단하는 기 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Shoemaker& Reese,1996). 합한 방

송 뉴스 소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뉴스룸은 행 으로 수용자들이 좋

아할 것으로 간주되는 심거리와 흥미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수용자에 한 합성을 평가하는 선별 기 은 언론 조직이 어떠한 목표

로 운 되고 있는가와 한 연 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 사 방송의

경우 시청률 확보가 강조된다고 한다(Gans,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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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뉴스 소재가 방송 뉴스로 제작되기 해서는 뉴스룸 내부 행

의 다른 축인 취재원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뉴스룸은 취재원들로부터 효율 으로 뉴스 소재를 확보하기 해 출입처

를 심으로 행 인 취재원과의 계를 형성하게 되며 출입처 구조는

뉴스 내용에 향을 미치게 된다(Gans,1979).

마지막으로 뉴스룸 내부 행은 물리 시간 제약에 잘 응할 수 있도

록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무엇을 뉴스로 정의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기 을 제공하게 된다(Shoemaker& Reese,1996).언론인들은 마

감 시간에 맞춰 취재를 진행하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리해야

한다.이로 인해 실제 시간의 흐름과 뉴스룸 시간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가령 업무 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사건은 보도될 확률이 낮아진다

(Tuchman,1978). 한 방송 뉴스는 방 시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

문에 리포트를 어느 정도의 길이로 제작할 것인가가 행 으로 정해지

게 된다.방송 뉴스룸에서 개별 리포트의 길이에 한 행은 오랜 기간

변화가 시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는 뉴스 형식에 변화가 생길 경우

수용자들이 익숙한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에 응할 수 있을 것인

가에 한 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Gans,1979).

방송사 뉴스룸은 와 같은 내부 행을 토 로 의사 결정의 권력 구조

를 체계화하고 기자들의 업무 과정을 구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 처리를

실 시킨다고 한다. 한 뉴스룸 내부 행은 뉴스 생산 과정의 효율성

을 지켜내기 한 수단을 넘어 제도화된 방식으로 고정화되면서 그 자체

가 목 으로 존재하게 될 수도 있다(Shoemaker& Reese,1996).

뉴스룸 내부 행과 함께 뉴스 내용에 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한 요인

으로는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을 들 수 있다.언론인이 뉴스 제작과

련된 규범,가치 단을 익히고 내재화하는 과정은 뉴스룸 내부의 사회

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언론사 뉴스룸 내부에서 공유되는 언론인으

로서의 역할 인식은 개인 인 태도와 가치,신념을 뛰어 넘어 뉴스 내용

에 결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Breed,1955;Shoemaker

& Reese,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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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논의에 의거해 방송 뉴스의 성격을 결정짓

는 뉴스 선별 취재·제작 과정의 행과 언론인들의 직업 정체성의 특

성들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1.방송 뉴스 선별·취재·제작 과정

방송 뉴스룸의 내부 행은 다음과 같은 으로 인해 뉴스 성격에 향

을 미칠 수 있다.뉴스룸 내부에서 수용자에게 합한 뉴스를 단하는

기 이 행 으로 용되며, 행 인 경로를 바탕으로 취재가 이루어

지고,내부 여건의 한계 속에서 뉴스가 행 방식으로 제작된다.내부

행의 과정들은 상호 결합 으로 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화하기 힘든

질서를 이루고 있으며 결과 으로 뉴스의 성격에 특정한 편향을 고착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1)방송 뉴스의 선별 기

방송 뉴스가 가진 물리 시간 제약으로 인해 수많은 부동산 련 활동

가운데 실제 방송 화면으로 보도되는 뉴스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뉴스는 객 인 실을 그 로 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하나의 실을 선택해 구성한 목 이고 실용 인 행 의 결과

물로 볼 수 있다(Molototch& Lester,1974).언론이 수많은 잠재

취재 상들 가운데 특정한 뉴스 소재를 선별하는 과정에 한 연구는

게이트키핑 개념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다.

기의 게이트키핑 연구에서(White,1950)게이트 국장(Mr.Gate)

은 국제 뉴스 분야의 통신 기사들 가운데 뉴스 지면에 맞는 소수의 아이

템을 선택했다.그는 선택 이유에 해 객 인 기 을 제시하지 못한

채 주 인 감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이는 뉴스의 선별 기 이 게

이트 국장 자신의 경험과 태도,기 등을 반 한 가치 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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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게이트키핑 연구에서는 뉴스의 선별 기 이 게이트 국장 개인의

주 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조직 내부 요인들의 상호 의존

향에 따라 정해지는 내부 행의 산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Kuhn,2007).언론인들을 상으로 한 여러 실험 연구

들에서도 언론인들이 개인 차원을 넘어 뉴스룸 차원에서 공유된 선별

기 에 따라 단한다는 사실들이 발견되면서 내부 행에 의한 게이트

키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이 인정되고 있다.뉴스룸 내부에서 공

유되는 선별 기 들은 간부진의 편집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취

재 기자들이 실에 존재하는 사실과 사건들 가운데 뉴스 소재를 발견하

게 되는 기 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Shoemaker,1991).

첫째,뉴스룸의 게이트키핑은 게이트키퍼 스스로가 지닌 개인 인 가치

나 감정보다는 수용자들이 무엇을 원한다고 인식하는가에 더욱 큰 향

을 받게 된다(Shoemaker,1991).뉴스룸 내부의 선별 과정에서 수용

자를 어떻게 상정하고 수용자의 반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가장 핵

심 인 고려 사항이며 이에 한 단에 따라 뉴스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Machin& Niblock,2006).

문제는 방송 뉴스의 속성상 수용자들에 해 정확하게 악하기는 매우

힘들며 일상 으로 뉴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들의 의견을 참고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에 있다.이러한 한계로 인해 뉴스룸에서는

행 으로 수용자들에 한 일정한 가정을 자의 으로 내리게 된다

(Gans,1979;Shoemaker& Reese,1996).게이트키퍼로서 언론

조직은 행 으로 수용자가 흥미를 느끼고 요하다고 여기는 바에

해 일정한 기 들로 구체화하게 된다.수용자의 심과 흥미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뉴스 소재들의 가치는

높게 평가된다. 통 으로 성,흥미성,논쟁성,희귀성,시의성,근

성 등이 요한 뉴스 가치들로 간주된다(Shoemaker & Reese,

1996).

방송 뉴스 제작진은 평균 인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좋은 수 의 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시청자의 이미지를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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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에서 주 으로 단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이

로 인해 방송 뉴스 제작진들과 사회 으로 유사성이 많은 계층의 심사

가 뉴스에 반 될 가능성이 높다. 를 들어 도시 산층 출신의 교육열

이 높은 언론인이라면 학교 운 과 입시 제도에 해 비교 높은 뉴스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지역 개발과 련된 여러 공 의

제들 가운데 도심에 한 공공 투자 계획이 비 있게 다 지는 것은 기

자들 스스로가 도심에 거주하는 비 이 높기 때문이다(Kaniss,1991).

둘째,방송 뉴스룸의 게이트키핑은 취재와 제작 과정의 효율성을 고려

해 이루어진다.방송 뉴스는 제작진이 장에 직 방문하여 취재 기자

의 모습이 담긴 화면을 촬 하는 과정이 필수 요구된다.그러나 방송

뉴스 제작진이 모든 상을 방문하여 지역과 계층을 균등하게 뉴스에 반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이에 제작진과 지리 ‧사회 으로

가까운 상들이 행 으로 뉴스에 반 될 가능성이 높으며,이러한 선

별의 편향성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Shoemaker& Reese,

1996).그 구체 내용과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인 측면에서는 인구가 많고 경제,정치 으로 요한 곳이 방송

뉴스에 과잉 표될 가능성이 높다.미국 방송사의 경우 동쪽과 서쪽 해

안 지역을 집 으로 조명하는 편향이 나타났다(Dominick,1977).

미국 방송사들은 미국 내 50여 개 주를 불균등하게 뉴스에 반 하고 있

다.가장 부유한 지역인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매우 집 으로 조명되지

만 다른 지역들은 정치 인 맥락이 아닌 사건 사고 등의 맥락에서만 보

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Graber,1989). 한 방송사 취재 기자들

이 근하기 쉬운 지역은 취재의 편의상 방송 화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한국 부동산 시장과 련된 뉴스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이

다.방송 언론인들은 그들의 지역 기반인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심

으로,그 에서도 강남이라는 특정한 부유층 지역을 집 으로 부각하

려는 경향을 보인다.강남 지역의 특수한 부동산 거래 상황은 국에서

가장 요한 심사로 부각되어 반복 으로 보도되지만 지방 지역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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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배제됨으로써 부동산 뉴스 보도는 왜곡되는 것이다(김남길·백선기,

2008).

방송 뉴스의 게이트키핑 가치 기 은 이처럼 일반 으로 공유되는 부분

도 존재하지만 특정 방송사의 구체 운 목표에 따라 다양성도 발견된

다. 국 지상 뉴스에 한 한 연구에서는 방송사들의 상업성 이해 추

구 정도에 따라 뉴스 로그램의 내용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상

업 이해에 충실할수록 국제 뉴스의 비 이 고,인간 드라마를 강

조하는 리포트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 다(Harrison,2000).방송 언론

인들이 수용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선정 내용을 더욱더 추구할수록

방송 뉴스에 담겨진 정보의 품질은 그만큼 하될 우려가 있으며 다면

에서 뉴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McQuail,1992).

이러한 에서 한국 공공 방송이 공 소유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고주를 해 측정되는 시청률을 심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특징이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제기되어 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한국 공공 방송

뉴스의 주인은 시청률로 평가되며 시청률 심주의가 뉴스의 심층성을

약화시키고 선정주의 인 보도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강 인,

2003;김 주,2013;이재경,2003).

시청률 측면에서 공공 방송 KBS의 메인 뉴스 로그램인 ‘9시 뉴스’는

체 로그램들 가운데 선두권에 치할 정도로 우 를 나타내고 있

다.1)KBS뉴스 제작진이 메인 뉴스 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시청률을

가장 요한 평가 척도로 여기는 것은 보다 많은 수용자들에게 뉴스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한 시도라는 측면에서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기가 높은 뉴스 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공공 방송 뉴스의 품질을

하시키게 된다는 식으로 부정 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그

러나 시청률을 강조하는 뉴스 가치 기 이 공익 뉴스 가치 실 과 조

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와 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이 존재한

다.

국 BBC는 메인 뉴스 로그램의 시간 를 사 방송사와 같은 시간

1)http://www.nielsen.com/kr/k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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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밤 10시로 옮긴 뒤 시청률 경쟁의 우 와 함께 높은 품질의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뉴스 로그램의 품질 향상의 선도 역할까지 달성한 바

있다.BBC는 사 방송 뉴스 로그램과의 경쟁에서 차별 우 를 확

보하기 해 과감하게 보도 분야 인력을 늘리고 산을 확 함으로써

인기의 유지와 공 책임을 완수하는 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

능했다고 한다(이민웅 외,2006).BBC 뉴스는 와 같이 사 방송과

도 뚜렷이 구분되는 속성을 나타내는 한편 시청자 유율도 높게 유지함

으로써 ‘이상 지향형’으로 평가 받고 있다.반면 이탈리아의 RAI방송은

시청자 유율은 높은 편이지만 사 방송과 구분이 어려운 뉴스 성격으

로 인해 ‘시장 지향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McKinsey,1999).한

국 KBS는 이탈리아 RAI사례처럼 시청률 지표를 시하는 뉴스 로

그램이 품질 좋은 뉴스의 제작과 공익성 실 이라는 목표 수행을 조화롭

게 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나미수,2012).

주요 국가들의 메인 방송 뉴스 로그램에 한 국제 비교 연구에서(백

선기·최경진·윤호진,2011)도 KBS는 뉴스의 심층성 정도가 낮아 국

과 일본의 공공 방송보다는 미국의 사 방송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

다.KBS‘9시 뉴스’에 포함된 리포트들 가운데 사실성을 시한 비 은

82%에 이른 반면 심층성 있게 보도한 비 은 18%에 그쳤다. 국

BBC ‘10시 뉴스’의 경우 사실 보도가 40%,심층 보도는 60%로

심층성 비 이 높았으며 일본 NHK ‘뉴스워치 9’는 사실성 보도가

48%,심층성 보도는 51%로 역시 심층성 비 이 반을 차지했다.반

면 미국 사 방송 NBC ‘NightlyNews’은 사실성 리포트의 비 이

97%으로 으로 높았고 심층 으로 보도된 리포트는 3%에 머물

다.다시 말해 한국 공공 방송 뉴스의 심층성은 국과 일본의 공공 방

송사보다는 미국의 사 방송과 비슷한 수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KBS는 공공 방송 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뉴스 로

그램의 시청률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이익 확보를 해 시청률에 집착하

고 있는 미국 사 방송 뉴스에 한 연구에서 지 된 폐해들과 상당한

유사 을 보이고 있다(이재경,2003).시청률을 우선 으로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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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 방송은 수용자들이 흥미로운 뉴스만을 선택해서 본다고 제

한다.이로 인해 길을 자극할 수 있는 사건과 다채로운 화면 구성을

통해 수용을 최 로 견인하기 한 실용 보도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Blumler,1969).방송 매체의 특성상 높은 시청률을 추구하는

뉴스는 화면의 요성과 흥미도를 심으로 선별되는 편이다

(Berkowitz,1990).이로 인해 정 이고 복잡한 상황보다는 활동 인

(action)사건들의 뉴스 가치를 가장 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나타난

다.가령, 투 장면이나 날카로운 갈등 계,자연재해와의 사투 등의

역동 인 이야기들이 드라마 인 이야기 구조를 통해 방송 시청자들을

흡인하는 데 합하다고 평가되는 것이다(Gans,1979).

시청률을 높이기 한 방송 뉴스는 개 신뢰를 얻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을 더욱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Hallin,1994).따라서 시

청률 심의 방송 뉴스는 상세한 분석이나 해석을 다루지 않고 복잡한

내용들을 가 배제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Kellner,1990).이는

뉴스 리포트의 내용을 단순화할수록 제작의 편리함과 비용 감을 얻을

수 있을 뿐더러,외부의 비난으로부터 안 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

다. 한 높은 시청률을 바탕으로 한 이익추구를 한 경쟁이 심화되면

서 고객 확 에 필요한 마 이 뉴스제작 과정에 스며들게 되었

고 이로 인해 시민을 한 진정한 뉴스 제공은 을 받고 있는 실정이

다(Kovach& Rosenstiel,2007).

미국 지역 방송 뉴스로 보도된 3만 3천여 개의 기사를 5년간 분석한

연구 한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 다.시청률을 목표로 제작되는 방송

뉴스는 범죄와 사건 사고,선정 인 향 등을 우선시하는 보도 태도를

보 으며 수용자들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리포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라 공 의제를 소흘하게 다루는 편이다(Rosentiel,Just,

Belt,Pertilla,Dean,& Chinini,2007).공 의제에 한 보도

과정에서도 시청률을 심으로 하는 방송 뉴스는 실체 내용이 아닌 갈

등 심으로 보도하려는 듯하며 심각한 공 의제가 아닌 흥미로운 개인

이야기를 시하고 공 의제를 구경꾼의 에서 피상 으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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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Blumler& Gurevitch,1995).결과 으로

시청률을 한 뉴스 로그램들은 공 의제들을 단순화하고 개인화함으

로써 탈맥락화된 정보만을 생산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

발 에 제 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Curran,

2002).

공익성에 충실한 통 공공 방송의 뉴스들은 이와는 조 으로 시민

으로서의 수용자를 상정하며 뉴스 시청을 통해 수용자들이 사회생활을

합리 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추구한다

(Syvertsen,2004).이러한 에서 볼 때,공공 방송사의 존립 근거

는 경제 이익에 기반한 언론사들로서는 제공하기 힘든 시민 사회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시민을 수용자로 상정하는 공공 방송은 시청률 향상에 집 해야만 하는

사 방송과 질 으로 다른 뉴스를 선별할 것으로 기 된다(Blumler

& Hoffmann-Riem,1992).공공 방송은 선정성을 추구하지 않고 시

민들의 삶의 맥락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어떻게 살

아가야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수용자들이 여러 측면에

서 사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면 으로 보도하며 이를 해 배경 정보

와 분석,해설을 통해 련된 맥락과 유의미한 단을 제공해야 한다.

공공 방송 뉴스는 경쟁하는 정치 세력들의 입장을 충실히 달함으로써

균형감을 지켜내고 즉시 이고 단기 이벤트 심의 뉴스에서 벗어나

공 의제를 심층 이고 장기 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이처럼 공익

목표에 충실한 공공 방송이 사 방송 뉴스와 차별 품질의 뉴스를

제공할 수 있다.이러한 성격을 가진 공공 방송은 뉴스 로그램을 시

하며 공 의제와 국제 뉴스에 해 폭넓은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

의 정치 수 차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다(Curran, Iyengar,

Lund,& Salovaara-Moring,2009).

국 공공 방송과 미국 사 방송에 한 비교 연구에서는 공공 방송이

의제를 설정하는 범 가 더 넓었으며 안 제시에 있어서도 분명한 우

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 다(Cushion,2012). 한 국 BBC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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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방송 뉴스의 선거 보도에 한 비교 연구에서도 뚜렷한 질 인 차

이를 보여 주었다.BBC는 선거 방송에 보다 많은 시간을 부여하 으며

선거의 주요 정책 쟁 에 하여서도 심도 깊은 뉴스를 내보냈고,결

과 으로 BBC는 선거와 련해 공익을 보다 충실히 이행한 뉴스 로

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다(Blumler& Gurevitch,1995).

BBC가 공익성과 성의 목표를 이상 으로 조화롭게 달성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공공 방송으로서 수행해야 할 과업과 평가를 일 성

있게 용하고 있다는 에 있다.BBC는 공공 방송사로서 수행해야 할

시민성과 시민 사회의 유지, 체 공동체와 지역의 표, 국과 세계의

연결과 같은 구체 목표와 함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 기 을 제시

하고 있다고 한다(최세경,2012). 한 BBC는 로그램들에 해 단

순히 양 지표뿐만 아니라 도달률(reach), 향력(impact)과 품질

(quality), 액 비 가치(valueformoney)와 같은 복합 인 차원

에서도 범 하게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청자의 호감도,독립성과 불

편부당성의 실 정도와 같은 질 인 평가 요소들도 다면 으로 용하

고 있다(이창근,2013).

그러나 KBS는 시민 사회를 직 으로 변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한 성취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명성과 제도

장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이러한 조건 속에서 공공

방송이 실 해야 할 ‘공공 가치’는 집권 세력의 ‘사사화된 가치’로 축되

고 있으며,BBC의 공공 가치 심사 방식을 모방한 수량 평가 방식은

공공 가치와는 무 한 시장 가치만을 강조하는 문제 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정 희,2014).

정성 평가보다 양 인 의미인 시청률 평가 방식을 우 에 놓는 경향

은 조직 차원을 넘어 KBS제작진들의 가치 기 에도 스며들어 있다.

역사 으로 공공 가치를 내면화할 기회를 리지 못한 제작진들은 시

청률을 공익 수행의 유용한 평가 기 으로 받아들이는 가치 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KBS제작진들은 스스로 시청률이 낮은 로그램들은 존

재할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있으며 시청자에 한 사를 시청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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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반면,제작진들은 공익

가치를 반 한 KBS 공 성 지수는 요하게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공 역할 수행에 해서는 소극 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박인

규,2004).

공공 방송 뉴스 평가에서 공 성 지수와 같은 공익 련 평가를 간과한

채 시청률을 통한 향력 확 만을 우선 으로 추구할 경우에 방송 뉴스

가 다룰 수 있는 공 의제의 범 는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홍보 방송의

성격과 선정성이 결합된 보도 방식을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강형철,

2004;강형철·심미선·오하 ,2011).

2)방송 뉴스의 취재 행

언론인은 스스로 목격하고 수행한 일에 해 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

라 취재원들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뉴스를 제작하게 된다.

취재원은 언론인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통해 뉴스에 등장하

거나 기사에 인용될 정보를 제공하는 존재를 의미한다.언론과 취재원은

갈등 속의 력 계(atugofwar)에 놓여 있으며 취재원은 뉴스를

리하기 해 노력하고,언론은 최 한 뉴스거리를 취득하기 해 취재

원을 리한다.언론과 취재원의 계는 사회의 정치 권력 계를 벗

어나서는 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뉴스룸 내부 행 속에서 부유하고

강한 권력을 지닌 취재원들이 뉴스에 더욱 향을 미치게 된다(Gans,

1979).

취재원은 실 으로 언론인과 을 통해 뉴스에 등장하게 되는데

구나 언론인의 취재 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뉴스 생산의 효율성

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단되는 취재 행에 따라 취재 범 는 제한

된다(Sigal,1974).가장 표 취재 행은 출입처 제도로 표되는

바,언론은 취재 기자들에게 출입처를 배정하며 이에 따라 업무를 구분

하게 된다.뉴스룸의 취재 업무 배치에 해 Tuchman(1973)은 ‘뉴스

의 망(newsnet)’이라는 용어로 비유했다.마치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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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뉴스룸은 일정한 취재망을 통해 걸러진 뉴스만을 얻게 된다는 것이

다. 실 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 취재망에 걸려드는 것은 불가능하

며 취재망의 성격과 구성에 따라 뉴스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사건들도 구

분된다.이와 련해 McNair(1998)는 1980년 후반 이후 환경 뉴스

에 한 보도가 증가하는 사례를 통해 뉴스룸 내부 취재망의 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1980년 후반부터 환경 단체들의 활동을 취재하고자

뉴스룸에 환경 문제를 담하는 기자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이 조직 내부

에서 평 을 유지하기 해 환경 련 뉴스들을 극 으로 발굴해 보도

하게 되었다고 한다.환경 기자들의 뉴스 보도가 늘어나면서 환경 문제

가 뉴스 의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방송 뉴스룸은 인력 부족과 방송 마감 시간이라는 물리 인 제약 속에

서 불확실하고 측하기 어려운 실에 한 리포트들을 효율 으로 제

작하기 해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다른 매체들보다 출입처 심의 취재

행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한다(Shoemaker& Reese,1996).출

입처는 정부 부처와 기 들을 심으로 선택되는 경향이 있는데,언론사

내부 으로 공식 취재원들이 다른 취재원에 비해 뉴스에 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 련 기

들 가운데 가장 효율 으로 뉴스 소재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하는 정

당, 정부부처, 앙은행, 경찰서 등이 출입처로 결정된다(Sigal,

1986).

한국 방송 기자들의 업무 여건의 특수성도 출입처 심의 취재 행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한국 방송 뉴스룸은 취재 인력

이 부족한 조건 속에서 기자들의 업무 역할을 정부의 료 체계 구조에

따라 배치하는 행을 유지하고 있다.한국 방송 기자들은 이러한 출입

처 배치에 따라 구체 업무 범 가 결정되며 일상 인 취재 업무도 출

입처로부터 시작된다(김 석,1993).

일본 NHK 역시 후 보도 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55년 체제’로

불리는 취재 행을 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다고 한다.여기에는 기자

클럽을 심으로 거물 정치인을 착 취재하는 ‘방키샤’방식이 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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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한다.이러한 취재 행 속에서 기자들과 특정한 유력 정치인들

의 계가 해지며 결과 으로 자민당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정보

를 리해주는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이다.이는 집권당의 정책

내용을 취재하는 데에는 유리하다는 장 이 있으나 동시에 권력자들의

정보 조작에 이용을 당하게 되는 부작용도 지니고 있다(안창 ,2009;

Krauss,2000).

출입처가 제공하는 정보는 추가 으로 검증할 노력이 필요 없는 ‘사실’

로 평가되며 이를 인용해 달하는 뉴스 구성 방식은 언론 스스로 사실

의 진 성을 증명할 수고를 덜게 된다는 에서 출입처 제도는 뉴스 생

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방송 기자들은 불확실하고

신속함을 요구하는 뉴스 제작 환경 속에서 출입처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보증된(certified)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뉴스를 제작한다

(Sigal,1974).일본 NHK는 정부의 발표를 사실 으로 달하는 보

도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이는 NHK 제작진이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뉴스의 명 를 실추시킬 험이 없는 사실 정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한다.일본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방송사라는 명성을 유지하기

해 NHK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추가 정보 확인 없이 보도하는

행을 변함없이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Pharr& Krauss,1996).

한국 공공 방송 KBS뉴스룸 역시 취약한 인력 구조로 인해 능동 취

재를 시도하지 못하고,보도 자료에 흥미 요소를 가미하여 가공하는 수

에서 방송 뉴스 제작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이민웅,

1996;이민웅 외,2006;이재경,2004).

출입처가 제공한 정보를 신뢰하는 것은 다른 회사들과의 뉴스 경쟁이

강화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략으로 여겨지기도 한다.출입처에서

제공하는 ‘사실’은 소속 기자들의 공동 합의 과정을 암묵 으로 거친 것

이다.출입처에서 엠바고가 정해진 자료들의 보도 일정을 지켜내는 과정

을 통해 언론사들은 경쟁 언론사들이 독주할 가능성을 견제하고 기사거

리를 놓치는 낙종의 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유재천·이민웅,

1994).이와 같은 출입처와 기자단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통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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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집단 (packjournalism)문화가 형성되며 정부 의제에 한

조 상도 강화된다(이민웅,1996).

정부 출입처 심의 방송 뉴스 취재 행은 자발 으로 출입처의

과 의도를 반 하는 수 으로까지 강화될 수 있다.언론사 조직 내‧외부

에서의 기자 능력에 한 평가는 얼마나 권력이 강한 출입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한 출입처에서 취재원과 기자가

오랜 기간 인간 인 계를 유지하면 보다 깊은 수 의 배경 정보를 얻

을 수 있으며 취재원 한 뉴스에 미칠 수 있는 향력이 강화된다.이

러한 상황 속에서 주요 출입처의 취재원들과 유능한 기자들은 서로 의무

감을 느끼게 되며 궁극 으로 기자들의 자체 검열(self-censorship)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Gans,1979).

한국 언론에서도 출입처 구조 속에서 기자들 스스로 기득권의 한 부분

으로 편입되어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권력과의 긴 한 조

속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리는 기자들은 자체 검열을 통해 정권에 유

리한 보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이효성,2002).출입처 기자단은

공식 인 정보 유통 외에 별도로 티타임이나 식사 모임,술자리,골

회동과 같은 다양한 사 모임들을 통해 추가 으로 공직자들의 비공식

정책 홍보를 할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며 이런 경우 취재원의 의도

에 공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유재천·이민웅,1994).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입처 제도에 의존하는 한국 방송 뉴스에서

는 공식 취재원이 과도하게 뉴스에 등장하는 편향이 나타난다.한국 공

공 방송은 뉴스를 통해 다양한 여론을 매개하기보다 통령을 포함한 여

당과 정부의 공식 행사 발표 심으로 뉴스를 집 제작하는 행을

가지고 있다(강형철,2004).한국 방송 3사의 뉴스 리포트에서 가장 많

이 등장하는 취재원은 정부 료이다.2009년에 방송된 1,942건의 방

송 3사 리포트들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 료가 심 취재원인

경우는 823건,즉 30%에 달했다(정수 ·구지혜,2010).일례로 제주

강정 해군 기지와 련한 한국 방송 뉴스의 취재원 분석에서도 앙 정

부 계자들의 견해가 집 으로 부각되었다.반면 립 인 견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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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취재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낮았으며 제주 기지 건설에 반 한 제주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견 반 비 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은·이

승선,2012).

방송 뉴스는 단순히 양 인 측면에서 정부를 비 있게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을 부각하기도 한다.‘6자 회담’과 련한 한국 방송

3사 보도에 한 연구에서도 정보원 직업 가운데 정부 료는 70%를

차지했으며 보도 내용이 료의 시각에 따라 정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료 정보원의 논조와 방송 뉴스의 보도 태도는 일치했는데 정보원이

정 인 일 경우 방송 보도 역시 정 인 방향을 보 다고 한다(설

진아·남궁강,2007).

출입처 제도에 의존하는 방송 뉴스는 정부를 주요 공공 문제를 제기하

고 해결하는 유일한 정치 주체로 부각할 수 있다.방송 뉴스에서는 뉴스

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행 자와 행동이 구체 인 문제 해석 맥락을

제공하게 되는데 취재 행 속에서 정부와 특권층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

이다(Shoemaker& Reese,1996).이러한 정부 심 뉴스는 다른

정치 안 세력들에 비하여 정부의 료나 엘리트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문제 해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할 수

있다(Hallin,1994).

방송 뉴스가 출입처 심의 취재 행에 따른 공보 성격에서 벗어나

공 의제를 충실히 취재하기 해서는 뉴스룸의 내부 행이 다음과 같

은 측면에서 신될 필요가 있다.첫째,방송 뉴스룸이 문성이 높은

취재 인력들을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는데 BBC는 공 의제와 련해

사 방송을 능가하는 높은 수 의 뉴스를 제작하기 해 인력 자원을

과감하게 투입했다고 한다(Blumler& Gurevitch,1995).합리 인

인력 구조 속에서 BBC 방송 기자들은 출입처라는 틀에 맞춰 취재 임무

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문 인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로 우받고 있

다.

둘째,출입처를 심으로 한 기자 배치에서 벗어나 공 의제를 심으

로 한 업무 부여가 바람직하다.메인 방송 뉴스에 출연하는 B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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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정치 에디터(politicaleditor)” 는 “비지니스 에디터(business

editor)”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출입처에 얽매여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분야의 문가로서 취재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Cushion,

Rodger,& Lewis,2014).이 같은 조건에서 BBC 기자들은 출입처

가 제공하는 정보를 뉴스의 출발 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BBC뉴스 제

작진이 스스로 보도하고자 하는 뉴스 의제를 심으로 취재할 수 있게

된다.뉴스룸의 운 도 출입처에 맞춰 취재 역을 구분해 정보가 편

화되는 것을 지양하고 공 의제가 충실히 보도될 수 있도록 취재 범

를 범 하게 허용한다. 를 들면 경제 정책 뉴스를 의회 출입 기자와

경제 분야 출입 기자가 함께 제작하고 그 정치 배경과 의미까지도

극 으로 보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Robinson,2012).

BBC 사례와 달리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은 출입처를 심으로 한 취

재 행을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행은 최소한의 인력 배치로 뉴스 소

재와 방송 화면을 규칙 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에서 방송 뉴스 제

작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하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취재 행은 방송 뉴

스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함으로써 뉴스 내

용 자체에 공식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와 을 반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Shoemaker& Reese,1996).

3)방송 뉴스의 형식

방송 뉴스의 제작은 일정한 형식을 바탕으로 내용이 구성되며 조직화된

다.방송 뉴스의 형식은 수용자들에게 익숙한 구조를 통해 보도 내용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뉴스룸 내부에서 선별과 취재

과정의 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방송

뉴스는 제작 편의를 해 경성 뉴스,연성 뉴스와 같은 범주로 구분되며

이에 맞는 시간 길이가 사 에 주어지게 된다(Gans,1979).방송

뉴스 리포트의 시간 길이는 제작 행의 일부이며 이야기의 구조 역시

행 으로 뉴스룸에서 받아들여진다.오랫동안 고착화된 방송 뉴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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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이야기 구조의 행은 일상 으로 진행되는 뉴스의 선별과 취재,

제작 과정의 바탕을 형성하며 궁극 으로 뉴스의 성격에 향을 미치게

된다.

(1)리포트 길이와 내용

방송 뉴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달되기 때문에 체를 이루는 부분

단 인 개별 리포트들의 길이라는 형식에 향을 받게 된다. 요한 내

용을 담거나 뉴스룸 내부에서 가치있는 뉴스로 평가될수록 보다 긴 시간

의 리포트 형식으로 방송된다(Schlesinger,1977).개별 뉴스의 길이

와 형식은 방송 뉴스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어떠한 크

기의 그릇들에 담을 것인가에 따라 담겨질 수 있는 내용도 달라질 수밖

에 없다.

방송 뉴스 형식에서 개별 리포트의 시간 길이는 가장 주요한 요소이며

국가별 비교 연구를 통해 개별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해지고 있다

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한국 방송 뉴스는 메인 뉴스 로그램에서

1분 30 이하 길이의 개별 리포트가 지배 이다.이는 국,일본,미

국의 주요 메인 뉴스 로그램들의 개별 리포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짧은 편이며,미국의 지역 방송 뉴스의 리포트 길이와는 비슷한 수 이

다(이민웅 외,2006).국제 으로 메인 뉴스 로그램의 형식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자면 KBS‘9시 뉴스’는 50여 분 정도의 길이에 하루 평

균 31.75개의 아이템이 보도되고 있다고 한다. 국 공공 방송 BBC는

25분 정도의 ‘10시 뉴스’에서 11건,일본 공공 방송 NHK는 50분 정도

의 ‘뉴스워치 9’에서 13건,미국 사 방송 NBC는 20분 정도의

‘NightlyNews’에서 9.13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KBS는 이들에 비해

뉴스 시간도 길고 아이템의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리포트 길이는 KBS‘9시 뉴스’는 평균 88.8 로,BBC의 133.4

,NHK의 254.67 ,NBC의 133.4 보다 격히 짧은 시간의 뉴스

형식을 지니고 있다(백선기 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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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송 뉴스의 형식 다양성은 내용 품질의 차이와도 직

연 을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다.짧은 길이의 방송 리포트 형식은 마

감 시간 안에 제작을 효율 으로 수행하고 수용자들이 긴 뉴스에 흥미를

잃게 될 험을 피하기 한 략에 기인한다.이러한 형식 특성으로

인해 방송 뉴스 선별 과정에서 심층 이고 복잡한 뉴스는 배제되는 경향

을 나타내기 쉽다(Gans,1979).KBS와 SBS 녁 뉴스 메인 로그

램은 30여 건의 리포트를 나열식으로 제공하며 개별 리포트 한 개 당

평균 길이는 앵커멘트를 포함해 ‘1분 30 ’의 획일화된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이와 같은 형식 특성으로 인해 공공 방송 메인 뉴스 로그램의

70%는 사건과 이슈를 간략하게 달하는 스트 이트 뉴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심층 리포트는 6%에 불과하다(김 주,2013).

국 방송 뉴스에 한 한 연구(Negrine,1989)에서도 개별 뉴스 리

포트의 길이가 길수록 심층성과 균형성을 잘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반면 리포트 길이가 짧을수록 사실 인 정보만을 담게 되며 보도

된 사안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게 된다.같은 언론

인도 회사를 옮겨 리포트의 시간 길이가 다른 뉴스를 제작하게 된다면

취재하는 방식과 뉴스에 담게 되는 정보의 깊이가 변화되었다고 느낀다

고 한다.이처럼 개별 리포트의 시간 형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뉴스에

담기는 정보의 품질이 향상되거나 하될 수 있다.

형식 특성은 뉴스의 취재 활동에도 향을 미치게 되는 데 KBS언

론인은 방송에서 1분 30 라는 형식이 정해지면 그 형식에 맞춰서 취재

활동도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를 들어 어떤 연설이 1시간 이상 계속

되더라도 가장 요하고 심을 끌 만한 내용을 추려 1분 30 이내로

압축하게 된다는 것이다.방송 뉴스는 행 으로 형식이 확정된 상황에

서 취재와 제작 과정이 진행되며 이는 뉴스에 담겨질 내용에도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이청수,1993).

한국 방송 뉴스는 1분 30 라는 짧은 리포트 형식 속에서 공 의제에

한 실질 (substansive)정보를 달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한 차 (procedural)정보에 큰 비 을 부여함으로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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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의제를 축소하는 편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마치 경마 경주

를 달하는 것처럼 일의 진행 차만 달하거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력자들의 갈등 상황에 을 두는 경향을 부각시킴으로써 정부의 행

동을 강조하여 정책의 분석이나 정책의 과거 미래 상황은 소홀하게

보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Entman, 2003; Entman &

Benjamin,1994).

차 심 뉴스는 무엇보다 권력자들의 발언과 정책 추진의 의지를

달하는 데 을 맞추게 된다. 를 들어 미국 언론의 이라크 쟁

보도 과정에서 통령의 발언들은 국면마다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들로

부각되고 언론 의제 설정에 강력한 향을 미쳤다.이라크 쟁의 책임

을 묻는 청문회 보도 과정에서도 뉴스는 차 정보만을 심으로 보도

했으며 행정부 계자들은 일의 진행과 련된 정보를 제공하기에 용이

한 치에 있었다.그 기 때문에 차 정보형 뉴스 보도로 정부는 혜택

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Bennett& Paletz,1994).

방송 언론은 주요 정책들을 단기 이벤트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방송 뉴스는 주요 정책에 해서도 개 이고 단편 인 내용만을 달

할 뿐 정책의 복잡한 배경에 해 설명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Paletz,1998).방송 뉴스는 주로 정부가 정책을 제안하는 단계에 진

입했을 때에 심을 두기 시작했다가,실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이 되

는 단계에 있어서는 무 심한 듯하다.취재 상이 되는 정책의 범 도

매우 소하며 보도하는 기간은 매우 짧다.그리고 같은 사안에 해서

도 비일 인 태도를 나타내기 쉽다(Koch-Baumgarten, &

Voltmer,2010).이에 따라 언론 보도는 장기 이고 구조 인 정책 문

제들에 해서는 심이 고,언론이 심을 두는 주제들도 끊임없이

바 는 경향이 있다(Kingdon,2002). 를 들어 KBS의 ‘9시 뉴스’는

2008년 경제 기를 보도할 때에 그 부분을 재 상황에 한 묘사

나 단기 충격 요인을 살펴보는 데 할애했다.경제 기의 구조 원인

이나 장기 인 동향에 해 분석한 기사는 그 수가 매우 었다.(김수

‧박승 ,2010).결과 으로 한국 공공 방송 뉴스는 일어난 ‘사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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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편 보도를 함으로써 요한 사회 문제를 능동 보도를 통해

충분히 분석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기능에 충실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나미수,2012).

이러한 에서 공익성에 충실한 공공 방송 뉴스는 사 방송에 비해 유

연하고 시간이 긴 개별 리포트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심층

인 정보를 달하게 된다. 국의 BBC와 ITV,Channel5의 뉴스

와 미국 ABC,CBS의 뉴스에 한 비교 연구에서 국의 BBC 리포트

들의 길이가 미국 사 방송에 비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긴 길이

의 리포트 속에서 BBC 기자들은 충분한 배경 설명과 맥락을 달함으

로써 수용자들이 충분히 련 의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정치 뉴

스에서도 BBC가 가장 개별 리포트의 방송 시간이 길었으며 생방송 형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여유 있는 길이의 리포트 형식을 통

해 BBC 기자들은 미국 사 방송 기자들보다 더욱 자율 인 치에서

정부 정책에 해 비 보도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한다(Cushion,

Rodger,& Lewis,2014).이러한 논의들을 요약하면 방송 뉴스 개별

리포트의 길이는 방송 뉴스 내용의 구조를 결정하며 결과 으로 공 의

제의 맥락이 방송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이야기 구조와 내용 특성

방송 뉴스의 형식을 구성하는 다른 요한 요소인 이야기의 구조는

뉴스 매체에 따라,그리고 뉴스가 제작되는 사회의 정치 ·문화 맥락

에 따라 일정한 형태를 행 으로 따르게 된다(Schudson,1989).

한 동일한 방송 매체 뉴스라 하더라도 정치 배경과 방송 운용 목표 등

에 따라 개별 리포트의 이야기 구조는 차별화되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다.미국의 사 방송 ABC,NBC 뉴스와 이탈리아의 공공 방송 RAI

뉴스를 비교한 연구에서 두 나라의 방송 뉴스는 동일한 뉴스 소재를 다

른 방식의 이야기로 구성한 것으로 밝 졌다.미국 사 방송 뉴스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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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주제의 이야기의 구성을 통해 흥미로운 화면을 심으로 보도했으

며 방송사 으로 해석해 보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반면 이탈리아

공공 방송 뉴스는 립 인 태도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 으며 뉴스 내용

도 언론인의 해석이 추가되지 않은 채 정당별 반응을 차례 로 달하는

구조로 이 졌다(Hallin& Mancini,1984).

이처럼 방송 뉴스에 담기게 되는 이야기는 내부 행에 따라 일상 ·반

복 으로 제시되는 일정한 순서의 구조 안에 담기게 된다.방송 뉴스가

정형화된 구성 패턴을 지닌 도식 구조를 지니게 되는 것은 뉴스룸

내부에서 시간 ·인력 제약 여건에 응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도 평가된다(vanDijk,1988).

한국 방송 메인 뉴스 로그램의 개별 리포트들은 짧은 시간 길이의

형식 속에서 도식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앵커 멘트 2문장에 이어

7,8개 문장으로 이루어진 리포트는 인터뷰 한두 개가 삽입된 획일화된

구성 방식을 지니는 것이 일반 이며,이러한 방식은 큰 틀의 변화 없이

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이러한 ‘한국형 도식’의 특성은 한국 방송 뉴스

조직 특유의 문화와 취재 행에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웅·황유

리,2004).

한국 방송 뉴스의 도식은 충실한 정보 달보다는 일정한 형식 구성

을 갖추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데,이러한 제작 방법을 통해 충분히 훈

련되지 않은 기자가 업무 수행을 할 때에도 유사한 형태의 리포트를 제

작하는 것이 가능하다.이 때문에 도식 구성의 뉴스는 인력이 부족한

방송 뉴스룸의 효율 일처리에 유용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최 재·남

재일,2013).내용 으로 이 같은 한국 방송 뉴스 도식은 사건의 원

인에 한 분석과 같은 다면 정보를 충분히 달하는 데 합하지 못

하며,뉴스 내 취재원의 범 역시 축소하는 한계를 갖는다.결과 으로

짧은 시간 형식 속에 도식화된 방송 리포트는 달할 수 있는 정보의 범

를 제한하고 공식 취재원이 제공하는 범 를 넘어선 내용을 보도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반 ·홍원식,2009).

이러한 언론의 근시안 인 보도 행태로 인해 시민들은 사회 체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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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제에 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컨 주식 시장에 한 뉴스

를 주식시장 거래인의 에 따라서만 보도하게 되면 체 경제 시스템

속에서 주식 시장의 문제를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왜’라는 근본 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회피하면,뉴스를 통해

과정이 아닌 사건을,원인보다는 결과만을 우선시하는 이야기 구조에 의

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

1980).

한국 방송 뉴스 메인 로그램은 1분 30 길이와 도식 이야기 구조

의 기본 틀 속에서 패키지 뉴스라는 고유의 형식 특성을 나타내고 있

다.패키지 뉴스는 비 이 큰 사건이나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

에서 1분 30 리포트들을 연속해 연결 보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이민

웅 외,2006).이는 단일한 사안이나 정책 내용을 취재 기자가 나눠서

보도하는 방식이라는 에서 단순히 경제나 사회,문화와 같은 비슷한

분야를 묶어서 편집하는 묶음 편집 기법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재경,2003).해외 방송의 경우에는 시간 형식이 긴 개별 리포트로

보도하는 경우가 일반 이나 한국 메인 방송 뉴스 로그램은 1분 30

의 도식 리포트 형식을 유지한 상황에서 취재 기자들이 나눠서 제작한

후에,메인 뉴스 로그램에서 앵커가 리포트들을 서로 연결해 하나의

주제로 통합하여 방송하게 된다.패키지 뉴스 형식은 다음과 같은 측면

에서 내용 으로 공보 특성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먼 문제

가 있는 실과 정부의 정책을 분리해 보도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은 면제

하면서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의미를 생시킬 수 있다. 를 들

어 2008년 국제 융 기 상황과 같이 매우 복잡한 사안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패키지 뉴스의 반부에 민간 부분과 시장 상황에서 발생한

기들을 묘사한 뒤 후반부에 정부가 제시하는 문제의 틀과 해결 방안을

분리하여 제시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이로 인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은 해외로 귀인되며 이에 한 정부의 문제의 틀과

해결 방안이 강조되는 의미로 재맥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김수 ·박승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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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리포트들을 분 으로 구분하는 패키지 방식은 정부 정책을 정

으로 달하는 편향을 야기할 수 있다.부동산 문제와 련한 보도에

서 KBS는 패키지 뉴스 형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사실

정보를 비 이나 평가 없이 나열 으로 보도한 반면,BBC는 방송 시간

이 긴 단일 리포트 구조 속에 정부 정책에 한 심층 비 과 정책

안들까지 함께 달하 다(김수 ·박승 ,2016).BBC ‘10시 뉴스’

에서 방송된 부동산 리포트들의 개별 평균 길이는 2분 내지 4분 정도에

걸쳐 다양하고 유연한 특성을 나타냈다.이러한 형식 특성 아래 BBC

뉴스는 부동산 문제와 련해 정책 발표와 의회 반응,시장 반응 등을

일목요연하게 달함으로써 수용자들에게 편 인 정보가 아닌 공 의

제의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리포트들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김수 ·박승 ,2016).

한국 방송 뉴스의 특수한 형식에 한 비 은 한국 언론 학계에서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변화는 찰되지 않고 있다(김

주,2013;이민웅,1991;이민웅외,2006;이재경,2004).이는 1분

30 길이의 도식 구성이 한국 방송 뉴스 제작 행에 깊숙이 자리잡

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보도 내용의 한계 역시 유지될 수밖에 없

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4)방송 뉴스 제작 행

방송 뉴스는 신문 등 인쇄 매체와 다르게 최종 으로 기술 요소가 결

합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상과 음향 정보로 편집된 리포트의 형태로

제작된다.이 같은 업무 수행 과정 속에서 뉴스룸은 효율 으로 일을 진

행하기 한 행 성격을 지니게 되며 여기에 합한 뉴스들을 심으

로 의제 설정의 범 가 제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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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제작

국내와 해외의 취재 부서

기자와 특 원

카메라 기자

리랜서/제보자

로그램 편집자

집필자와 로듀서

뉴스 해설자/앵커

상 편집자/그래픽 디자이

<표 2>방송 뉴스 취재와 제작 과정의 문화

(Yorke,2013,p.29참조)

해외 주요 방송사의 경우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취재 부분과 제

작 부분을 구분해 문화하는 방식으로 뉴스룸을 운 하고 있다.<표

2>에서 구체 으로 나타나듯이 취재 분야는 뉴스에 담길 정보와 화면을

수집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제작 분야는 이를 완성된 뉴스 리포트로 제

작하기 해 기사 내용을 작성하고 이에 맞춰 상을 편집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책임지게 된다. 형 방송사의 경우 충분한

인력 구조를 바탕으로 취재와 제작을 문 업무를 맡은 단 로 구분하

여 방송 뉴스룸을 운 한다.그러나 지방 방송사와 같은 소규모의 방송

사에서는 취재와 제작의 구분이 모호하며 문화가 미흡하다(Yorke,

2013).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의 경우 외국의 형 방송사와는 달리 취재와 제

작 업무가 분화되거나 특화되지 않은 상태이며,취재 기자가 취재부터

제작까지 범 를 책임지게 된다.외국의 형 방송 기자들은 <표 2>

와 같이 별도의 로듀서나 보조 직원들의 지원 속에 리포트를 제작하는

반면 KBS기자들은 지원을 제 로 받지 못한 채 취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화면 형식의 리포트로 제작하는 작업까지 함께 책임지고 있다.과

다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한국 방송 기자들은 일상 으로 취재 시간 자

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으로 취재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방송 기자들은 취재력과 정보 정통성이 신문 등 다른 매

체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더욱더 출입처에 의존

한 뉴스 제작에 주력하게 된다(이민웅 외,2006).

출입처에 의존하는 취재 여건 속에서 기자는 독자 인 취재를 통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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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처 일정을 바탕으로 측 가능한 사

안들을 취합해 제작하는 것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이를 통해 출입

처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도 일정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취재 기자들은 일상 으로 뉴스 소재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취

재원들은 이를 고려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 에 맞춰 출입처 기자들

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극 으로 활용하게 된다(Fishman,

1980).즉,출입처가 기자들의 마감 시간을 고려하여 자료와 정보를 규

칙 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뉴스 소재를 지원하는 공식 인 뉴스 리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출입처 취재 행에 따라 언론은 보도 시 까

지도 정부의 일정에 맞춰가며 효과 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조

하게 된다(Bennet& Paletz,1994).

뉴스 제작을 해 상 자료의 확보가 필수 인 방송 매체로서는 뉴스

가치가 낮더라도 미리 일정을 악해 기자들을 배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된 사건들을 선호하게 된다.이에 따라 공식 취재원이 발표한

내용이나 의제 사건(pseudoevent)에 한 의존도도 함께 높아진다

(Gans,1979).‘의제 사건’은 군가 계획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며

보도되기 한 목 하에 취재 편의를 돕기 한 방식으로 비된다

(Boorstin,1971).방송 뉴스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로그램의 특성

상 재성을 강조하지만 이를 기술 으로 뒷받침하기 해서는 인력과

장비의 투자가 규모로 동원돼야 한다는 문제가 수반된다.따라서 출입

처들이 방송 뉴스로 제작하기 알맞은 허구의 의제 사건들을 기획해 제공

할 경우 방송사는 이를 수동 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권력이 높은 취재원일수록 측 가능한 의제 사건을 제공할 수 있는 능

력도 높다.이로 인해 권력층이 제공하는 의제 사건들에 언론이 동원된

다면 방송에서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문제들을 본격 으로

다루는 일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Cook,1998).

정부 공보 담당자들은 기술 으로 미디어 속성에 합한 뉴스 소재를

간 하는 능력을 차 강화하고 있다.그들이 방송 언론에 해서 정책

의제들이 동 이고 드라마 인 화면에 담겨 보도될 수 있도록 의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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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기획해 제공하는 기회가 늘어났다(Pftetsch,1998).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미군의 소말리아 폭격 사태를 보도한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가 폭격 상황이라는 극 인 장면이 담긴 화면을 방송사에 제공하자

방송 뉴스에서는 미국 정부에 우호 인 리포트들을 보도하 다.정부

리들이 사건의 장감 넘치는 상 자료를 제공하며 극 인 홍보에 나

서면 방송사들은 손쉽게 좋은 화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

활용하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발표 시 과 보도 내용에 해 강력한

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Mermin,1997).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송 뉴스룸의 제작 행

은 보도 일정과 내용의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특권 계층의 공보 역할에

취약한 성격을 지니게 되며 이들의 의제를 수동 으로 반 하게 된다.

반면 뉴스 제작의 효율성과 함께 리즘의 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한다

면 출입처에서 입수한 정보에 해 능동 으로 평가하며 비 으로

근하는 뉴스를 보도하고 제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다시 말해 능동

보도 태도를 지닌 언론은 출입처에서 입수한 정보를 참고 자료 정도로만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자를 비 하는 뉴스를 보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취재원은 출입처를 통해 언론에 근할 수 있지만 어떠

한 결과로 보도될 것인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Kuhn,2007).

첫째,언론이 얼마나 능동 으로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뉴

스 제작 행이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한국 신문은 민주화 이후 정부에 한 독립성이 강

화되면서 자체 인 의제 설정을 바탕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까지 수

행하게 되었다(박승 ‧장경섭,2001).반면 한국 방송의 제작 행은

정부에 한 독립성이 약하기 때문에 친정부 인 보도에서 벗어나지 못

한 채 수동 으로 정부 의제를 반 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이민

웅 외,2006).한국 방송 기자들은 출입처에서 제공한 ‘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차원을 넘어 출입처의 의도에 맞게 ‘사실’을 재단하는 경향까지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출입처에 불리한 기사는 ‘축소 보도’하거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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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쓰지 않는’방식으로 뉴스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한국 방송 기자 연

합회,2014).

둘째,제작 행에 따라 출입처를 심으로 한 정부의 의제를 수동 으

로 반 하기도 하며 이와 거리를 두고 능동 인 의제 설정을 수행하기도

한다.만약 언론인들이 갈등 지향 인 뉴스 을 갖고 있다면 반론 보도

가 강화될 수 있다.이러한 문화 조건에서 언론인들은 공식 취재원으

로부터 얻은 정보를 일방 으로 달하는 행에서 벗어나게 된다.유럽

국가의 언론인들을 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덴마크와 국은 갈등 지

향 인 언론 보도 태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된 반면,스페인은 갈등 지향

성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 덴마크 언론은 반론 보

도에 충실하기 해 정부 정책에 한 보도 과정에서 야당과 민간 세력

들의 주장들을 함께 싣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이와 조 으로 스

페인 언론은 정부가 밝힌 내용들을 강조하고 의회 보도를 경시하여 정부

의 지 를 더욱 강화되는 뉴스를 보도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van

Dalen,2012).BBC 기자들은 단순하게 취재원의 말을 듣고 받아

는 형태의 취재에서 벗어나 취재원에게 극 인 질문을 통해 도 하는

제작 경향이 두드러졌다.BBC는 취재원들의 PR 기술이 발 하는

시 배경에 맞춰 더욱 극 으로 취재 기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함

으로써 독립 이고 자율 인 취재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운 하고 있다

(Cushion,Rodger,& Lewis,2014).국민들의 삶에 유용한 뉴스를

제공하기 해 언론은 행 인 공식 취재원의 계에서 벗어나 자체

인 단 기 에 따른 독자 인 뉴스(enterprise)를 생산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한 언론이 독립 으로 운 될수록 독자

뉴스를 더욱 활발히 제작할 수 있다(McQuail,1992).

결과 으로 수동 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공 의제를 반 하는 방송 뉴

스 제작 행은 뉴스의 소재가 되는 문제들의 일부 측면들을 선택해 강

조함으로써 특정한 해석과 평가,특정한 해결책 제시를 함축하게 됨으로

써 정부의 입장에서 공 의제를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Entman,2003).2008년의 경제 기 상황에서 KBS‘9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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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의 경기 침체 상을 요하게 다루며,경기 침체의 원인은 한국

내부 문제가 아닌 외부 문제라는 을 강조했다.그리고 이를 한국

정부가 해결해 낼 것이라는 문제의 틀을 반복 으로 제시하 다.다시

말해 한국 정부의 경제 기 책임은 면제되고 해결자로서 극 인 책

과 응을 제시해야 할 존재로 부각되었다(김수 ·박승 ,2010).이처

럼 정부 심의 뉴스 제작 행은 리즘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약화

시키며 정부의 결정에 해 비 인 뉴스를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야기

하게 된다.수용자들은 뉴스를 통해 효율 으로 정부의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지각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

라는 기 감이 높아진다.간혹 무능하고 부패한 일부 료나 기 들에

한 비난이 제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료 체계가 순조롭게 작

동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향을 미치는 것이다(Fishman,1980).

한국 공공 방송은 공익 실 을 한 뉴스룸의 인력 구조를 충분히 갖추

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의제를 수동 으로 반 하는 제작 행을 나타내

고 있다(이민웅 외,2006).이로 인해 방송 뉴스는 정부를 인

향력을 지닌 정보 제공자이자 뉴스 내용을 본질 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primarydefiner)로 부각시키며,취재 행과 제작 행을 통해

공식 취재원에 으로 의존하고,공식 취재원이 문제의 성격과 범

를 결정하는 데 조하는 역할(secondarydefiner)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Hall,Critcher,Jefferson,Clarke,& Roberts,1978).

2.방송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

1)조직 통제와 업무 자율성

방송 뉴스룸은 마감 시간의 제약 속에서 효율 으로 복잡한 업무들을

해결하기 해 통제 압력을 불가피하게 행사하게 되며 자율 으로 일하

고자 하는 언론인들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언론 학계에서는 뉴스룸에

서 발생하는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해 언론인 문직주의가 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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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는 이 제기된 바 있다(Soloski,1989). 문직주의는 양날의

검과 같이 언론인에게 취재 업무의 자율성에 한 간섭으로부터 방호망

을 제공하는 동시에 구조화된 규범 체계를 통해 언론인들의 활동을 측

할 수 있는 범 로 제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직주의는

회사 내부에서 언론인들이 자율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

공해 왔으며 기자들의 뉴스 제작 과정의 자유를 일정 정도 보장해주었

다.의사와 같은 문직이 스스로 “ 문직화”하려는 이유는 이를 통하여

업무 과정을 보다 자율 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뉴

스룸 내부의 통제 압력과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제작진의 업무 자율성

의 정도가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방송 뉴스룸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언론인의 자율성을 매

우 취약하게 만들면서 조직 내부의 편집진과 경 진의 향력을 강화하

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먼 뉴스룸 내의 계질서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보도국장의 요구 사항은 편집부장에 의해 구체화되고 일선 기자

들에게까지 지시가 일사불란하게 지시되고 있다고 한다(김사승,2012).

KBS,SBS와 미국의 CNN을 상으로 뉴스룸 통제 메커니즘을 비교

연구한 결과에서도 한국 방송 뉴스룸은 상당히 복잡한 체계 속에서 료

이고 계 인 질서를 바탕으로 운 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다.공공 방송 KBS와 사 방송 SBS모두 통 이고 엄격하며 수

직 인 보도국 조직 구조를 공유하고 있으며 집합 인 의사 결정 과정이

시되었다.반면 CNN의 경우 수평 조직 구조에 기반해 개인 심

이고 단순한 과정을 거쳐 뉴스가 선택·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천

일,1995).

한 한국 방송사들의 수직 이고 계 조직 구조는 상부 경 진의

향력이 간 간부진이나 데스크를 거쳐 일선 기자들에게 직 으로

달될 수 있는 효율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국제 뉴스를 장하는 국

제 부장의 역할에서도 KBS와 SBS부장들은 기자들이 편집회의 결정 사

항을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검하고 기자들을 직 리‧감독하는 과업

심 인 스타일을 나타낸 반면,CNN의 국제 부사장은 국제부 기자들



-67-

의 자율 단과 처리를 강조함으로써 기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고취

시키는 데 주력하는 경향을 보 다(박천일,1995).

이와 함께 한국 방송 뉴스룸에서 일선 방송 기자들은 보도국 간부들의

통제에 직 으로 항하거나 이를 견제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

다.방송 뉴스를 결정하기 한 편집회의는 국장과 부서장 사이의 제한

의사소통에 기반해 일선 취재 기자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

으며,개별 리포트에 한 토론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직 내부

의 계 구조에 따라 의사 결정을 내린다.공식 회의와 별도로 진행되는

비공식 모임을 통해 보도 국장이 독단 으로 뉴스 아이템들을 결정하

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김사승,2012).

KBS뉴스룸에서 데스크는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의 진실성과 사실성을

검하고 원고 작성 기법들에 해 세심하게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

다.데스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정권에서부터 취사 선택권까지 리

고 있으며 가끔 소속 기자들로부터 도 을 받을 경우도 있지만 일반 으

로는 존 을 받는다고 한다(이청수,1993).이처럼 일상 인 업무 과정

에서 뉴스룸 간부들은 기자들의 동의 없이 기사 내용을 수정하고 편집

방침을 변경하는 등 편집 과정 반에 강력한 향을 끼치고 있다.사실

계 확인 혹은 뉴스 품질 향상을 한 개입을 넘어 보도국 간부들이

‘보신주의’에 합하거나 주요 취재 안건에 해 ‘단 착오’를 일으킬 경

우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일선 기자들이 이를 견제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

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이민웅,1996).

KBS제작진에 한 연구에서도 PD들은 회사 내부의 통제 체계 강화

와 기술 변화 등으로 인해 제작 과정에서 자율성이 약화되었다고 체감

하고 있었다.취약한 자율성으로 인해 PD들은 업무에 한 동기 부여가

약화되고 창의 인 로그램 제작 업무 능력도 하되는 경향을 나타냈

다고 한다(홍경수,2012).

뉴스룸 통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일선 기자들은 상사와의 논쟁을 피하기

해 뉴스로 보도할 사실의 범 를 정부 련 기사들로 제한하기도 하며

객 인 사실을 나열하는 형식의 뉴스가 범람하게 된다.논쟁이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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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뉴스 제작 과정으로 방송 보도 조직 내부

의 효율 인 자기 검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Krauss,

2000).

언론인들이 뉴스룸 내부의 강력한 통제 방식에 순응하게 되는 것은 뉴

스룸에서 진행되는 사회화 과정에 서서히 동화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

다.사회화 과정 속에서 기자들은 일상 으로 간부진들이 어떠한 기 을

바탕으로 뉴스를 선별하고 기사 수정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면서 내부

의 방침에 해 차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축 한다.이에 해

간부진이 명확한 언 을 하지 않더라도 조직 내부의 평 과 간부진의 사

화를 통해 인사권과 향력을 가진 간부진의 정치 ,사회 선호

체계를 일선 기자들은 서서히 악하고 이에 자신들의 취재 방식을 맞춰

나가게 된다. 한 조직 내부의 인간 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스

스로의 출세 의지를 충족시키고,언론 조직 내부의 제재 규정을 피하며

보상을 성취하기 해 언론인들은 자발 으로 경 진과 간부들의 지시에

력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Breed,1955).일본 NHK 역시 후에

종신 고용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리스트로서의 사명감보다 평생 같은

회사에 속해 있는 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발 됨으로써 체제에

순응 인 ‘조직 리즘’이 강화되고 있다.NHK 기자들은 조직 내부의

교육과 사회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조직 순응 가치체계와 업무 방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재와 제작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안

창 ,2009).

방송 기자들은 좋은 품질을 가진 뉴스를 제작하려는 문직으로서의 규

범도 자각하고 있지만 동시에 효율 인 일 처리와 흥미로운 방송 제작을

통해 상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비즈니스 규범에도 향을 받

게 된다.이러한 갈등 속에서 조직 내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뉴스

통제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수 있다(Bantz,

1985).방송 뉴스룸 문화가 경쟁에 바탕을 두는 것도 권 주의 이고

수직 인 통제 체제에 기자들이 순응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

다.방송 언론인들은 사회 으로 가장 경쟁 인 기풍 아래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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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경쟁 인 뉴스룸 문화를 유발시킨다.방송 뉴스

제작진들은 내부 으로도 끊임없이 다른 방송사들의 뉴스 로그램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시청률이라는 수치 정보를 바탕으로 뉴스룸의 결속

을 다지게 된다.시청률 경쟁 속에서 기자들에 한 노동 통제는 강화되

며 언론인 스스로 내부 승진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Ehrlich,1995).

한국 방송 언론인들 역시 직업 경력을 둘러싼 상호 경쟁이 뚜렷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사회,경제와 같은 핵심부서의 근무 연수가

직업 경력의 요한 기 으로 평가된다(장하용,2004).방송 기자들 사

이에서는 시경 캡(서울경찰청 출입기자)과 사건데스크를 거쳐 국회를 출

입하고 청와 출입으로 이어지는 ‘1 코스’가 선호된다고 한다.이러한

경력 리를 해 기자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문

직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경력 상승을 향한 직업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한국 방송 기자 연합회,2014).

이 같은 직업 정체성으로 인해 KBS기자들은 자기 검열을 내면화하고

일상 으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정부 편향 인 보도 태도

를 유지하고 권력에 한 감시를 소흘히 하는 공보 방송 뉴스 제작 과정

에 편승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정필모,2012a).

이와는 조 으로 국 BBC 언론인들은 상당히 높은 수 의 업무

자율성을 리고 있는 표 사례로 간주되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창의

이고 정치 으로도 자유로운 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Hallin & Mancini,2004).BBC는 방송 언론인의 업무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해 수직 통합 체계로부터 벗어나 실무자가 업

무의 주도권을 갖는 수평 조직으로 변신하기기 한 개 작업을 꾸

히 추진해 왔다.노동 유연성을 높이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뉴스룸에

신속하고 효과 인 의사 결정 시스템을 도입해 뉴스의 품질과 조직의 효

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이민웅 외,

2006).구체 으로는 의회와 국제 뉴스,경제 뉴스와 사회 분야의 정책

을 담당하는 취재진들 가운데 심층 취재 경험을 지닌 기자들을 심으로

뉴스 내용을 자체 평가하는 시스템을 시행 이다. 한 요한 의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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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는 바람직한 방식과 취재의 방향 설정 문제에 해 끊임없이 토

론함으로써 품질 높은 리즘 문화를 지켜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Blumler& Gurevitch,1995).이처럼 자율성을 존 하는 뉴스룸

문화 속에서 BBC 언론인들은 BBC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특별한 소명

으로 느끼고 있으며 일상 으로 과도한 업무와 명성에 비해 높지 않은

연 수 에도 불구하고 열정 으로 공공 서비스에 헌신하는 문화를 만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Küng-Shankleman,2000).

요약하면 방송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은 뉴스룸의 민주 운 의 풍토

속에서 업무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에 따라 기본 성격이 결

정된다고 볼 수 있다.수직 이고 권 인 뉴스룸 질서 속에서는 언론

인들이 공익 가치에 충실한 뉴스보다는 간부진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한 자기 검열이 강화된 뉴스를 제작할 것이다.반면 수평 이고 민주

인 질서 속에서는 공공 서비스에 충실한 품질 높은 보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2)언론인 문직주의와 기능 직업인

언론인이 되기 한 자격 조건이 명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인을

문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언론인들은 상근직으로 문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문가 기

이나 정규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실로 인해 언론인이 과연 문

직인가에 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Shoemaker& Reese,1996).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언론인 스스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직업 정

체성을 인식하게 된다.

첫째,언론인이 사회 으로 여론 형성의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은 공공의 이익을 한 사를 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구체

지식의 문성을 넘어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문직 지 획득의

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특히 공공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 방송

사 언론인의 문직주의는 무엇보다 공익에 한 서비스 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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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Hallin& Mancini,2004).

한국 방송 언론의 경우 정부의 외압과 간섭 속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인

해 공익을 추구하는 문직주의 직업 정체성이 여 히 미숙한 상황이

다.도입 단계부터 한국 언론계의 문직주의는 내용이 아닌 형식 수

에서 수입되었다.1950년 미국 연수를 다녀온 기자들이 문직주의를

실 하고자 신문 편집인 연합회를 창설하고 신문 윤리 강령을 제정하는

등 형식을 갖추려 노력했으나 한국 언론계에서 언론인 문직주의가 실

질 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특히 1960년 권 주의 정

부 이후 문 직업인으로서의 의식은 문직주의의 고양보다는 샐러리맨

화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차재 ,2014).

이후 경제 성장기에도 정부의 직 인 개입과 간섭 속에서 한국 언론

은 문직주의를 제 로 성숙시키지 못한 역사를 거쳐 왔다.강명구

(1993)에 의하면 한국 언론 문직주의는 기부터 정부의 깊은 개입

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고 한다.먼 기자 집단이 문직의 정체성을 갖

추기 해 교육 과정을 스스로 진행하기 에 국가 주도 으로 교육과

재교육을 시행했으며 사이비 기자 일소와 같은 정비 작업 역시 국가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 국가기구에 의해서 언론인에 한 폭력

탄압이 자행되는 동시에 극 인 회유가 이루어져 기자들의 정체성 혼

란을 가 시켰다.정부의 언론 시장에 한 극 개입으로 기자들의

사회 지 는 상승했지만 윤리 규범과 사회 책임에 한 신뢰를 갖추

지 못하는 집단으로 머물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언론인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고 옹

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직업 정체성이 형성되어 왔다는 비

을 받고 있다.압축 고도 경제 성장 시 당시의 우리나라 기자들은 신

문과 방송 모두 권 주의 인 체제 요구에 따라 집단 으로 경제 발 을

지지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 수행에 을 두는 방향으로 성장했던

것이다(강명구,1993).이밖에도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기자 직업의 자

율성을 지켜내기 한 실천 윤리 규범이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

며,설령 그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명목상의 문구에 지나지 않았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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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언론인들의 직업 자율성이 제 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

으로 연구 윤리 규정들이 제정되었지만 도구 ,수사 인 수 에서 그쳤

던 것이다(남재일,2010).

한국 방송 언론인은 ‘국가 공무원’의 성격으로 출발한 이후 오랜 기간

국가 기 의 강압과 회유에 의해 공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 직업인

의 성향만이 강화되어 왔으며 공익을 해 사하는 문직 언론인으로

서 상을 갖출 수 있는 경험은 제 로 축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둘째,언론의 문직주의는 뉴스에 한 가치를 어떻게 실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역사 으로 언론의 문직주

의는 객 주의 취재 규범을 바탕으로 발 해 왔다.객 주의 보도

태도는 미국 언론사에서 홍보 문가들과 언론인의 사회 역할을 차별

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정당에 의존해서 보도하던 언론 행에서 벗어나

자율 뉴스 생산의 이념 근거로서 강조되어 왔다(Schudson,

2003).객 주의 보도는 단순한 사실 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성과 공정성과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삼는다.다시 말해 사회 으

로 논쟁 인 사안에 해 립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보

도하고,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취재원들을 인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McNair,1999).

객 주의 보도에서 와 같은 복합 요인들이 어떻게 구 될 수 있는

가에 해서는 개별 국가 리즘의 문화에 따라 차별 으로 나타난다

고 한다. 를 들어 독일 언론인들은 단순한 의미의 객 주의는 실

인 정치 토론의 지형을 제 로 달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반면,미국

언론인들은 독일 언론인들의 이러한 가치 을 객 주의에서 벗어난 “주

주의”로 평가했다고 한다(Donsbach& Patterson,2004). 한

문직주의가 성숙하게 실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객 주의에 기반한

리즘이 이슈를 다면 이고 균형감 있게 보도하게 하는 원리로서 활

용되지 못하고, 편 사실을 다루는 형식 인 객 보도를 낳는 원인

이 되기도 한다(김경모·신의경,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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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 언론은 사실에 기 한 객 보도를 강조한다.하지만 공익

뉴스를 지켜내기 한 공정성과 균형성,합리성과 같은 가치들을 결합시

키는 수 까지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재의 방송 뉴스는

객 주의 리즘의 근간인 합리성을 토 로 한 세계의 객 화,다양성

을 확보하기 한 실의 정확한 반 ,직 탐사를 통한 경험 찰

과 같은 요소들을 히 구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립 언

어 사용과 6하 원칙에 따른 보도 형식주의 등 기술 요소에 경도됨으

로써 개별 사실 달에 집착하고 정보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을 뿐이

다(유선 ,1995).단편 사실 달에 그치고 있는 한국 언론의 취재

방식은 불균형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듯하다.노근리 사건의 보도 과정에

서도 한국 언론들은 가해자와는 인터뷰를 하지 않고 피해자 측의 인터뷰

만을 다루었다.이와 같은 균형 잡히지 않은 취재 방식은 사건의 진실을

밝 내는 데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며,그 과정에서 검증의 원칙 한

제 로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차재 ·이 남,2005).

셋째, 실 언론 활동에 한 평가에 있어서도 한국 방송 언론인들은

취재 분야에 한 오랜 경력과 문 (specialized)지식을 갖추지 못

하여 그들이 생산하는 뉴스의 품질이 낮고 보도 내용이 편 이라는 비

을 받고 있다.언론인이 취재 분야와 련된 문 지식을 갖추는 과

정은 문직주의를 실 하기 한 기 단계로 볼 수 있다. 문화는 뉴

스에 담긴 문 지식,즉 취재 상에 한 특정 분야의 문 지식과 뉴

스 생산 제작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속성을 의미한다(윤 철,

2003).

방송 언론인들은 신문 등 다른 매체 종사자들과 달리 취약한 경력 리

로 인해 문 지식을 쌓는 차원에서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 되고 있

다.한국 방송 기자들은 여러 분야에서 돌아가며 취재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기 어려운 제네럴리스

트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이효성,2009).방송 기자는 신문 기자에

비해 내‧외근 교체가 잦은 편이며 문 지식 축 에는 불리한 여건에 놓

여 있다(이민웅,1996).한국 방송 기자들의 순환 취재 형태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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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등의 서구 방송 기자들이 장기간 같은 분야의 취재에 종사하는 것

과 조 인 모습을 보인다.국내 방송 기자들은 취재 경력의 문성을

쌓을 기회가 조직 내부에서 제 로 제공되지 않는다.게다가 조직 외부

의 취재원으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조직 내부 데스크의 일방 지시에서

도 자유롭지 않다(이민웅 외,2006).

한편 방송 기자들이 특정한 분야의 경험을 쌓지 못하고 일반 인 분야

의 취재에 나서게 되는 것이 반드시 뉴스의 감시 역할을 약화시킨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Gans(1979)는 ‘워터게이트’와 같은 특

종은 워싱턴 내부의 취재원들과 거리가 있었던 일반 분야 담당 기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지 한 바 있다.기자들의 문성이 출입처의 장시간

취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취재원과 기자들의 담합에 의해 비 인

뉴스는 제 로 보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들이 취재 분야에 한 친숙함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면 취재

원들의 뉴스 향력이 커지게 되며 정확하지 않은 뉴스가 제공될 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특히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이면에 담긴 진

실에 주목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Negrine,1989).이 때문

에 BBC의 경우에는 문직화가 발 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

기자의 역할 비 이 일반기자보다 확 되었다고 한다. 문기자들은 무

엇보다도 취재 사안과 련 있는 다양한 취재원에 근할 수 있으며,이

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안의 핵심을 제시하는 뉴스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Blumler& Gurevitch,1995).

한국 방송 언론의 경우에도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들이 이 분야에 진

출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잦은 업무 순환과 출입처 교체로 인해 취재 분

야에 해 한 문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결과 으로 기획성과

심층성을 구 해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민

웅 외,2006).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 측면에서 한국 공공 방송은 공익 실 에 한 의

지,뉴스의 가치 실 ,업무 문성이라는 세 측면에서 자율 문직

의 특성보다는 기능 직업인의 특성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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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국 BBC언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자율 문직으

로서의 정체성을 비교 뚜렷하게 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BBC 제작진은 수신료를 바탕으로 운 되는 만큼 공공의 이익을

해 사하는 역할을 조직의 최우선 목표로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정부의 간섭을 차단하고 자율성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BBC 제작진은 공공 방송이어서 ‘특별하고,다르며, 요하다’라는 패러

다임을 지니고 있다. 한 국의 많은 사람들이 BBC가 비즈니스 차원

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공 에 사하기 해 다른 방송과 차별화된 탁

월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

고 한다(Küng-Shankleman,2000).공익 추구에 바탕을 둔 공공 방

송의 문직주의는 종사자들에게 창의 인 자유를 최 한 부여하는 형태

로 실 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방송은 집권 세력으로

부터 독립되어 감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균형잡힌 시각으로 사회

를 매개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존재로 활동할 수 있다(Curran,2011).

둘째,BBC 언론인은 고유한 직업 윤리 규범인 한 불편부당성

(dueimpartiality)을 바탕으로 독자 인 뉴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의 기 을 갖추고 있다(Hallin& Mancini,2004).BBC의

한 불편부당성 원칙은 명목 선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역 BBC

최고 경 자들이 안정 인 임기 속에 정부의 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 체계를 지켜내기 해 오랜 시간 발 시켜 온 범 한 규범 체계

의 핵심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다.이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각 사안

의 성격마다 용되는 양상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제 아래 발 으

로 용되는 개념이기도 하다.이 때문에 논쟁 이슈라는 을 밝히면

이슈의 특정한 면만을 보도하거나 하나의 견해가 표명되는 것도 허용되

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한 BBC 기자들은 제작과 취재 장 경험

을 바탕으로 지속 으로 불편부당성을 어떻게 실 해야 하는가에 한

세미나를 갖고 이에 한 여러 가지 가정을 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최선의 용 방법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김세은·이상

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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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는 구체 인 기 을 바탕으로 불편부당성이라는 가치를 지닌 뉴스

를 생산할 수 있으며 외부 권력층에도 분명한 내부의 규범을 공개함으로

써 자율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한다. 한 명시 규범은 소속 기자들

이 공 의제를 자율 으로 단하고 취재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하는

데,이는 BBC 제작진이 유럽 국가들의 공공 서비스 방송사들과 비교할

때에도 훨씬 독립 이고 수 높은 편집 가이드라인을 지켜낼 수 있는

근거로 여겨진다(Hanretty,2011).

셋째,BBC는 업무 문성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이 공 의제에 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뉴스를 제공한다. 를 들어 BBC

뉴스룸은 경제 문지인 <FT(FinancialTimes)>출신의 문 기자들

을 입해 경제 분야 뉴스의 문성과 심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웅,2008).이는 문 기자들이 사실 정보를

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경제 분야에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공 의

제들의 의미를 달할 수 있도록 보도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

다.BBC는 문 기자들의 보도가 공 토론 공간에서 요성을 지닐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BBC 뉴스가 공 의제들에 해 신

뢰할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통이 있다고 한다

(KBS방송 문화 연구소,2012). 한 BBC언론인은 독립 으로 생각

하고,질문하고,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 히 여기는 통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그들은 비 인 질문을 하도록 훈련받으며 끊임없이

뉴스 제작 과정과 련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취재 과정에도 향을 끼쳐서 BBC 언론인들이 취재

상에게 질문하고 련된 증거를 조사하며 독립 인 의제를 만들어 내려는

문직주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Küng-Shankleman,2000).

요약하면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은 뉴스룸 내부에서 공유되는 공익에

한 과 뉴스에 한 가치 실 ,업무 문성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향을 받게 된다.한국 공공 방송 언론인들의 경우 공익에 한 지향이

미약하고 단편 사실 보도에 치 하고 업무 문성이 취약한 상황에

서 기능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반면 BBC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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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공익 실 의 요성을 우선시하고 한 불편부당성의 원칙을 끊

임없이 개선해 용하고,뛰어난 업무 문성을 실 함으로써 자율

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 정부-국민-방송의 계

민주 미디어로 공공 방송이 존립하기 해서는 정부와 권력 심에

해 면 하게 감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

는 합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 한 열린 토론을 통해 사회

으로 취약한 치에 놓여 있는 세력들의 주장과 이해를 공 논의에 반

시켜야 한다.궁극 으로 공공 방송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사회를 민주 으로 운 해 나가기 한 상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민주 사회의 실 을 가능하게 할 것이 요구된다

(Curran,2002).이 에서는 공공 방송 뉴스의 성격에 따른 정부-국

민-방송의 계의 특성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1.정부-방송:비 기능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통 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특권층의 권력

남용에 해 과감하게 폭로하는 감시견(watchdog)역할에 한 기 를

받고 있다.그러나 실 세계에서 언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사

회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기 힘든 조건에 놓여 있다.

먼 언론이 정부로부터 릴 수 있는 독립성의 수 은 공공 방송과 민

간 언론 모두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공공 방송은 정부의 다양한

제재와 지원 수단에 의해 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변자 역

할을 수행하는 지 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언론

역시 사 인 이해를 해 정부와 조하게 되거나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

을 해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 쉽다(Cur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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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한 언론은 감시 상인 기득권 세력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해

당 사회의 지배 정치 질서와 지배 가치 체계에 해 비 하고 의문

을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Graber,2010).

언론의 일상 취재 행은 정부와 특권층 취재원에 집 되어 있다.출

입처 제도를 통해 언론인들은 취재원들을 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정

보와 리핑들을 뉴스로 제작해 수용자들에게 달한다.감시견 역할 수

행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취재원들이 권력과 부를 활용해 호의 인 뉴

스가 보도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언론인들에게 제공하

고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일상 인 행 속에서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이들의 부정을 폭로하고 사회를 개 하는 역할에 충실하기 어려

운 실에 놓여 있다(Bennett,1996).

이 외에도 문직주의가 취약한 환경에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직주의의 발 은 업무 자율성과 공익 추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부 감시자의 역할을 언론이 제

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조건이다. 문직주의가 미성숙한 상황에서

언론은 정부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뉴스로 공 하려는 데 힘을 쏟지 않게

되고 결국 정부를 극 옹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Berkowitz,

1990).

와 같은 실 제약 여건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언론 역할을 수호

하기 해 제도화된 공공 방송은 정부와 시장의 압력에서 벗어나 공익을

해 자유롭고 비 인 언론 활동을 수행할 책무를 지게 된다

(McQuail,2010).공공 방송의 언론인들이 자율 문직으로서 담

하게 정부와 권력 세력에 해 과감한 비 을 수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유지와 발 에 필요한 매우 차 한 문제로 여겨진다.언론이 정부의

업무 성과를 면 히 조사하고 이것을 공 에 제 로 달해야만 시민들

이 정부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악할 수 있으며 선거를 통해 책임을 평

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그러나 권 주의 사회의 언론과 같

이 정부의 정책에 어 나는 보도는 하지 않고 정치 체제에 한 국민

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뉴스만을 제공한다면 민주주의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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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된다(Curran,2002).다시 말해 민주 사회에서의 품질 높은

뉴스란,언론이 재의 권력자 집단에 한 감시 역할을 제 로 수행함

으로써 유권자들이 권력자들과 안 정치세력들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의

미있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Graber,

2010).

비 언론 역할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한국 공공 방송은 집권 세력

에 해 공정한 뉴스를 제공하기보다 일방 으로 정부를 지지하는 보도

에 을 두면서 비 여론 형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일례로 한국 공공 방송은 청와 가 제공하는 메시지를

충실하게 달하고 통령의 심리 내면 세계를 인간 으로 묘사하는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 처하는 곤경을 피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례도 지 된 바 있다(정필모,2012a).이는 무엇보다 공공 방송

뉴스룸에서 출입처 정보를 수동 으로 반 하는 취재 행이 지배 이며

언론인들의 자율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공익을 해 기여하고자 하는

지향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민웅 외,2006).

이처럼 공익에 한 지향이 낮은 언론인들이 만들어내는 뉴스는 권력자

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달하는 수 으로 축소될 수 있다.뉴스는 정부

의 정책 홍보의 일부분으로 제도화되고 반 여론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상태가 유지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 뉴스 제작 과정에서 정부

의 안과 반 되는 견해를 철 히 무시하고 반 임(counterframe)

의 보도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다(Cook,1998).이처럼 공익을 제 로

실 하지 못하는 언론은 여론을 반 하는 독립된 민주주의 제도로서 충

실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정부가 제시하는 공 의제에 한 정의

를 뉴스를 통해 재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이처럼 언론이

권력에 한 감시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권력이 부패했을 때 이

를 사회 으로 감시하는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민

주주의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Krauss,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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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방송:여론 다양성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해 공공 방송은 모든 국민들과 정치 제도에서

소외된 국 각 계층의 사람들의 삶과 활동들이 뉴스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진정한 의미의 ‘국민 표 뉴스’는 다

층 인 에서 제작되어야(multi-perspectival)하며 정부,공식 취재

원을 심으로 한 하향식 보도 신 사회 여러 계층들의 삶을 변하고

그들의 문제를 극 으로 의제화할 수 있어야 한다.보통 사람들이 다

양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균형 으로 달함으로써 정부가 개인들의 삶의

맥락을 반 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뉴스를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Gans,2011).

공공 문제에 한 다양한 정치 세력과 사회 참여자들의 과 목소리

를 달하는 것은 공 인 미디어가 아닌 곳에서는 기 하기 어렵기 때문

에 공공 방송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을 태롭게 할 수

있다(Bennet& Paletz,1994).민주주의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경

쟁 인 정책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여러 안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과

정을 통해 구체 으로 실 된다.논쟁 인 시각들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달될수록 시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안을 합리 기 에 따라 선

택할 수 있게 된다(Schattschneider,1964).토론 공간을 제공하기

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과 사려 깊은 제안들,그리고 안에 한 비교

가능한 정보들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Kovach & Rosenstiel,

2007).따라서 공공 방송은 공 의제의 토론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

양한 들과 정보를 달하는 보도를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할 책무가

따른다. 한 풍부한 뉴스와 시사,토론 로그램들을 통해 시민들이 민

주주의 발 을 한 상호 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Curran,2002).

공공 방송 뉴스는 국민들의 삶을 충실히 조명하기 해 다양한 행 자

들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추종하는 뉴스가 아닌 시민사회의 여

론을 충실히 매개하는 뉴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공공 방송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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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해를 고려해 수용자를 구분하는 사 방송과 달리 사회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극 으로 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Blumler&

Hoffmann-Riem,1992). 한 민주주의에 충실한 언론은 정부 정책

만을 국민들에게 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해 어떻

게 평가하고 해석하는가,정책들이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

가에 한 평가와 분석을 뉴스를 통해 달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정부

정책을 매개해야 한다(Gans,2011).부동산 의제와 같은 공 정책

수행 과정에서 만약 뉴스가 여론을 제 로 조명하지 못한다면 공 의제

련 뉴스는 정책 입안자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역할에 머물게 될 것이

다.정부 의 뉴스는 공공 방송사가 합리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해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 의 이해가 충분히 반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민주 인 공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Kennamer,

1994).

그러나 실 으로 공공 방송 뉴스가 정부의 변자가 아닌 국민 표

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제한될 수 있

다.먼 언론의 독립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공공 방송의 보도는 시민들

의 신뢰를 얻기 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세력들의 이해에

사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이러한 조건 속에서 공공 방송이 합리

토론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채 외부 세력인 정부와 정당,사회 집단

들,경제 실세들만의 목소리를 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Hallin &

Mancini,2004).

한 취재 행을 통해 언론인은 출입처에서 만나게 되는 취재원들을

고정 취재 상으로 여긴다.이로 인해 취재 범 가 정부 리들과 정

치인들과 같은 소한 엘리트 그룹에 집 되며 다양한 을 고려하는

뉴스 취재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를 들어 미국 언론의 외교 문제에

한 취재망은 백악 ,국방부,국무부라는 황 트라이앵 안에서 형성

되며 이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Cook,1998).

더불어 언론인이 자율 언론인으로서가 아니라 기능 직업인으로 공

의제를 다룰 경우 공익 이 아닌 편의 인 방식의 보도를 하게



-82-

될 가능성이 크다.기능 에서 방송 언론인은 업무 행에 따라 공

식 취재원의 과 견해를 뉴스에 그 로 반 하려는 경향이 있다.이

때문에 언론이 반 하고 매개하는 여론은 정책 토론의 최소한의 범 로

축소되며 반 안들은 편화됨으로써 정부의 의제를 옹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Kennamer,1994).공공 방송의 뉴스 가치에 한 평가가

소하게 이 질 경우 내용 으로는 다원성을 상실한 채 정부로부터 나

온 문제 정의와 해석의 틀을 고스란히 달하는 데 그치게 되며 안

과 의견들은 공 논의 공간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결과

으로 공공 방송이 수행해야 할 가장 요한 책무인 품질 높은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합리 이고 포 인 공 논쟁을 개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역할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Curran,2002).

한국 공공 방송은 에서 살펴본 제약 여건으로 인해 정치 안 세력

과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 로 반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삶을 매

개하지 못하고,정부를 변하는 정치성을 강하게 나타낸다는 문제 을

보이고 있다(김수 ·박승 ,2016).이러한 때문에 공공 방송이 국

민을 표하는 역할은 소흘히한 채 정부의 홍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

며,방송에 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집권세력에 유리하고 편 인 방

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이효성,2002).

한국 공공 방송 뉴스에서는 ‘폭넓은 ’이나 ‘넓고 깊은’보도 규범은

무시되고 있으며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재는 처음부터

제작과 보도에서 외면당하는 경향이 있다(조항제,2014a).경제 기와

비리에 한 방송 뉴스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강태 ,2000)에서도 정

부와 재계의 공식 정보원의 비 은 으로 높은 반면 소액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시민단체,노조와 같은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반 되는 비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원인과 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취

약하며 정부의 수사 황을 달하는 데 치 하는 황 심의 보도에

그쳤다고 한다.

부동산 뉴스 보도 과정에서도 문직으로서의 자율성이 취약한 한국

KBS와 문직주의에 충실한 BBC는 여론 반 면에서 차별화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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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냈다.한국 KBS는 요한 공 의제 보도에서 행정부와 여당의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도 태도를 나타냈다.반면 국 BBC는 민

간 문가들과 시민단체,의회의 야당 의원들과 같이 정부 정책에 해

건설 이고 합리 인 안을 제시하고 비 을 수행할 수 있는 세력들의

다원 인 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 다(김수 ·박승 ,2016).

한국 공공 방송의 출입처 의존 취재 행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독자

인 뉴스 제작을 축시키고 이는 다시 뉴스의 다양성을 악화시킴으로

써 시민 사회를 주변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뉴스룸의 취재망은 정부 부

처의 출입처 구조로 구성되어 공보 기능은 효율 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장기 이고 근본 인 문제에 한 취재와 보도 기능은 왜소화되는 한계

가 있다.차재 ‧이 남(2005)의 노근리 사건에 한 한국과 미국의 보

도 과정 연구에서도 미국의 AP통신은 유연한 조직 구조와 취재 시스템

을 바탕으로 장기간 특별 취재 을 구성해 활동을 벌 으며 큰 취재 성

과를 이루었다.반면 한국 언론은 장기간의 로젝트 취재 을 구성할

만한 인 ‧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웠고,이로 인해 철 한 취재와 보

도에 실패한 것으로 지 다.한국 언론의 장기 취재 부재 문제는 출입

처를 심으로 한 일상 인 업무 수행이 뉴스룸을 지배하고 있다는

과,더불어 공 의제를 심으로 한 취재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다는 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 한국 방송 언론인들의 경우 방송 뉴스 제작 과정의 핵심 부분은

출입처를 통해 얻은 정부 출처의 정보에 따라 결정되며 민간 부분에

한 취재는 이를 뒷받침하기 한 형식 이고 도구 인 역으로 축되

기도 한다(최 재·남재일,2013).공공 방송 뉴스에서도 출입처에 의존

해 공식 취재원이 밝힌 부분 인 사실만이 체 인 진실로 포장되어 보

도될 경우 뉴스 체의 다양성은 훼손되고 시민들을 해 달되어야 할

공 정보의 수 은 하될 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Herman,

1985).

한국 공공 방송 뉴스는 ‘공 ’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의 정당성만을 확보

하고 실제로는 집권 세력의 방송 통제를 통해 여론을 장악하는 것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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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최 묵,2012).한국 공

공 방송은 내부 행과 문직주의의 미성숙으로 인해 리즘 기능을

수행하기 한 최소한의 자율성마 받으며 국민을 표하기보다 정

부의 입장을 변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제4 소결:공보 방송 모형 분석

공 재원을 바탕으로 성립·운 되는 공공 방송은 실 운 방식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며 조 모형으로 공익성에 충실한 공 방

송 모형과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채 정부와 특권층의 공보 역할에

충실한 공보 방송 모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한국 공공 방송을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기

해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와 ‘공보 모형 분석 틀’을 심으로 <표 3>

과 같은 분석 상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특성

구조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내부

행

선별·취재·제작 과정

선별 기

취재 행

뉴스의 형식

제작 행

언론인 직업 정체성
뉴스룸 통제

문직주의 지향

정부-국민-방송
정부 -방송

국민 -방송

방송 모형의 특성
‘공보 방송 모형’, 는

‘공 방송 모형’

<표 3>공공 방송 모형 분석 상

첫째,공공 방송 뉴스에서 반복 ·체계 으로 드러나는 내용 특성의

원인을 뉴스룸에 내면화된 내부 행을 통해 살펴보려는 시도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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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송 뉴스룸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업무를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 뉴스를 선별하고,취재하며,제작하는 과정에서 내부 행을 형성

하게 된다.뉴스룸은 뉴스 선별 과정에서 수용자들에게 달하기에 합

하다고 단하는 뉴스의 가치 기 들을 행 으로 용한다.뉴스에 필

요한 정보를 효율 으로 확보하기 해 뉴스룸은 취재망을 형성하고 취

재 행을 유지한다.방송 뉴스는 매체의 속성상 일정한 시간을 단 로

뉴스를 제작하게 되는데 일정한 시간 길이의 뉴스 형식을 행 으로 유

지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친숙함을 높이고 제작의 불확실성을 이는 경향

이 있다.화면 구성에 따른 기술 요소로 인해 방송 뉴스룸 마감 시간

제약의 압박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를 효율 으로 처하기 한 제작

행을 형성하게 된다.이러한 내부 행들은 뉴스룸의 운 목표와 방식,

인력 자원과 재정 지원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며 결과 으로

뉴스의 품질과 공익 실 의 수 에 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언론인의 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은 업무상의 자율성과,공익에

한 지향,취재 분야에 한 업무 문성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방송

뉴스룸의 통제 정도에 따라 일선 기자들이 체험하는 업무상의 자율성의

범 가 결정된다.업무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스스로의 단을 바탕으로

취재와 제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강해질수록 문직으로서

의 정체성도 강화된다.명확한 자격증이 없어도 언론인들을 문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시민들을 표해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언론인

들이 구체 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문직으로의 지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업무 문성은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기자들의 취재 활동과 결과물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직화의 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방

송 언론인들의 직업 정체성은 뉴스에 포함되는 가치와 품질을 결정한다

는 에서 공공 방송 성격을 살펴보는 데 핵심 부분이다.

셋째,공공 방송은 정부와 국민 사이를 매개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

공익 실 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주요하게는 정부와 특권층을 감시

하는 기능에 충실하고 체 국민을 균형 으로 표하며 다양한 여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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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는 역할의 수행 정도에 따라 공익 성과를 평가해볼 수 있다.

종합하면 공공 방송이 다양한 유형 가운데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가를 분석하기 해 <표 3>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뉴스룸의 선별·취재·

제작 과정에서의 내부 행과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그리고 정부-국

민-방송의 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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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제1 연구 문제

이 연구는 공 재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공공 방송 KBS를 어떠한 방

송 모형으로 악할 수 있는가를 부동산 뉴스 생산 과정과 내용에 한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세계 공공 방송사들은 명목 으로 공익을 표방하며 설립되었지만 실

질 운 방식과 방송 품질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수 을 나타내고

있다.이 연구는 한국의 공공 방송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격을 연구하기

해 ‘공보 방송 모형’과 ‘공 방송 모형’의 두 가지 이론 모형을 수립

해 살펴보고자 한다.‘공보 방송 모형’의 공공 방송은 정부로부터 자율성

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부나 특권층의 입장에서 공 을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공 방송 모형’의 공공 방송은 높은 수 의 자율성을 바탕으

로 정부와 특권층의 권력 남용과 부패를 비 하고 시민들의 삶에 유의미

한 뉴스를 제공한다.

KBS를 어떠한 유형의 공공 방송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

기 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 인 근을 시

도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구조 인 측면을 강조해 정부와의 외부 계를 심으

로 공공 방송의 성격을 논의해 왔다.이 연구는 한국 공공 방송의 본질

을 악하는 데는 일반론 ·추상 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으로 뉴스룸 내부의 뉴스 생산 행과 공공 방송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

을 살펴보려 했다는 에서 차별 이다.

한 연구 범 를 경험 으로 찰 가능한 방송 뉴스 보도 내용과 내부

행에 한 심층 인터뷰를 함께 분석할 수 있도록 확 했다.연구 상

은 공공 방송이 언론으로서 실 하고 있는 공익 성과를 구체 으로 평

가하기 해 한국 사회의 요한 공 의제인 부동산 문제에 한 뉴스

로 설정했다.공 의제 가운데 부동산 분야의 뉴스를 분석 상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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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에서 공공 방송의 성격 악에 유리한 이 있

다.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공공 방송 뉴

스가 지향해야 할 공익 가치를 평가하는 데 부합된다.부동산 문제는

시민 사회에서 활발한 경제 활동이 벌어지는 분야인 동시에 정부의 정책

과 규제로 이해가 충돌하게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시민 사회와 정부 정

책의 문제가 복합 으로 얽 있는 사안이라는 에서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선 공동체의 주요한 공 의제로 간주할 수 있다. 한 정치 분야에

서 선거를 심으로 단기 으로 이슈가 변하는 것과 달리 장기 이고

근본 문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차를 두고 분석하

는 데 유리하다.정치 공방으로부터 비교 립 인 지 에 놓여 있

기 때문에 정부와 집권 세력으로부터의 직 향력을 넘어 내부 행

에서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합하다.부동산 문제는 뉴스의 성격을 객

인 통계 자료와 비교해볼 수 있는 분야라는 에서 분석에 용이한

이 있다.

에서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한국 공공 방송 뉴스의 선별·취재·제작 과정의 기본 특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방송 뉴스룸에서 부동산 뉴스가 보도되기 해서는 일정

한 기 에 따라 선별되고 취재원을 통해 정보가 수집되며 마감 시간에

맞춰 리포트로 제작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한국 공공 방송 뉴

스룸은 이러한 과정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 오랜 기간에 걸쳐 행

을 형성해 왔으며 고착화된 내부 행은 방송 뉴스의 성격에 향을 미

치게 된다.따라서 방송 뉴스의 최종 산출물인 보도 내용에서 반복 ·체

계 으로 발견되는 패턴과 함께 이를 야기하는 뉴스룸의 내부 행의 특

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공공 방송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공공 방송 언론인은 뉴스룸 내부의 사회화 과정

을 통해 직업에 한 윤리 과 가치 을 익히게 된다. 한 업무를 부여

받고 수행하며 평가받는 과정을 반복 으로 경험하면서 언론인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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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한국 공공 방송 언론인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리며 공익에 해 어떠한 가치 을 뉴

스룸 내부에서 공유하고 있는지 살펴 으로써 이들의 직업 정체성의

특성을 악해 보고자 한다.

셋째,한국 공공 방송이 정부-국민의 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이는 다양한 공공 방송의 유형들 가운데

궁극 으로 한국 공공 방송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다.한국 공공 방송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 하며, 체 국민을

균형 으로 표하고 시민의 삶을 뉴스에 반 하는 ‘공 방송 모형’을

실 하고 있는지,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고 옹호하며 정부와 특권층을

변하는 ‘공보 방송 모형’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1)한국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의 선별‧취재‧제작 과정에

나타난 기본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한국 공공 방송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연구 문제 3)한국 공공 방송의 기본 성격은 무엇인가?즉,궁극 으

로 공 방송 모형과 공보 방송 모형 가운데 어떤 모형

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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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 방법

공공 방송 뉴스의 성격을 사회 내의 요한 공 의제를 심으로 평가

하는 것은 공익 실 의 성과를 구체 으로 악할 수 있다는 에서 유

용한 근법으로 평가된다.공 의제에 한 논의 정책 수립 과정에

서 미디어가 한 정보와 다양한 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추상 공익 실 이라는 목표를 언론 매체가 어느 정도로 수

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불어 경제 분야의 부동산

뉴스는 경제 통계 자료를 통해 제시되는 객 인 실 지표를 활용할

수 있기에 뉴스의 편향성에 한 실질 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에서 유

리한 면이 있다(McQuail,1992).

이 에서는 연구 상으로서 부동산 의제가 지닌 의미를 살펴보며 연

구 방법인 내용 분석과 심층 인터뷰의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등을 제시

하고자 한다.

1.연구 상

1)부동산 의제와 공공 방송의 역할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가장 요한 공 의제 하나이며 주요한 정

치 논쟁 사안인 부동산 뉴스를 바탕으로 공공 방송이 심층 이고 종합

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다양한 여론이 반 되는 공 토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부동산 뉴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한 의제로 간주된다.

첫째, 민주주의 선거에서 경제 문제가 차지하는 비 이 차 확

되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경제 리즘의 문제와 한계가 뉴스의 특성을

악하는 데 요한 연구 분야로 부각될 수 있다(Kinder,Adams,&

Gronke,1989).미국 클린턴 통령의 유명한 선거 구호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theeconomy,stupid)”가 집약 으로 선거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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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문제가 지닌 요성을 상징하듯이 한국 정치 상황 한 선거에서 경

제 문제의 요성이 차 커지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뉴스가 공

인 의제를 취재·보도하는 방식에 한 탐구가 필요하다.경제 뉴스는

경제 상황을 단순하게 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경제 련 정보

가운데 특정 요소를 선별하고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 문제에 한

해석의 틀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에서 극 인 정치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수 ·박승 ,2010).

둘째,부동산 의제는 근본 으로 한 사회 구성원들의 기 삶의 요소

인 주거 문제를 의미하며 편안한 주거 공간을 릴 수 있는 권리 한

모든 국민들의 생존 요건이라는 차원에서 경제 ·사회 약자의 의견이

존 될 필요가 있다(이 구,2009).UN 인권 약도 인류 보편 문

제인 주거 권리는 인간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해 려야 할 기본 권

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2)이러한 에서 최소한의 인간 주거

권리조차 리지 못하는 경제 약자나 소수 세력에 한 국가의 공

지원은 공동체의 필수 인 책무이다(Doling,1997).따라서 공 언론

은 생존권의 차원에서 주거 문제와 련된 사회 내 약자들의 목소리가

공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부동산은 한국인들의 경제 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자산이다.따라서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겪는 어려움들을 공 의제로

발굴하려는 극 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미국 일본 국

비 융자산 75 29 40 50

융자산 25 71 60 50

<표 4>주요국의 가계자산 구성 (단 :%)

< 융 투자 회(2015.3):시 은 한국(‘12),미국(’13),일본(‘12), 국(’12)>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융투자 회(2015년 3월)의 자료에 따르면

2)http://www.un.org/en/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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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체 가구는 자산의 75%를 부동산을 심으로 한 실물 형태

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인들의 실물 자산은 29%에 불

과하며,일본이 40%, 국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한국인의 부동산 자산 비 은 매우 높은 수 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공공 방송은 부동산과 련한 정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부동산 문제에 한 품질 높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

정부 정책의 편익과 손해에 해서도 객 으로 분석하여 보도하려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 일이라 단된다.

넷째,부동산 분야에 한 정부 정책과 집행의 장기 향으로 우리

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에게 부가 집 되고 다른 구성원들의 빈곤은 심화

될 우려가 있다.이는 한국 사회가 지난 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작스런

지가 상승과 주택 가격의 폭등 속에서 극한 인 투기의 험에 끊임없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정운찬,1997).경제 성장기를 배경으로 토지 가

격은 1970년 에 일차 으로 등했으며 1980년 에도 지가 총액은

기존 액의 4배 이상 상승했다.부동산 가격 등 상은 거 한 규모

의 불로자산의 증가와 졸부의 탄생,부의 사회 정당성 상실과 같은 부

정 후유증을 우리 사회에 남기게 되었다(김기완, 2011; 정훈,

2012).

이 연구는 공공 방송이 부동산 의제를 보도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은 측

면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공 의제는 단순한 주제(topic)들의 나열을 넘어서서 포 인

맥락 정보가 담긴 의제(agenda)를 의미한다. 를 들어 ‘약물과의

쟁(warondrug)’와 같은 표 은 개별 정책을 넘어 약물 문제가 지닌

요성과 시 성을 강조하며 약물 문제에 한 정부의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Kosicki,1993).공 의제는

개별 기 에서 제시하는 개별 주제들과 비교해 보다 함축 이고 포

인 개념인 것이다.

둘째,부동산 의제와 같이 한 사회의 요한 이슈에 해 사회 인 공

의제가 설정되고 이에 따른 정책들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언론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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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Entman,2010).언론이 공 의제의 선택

과 확장 과정에서 상징 인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지지 세력의 결집이 가

능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Cobb,1983).이 같은 이유에서 미국의

경제학자 Stiglitz(2012)는 “정책 쟁은 인식 쟁이기도 하다”라고 밝

힌 바 있다.그는 미국 내 주요한 경제 정책들, 를 들어 유산세 폐지

와 같은 합리 정책들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미국 언론이 미국인

들에게 련 정책들에 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주요한 경제 분야의 공 의제에 해 미

국인들이 할 수 있고 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는 언론이지만 미

국 언론이 논쟁 인 경제 의제들에 해 고정 념만을 하고 있어 근

본 개 방안에 한 지지 여론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언론이 공 의제를 보도하는 시 역시 여론 형성에 의미를 지

니고 있다.언론이 공 의제에 미치는 향력은 의제의 성격이 제시되

고 지지를 확장해가는 과정(agenda-building) 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의 ‘문제가 되기 이 의 상황(thepre-problem state)’

단계는 상의 악화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직 공 의 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Downs,1972).이 시기에 언론이

련 사안들에 해 상황을 악하고 뉴스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이 단계에

서 공 의 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 뉴스 매체는 보도량을 증가시켜 의제가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하며 특정 이슈에 심이 더욱 집 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이슈들이 무시

될 수 있도록 한다(Pal,1997).

다음 단계는 정치 역에서 의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 정의

(problem definition)’단계로,정치 갈등 국면에서 어떤 특정한

이 유리한 고지를 유하는 데 결정 으로 작용할 수 있다.문제 정의

과정에서 언론 보도는 상황을 설명하고 묘사하고 설득하는 데 결정 역

할을 하게 된다. 련 뉴스에서 인과 계가 제시되며 맥락이 규정되고

정책의 목표가 제시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안 에서 어떤 특

정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정당화하게 된다(Rochfort& Cobb,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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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는 드라마 으로 사건이 개되고 사람들의 심이 증하며 문

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국면이기도 하다(Downs,1972).

마지막 단계에서 공 의제는 여러 안들 가운데 특정 세력의 해석의

틀이 지배 해석 모형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Miller&

Riechert,2001).가능한 여러 잠재 해석 모형들 가운데 특정한 문

제 해석의 틀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공 들에게 배타 이고 독 으로

확산되는 단계다.의제에 한 갈등의 범 가 클수록 해당 세력들은 언

론에 더욱 의지해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게 되며 공 에 달되는 정책

과 공 의 반응에 따라 구체 으로 실 되는 정책 범 가 결정된다.이

러한 과정을 통해 뉴스 매체가 개방 으로 정책 경쟁자들의 안을 공

들에게 공정하게 달할 경우 공 들은 자신의 이해 계에 따라 정치

세력들을 평가하고 효과 으로 투표에 반 함으로써 민주주의 실 을 가

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Schattschneider,1964).

넷째,한 사회에서 공공 정책을 마련하기 한 일련의 선택 과정은 정

책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불가피한 갈등 상황을 동반하게 된다

(Baumgartner& Jones,2002).이 때문에 언론이 획일 으로 정부

나 특정 이해 세력들의 목소리를 집 으로 뉴스에 내보낼 경우 민주

사회의 기본 제는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공공 방송은

논쟁 사안에 한 다양한 들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뉴스를 제공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이민웅 외,2006).

2)한국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부동산 리즘의 한계

부동산 문제는 그 해결 방안에 한 정치 집단들의 정책 경쟁이 활발하

게 진행되어 온 분야이다.따라서 유권자들에게는 정책 안 세력들이

공평하게 등장해 다양한 안들을 제시하는 뉴스가 바람직하다.특히 부

동산 정책에 한 만족도는 유권자들이 정치 세력을 평가하는 결정 인

요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싼 공공 방송 보도의 공

정성과 균형성이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정훈,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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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 성격을 지닌 부동산 의제에 해 역 우리나라 정부는 근본

인 문제 해결보다는 즉자 이고 단기 인 정책에만 집 함으로써 오히

려 부작용을 키워왔다는 비 을 받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고 비 해야 할

한국 언론의 역할 역시 미흡했다고 평가된다(제정임,2004).역 정부

들은 부동산의 주기 인 가격 상승과 하락에 응해 긴 부동산 책을

남발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면 후속 조치를 통해 가격 안정 방

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되풀이 해왔다.정부는 정책 목표를 일시 인 부

동산 가격 상에 맞추고,세무 조사나 행정 처벌 등의 단속에 집 했

다.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장기 이거나 일 되지도 않았다(김기

완,2011;윤종세,2009;정훈,2012).부동산 문제는 민감한 정치

사안이기에 실질 인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을 한 합리 정책 결정보

다는,선심성 부동산 정책을 통해 정권에 한 지지를 강화하는 비합리

근을 취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역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들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경기 활성화

에 치우쳐 있어,서민들의 기본 주거 안정 문제라는 주요한 정책 목표

는 축되고 배제되었다.실제로 지난 1967년부터 2007년까지 40여

년 동안 한국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주요 정책 59건 가운데 투기 억제

정책은 31건,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 책은 17건으로 거의

부분을 차지한 반면 임 주택 공 과 같은 주거 복지 정책은 11건에

불과했다(윤종세,2009).

뉴스 가치 한국 부동산 리즘

심층성 가격 변동 심 부동산 뉴스

비 성 정책 달

취재원 정부 발표 의존

의제 다양성 정부 의제 범 내 축소

<표 5>한국 부동산 리즘의 한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와 같은 문제 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정부

의제를 수동 으로 강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가격 변화를 경마식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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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데 주력하여 근본 인 부동산 문제의 해결보다는 정부 정책을 무

비 으로 달하는 태도를 보여 바 있다.앞의 <표 5>에 요약되어

있듯이 한국 언론은 부동산 의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쟁 들

을 외면한 채 부동산 자산 가격의 등락을 수치 으로 달하는 데 치

해 왔다(최 재,2005).부동산 뉴스의 범 를 가격 변동을 심으로

제한하는 부동산 뉴스 보도 방식은 체 인 틀 속에서 정부의 부동산

의제 리를 지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역 정권들이 펼

친 단기 부동산 책들의 효과를 시장의 변동 상황 보도를 통해 강조

하고 정 으로 평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에 한 기 감을

반복 으로 보도함으로써 체 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조 인 뉴스를

제공해 온 것이다.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 가격의 안정이라는 단기 이고 소한 정책

주제에 집 된 결과 쾌 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궁극

목표는 공 의제로 등장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안재 ,2006). 한

정부 의제 범 를 넘어서는 뉴스를 제공하지 못한 한국 부동산 리즘

으로 인해 국민들의 주거 기본권에 한 공 의제는 배제되었으며 공

과정을 통해 논의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고 볼 수 있다.부동산 의제는

본래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 있는 분야이다. 를 들어 국민들이 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수 은 어느 정도인가,주거 공간이 필요하지만 자

산과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회 지원이 바람직한가,세입

자들의 안정 거주를 해 어떠한 책이 필요한가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 들에 한 근본 논의들이(Doling,1997)한국 부동산 리

즘에서는 공백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다.

언론이 부동산 의제와 련해 일부 지역의 거래 상황과 시세 변동을 수

치 으로 제공하는 보도만을 반복한다면 수용자들은 체 인 에서

부동산 문제를 볼 수 없게 된다.더욱이 심을 가져야 할 부동산 의제

의 범 가 가격 안정이라는 범 로 축소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를 들

어 언론은 통계 기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들에게 경제 성장률,

인 이션,실업률과 같이 친숙한 통계 정보들에 을 두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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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시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복지 등과 같은 추상 목표

들에 하여 정부가 무슨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단하는 경

향을 나타낼 수 있다(Birkland,2005). 를 들어 언론이 일반 으로

흔히 보도되는 경제 성장률과 같은 지표 신에 불평등 지수의 추세를

지속 으로 보도한다면 불평등 문제에 한 일반인의 심이 강화될 가

능성도 커질 것이다(Koch-Baumgarten& Voltmer,2010).실업률

과 고용률 지표의 경우에도 언론이 실업률 지표를 더욱 으로 보도

하기 때문에 실업 문제는 실업자 개인의 행동 선택 문제로 제시되며,

해당 사회의 경제 구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의 문제로 제시되기 어렵다고 한다(Jones& Baumgartner,2005).

이처럼 편 한 방송 경제 뉴스의 통계 선별 기 으로 인해 소규모 자

업자나 민간 경제 주체들이 일상 으로 겪게 되는 문제들은 뉴스로 제작

되기 힘들다.경제 기자들은 다양한 경제 문제의 속성들을 이해하도록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재에 나서게 되며 시청자들의 심

도가 낮다는 이유로 의미 있는 경제 기사들이 기획 단계부터 배제될 가

능성이 높은 것이다(Gans,2003).

지엽 인 통계 수치의 강조로 인해 체 인 의제의 성격이 뉴스에서

조명을 받을 기회는 사라진다.수치 정보로 축소된 정보는 수치가 생

산된 사회 인 기원과 배경으로부터 추상화된다.경제는 수치를 포함한

통계가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는 구경거리의 수 에 머물 뿐이다.

결과 으로 수용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맥락에서 이러한 수치 변동을 해

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 변화를 지켜보는 존재에 그치게 된다

(Dahlgren,1980).

더불어 한국 언론들은 그간 정부가 발표한 책들에 따른 효과를 단편

이고 편 인 시각에서 달함으로써 부동산 문제에 해 근본 인

논의의 장이 형성되는 것을 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해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 으로 비 하고

안을 추구하려는 취재 태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그간의 부동산

뉴스는 정책 기사에 한 역사 맥락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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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정책의 비용과 편익 분석 역시 제 로 수행하지 못했다.이로 인해

수용자들이 련 문제를 제 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제정임,2004).

근본 인 논의를 펼치지 못한 한국 부동산 리즘은 서울 강남 3구

와 같은 일부 부유한 지역의 동향을 포함한 선정 소재를 달하는 데

에 주력해 왔다고 평가된다.수용자들을 자극하기 해 부유층을 심으

로 보도하는 태도는 다른 지역 국민들에게 심리 으로 소외감과 박탈감

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공 의제의 범 자체를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세로 축소시킬 험이 있는 것이다(백선기,2003).

한 부동산 가격이 등하는 시기에 부동산 련 보도가 일부 특정 부

유층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에 집 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는 데에 일조했다는 비 도 받고 있다.이처럼 특정 지역을 강조

하는 보도 경향 때문에 국 단 의 부동산 문제는 균형 으로 달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보도 경향은 국토의 균형 발 이라는 요한 부동

산 문제 해결 방안에 한 논의 자체를 사라지게 한 주요 원인이기도 하

다(최지황,2013).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일 성 없는 정

책들의 부작용이 축 되면서 미래 세 에 한 사회 ‧경제 부담이 가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김선덕·김갑성·김 아·권 ,2013).

그러나 시장 상황을 종합 으로 달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들을 감시

비 할 만한 부동산 리즘은 성숙되지 않았으며 부동산 뉴스에서

달되는 의제의 폭도 정부 의제 범 내로 축소되었다.

2.보도 내용 분석

1)분석 자료

이 연구의 분석 상은 2008년,2013년 각각 한 해 동안 방 된

KBS‘9시 뉴스’와 SBS‘8시 뉴스’의 부동산 련 리포트 내용 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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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BS ‘9시 뉴스’는 KBS 내부에서 가장 요한 뉴스 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어 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단하 다.SBS‘8시 뉴스’는

공공 방송사와 소유 구조가 다른 사 방송사의 표 뉴스 로그램으로

서 KBS의 ‘9시 뉴스’에 한 비교 평가 상으로 선정하 다.뉴스 내

용 자료는 KBS뉴스 홈페이지3)와 SBS뉴스 홈페이지4)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베이스 기사 제공 서비스를 통해 수집하 다.

<그림 4>KBS9시 뉴스 자료 화면 시

의 <그림 4>과 같이 KBS와 SBS는 홈페이지를 통해 날짜별로 메인

뉴스 로그램 기사와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가 2008년과

2013년 두 해 동안의 메인 뉴스 로그램 체를 직 확인하여 부동

산과 련된 모든 기사들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축하 다.

3)http://news.kbs.co.kr/common/main.html

4)http://news.sbs.co.kr/common/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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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부동산 엠바고 보도 자료의 시

구축된 자료를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화면 내용을 확인하고 수집된

기사 내용과 조하는 과정을 통해 검하 다.이와 함께 <그림 5>와

같이 ‘온나라 부동산 포털’5)을 통해 2008년과 2013년 두 해 동안 정부

에서 공표한 부동산 정책 련 자료 체를 수집하고 KBS‘9시 뉴스’와

SBS‘8시 뉴스’에 보도된 부동산 뉴스에 날짜별로 어떻게 반 되었는가

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내용 분석을 한 분석 단 는 방송 뉴스에서 보도된 개별 리포트로 삼

았다.한국 방송 뉴스는 앵커의 유도 멘트와 기자의 리포트가 연결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이에 이 연구에서도 앵커의 유도 멘트와 기자가

리포트한 내용을 연결한 것을 하나의 분석 단 로 설정하 다.참고로

부동산 문제와 련된 뉴스 가운데 앵커가 단신으로 처리한 부분은 배제

하 다.이 같은 차를 거쳐 2008년 수집된 KBS‘9시 뉴스’의 부동산

리포트 수는 153건이었으며 2013에 수집된 리포트 수는 54개이었다.

SBS‘8시 뉴스’의 경우 2008년에 140건,2013년에는 101건이 수집

다.

5)http://www.onna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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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2015년 6월 기 100;출처 주택실태 보고서)

분석 시기로 2008년과 2013년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5년의

시간 차이를 둠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 여건과 내부의 변화 속

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방송 부동산 뉴스의 성격을 분석해 보고자 했

기 때문이다.

첫째,<그림 6>에서 나타나듯이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은 2008년의 경

우 완만한 상승기 으며 2013년에는 완만한 하강기 다.이와 같이 상

승과 하락이라는 부동산 가격의 시세 변동 조건의 차이와 계없이 방송

부동산 뉴스에 공통 으로 나타나는 뉴스의 성격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둘째,5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시기를 모

두 분석하고자 했다.이명박 통령과 박근혜 통령은 같은 당 출신이

지만 부동산 정책의 기조에서 차별성을 나타냈다.이명박 정권은 건설

경기 부양을 해 규모 주택 공 의 측면을 강조한 반면,박근혜 정권

은 주택 공 물량을 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진행하고 월세 책에

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차별 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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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 방법

내용 분석은 일정한 개념 틀에 따라 코딩하여 표 화된 형태로 환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Babbie,2013).구체 인 코딩 방법은 본

문 가운데 표와 함께 제시하 으며 부록에 정리해 첨부하 다.

Hallin(1989)은 미국 방송 내용에 한 분석 연구에서 과학 연구 방

법으로 내용 분석이 유용한 방법론이지만 주 인 코딩 방법 용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해결하기 해 내용 분석의 유목들

을 명백한 범주로 선정하는 동시에 기사에 내포된 미묘한 정치 의미를

악하기 해 별도의 질 분석 방법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내용 분석의 항목은 양 으로 명확하게 정의되는 부분과 함께 뉴스의

의미를 분석하기 한 부분으로 구성했다.뉴스에 나타난 내용의 의미를

다면 으로 악하기 해 뉴스 텍스트를 생산과 소비 과정을 연결시키

기 한 구체 뉴스 담론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Pan & Koisicki,

1993,pp.59-62).이에 따르면 뉴스의 스크립트(script)구조는 일

종의 이야기 형태로 구성된 이야기의 문법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5W 1H라는 고유한 형식으로 기사에 포함되어 있다.방송 뉴스는 드라

마 요소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행 자(actor), 행동

(action),맥락(context)의 요인이 담겨 체 인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다는 을 바탕으로 항목들을 설정했다.

이 연구의 내용 분석에서 사용된 주요한 유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 뉴스의 시간 길이는 앵커멘트와 리포트를 함께 포함해 측정한다.리

포트가 단독,혹은 패키지 형식으로 보도되었는가를 구분한다.

② 뉴스의 은 기사가 달하는 핵심 내용이 정책에 한 기사를

심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심으로 이루어

져 있는가,그리고 정책에 한 내용과 시장 반응이 결합되어 있는가

를 구분하여 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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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동산 련 정부 정책에 한 방송 뉴스의 보도 특성을 살펴보고자

정책에 한 비 내용을 담은 문장의 수와 인터뷰의 수를 측정한

다. 한 정부의 정책 진행 단계 가운데 어떠한 시 에서 방송 뉴스

로 보도 되었는가도 코딩한다.

④ 기사에서 능동 행 자로 부각된 주체와 부동산 의제에 해 정책

이나 안 등을 제시한 주체를 분류한다.

⑤ 개별 리포트에 포함된 인터뷰이의 다양성과 인터뷰이가 발언한 핵심

내용을 구분해 코딩한다.

와 같은 코딩 작업은 내용 분석을 훈련받은 세 명의 코더가 수행하

으며 코더 간 상호 일치도는 Krippendorff의 α값 0.95로 나타났다.세

코더 간에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연구자의 단을 최종 인 코딩 기 으

로 삼았다(Krippendorff,2012).

양 분석 방법만으로는 이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한국 방송 뉴스의

성격을 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포트 기사 내용을 질 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보완 으로 활용했다(Krippendoff, 2012). van

Dijk(1988)은 담론 분석은 명확하고 체계 인 언어의 사용 단 의 묘

사를 통해 담론의 구조를 악하는 데 목 이 있다고 밝혔다.텍스트 차

원은 구체 인 표 과 체 인 의미의 일 성을 분석함으로써 거시 인

주제 구조를 악할 수 있게 된다.이 과정에서 특정한 단어와 표 법의

사용은 암묵 으로 표 되고 있는 기사의 의미를 발견하는 단서들로 작

용한다.더 나아가 맥락 (contextual)차원은 이러한 구조 묘사들을

다양한 맥락의 속성,인지 과정이나 사회 문화 요소들과 연결시킨

다.뉴스 담론 분석에서 일 되고 반복 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을 체계

이고 명시 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담론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vanDijk,1988).

뉴스의 담론 분석은 뉴스의 기 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정치,경제

의미에 해 비 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론인들이 구체 으

로 표 한 내용들에 한 분석에서 출발해 텍스트의 행과 실행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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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Cushion,2012).따라서 뉴스

내용에 한 분석을 이를 생산하는 생산 과정의 행들과 함께 연구함으

로써 뉴스가 궁극 으로 수용자에게 달하고 있는 의미 체계를 평가할

수 있다(Fairclough,1992).

구체 인 뉴스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을 고려했다.뉴

스의 주제(thematic)구조는 언론인의 취재를 통해 세워진 가설과 같

은 기능을 수행하며 뉴스의 거시 구조를 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데 사건들의 인과 계(causality)나 결과(consequence)등이 강조

되는 경우가 많다.이 같은 뉴스 담론 구성 요소들은 공 의제에 한

보도 과정에서 일 된 의미를 달하게 된다. 한 방송 뉴스의 경우 화

면으로 달되는 고유의 형식 속에서 앵커멘트나 인터뷰와 같이 규칙

인 형태를 포함하며,이는 방송 뉴스의 생산 행과 제작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따라서 반복되는 형식 구성 요건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방송 뉴스의 의미를 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Pan& Koisicki,

1993).

이밖에 일부 국 BBC에서 방 하는 메인 뉴스 로그램 ‘10시 뉴스’

의 2008년과 2013년 부동산 련 뉴스 자료를 일부 활용해 한국 방송

부동산 뉴스의 의미에 한 국가간 비교도 시도하 다.연구자가 직

‘BoB 내셔 (BoxofBroadcasts)’6)라는 교육 지원 단체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 해당 기간의 BBC ‘10시 뉴스’ 로그램의

방송 내용 체를 모두 탐색하여 수집한 부동산 련 리포트들을 바탕으

로 제시했다(김수 ·박승 ,2016).

3.심층 인터뷰

1)조사 방법

Tuchman(1991)은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기 해 개별

6)http://bobnation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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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이 뉴스라는 이야기 구조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

다고 밝혔다.인터뷰 방법은 뉴스 제작진의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상

의 바닥에 있는 뉴스 생산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합하다고 볼

수 있다(Seidman,2012).방송 뉴스를 직 취재하고 제작했던 기자

개개인의 기억은 추상 인 차원의 방송 리즘을 구체 으로 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박천일,1995).인터뷰의 경우 경험에 기 한

주 성격으로 인해 연구의 타당성에 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그

러나 뉴스 내용에 한 양 분석과 인터뷰 내용을 결합하여 본다면 뉴

스 내용 분석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구체 인 심층 인터뷰 방법으로는 반구조화된 질문 방식을 채택했다.

반구조화 방식은 연구자가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

을 제시하는 한편 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개진하는 문제들에 해서

도 열려 있는 방식을 뜻한다(Seidman,2012).반구조화 방식의 인터

뷰는 연구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 에서 유동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에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Mason,2002).

심층 인터뷰 질문지를 마련하기 이 에 KBS와 SBS기자 두 명을

상으로 부동산 뉴스와 련된 뉴스룸의 선별·제작 과정과 언론인 직업

정체성에 한 주요 구성 요소를 악하는 과정을 거쳤다.

출입처 제도

출입처의 일상
업무 확인

회사 보고

보도 자료

뉴스 반 차

엠바고 기사 요성

제작 업무

<표 6>반구조화 방식 인터뷰 시

질문지는 <표 6>에서 나타나듯이 출입처 제도와 같은 큰 주제를 보다

구체 인 질문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다시 기자 개인이 경험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질문들과 연결시켜 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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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의미있는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최 한 개입을 자제하 으며 인터뷰 내용

이 내 일 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의 깊게 화를 진행했다

(Seidman,2012). 한 참여자가 집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었으며 최 한 인터뷰 참여자의 답변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련 질문들을 연결해 묻는 방식으로 유연성 있게 진행했다.인

터뷰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인지하는 바를 연구자와 같이 도표로 작성하

기도 했으며 참여자가 강조하여 발언할 경우 연구자가 놓치지 않고 필기

하는 작업을 통해 입체 인 인터뷰 기록을 남기도록 노력했다(Mason,

2002).

심층 인터뷰에서 연구자의 정체성은 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인터뷰

참여자와 정보 제공자 사이의 계가 우호 이지만 지나치게 감정이 개

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인터뷰 수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

문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의 경력을 제시하

고자 한다.연구자는 학 졸업 후 1991년부터 2007년까지 MBC 방

송사에 입사해 16년 동안 방송 기자로서 경력을 쌓았다.이 가운데 10

년은 경제부 기자로서 융,재정,산업 분야의 취재와 제작을 경험했으

며 부동산 주제와 련한 보도에 직 참여하거나 후배들의 기사를 데스

킹한 경험이었다.이러한 경험은 인터뷰 참여자들과 뉴스룸에서 진행되

는 내부 문제들에 한 공통 인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깊은 논

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를 들어 연구자가 방송 뉴스룸에서

사용되는 축약어와 은어 같은 특수한 표 들의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다

는 은 인터뷰 참여자가 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

며 내부 행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취지에도 효율 으로 기여했다.

반면 연구자가 방송사 경제부 기자로 근무한 경험으로 인해 인터뷰 참

여자와 한 거리감을 상실하지 않도록 연구의 목 에 충실하게 인터

뷰를 수행하고자 했다.인터뷰 참여자에 해서도 공 인 계로 만나고

있다는 을 주지하 으며 질문이나 상호작용에서 의를 갖추도록 노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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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층 인터뷰 참여자 표집

심층 인터뷰를 해 KBS기자에게 2008년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부

동산 의제에 한 취재와 제작,데스킹 경험이 있는 상자들을 추천받

아 목록을 작성했다. 한 공공 방송 KBS에 한 비교군으로서 사

방송 SBS 기자들에 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상자의 목록을 작성했

다.

아이디 소속사 성별 인터뷰 일시

K-A KBS 남 2015.11.12

K-B KBS 남 2015.11.21

K-C KBS 남 2015.11.28

K-D KBS 남 2015.12.4

K-E KBS 남 2016.1.19

S-A SBS 남 2015.11.21

S-B SBS 남 2015.12.13

S-C SBS 남 2016.1.30

S-D SBS 남 2016.2.13

S-E SBS 남 2016.3.20

<표 7>연구 참여자의 속성

조건을 갖춘 후보자들을 상으로 연구 참여 섭외를 거쳐 자발 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KBS기자 5명,SBS기자 5명 등 모두 10명을 <표

7>에 요약된 바와 같이 심층 인터뷰했다.인터뷰 상자들은 부동산 의

제와 련해 일정 정도 이상의 취재와 데스킹을 경험했으며 부동산 의제

에 한 방송 뉴스 생산 과정의 심층 인터뷰 참여자로서 표성이 있다

고 단하 다.다만 소수의 목표 상에 한 표집으로 인해 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비 유지 원칙에 따

라 본문에서 가명으로 표기하 으며 인터뷰 상자의 직 나 경력을 표

기하지 않았다. 한 인터뷰를 한 연구자 외에는 참여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비 을 보장하고 자료 리에 있어서도 보안을 철 히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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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자들은 서울 윤리 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인터뷰

참가 동의서를 함께 읽고 서명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

을 확인했다.①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정확하게 달하고 동의를 구했

다.② 인터뷰에 참여했을 때 받게 될지 모를 험과 불이익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구했다.③ 자발 으로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을 제로

진행했으며 원하다면 언제든지 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심층 인터뷰는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작해 2016년 3월 20일까지

KBS기자 5명과 SBS기자 5명을 상으로 진행했다.방송 기자들의

바쁜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 시간과 심 시간을 주로 활용해 방송사 부

근의 식당과 카페에서 진행하 다.각 인터뷰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3)자료의 분석

심층 인터뷰 과정 체는 모두 휴 화기를 이용해 녹음하 다.연구

자가 인터뷰 직후 녹취 내용을 직 들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

으며 학원생인 보조 연구자에게 모두 사(transcribe)하게 한 뒤 인

쇄하여 여러 차례 검토하 다.

사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을

거쳤다.Mason(2002)이 지 한 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자료

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략 으로 일 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자료 분석을 해 먼 기술(description)단계에서는 언론인이 밝힌

인터뷰 내용 공통되는 발언들을 묶어 유의미성을 추출하고자 하 다.

인터뷰 내용들 가운데 심 있는 부분은 을 치고 표시하는 과정을

거쳤다.심층 인터뷰 상자들 가운데 반복 으로 확인되는 발언 내용에

해서는 과 테두리를 그었으며 연구 문제와 련해 의미있는 표

들에 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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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회의의

진행 방식

회의라고 사실 뭐,회의라고 하기엔 미흡한 수 이죠 실제.

분 기는 아직 근 이죠.활발한 문제제기,지 ,토론,

반론 이런 게 없는,회의라기보다는 아이템 보고회죠 뭐.

각 부서장이 자기 페이퍼 다 돌려놓고 아이템 간단하게 설

명하는 것.설명하고 잘 부서별로 각 아이템 잘 설명하고,

짧게 짧게.아이템이 많으면 한 3분 더 끌지만 개는 1,2

분 사이 이 정도로,설명하고 다 듣고 나서 거의 국장이 거

기에 해서 자기가 묻고 싶은 것들만 물어보는, 개 10분

안에 다 마무리가 되니까요.국장이 묻는 게 길어야 5분이

고,설명하는 게 한 20분. 개 25분 정도.그 외에 어쩌다

가 한번씩,정말 가뭄에 콩나듯 그 아이템 가지고 얘기가

다른 부서장들과 얘기가 오고 갈 때가 있고 거의 국장이

묻고 답하는 문답 외의 어떤 논의는 없죠.이건 뭐 어 든

다른 부서 아이템에 해서 태클 거는 것 자체가 서로 불

편하잖아요.

선별 기

(서울,수도권,

지방의 비교)

상 으로 지방은 떨어지죠 상 으로.지역 인 정보라

고 한다면,기왕이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한 정보가 다른

지방 정보보다는 더 벨류에이션이 있다고 받아들여져요.어

쩔 수 없지만 제작진과의 근 성,상 인구가 많다는

.그런… 반 되는 부분.서울에서 교통사고 2명 죽은 거

하고 아래에서 교통사고 나서 3명 죽은 거하고,서울 2

명이 더 크잖아요.

시청률

그래서 주말 시청률이 M,S와 비등해지는 데 한 기의

식이 있고요.그런 부분에서 주말 뉴스 경쟁력을 강화해야

겠다,얘기된 아이템,주말에,주 에 묵은 아이템 주말에

내놓지 말고 좀 신선한,주말만을 해서 만들어 달라는 요

구를 하고요.그런 고민을…그래서…

<표 8>심층 면 결과의 코딩 사례

다음으로 환원(reduction)단계에서는 일정한 주제로 공통되는 발언들

을 묶어 집약 으로 분석했다.<표 8>의 과정을 통해 주제와 하부 토

픽으로 범주화하는 것을 시도했다.연구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무엇을 이

해하게 되었는가를 악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내용들을 연결했다

(Cooks& Hale,1992;Seidman,2012).범주화 과정에서 범주들

이 무 어서 포 이 되거나 범주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활용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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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형태로 체계 이고 일 되게 부제목들을 부

여했다(Mason,2002).타당도를 높이기 해 뉴스로 보도된 내용과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들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단편 인용이 아닌 맥락을 살린 방식으로 분석하 다.

심층 인터뷰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최 한 답변 그 로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나 구술 답변을 문자화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

은 들을 고려하 다.인터뷰 내용은 자연스러운 화 과정에서 나온

구어체이기 때문에 의미 달과 계없는 의성어 등도 포함되어 있었지

만 이는 달의 효율성을 해 배제했다. 한 질문에서 제기된 단어들

을 답변에서 생략하는 것도 발생한 바,이는 소 호 형태로 보충하 다.

이밖에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표 된 의미들은 말 임표를

통해 문장 사이의 공백이 있음을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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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 방송 부동산 뉴스 보도 방식

이 장에서는 한국 방송 부동산 뉴스의 성격을 규명하기 해 보도 내용

을 분석한 결과와 뉴스룸 내부의 행에 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으로 정리했다.

제1 에서 연구 상인 방송 부동산 뉴스의 내용 분석 자료의 체

특성을 개 으로 살펴보았다.제2 에서 방송 부동산 뉴스의 내용에

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함께 방송 뉴스룸의 선별 기 과 취재 행에

한 함의를 살펴보았다.방송 부동산 뉴스의 실제 보도 내용에서 부각된

특징들을 바탕으로 한국 공공 방송의 선별 기 과 수용자에 한 을

분석했다. 한 뉴스 내용 분석을 통해 발견된 취재원의 편향과 뉴스룸

취재 행과의 계에 한 분석 결과를 정리했다.제3 에서는 한국

방송 뉴스 고유의 형식 특성과 마감 시간 제약에 응하기 한 뉴스

룸 제작 행의 특성을 살펴보았다.한국 방송 뉴스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개별 리포트 형식과 도식 내용 구성의 특징을 분석했

다.더불어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의 제작 행으로 인해 정부 의제를

수동 으로 반 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독자 인 의제 설정 기능은 약화

되는 실에 해 살펴보았다.

제1 방송 부동산 뉴스 자료의 개

이 연구는 2008년과 2013년 두 해 동안 KBS‘9시 뉴스’와 SBS‘8시

뉴스’에 보도된 부동산 뉴스 체를 수집해 그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으로 분석 상인 방송 부동산 뉴

스 자료의 성격을 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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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13

KBS SBS KBS SBS

리포트 수 153개 140개 54개 101개

방 날짜 99일 98일 41일 82일

<표 9>KBS·SBS부동산 뉴스 보도 비

<표 9>에 요약되어 있듯이 2008년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부동

산 뉴스의 리포트 개수는 153개이며,보도된 날의 수는 99일로 평균 3

일 내지 4일에 한 번 정도 보도된 것을 알 수 있다.2013년 ‘9시 뉴스’

에는 54개의 부동산 뉴스 리포트가 보도 으며,보도된 날의 수는 41일

로 9일에 한 번 정도 보도되었다.

SBS‘8시 뉴스’의 경우 2008년에 140개의 부동산 뉴스 리포트가 보

도되었으며,보도된 날의 수는 98일로 평균 3일 내지 4일에 한번 정도

보도되었다.2013년에는 SBS ‘8시 뉴스’에 101개의 부동산 리포트가

보도되었으며 보도된 날의 수는 82일로 4일 내지 5일에 한번 정도 보

도되었다. 체 으로 2008년에 비해 2013년의 방송 부동산 뉴스 보

도의 건수는 감소하 으며 SBS에 비해 KBS의 감소폭이 컸다.부동산

뉴스가 보도된 날짜의 수도 KBS는 2008년에 비해 2013년에 58일이

나 었으나 SBS는 16일 감소하는 데 그쳤다.

<그림 7>2008년 방송 부동산 뉴스 월별 리포트 건수

(KBS2008년 N = 153;SBS2008년 N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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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의 KBS‘9시 뉴스’와 SBS‘8시 뉴스’의 부동산 뉴스 리포트

월별 보도 건수는 의 <그림 7>과 같다.양 방송사의 월별 보도 건수

의 추세는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시기 정책과 내용

2008.1 인수 건설 교통부 업무 보고

2008.4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새로운 국토 정책 제시

2008.7 지역 발 방안 확정 발표 재산세 인하 확정

2008.8 주택 공 기반 강화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발표

2008.9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종부세 세제 개편 방안

2008.10 가계 주거 부담 완화와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

2008.11 경제 난국 극복 종합 책

<표 10> 2008  주요 부동산 정책과 내용

의 <표 10>에 요약되어 나타나듯이 이명박 통령 집권 시기인

2008년도에는 부동산과 련된 주요 형 정책이 1년에 7차례 발표되

었다.<그림 7>에 따르면 2008년도 KBS와 SBS의 부동산 뉴스 리포

트 월별 보도 건수는 1월,4월,7월,9월,11월에 각각 증가세를 나타

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와 조응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8>2013년 방송 부동산 뉴스 월별 리포트 건수

(KBS2013년 N = 54;SBS2013년 N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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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근혜 통령 집권 시기인 2013년의 경우 의 <그림 8>과 같

이 4월,8월,11월을 심으로 KBS‘9시 뉴스’와 SBS‘8시 뉴스’의 부

동산 뉴스 리포트 건수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기 정책과 내용

2013.4
새 정부 첫 부동산 책

서민 주거 안정을 한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 책

2013.8 당정,서민· 산층 주거안정을 한 월세 책 마련

2013.11 당정,취득세 인하 시 발표

<표 11> 2013  주요 부동산 정책과 내용

<표 11>에서와 같이 2013년에는 정부가 부동산과 련된 주요 형

정책 발표한 것은 3차례에 불과했으며 이에 조응해 <그림 8>의 KBS가

부동산 뉴스 월별 보도 건수가 상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SBS의 월

별 보도 건수 역시 4월,8월,11월에 비슷한 패턴의 상승세를 나타냈지

만 체 인 보도 건수가 KBS와 비교해 상 으로 많았다.

분석 상인 2008년과 2013년 두 해 동안 KBS‘9시 뉴스’와 SBS‘8

시 뉴스’의 부동산 뉴스 리포트들의 핵심 보도 주제는 <표 12>로 요약

된다.

2008 2013

KBS SBS KBS SBS

부동산조세 47(30.7%) 47(33.6%) 10(18.5%) 17(16.8%)

정부 책발표 32(20.9%) 31(22.1%) 16(29.6%) 16(15.8%)

가격변동 23(15%) 22(15.7%) 9(16.7%) 13(12.8%)

시장구조 22(14.4%) 17(12.1%) 3(5.6%) 11(10.9%)

주거복지 17(11.1%) 8(5.7%) 5(9.3%) 7(7%)

주택공 정책 6(3.9%) 8(5.7%) 1(1.8%) 4(4%)

주택 융 3(2%) 4(2.9%) 2(3.7%) 1(1%)

세입자문제 3(2%) 3(2.2%) 8(14.8%) 32(31.7%)

합계 153(100%) 140(100%) 54(100%) 101(100%)

<표 12>방송 부동산 뉴스 주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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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에 따르면 KBS‘9시 뉴스’의 경우 2008년 부동산 조세 정책

과 련된 보도가 47건(3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의 부동산 경

기 안정화·활성화 책과 련된 내용은 32건(20.9%)을 차지했다.

2013년은 부동산 조세와 련된 보도 건수는 10건(18.5%),정부의

부동산 경기 안정화·활성화 책 발표는 16건(29.6%)를 차지했다.이

밖에 주거 복지 정책은 2008년에는 17건(11.1%),주택 공 정책 보

도는 6건(3.9%)이었으며 2013년에는 주거 복지 정책이 5건(9.3%),

주택 공 정책은 1건(1.8%)이었다. 한 2008년에 부동산 가격 변동

을 심으로 달하는 뉴스는 23건(15%)으로 부동산 시장의 구조

문제를 보도하는 리포트 22건(14.4%)과 비슷한 수 이었으나 2013년

에는 가격 변동 련 보도는 9건(16.7%),시장 구조 련 보도는 3건

(5.6%)로 상 격차가 확 되었다.

SBS ‘8시 뉴스’는 2008년에 정부의 조세 정책에 련된 보도 47건

(33.6%),정부의 부동산 경기 안정화·활성화 책 발표 31건(22.1%)

을 합하면 반을 넘었다.2013년에는 조세 정책 련 보도는 17건

(16.8%), 정부의 부동산 경기 안정화·활성화 책 발표는 16건

(15.8%)로 비 이 상 으로 감소했다.반면 세입자 문제와 련된

실태와 정부의 세입자 정책을 다룬 뉴스는 32건(31.7%)로 증가했다.

주거 복지 정책은 2008년 8건(5.7%),주택 공 정책은 8건(5.7%)

이었으며 2013년에는 주거 복지 정책이 7건(7%),주택 공 정책이 4

건(4%)을 차지했다.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련해 가격 변동을 다룬

보도는 2008년 22건(15.7%)으로 시장 구조를 보도한 뉴스는 17건

(12.1%)보다 상 으로 많았으며 2013년에는 가격 변동 뉴스 13건

(12.8%),시장 구조 보도 뉴스가 11건(10.9%)로 상 격차가 감소

했다.

종합 으로 한국 방송 부동산 뉴스는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시

기와 조응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동산 뉴스 보도의 주제는 조세

련 정책,부동산 경기 안정화·활성화 책 발표와 같은 정부 정책과

련된 차 정보의 비 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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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한국 방송 부동산 뉴스 선별과 취재과정 분석

이 에서는 방송 부동산 뉴스의 내용 특성과 뉴스룸의 선별·취재

행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공공 방송 뉴스의 본질 속성을 이해하고자 하

다.이를 해 방송 부동산 뉴스를 통해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활

동, 등을 살펴보고 뉴스 내용의 패턴과 객 부동산 실과의 괴

리를 분석했다.방송 부동산 뉴스 내용 분석에서 발견된 특징들을 바탕

으로 방송 뉴스룸의 선별과 취재 과정에서의 내부 행의 성격을 살펴보

았다.구체 으로 방송 뉴스룸에서 부동산 뉴스의 수용자가 어떻게 인식

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합한 정보가 어떠한 기 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를 살펴보았다. 한 방송 부동산 뉴스에서 부각되고 있는 취재원은

구이며 이는 방송 뉴스룸의 취재 행의 특성과 어떠한 연 을 맺고 있

는가를 규명하고자 하 다.

1.한국 방송 부동산 뉴스 선별 기 의 특성

1)내용 분석 결과

한국 방송 부동산 뉴스 보도에 한 내용 분석 결과 화면 구성과 소재

선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편향이 발견 다.

첫째,방송 부동산 뉴스 화면은 아 트 화면을 심으로 구성되는 특징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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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방송 부동산 뉴스 화면 주택 형태

(KBS2008년 N = 136,2013년 N = 54;SBS2008년 N = 140,2013년 N = 101)

KBS‘9시 뉴스’와 SBS‘8시 뉴스’에서 수집한 부동산 뉴스 리포트 화

면에 등장한 심 소재를 상으로 ‘아 트’,‘단독·연립 주택’,그리고

공사 장과 나 지와 같은 ‘기타’화면으로 구분해 코딩하 다. 의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KBS‘9시 뉴스’의 2008년 부동산

련 뉴스 153건 136건(89%),2013년에는 54건 50건(93%)은

‘아 트’화면을 심으로 보도되었다.반면 단독·연립 주택이 으

로 뉴스 화면에 등장한 경우는 2008년 4건(3%)에 불과했으며 2013년

에는 한 건도 없었다.

SBS ‘8시 뉴스’에서 아 트 화면을 심으로 구성된 부동산 뉴스는

2008년 체 140건 109건(78%),2013년에는 101건 87건

(86%)를 차지했다.그러나 단독·연립 주택을 주요 소재로 화면에 담은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2008년 3건(2%),2013년에는 2건

(2%)에 그쳤다.

<그림 9>는 방송 부동산 뉴스의 화면에서 강조되는 주택 형태가 아

트에 치우쳐 있으며 단독·연립 주택과 같은 주거 형태는 화면에 비 있

게 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아 트라는 특정 주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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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 된 부동산 뉴스 화면 속의 주택 구성 비율은 공공 방송 KBS와

사 방송 SBS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아 트를 심으로 구성된 방송 부동산 뉴스 화면을 한국 주거 실태 자

료와 비교한 결과,방송 부동산 뉴스의 상은 한국 사회의 주거 상황을

객 으로 반 한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2014)

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체 국민들 에 실제 아 트에 거주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반(49.6%)정도에 불과하다. 한 소득 수

에 따라 주택 형태의 비율 구성에 있어서도 아 트 거주 비 은 차이

를 보인다7).

<그림 10>2013년 KBS부동산 뉴스 화면과 소득별 주택 형태

(KBS2013년 N = 54;국토 연구원(2014)주거 실태 조사 참조)

7)고소득의 경우 월 소득 401만원 이상을 의미하며 소득은 월 200만원에서

400만원, 소득은 월199만원 이하를 의미한다.국토연구원의 주거 실태 조사가

격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2013년도 뉴스와 2014년도 결과를 비했음을 밝힌

다(국토연구원,2014).



-119-

<그림 10>은 KBS부동산 뉴스 화면의 주택 구성 비율을 실제 우리나

라 국민들의 소득별 주거 상황과 비교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이에 따르

면 2013년 부동산 뉴스의 화면에서 아 트가 차지하는 비 은 KBS에

서 90%가 넘었으며 이는 고소득층의 아 트 거주 비율인 76%와 비교

해도 높은 수 이다. 소득층의 경우 아 트 거주 비율은 55%로 반

정도이며 소득층의 경우 30% 정도만이 아 트에 거주하고 있고,

67%는 단독·연립 주택에 머물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아 트 심의

화면은 실제 국민들의 주거 상황에 조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9>와 <그림 10>을 종합하면 KBS 부동산 뉴스는 화면을 통해

아 트라는 특정 주택을 과잉 재 (representation)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반면, 소득층이 상 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연

립 주택은 과소 재 됨으로써 상층을 심으로 한 부동산 뉴스 화면

구성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지역 으로 방송 부동산 뉴스는 서울 지역을 심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가장 부유한 지역인 강남 3구의 부동산 문제를 강조하는 양상으

로 나타났다.

<그림 11>방송 부동산 뉴스에 반 된 지역 비

(KBS2008년 N = 88.2013년 N = 21;SBS2008년 N = 87,2013년 N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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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부동산 뉴스 리포트에서 기자가 특정한 지역에 해 명확한 언

을 하거나 화면의 자막을 통해 지역이 명시된 경우를 상으로 강남·서

·송 로 구성된 ‘강남 지역’과 그 외 서울 지역인 ‘비강남 서울’,‘수도

권’지역,그리고 역 도시를 포함한 나머지 국 지역인 ‘기타’로 구분

해 코딩하 다.

의 <그림 11>과 같이 KBS‘9시 뉴스’에서 2008년 지역이 명시 으

로 제시된 리포트 88건 에 33건(37%)가 서울 강남 지역에서 취재되

었으며,2013년에는 21건 에 4건(19%)가 강남 지역에서 취재되었

다.강남과 비강남 서울지역을 합한 비 은 2008년에 59%,2013년은

48%에 이르 으며,다른 지역의 2008년 15건(17%),2013년 3건

(14%)에 비해 더 자주 부동산 뉴스 화면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BS‘8시 뉴스’는 2008년 지역이 명시된 부동산 리포트 87건 가운데

39건(45%)가 강남 지역에서 취재 으며 2013년은 77건 에 26건

(34%)가 강남 지역을 심으로 다루었다.<그림 11>에 나타나듯이 강

남 지역을 강조하는 경향은 사 방송사인 SBS가 KBS에 비해 두드러

졌으나 KBS부동산 뉴스 역시 서울과 강남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비 을 차지한다는 경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림 12>2013년 KBS부동산 뉴스 지역 비 과 국 인구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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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 12>는 2013년 KBS부동산 뉴스 보도에서 반 된 지역의

비 과 실제 거주 지역별 인구의 비 을 비교한 것이다.<그림 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KBS부동산 뉴스는 실 인구 구성 비율과 계없

이 강남 지역을 포함한 서울 수도권 지역을 시하고 나머지 지역에

한 취재와 보도를 경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부동산 련 방송 뉴스의 내용 분석 결과 아 트 시세 변동이라

는 지엽 사인이 부각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방송 부동산 뉴스에서

정부 정책 외에 부동산 분야에 한 시민 사회의 정보가 담긴 뉴스들을

상으로 정보의 심층성에 따라 분류하 다.이 가운데 아 트 시세 변

동만이 단순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격 변동’으로 코딩했으며,부동

산 시장과 민간인 활동에 해 문가의 분석이나 설명,문제 에 한

고발이 포함된 경우 ‘분석 기사’로 코딩하 다.

<그림 13>방송 부동산 뉴스 시민 사회 정보의 심층성

(KBS2008년 N = 57,2013년 N = 27;SBS2008년 N = 54,2013년 N = 64)

분석 결과는 의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KBS‘9시 뉴스’에

서 2008년 시민 사회의 정보가 담긴 뉴스 체 57건 가운데 30건

(53%)가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집 으로 달하는 데 그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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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27건 에 19건(70%)이 단편 인 시세 변동을 달하는 범

를 넘어서지 못했다.반면 부동산 시장 동향에 한 분석,시민 사회

의 부동산 문제에 한 고발이 이루어진 뉴스의 비율은 2008년에는 27

건(47%),2013년에는 8건(30%)으로 나타났다.

SBS‘8시 뉴스’의 경우 2008년 시민 사회의 정보가 포함된 부동산 뉴

스 체 54건 가운데 33건(61%),2013년에는 64건 가운데 41건

(64%)가 부동산 시세 변동을 달하는 데 머물 다.반면 분석과 고발

을 담은 뉴스는 2008년 21건(39%),2013년 23건(36%) 다.

<그림 13>을 요약하면 시민 사회의 정보를 담은 방송 부동산 뉴스 가

운데 부동산 자산의 시세 변동을 다룬 뉴스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분석

하거나 문제 을 고발하는 뉴스 보다 상 으로 비 이 높은 것을 발견

할 수 있다.2008년의 경우 공공 방송사인 KBS가 사 방송사인 SBS

보다 상 으로 분석과 해설 기사가 시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2013년에는 오히려 KBS에서 시세 변동 정보를 달하는 비 이 더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변화는 2008년에 비해 2013년에

KBS‘9시 뉴스’에서 보도한 부동산 뉴스의 체 리포트 수가 3분의 1

정도로 어드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세에 한 정보를 담은 뉴스의 비

은 높아지고 시장을 분석하는 보도의 비 은 상 으로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 트 화면을 심으로 수도권 지역의 부동

산 시세 변동 정보를 강조하는 방송 부동산 뉴스에 한 내용 분석 결과

를 반 하는 사례로써 <표 13>의 KBS‘9시 뉴스’의 2013년 4월 6일의

리포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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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일시 KBS9시 뉴스 2013년 4월 6일

리포트 길이 앵커멘트 포함 97

앵커멘트 앵커

정부의 종합 부동산 책 발표 이후 첫 주말인데요,

시장에 한 심은 확연히 높아졌지만 련 법 통과

를 지켜본 뒤 움직이겠다는 망세가 오히려 강해졌

습니다.000기자입니다.

리포

아 트 분양

모델하우스

화면

부동산 책 후 첫 주말.아 트 분양 모델하우스들

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취득세,양도세 융 혜택이 모두 주어지는 생애 첫

주택 구입 혜택에 해당되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등 구

체 인 문의가 많았습니다.

인터뷰

<인터뷰> 남민호(모델하우스 방문객):“(정책이)확

정이 되고 이 게 하면 조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아직 정책만 나온 상태라서요,불안한 그런 것도 있

죠."

리포

아 트 분양

모델하우스

화면

물론 당장 거래로 연결되는 분 기는 아닙니다.오히

려 국회 통과가 이 지는 시 에 맞추려고 구입 시기

를 조정하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인터뷰>고동욱(분양 행사 과장):“상임 를 통과

한다면 그 이후엔 더 많은 심객 분들이 방문을 해

주실 거라고 지 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 아 트 단지 과거의 경험을 되뇌이며 련 법 통과 이후에 움직이

<표 13>KBS부동산 뉴스 표 사례

<그림 14>2013년 4월 6일 부동산 뉴스 사례 화면

의 <그림 14>에서 드러나듯이 해당 리포트의 화면은 수도권 지역의

아 트 분양 장과 서울의 아 트 단지 그림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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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겠다는 심리도 강해진 겁니다.

재건축 시장에선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합니다.

인터뷰

<녹취> 부동산 개사:“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단 때문에 매물들을 조 거둬들인 상태고,(매수자들

은) 심은 있지만 실제 계약까지는 안 이 지고 있

다."

리포
아 트 단지

화면

이런 상황을 반 하듯 부동산 책 발표 첫 주인 이

번 주 서울과 신도시 부동산 시장 매매가는 미미하지

만 0.01%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련법의 국회통과 시기가 이번

정책의 효과는 물론 방향까지 좌우할 것으로 보고 주

목하고 있습니다.KBS뉴스 000입니다.

내용 인 측면에서 <표 13>은 도입부의 모델 하우스 화면 사례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종합 부동산 책에 하여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 구체화된다.국민의 표로 상징되는 모델하우스 방문객은 인터뷰

를 통해 정부 정책에 한 기 감을 나타내고 있다.이어지는 기사와 인

터뷰에서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생하기 해서는 국회에서 련 법안

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이 강조되고 있다.부동산

개사는 실 인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가장 정확하게 악하고 있

는 존재로 뉴스에 등장하는데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흐름을 하고 있다.

<표 13>에 포함된 사실 정보는 부동산 책 발표 이후 첫 주에 서울

과 신도시의 시장 매매가가 0.01%정도 떨어졌다는 내용이다.정부 정

책이 이러한 시장 동향의 원인이라는 이 암시되지만 이를 입증하는 근

거나 분석,해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시민 사회의 정보는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른 분양 장의 분 기와 일부 부동산 시장의 시세 변동에 집

되어 있다.시민 사회의 정보를 담은 뉴스의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

되는 반면 정부 정책의 정 효과는 추상 이고 권 인 방식으로

달되는 것이 아닌,구체 생활의 맥락으로 이야기되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한국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는 특정한 이야기 구조 속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편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방송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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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는 행 으로 아 트가 등장하며,서울 강남 지역을 심으로 한

부유층 지역이 심 으로 부각되고,아 트 자산의 거래 시세가 가장

핵심 정보를 구성하게 된다.

2)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방송 부동산 뉴스가 아 트 화면과 강남 등 부유층 지역,아 트 시세

변동의 측면을 강조해 보도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뉴스룸 내부

행 요소들을 반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방송 뉴스룸에서 부동산 뉴스는 구체 인 화면을 통해 달할 수

있는 일상 생활과 착된 경제 주제로 간주되고 있다.방송 뉴스는 매체

속성상 ‘장(field)’을 화면에 담는 것이 시되는데 부동산 뉴스에서는

구체 으로 아 트 분양 장, 형 아 트 단지,부동산 개업소 등과

같은 특정한 장소들과 장이 동일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상 구성을

한 내부 갈등의 소지가 어들며 제작 시간도 단축된다.뉴스룸의 내

부에서 융과 무역,경기 변동 등을 주제로 삼는 경제 뉴스는 기사 내

용에 합한 화면이 무엇인지와 련하여 이견들이 존재하지만,부동산

에 한 기사와 아 트 단지의 화면은 행 으로 정확하게 응하는 조

합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 아 트 심의 부동산 뉴스는 일차 으로

지리 으로 가까운 아 트 집 지역을 촬 하는 것이 방송 제작의 효율

성을 높여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융은 방송에서 그림으로 보여 게 없습니다.무역도,맨날 컨테이 밖

에 없어요.외환시장도 마찬가지구요, 반 인 재정도 마찬가지고. 부

다 자료그림이거든요.유일하게 장 그림이 들어가는 뉴스가 소비자 유통

하고 부동산입니다(K-A)

를 들어서 분양과 련된 기사도 보통 쫙 늘어선 바 바 한 모델하우

스부터 시작이 되잖아요.그것도 그 자체가 사람이 몰렸다는 게 그림이 되

기 때문에.마치 백화 세일은 웬만하면 리포트하는 것처럼.그림이냐



-126-

하나는 이해 계에 련된 떨어지냐 오르냐,이런 걸 기사 단에 제일

요한 요소로 보는 것 같습니다(S-A).

둘째,부동산 뉴스 장으로서 아 트라는 특정 주거 형태가 강조되는

상은 공공 방송 뉴스룸이 주요 시청자층을 한국 사회의 상류층으로

가정하고 있음을 간 으로 시사한다.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에서 반복

으로 등장하는 아 트 화면은 실질 국민의 주거 상황을 균형 으로

반 하기보다 상류층과 산층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요 수용자는)당연히 산층이죠.강남 아 트 가격을 왜 다 야 하는

지 논란은 있지만,값비싼 타워팰리스 같은 거 빼면 그 외의 아 트 같은

것은 상 10% 빼고는 다 우리가 겨냥하는 상이 되는 거죠 (K-D).

주택 형태는 아 트가 심이고 단독 주택은 심이 없어요,신규 공 도

아 트 심이에요.정책 에서도 임 주택이나 서민 주택에도 심이

없어요.주거 안정을 한 정책은 소개해줘도 될 것 같은데 잘 안 먹 요.

데스크가 보기에는 주요 심 시청자 층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S-D).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에서 아 트를 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은 상

으로 서민들의 주거 형태인 단독 주택과 연립 주택 등의 문제 이나 자

산 가치 등을 공 의제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공공

방송의 부동산 뉴스가 상 으로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을 일

상 으로 과잉 재 함으로써 아 트라는 특정한 주거의 상징 가치는

높아지는 반면 소득층의 주거 안 과 복지 문제는 외면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아 트의 과잉 재 외에도 지역 으로 강남과 같은 특정 지역이 뉴스

에서 부각되는 것은 공공 방송 뉴스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부동산

리즘이 우리 사회의 상류층 의 심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공공 방송 언론인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강남 지역

과 같은 특정 부유층에 한 기사 집 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실 인 뉴스 선별 과정에서 강남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으로부터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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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힘들다고 밝혔다.부동산 뉴스가 강남 지역을 부각하는 상은 다

른 언론사들의 뉴스의 선별 기 으로부터 뚜렷이 구분되는 공공 방송 뉴

스룸만의 뉴스 가치 기 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흔히 뭐 타워팰리스 비,뭐,래미안 스티지가 평당 4천3백만원

과,이런 게 다 상징성은 있어도,우리 국민에게 정말 0.01% 시장이거든

요.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양가를 올리는 악 향이 있는데도,그걸 석간이

나 머니투데이가 썼는데,연합,네이버가 크게 올려 놓았든지 그러는 경우

그걸 안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K-A).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시하는 뉴스 가치 기 에 따라 그 외 지역의

부동산 문제는 뉴스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게 된다.강남과 서울,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문제의 양상과 맥락

은 다를 수 있다.그러나 이를 형평성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는 공

공 방송 뉴스 선별 과정에서 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요컨 재

의 공공 방송의 부동산 뉴스는, 체 국민을 표해 부동산 문제를 보도

하기보다 일부 특수 부유층 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방

거주자와 소외세력에 해 균형 있는 부동산 뉴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은 상 으로 떨어지겠죠.지역 인 정보라고 한다면,기왕이면 서울

이나 수도권에 한 정보가 다른 지방 정보보다는 더 밸류에이션(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여지죠.어쩔 수 없지만 제작진과의 근 성,상 인구가

많다는 ...(K-D).

셋째,방송 뉴스룸에서 부동산 뉴스의 가치가 높게 단되는 시 은,

아 트를 심으로 한 부동산 자산의 시세가 격하게 변화하는 순간이

다.아 트의 시세 변동은 그 자체만으로 뉴스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이러한 시세 변동을 야기한 원인,국민 경제에 미칠 장기 향

에 한 분석과 배경 설명은 실제 기사 구성에 있어서 부차 인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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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시민 사회의 정보를 담은 뉴스를 아

트 시세 변동에 을 두고 보도하는 것은 공공 방송 뉴스룸에서 상정

하고 있는 부동산 뉴스의 수용자에게 합한 정보의 뉴스 가치 기 을

살펴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부동산 뉴스 수용자들

은 부동산의 자산 가격 변동에 매우 심이 높지만 이러한 변동을 야기

하는 추상 이고 복잡한 분야의 경제 문제에 해서는 심이 없는 존재

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세 변동을 심으로 한 뉴스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이 락하거나 등할 때,지 처럼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는 더

향력이 있어요.우리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것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돈은 부동산이거든요.그러니 9시 뉴스에 사

실 내가 보도국장이어도 부동산에서 이야기되는 거면 ‘매일 갖고 와도 매일

넣어 게.’이 게 되는 거죠(K-A).

부동산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폭락하거나 완 상승하거나.그런 경우에

부동산 아이템들이 더 많이 들어가죠.왜냐하면 인구에 회자가 되기 때문

에 그래요.시청자들이 얘기를 많이 꺼낼 때 아이템이 더 많이 잡히는 거

죠(K-E).

경마식 보도라고 할 때, 형 인 의미하고 비슷한 겁니다.‘오늘 가격이

1억이었는데 내일 가격은 1억2천이었고,모 는 1억6천이다.’이런 식으

로.최근에는 세 가격에 한 뉴스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S-C).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의 선별 기 이 아 트 가격 변동이라는 소한

정보로 제한됨으로써 자산 이외의 으로 부동산 의제를 보도하는 뉴

스가 기획되고 제작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실이다.반면 일부 특정 지

역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단기 으로 변할 경우 언제든지 공공 방송

뉴스 소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부동산 시장 상황에 한 취재

의 범 도 아 트 시세 변동에 한 정보를 갖추고 있는 특정 직업군과

시세 정보에 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로 좁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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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흐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민간 연구소에서 나오는 주간 단

에..월간 단 에 나오는 통계표가 있어요. 를 들어서 세 매매가 추이,

뭐 거래량 추이,뭐 경매 낙찰가 추이,이런 걸 반 해서 트 드가 바뀔 때

마다 참고를 하는 편이구요(K-B).

시장 동향 쪽은 주로 이제 부동산 정보 업체들 큰 데가 있거든요.거기서

자기네들이 부동산 개업소들 수백,수천 군데하고 제휴를 얻어가지고 출

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좀 활용을 하고,부동산114라든가 리얼투데

이라든가(S-C).

방송 부동산 뉴스에서 부동산 시세 변동에 심이 높은 수용자에게

합한 뉴스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에 한 분석과 해설은 충실히 이 지

지 못하고 있다.이에 해 방송 뉴스 제작진은 부동산 시장의 상과

정책에 해 신뢰할만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문가 집단 자체가 부족하

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방송 뉴스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마감 시

간 안에 업무를 완수하기 해 편의 으로 인터뷰이를 섭외해 취재하는

행이 방송 리즘에 만연해 있는 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의제와 련해 시민 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기되

는 문제들과 안 마련을 한 토론 과정은 뉴스에 보도될 기회를 찾기

어려운 것이 실이다.

정부 정책을 한번쯤 문가들과 의논해서 이런 정책에는 문제 은 없는

지,하자는 없는지,이 정책은 괜찮은 정책인지를 모든 취재 기자가 한 번

쯤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싱크탱크와 의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이 드는데,지 은 없죠(K-C).

취재할 시간을 도 히 뭐 그냥 땅바닥에 돌아다니기 바쁘니까. 문가들

이 딱 마이크만 면 그냥 무슨 말을 해 까요 해서 답해줘요.심지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만 보내가지고 원하는 말만 카톡으로 보내서 따

올 정도로.그러면 문가를 만날 일이 거의 없는 거죠.그냥 아 트 하나

고,부동산 인터뷰 하나 따고 문가 하나 따면 리포트 하나 만들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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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잖아요.그래가지고는 부동산 정책에 한 제 로 된 분석을 할 수 없죠

(S-A).

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 내부 행에서 부동산 뉴

스 제작은 효율 으로 화면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아 트 가격 변동에

심이 높은 상류층 수용자들의 심사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가

치를 지닌 뉴스로 평가된다.

부동산은 9시(뉴스에서)정말 좋아합니다.내용과 상 없이,방송이잖아

요. 장이 있거든요.편집부가 좋아할 수밖에 없죠.그러니까 과잉 공 되

죠(K-A).

부동산 분야가 워낙 심사니까요,계속해서 취재 기자들이 이슈를 공

하기를 바라는 거죠.정반 가 융이에요.기재부(기획재정부),굉장히

요한데 그 기자들 그만 좀 아이템 올렸으면,시청률에도 도움이 안되고 굉

장히 어려운 거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근데 부동산 애들은,아주 속된

말로,이야기를 되는 걸 갖고 오거나 안되는 걸 갖고 와도 평균 이상은 되

니까(K-A).

방송 언론인들은 부동산 뉴스의 선별 기 과 련해 수용자들이 화면으

로 달되는 방송 매체의 뉴스에 해 선호하는 가치들을 강조한다.공

공 방송 뉴스룸은 시청자들에 한 호응도를 기 으로 경제 분야와 련

된 방송 뉴스를 추상 이고 문 용어가 주로 등장하는 뉴스 소재와

구분되어 구체 인 생활 경제 역으로 표 되는 뉴스 소재로 유형화하

는 행을 지니고 있다.생활 경제 뉴스로 유형화된 부동산 뉴스는 기사

구성과 취재 과정에서 평가와 분석과 같은 측면은 최소화되며 화면 구성

과 흥미로운 사례 심으로 제작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이들은 방

송 뉴스 수용자들이 방송 뉴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

으며 다소 복합 인 내용이 포함되면 시청자들이 외면할 수 있다고 인식

하는 편이다.따라서 부동산 뉴스에 핵심 수치 외의 다른 정보들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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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달하여야 한다는 제작 방침이 강조된다.

수치를 최소화하고 장이나 사례를 많이 보여 수 있는 게 당하지

않느냐.방송 뉴스로는,사실 그래픽도 숫자가 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만

드는 사람도 여러 번 야 이해가 되는 뉴스인데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보

여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요(K-B).

왜 부동산 뉴스가 요한가,왜 많이 다루냐면 실생활 경제와 하게

연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그 제하에 부동산 련 뉴스를 타사와 차별

화되게 발굴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 아이템들을 편집에서 잘 채택

해주기 때문에 꾸 히 아이템을 발굴했던 것 같습니다(K-E).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가 와 같이 거시 배경,경제 형평성과 같은

구조 인 맥락이 탈각된 채,생활 속에서 가장 구체 으로 드러나는 아

트 가격의 문제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뉴스룸에서 상정하고

있는 수용자들의 심에 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시청률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게요,시청자가 많이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뉴스 가치를 입증하는 것 아니겠냐는 얘기도 일리 있는 얘기이구요(K-D).

부동산이라는 게 가깝게는 기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청자들이 심을

가질 만한 보편성이 있는 아이템인거죠. 를 들어서 무슨 기업 재벌 총

수에 련된 동향 뉴스다.이런 거는 심들이 많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무 심층이 많은 거죠.그런데 부동산은 진짜 아주 은 애들,이런 애들

빼고는 어느 정도 가정을 꾸린 30 이상이면 구나 심을 갖고(S-E).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 트 가격 변동에 을 둔 방송 부동산

뉴스는 선별 과정에서 보다 높은 시청률을 견인하기 한 목표가 강조되

는 것과 무 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재원 구

조에 바탕을 둔 공공 방송이 뉴스 선별 과정에서 사 방송과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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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을 강조하는 것은 방송 뉴스 시장의 경쟁 속에서 향력을 유지하

기 한 자연스러운 시도로 볼 수 있다. 한 시청률 지표는 뉴스룸 간

부진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가장 요한 척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시

청률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시도들은 이 지기 힘들다.

새로운 간부진이 들어서면 과거의 간부진과 경쟁을 하니까…….나 때 떨

어지면 안돼,이게 더 큰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 자

체가 크지 않은데다가,변화를 모색한다고 해도 시청률이 떨어지는 쪽으로

는 못하니까요(K-C).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언론인인 공공 방송 KBS‘9시 뉴스’제작진들은

뉴스 내용 자체의 공익 가치가 아니라 시청률 수치를 수용자들의 만족

도를 측정하는 잣 로 여기고 있으며 동시에 뉴스의 공정성을 상징하는

지표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 방송인데도 시청률이 요한 이유는 뉴스의 공정성과 심층성이 반

된 결과로 해석되기 때문이에요.시청률을 넘어선 평가 기 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K-D).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에 있어서 시청률 지표는 뉴스 선별 과정에서 방

송 매체 효과를 높이기 한 행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내외 으로

방송 뉴스의 향력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심 선별 기 으로 작동

하고 있다.

3)소결:시청률 심의 선별 기

공공 방송의 아 트 화면의 편향성은 사 방송과 차별화되지 않고 있

으며,이로 인해 국민 체 경제 구성원을 균형 으로 변하고 경제

약자인 사회 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공익 목표가 축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지역 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시하는 상은 공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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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뉴스가 국민을 균형있게 표하는 공익 가치를 시하기보다 다

른 매체들과의 흥미도 경쟁에 따라 부동산 뉴스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KBS의 뉴스룸은 부동산 뉴스의 수용자에 해 시민으로 상정하고 이

들을 해 품질 높은 공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인식에 앞서 내부

행 으로 시청률이라는 수량 지표의 구성원으로서 상정하는 경향을 나

타내고 있다.이러한 맥락 속에서 공공 방송의 부동산 뉴스는 수용자들

이 받아들이기 편한 가격 변동 심 정보를 최소한으로 달하는 데

을 두게 되며 부동산 의제와 련된 거시 ,사회 ,정치 맥락들은

사상된 채,제한 이고 축소된 의제로 부동산 문제가 재구성되는 것이

다.

결과 으로 한국 방송의 부동산 뉴스가 아 트 가격의 시세 변동에 집

되는 것은 정부의 목표와 수행 능력에 한 평가 근거를 제공한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정부는 주거 안정을 포함한 체 인 정책 과제

들로부터 상 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며 특정 지역의 주택 가

격 안정이라는 제한된 문제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도 행태는 여러모로 정부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Gavin,1998).

다시 말해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산층 아 트 가격 변동과 같은 문제

정도만 책임지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실질 으로 체 국민이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하여 정부가 책임을 추궁받게 될 가능성은 어들

게 된다.따라서 한국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는 정부의 의제 리를 지

원하는 공보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한국 방송 부동산 뉴스 취재 행의 특성

1)내용 분석 결과

뉴스는 언론사가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수용자에게 달하는 것

으로 정의된다(Gans,1979).한국 방송 부동산 뉴스에서는 취재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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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공식 취재원의 비 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내용 분석을 통해 확

인해 볼 수 있다.

첫째,방송 부동산 뉴스의 속성에 한 분석에서도 정부를 심으로 한

보도 태도가 나타났다.

<그림 15>방송 부동산 뉴스 속성 비

(KBS2008년 N = 153,2013년 N = 54;SBS2008년 N = 140,2013년 N = 101)

수집된 방송 부동산 뉴스 자료를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해 비 ,

혹은 시민 사회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정책에 한 내용만을 비교

충실하게 달한 경우는 ‘정책 달’로 코딩했다. ,정책 내용에

한 소개와 함께 이에 따른 시민 사회의 반응과 움직임을 함께 보도한 경

우는 ‘정책 반응’으로,시민 사회의 동향을 심으로 달한 경우는 ‘민간

뉴스’로 코딩했다.

그 결과 의 <그림 15>에서 나타나듯이 2008년 KBS‘9시 뉴스’의는

체 부동산 련 뉴스 153건 가운데 정책 내용을 충실하게 달한 경

우가 85건(56%),2013년의 경우에는 체 54건 가운데 24건(44%)

이었다.이처럼 정부 정책을 수용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 반응을 달한 뉴스를 합하면 2008년의 경우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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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153건 136건(89%),2013년에도 54건 43건

(79%)는 정부 정책과 련된 뉴스 다.

SBS ‘8시 뉴스’는 정부 정책을 달한 리포트가 2008년에는 체

140건 가운데 84건(60%),2013년에는 체 101건 가운데 37건

(36%) 다.SBS역시 정부 정책을 달하거나 이에 따른 시장 상황을

반 하는 경우를 합할 경우 2008년에는 115건(82%),2013년에는 69

건(68%)로 압도 비 을 차지했다.

방송 부동산 뉴스는 <그림 15>에서와 같이 거의 부분 정부 정책을

설명하거나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을 하는 내용으로 이 졌다는 을 발

견할 수 있다.방송 부동산 뉴스가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의제를 수동

으로 반 하는 정도는 2008년에 공공 방송인 KBS가 사 방송 SBS에

비해 상 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3년에는 KBS가 SBS보

다 상 으로 높은 비 으로 정부의 의제를 수동 으로 반 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둘째,부동산 뉴스의 취재원을 살펴보기 해 기사 내용 가운데 능동형

의 주어로 분명히 포함되어 달되는 경우를 행 자(actor)로 코딩하여

분석해 보았다. 를 들어 2013년 8월 28일 리포트 내용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해 정부가 종합 부동산 책을

내놨습니다”와 같이 ‘정부가’능동 주어로 제시되는 경우,이를 ‘정부’로

코딩했다.2013년 6월 2일의 리포트 “직장인 김 모씨는 5억 5천만 원

짜리 집을 사면서 3억 원을 출받았습니다”와 같이 민간인이 능동 주

어로 제시될 경우는 ‘민간’으로 코딩하 다.같은 리포트 안에서 정부와

민간인이 모두 능동 행 자로 제시될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으로 코딩

하 다.사법기 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경우는 ‘기타’로 코딩하 다.한

국 방송 부동산 뉴스는 개별 리포트들에 등장하는 문장 수가 10개 미만

인 경우가 많으며 수동태 문장의 형태로 구성되거나 ‘아 트’와 같은 비

인격 주어만이 등장하는 비 도 높기 때문에 인물이나 기 이 능동

주어로 포함되지 않은 리포트들도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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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방송 부동산 뉴스 행 자 비

(KBS2008년 N = 128,2013년 N = 44;SBS2008년 N = 127,2013년 N = 75)

의 <그림 16>은 부동산 뉴스의 행 자를 코딩한 결과로,2008년

KBS‘9시 뉴스’의 부동산 뉴스에서는 128건의 리포트만이 능동 주어

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정부만이 행 자로 제시된 경우가 62

건(48%)로 반 정도를 차지했다. 한 정부와 민간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26건(20%)로 정부가 능동 주어가 부동산 뉴스에 한번 이상

포함된 경우는 88건(68%)를 차지했다.2013년 KBS‘9시 뉴스’에서는

44건의 리포트에 능동 주어가 등장했으며 이 가운데 정부만이 행 자

로 제시된 경우는 13건(29%),정부와 민간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는 7

건(16%)로 정부가 능동 인 주어로 등장한 것은 모두 20건(45%)로

나타났다.

SBS‘8시 뉴스’는 2008년에 능동 주어가 등장한 리포트 수가 127

건이었으며 이 정부만이 능동 행 자로 나타난 경우는 60건

(47%)로 반정도를 차지했다.정부와 민간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21건(17%)로 정부가 능동 행 자로 등장한 부동산 뉴스 리포트 수

는 81건(64%) 다.2013년에는 능동 주어가 나타난 부동산 뉴스는

75건이었으며 이 정부만이 능동 행 자로 제시된 경우가 29건

(39%),정부와 민간 모두 나타난 경우가 10건(13%)로 모두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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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로 반 정도의 리포트에서 정부가 능동 행 자로 제시 다.

<그림 1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KBS와 SBS 모두 2008년에 비해

2013년에 정부가 능동 행 자로 반 되는 비 은 감소하 으나 정부

가 반에 가깝거나 반을 넘어서는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을 발견할

수 있다.부동산 뉴스에서 이처럼 반복 으로 능동 인 행 자로 등장하

는 ‘정부’는 수용자들에게 부동산 문제에 해 고민하고 이에 해 해결

책을 제시하는 구체 인 문제 해결 존재로서 달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다시 말해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실질 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변하고 실행하고 있는가를 평가받고 검받는 상으로서의

‘정부’이미지가 아닌 독립 이고 인격화된 부동산 문제 해결자로 강조되

고 있는 것이다.

방송 부동산 뉴스에 한 내용 분석 결과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한국

공공 방송의 부동산 뉴스는 정부 정책을 심으로 보도되는 경향이 강하

게 나타난다.공공 방송 뉴스가 정부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해 <표 14>와 같이 KBS‘9시 뉴스’2013년 6월

2일 기사를 표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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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KBS9시 뉴스 2013년 6월 2일

방 시간 95

앵커멘트 앵커

집을 담보로 빌린 돈 때문에 고통받는 하우스 푸어에 한
지원이 내일부터 본격화됩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000기자의 보도 보시죠.

리포
하우스푸어

지원

직장인 김모씨는 5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사면서 3억 원을
출받았습니다.

매달 월 의 반 정도인 2백만 원을 출 상환에 썼지
만 최근 달은 연체한 상탭니다.

인터뷰
<인터뷰>김○○(주택담보 출 연체자):"이자를 려다 보
니 다른 융권에도 같이 물리게 되고.(빚이) 커져
가는 그런 상황이 었죠."

리포

주택 융

지원 계획

컴퓨터

그래픽

소개

김씨처럼 주택 담보 출 연체기간이 석 달이 넘는다면,
자산 리공사가 4.3%의 고정 리로 바꿔 니다.

최근 석 달새 연체기간이 한 달이 안 된다면 주택 융공사
가 최 3.7%의 리로 바꿔주고 원 상환도 최장 10년간
늦춰 니다.

지원 상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에 1세 1주택자,집값
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집을 맡기고 연 을 받는 주
택연 가입 연령도 순 살에서 쉰 살로 낮아져 한꺼번에
연 을 받아 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인터뷰> 정하원(주택 융공사 부장):"주택을 매각해야
하거나 원리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 푸어가 가계 부채 문
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합니다."

리포
시 은행

화면

오는 17일부터는 시 은행들도 석 달 미만 연체자들에게
리를 낮춰주고 원 을 3년 유 뒤 최장 35년간 나눠 갚

을 수 있게 해 니다.KBS뉴스 000입니다.

<표 14>KBS부동산 뉴스 정책 보도 자료 반 사례

에 제시된 <표 14>의 사례는 KBS가 정부 정책을 취재하는 과정에

서 질문이나 비 을 제기하는 것보다 정책 내용 자체에 심을 두고 보

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사례에 드러난 뉴스의 내용은 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하우스 푸어,즉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출 부담을 크게

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것이 핵심을 이룬다.뉴

스에서 기자는 정부의 하우스 푸어에 한 지원 책을 구체 으로 설명

하고 기사 마지막에 시행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일 성 있게 정부의 정책

을 수용자의 높이에 맞춰 달,홍보하는 기능에 충실하고 있다. 한

리포트에 포함된 인터뷰이들 역시 정책의 필요성과 기 효과를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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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방 BBC10시 뉴스 2013년 7월 23일

시간 150

앵커멘트

정부의 주택구매 지원정책(HelptoBuy)은 두 번째 주택
구매 희망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무장 이 주택 건
설업체와 주택 담보 출 업체와 만난 자리에서 강조했습
니다.

하지만 업계 지도자들은 정부 정책이 주택 시장의 재난을
래할 잠재 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000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

만약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다면 주택 시장의 변화는 어떤
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정부는 렴한 주택 담보 출로 주택 구매 희망자들이 손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하길 원합니다.하지만 주택 구매
지원 정책이 과연 나머지 경제에 한 부양책이 될까요?

캐롤라인 리엄 씨는 충분한 보증 이 없기 때문에 도움
이 필요합니다.내년에 정부 지원 정책이 확 되면 5%의
담보 만으로 렴한 출 자 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CarolineWillians:수입의 반은 집세로 내고 25%는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집을 계속 알아보고 있지만 여
히 구매할 형편은 안돼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리포

지 순간에도 주택 시장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
다.집값은 작년보다 3.7% 상승했고 지난 3년간 가장 빠른
회복세입니다.

주택 담보 출은 26% 증가했고 첫 번째 주택 구매 희망
자의 주택 담보 출은 42% 증가했습니다. 재까지 정부
의 정책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만약 더 많은 주택들이 매가 되고 확 되는 정부
지원 정책이 주택 가격을 험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
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Mathew Pointon(PropertyEconomist,CapitalEconomics):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지연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새롭게 주택을 구매
하기 원하는 사람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한 새로운 주택 시장의 거품을 창출한 상황에서 이자율
이 상승하고 주택 가격이 한번 더 폭락하면 경제 반에
최악의 결과를 가져 오게 되고 소비와 잠재 성장은 하락
하게 될 것입니다.

리포

주택 시장의 활황은 경제 회복의 요한 요소입니다.

재무 장 은 출이 무분별하게 이 지지 않도록 규제를
하기 때문에 거품이 형성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정책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품을 래하
지 않을 것이라는 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요할 것
입니다.BBC000입니다.

<표 15>BBC부동산 뉴스 정책 보도 비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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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15>에 제시된 국 BBC 2013년 7월 23일 기사(김수 ·박

승 ,2016)의 경우는 KBS 사례와 일견 유사해 보이는 국 정부의

주택 정책을 다루고 있다.BBC 정책 보도 사례 뉴스는 국 정부가 주

택 구매 희망자들을 해 주택 담보 출 부담을 이는 지원을 추진하

고 있다는 내용이 구체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KBS뉴

스와는 달리 뉴스 반부터 국 정부의 정책에 한 비 이 체계 으로

개된다.비 내용은 주택 시장의 회복 분 기 속에서 정부 지원 정책

이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다. 한 뉴스에 등장하는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보

다는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을 비 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이 장차 주택 시장의 거품을 일으켜 경제 반의 기를 가 시킬

수 있다는 을 경고한다.

<표 14>의 한국 KBS뉴스는 <표 15>의 국 BBC 뉴스와 매우 유사

한 내용의 정부 정책을 보도하고 있지만 하우스 푸어 문제가 얼마나 심

각한 상황인지,이번 책이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

해결 방안인지,더 나아가 이러한 지원 방식이 부동산 시장과 융 시장

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비용은 가 부담하

게 되는지와 같은 쟁 들에 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하고 있지 않다.

즉 한국 공공 방송 뉴스는 일상 인 뉴스 제작 과정에서 출입처가 제시

한 정책을 복사하는 것일 뿐,그것에 한 분석 비 은 제공하지 못

한 비를 보여주고 있다.

2)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은 내부 행 으로 정부 출입처를 심으로 업

무가 배치된다.정부 출입처 제도는 방송 기자들이 취재가 시작되는 곳

이며 동시에 련된 취재 범 를 결정짓는 기 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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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KBS부동산 뉴스 담 국토 교통부 출입 기자

의 <그림 17>에서 나타나듯이 KBS의 취재부서 가운데 하나인 경제

부의 경우 세 개의 ,즉 재정 융 ,소비자 유통 ,산업 으로

구성되어 있다.소비자 유통 의 경우 국토 교통부를 출입하는 기자들

과 농림·해양수산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유통업계를 맡고 있는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이 가운데 국토 교통부 출입 기자는 2016년 5월 재

2명이 맡고 있는데,경우에 따라 출입 기자의 수는 조정이 될 수 있다.

정부 출입처를 심으로 취재 기자를 배치하는 방식은 공공 방송사와 사

방송사가 동일하다.

국토부(국토교통부)같이 큰 출입처는,뭐 기재부(기획재정부)보다는 정

부 안에서는 작은 부처지만 아시다시피 방송에서는 굉장히 큰 출입처잖아

요?부동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융 담당이 1명,기재부(기획재정부)출

입이 3명인데 국토부(국토교통부)출입은 (경우에 따라서)3명,4명까지도

늘어나니까요(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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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에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가 있고요.그래서 국토 교통부 출입

기자가 부동산도 같이 하죠.주로 부동산을 책임져요(S-E).

출입처 제도는 먼 기자의 취재 범 를 결정하는 기능을 지닌다는

에서 뉴스 생산 과정에 강한 향력을 미칠 수 있다.공공 방송에서 부

동산 분야의 담 기자의 경우 취재 범 가 출입처인 국토교통부의 업무

역과 일치하도록 조정된다.이는 공공 방송 언론인의 업무 분야가 공

의제들을 취재하고 보도하기 한 목 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출

입처의 업무에 따라 조정되고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다시 말해 공

공 방송 기자가 자율 취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해 출입처

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오히려 그 반 로 효율 으로 정부가 제공

하는 정보를 취득해 뉴스에 반 하기 한 목 으로 출입처에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만 맡는 게 아니라 이제 교통이 끼어 있어서 각종 이벤트들이 많아

요 공항이나 고속도로,항공사 이런 것들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커버(취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K-B).

국토부 출입이면 이제 건설사,항공, 혹은 자동차 리콜,철도 이런 업

무를 맡죠……. 부동산 련 국토부 해당 과가 엄청 많아요.부동산

체 과들,토지,그린벨트 등,굉장히 많아서…….이 과에서 내놓는 토지

거래 구역 해제,아니면 보 자리 주택이라든지,뉴 주택,이런 것들 심

이 많잖아요(S-B).

정부 출입처에 따른 취재 범 는 민간 역까지 연계되어 용되고 있

다.국토교통부가 규제를 맡고 있는 건설사와 항공사 역시 출입 기자들

이 취재할 상에 포함된다.민간 취재 역은 국토교통부 업무와 분리

되지 않은 채 동일 선상의 취재 범주로 묶여져 담당 기자의 책임 취재

범 의 기 을 설정하게 된다.이처럼 정부 출입처 제도는 방송 기자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취재해야 할 상과 범 를 명확히

제시하는 잣 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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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취재원은)건설사 홍보실에서 하게 리를 하는데요…….건설

사가 1년에 한,두번은 세게 걸리거든요,담합으로 걸리던지…….그럴 때

화라도 해서 로고(상표)라도 좀 빼 수 없냐고 하려면 출입기자도 좀

안면은 있어야 하니까요(K-A).

이처럼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의 부동산 뉴스 련 출입처 제도와 정부

료 조직 체계는 정확히 조응을 이루도록 구조화되어 있다.정부 료

조직 체계를 벗어난 뉴스 상은 뉴스 소재로 가시화되지 않고 정부의

정책 범 안에 있는 의제를 심으로 보도되는 행을 이루게 된다.이

러한 행에 따라 출입처에서 벗어나는 상은 취재할 수 없는 역으로

여겨지며 공 의제의 속성과 계없이 인 으로,기능 으로 업무가

배정된다. 를 들어 국민 연 의 경우 사회부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의

담당 업무로 분류되어 있다.만약 경제부 기자가 국민 연 과 국민 경제

의 심층 측면에 해 기획을 하고 취재를 한다면,이는 뉴스룸 내부의

출입처 제도 행에 어 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시도조차 이루어지

지 못하게 된다.이처럼 경직 으로 운용되는 뉴스룸 내부의 출입처

행으로 인해 방송 기자들은 공 의제들에 해 해당 출입처 범 를 벗

어난 시각으로 논의하고 평가할 기회를 리지 못하고 있으며 출입처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 이고 심층 측면은 공공 방송 뉴스 의제로 제시

되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국민연 이야말로 진짜 경제 분야 요.근데 출입처가 우리 출입처가 아

니에요.그니까 복지문제로 국민연 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완 히 닫 버

리는 거죠.거기는 국민연 을 그냥 복지의 한 시선으로 보지만,사실은 국

민연 은 경제 으로 진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출입처 때문에 우

리가 보도하기 힘들거든요…….어떻든 내 담당이 아니니까 일단 시도조차

안하고 있어요.분란을 만들기 싫으니까요(K-C).

방송 기자들은 매체의 특성상 출입처 외의 공간에서 제작에 임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출입처 공간에 실질 으로 머무르는 시간 자체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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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른 매체에 비해 길지 않은 편이다.하지만 출입처 공식 취재원들과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계로 만들기 해 안면을 익히고 개인 친분

을 유지하는 것은 취재 기자의 요한 업무 역할로 여겨진다.

집에 한 정책은 부분 세 안정시키기,일자리 정책이 나오면,

그런 정책에 맞춰서 얘기를 하거나 보도가 되는 거죠(K-E).

지 은 큰 틀의 정책들은 일주일에 주간 단 로 보내주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특정 정책들에 해서 심을 가지고 있으면,어떤

큰 틀의 정책 속에서 물을 먹거나 흐름을 놓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

요(S-C).

이러한 만남과 계를 바탕으로 방송 기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정부 정

책을 심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갖추게 된다.공공 방송 KBS 기자와

사 방송 SBS기자 모두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부동산 뉴스와 련해

가장 요한 취재원은 출입처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고 공무원들이며

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식 취재원들에게 최종 인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은 어떤 경로에서든 직 이든 간 이든 어차피 생산 활동에

향을 미치니까요, 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그 에서 상 으

로 경제 개별 주체에게 더 유의미한 부분을 심으로 스토리를 개하려는

경향이 강하죠(K-D).

부동산 활성화 책과 가계 빚 문제가 립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을

심으로 문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죠.국토부(국토교통부)출입 기자 입장

에서는 집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의 부담을 여 수 있도록 은행에서

출을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을 갖고 있지만 융 출입 기자들

은 가계 빚 문제를 강조하는 편이에요(S-A).

방송 언론인들은 출입처 제도에 묶인 채 정부의 으로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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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이 국민들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는 경향을 보 다.이와 같은 은 권 주

의 언론 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들의 삶의 발 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을 언론의 역할로 보는 것과도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Sibert,Peterson,& Schramm,1956).

3)소결:출입처 심의 취재 행

공공 방송 뉴스룸은 취재망을 정부의 료 체계에 조응해 설정하고 출

입처 제도를 바탕으로 취재 업무를 경직 으로 구분하고 있다.공공 방

송 기자들은 부동산 뉴스 보도의 체 인 방향을 결정하고 뉴스의 가치

를 평가하며 불확실한 정보에 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출입처에

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 취재원들과 달리 공식 취재원들에게는

인 해석의 권 를 부여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공공 방송의 출입처 의존 취재 행은 결과 으로 정

부 주도의 부동산 뉴스를 만들어 내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공공 방송

언론인들은 일상 으로 진행되는 업무 수행 부담으로 인해 취재원과의

계에서 자율성이 매우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출입처에서 제공된

정보에 해 비 으로 근하거나 이를 독자 으로 해석해 보도하려는

시도를 주도할 치에 놓여 있지 않다.

출입처에 의존한 취재 행으로 인해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의 내용은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복사 는 재가공하고 정부의 의제를 수용자들에

게 달하는 공보 방송의 뉴스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 한국 방송 부동산 뉴스 형식과 제작과정 분석

이 에서는 한국 방송 뉴스룸이 물리 시간을 리하고 통제하기

해 유지하고 있는 제작 행에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한국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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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고착화된 형식 특성과 이에 따라 생되는 내용 함의에 해

분석하 으며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뉴스 형식이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 한 방송 뉴스 제작을

효율 으로 진행하기 해 정부가 제시하는 일정에 맞춰 보도 자료 내용

을 달하는 제작 행과 방송 뉴스 의제 설정의 수동성의 계를 살펴

보았다.

1.한국 방송 부동산 뉴스 형식의 특성

1)내용 분석 결과

KBS‘9시 뉴스’는 고가 없이 방송되며 수신료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 방송사의 표 공익 로그램이다.반면 SBS‘8시 뉴스’는

고를 기반으로 운 되는 사 방송의 메인 뉴스 로그램이다.두 방

송사의 재정 조건과 조직의 소유 형태는 조 이지만 두 회사 메인

뉴스 로그램의 형식은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개별 리포트의 길이에 있어서 부동산 뉴스 자료를 수집한 2008년과

2013년 사이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2008 2013

KBS 110.54 115.81

SBS 104.93 102.32

<표 16>부동산 뉴스 개별 리포트 길이(앵커멘트 포함,단 )

<표 16>은 앵커멘트를 포함한 부동산 뉴스의 개별 리포트 평균 길이를

나타내고 있다.KBS‘9시 뉴스’부동산 뉴스 개별 리포트 길이는 2008

년 평균 110 에서 2013년에 평균 115 로 5 정도 늘었을 뿐이며

SBS는 2008년 104 에서 2013년 102 로 2 정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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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13

길이( ) KBS SBS KBS SBS

70 1 1 1 1

80 7 8 1 18

90 51 42 16 31

100 47 46 15 25

110 27 33 7 18

120 3 6 5 4

130 2 1 3 2

140 2 1 2 0

150 0 1 0 1

160 2 0 0 1

170 2 0 0 0

180 4 0 1 0

190 2 0 1 0

200 0 0 0 0

210 2 0 1 0

220~280 1 1 1 0

<표 17>KBS·SBS부동산 뉴스 개별 리포트 길이 분포

<표 17>은 앵커멘트를 포함한 개별 리포트들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2008년과 2013년 모두 KBS와 SBS의 부동산 뉴스 리포트 시간은 90

에서 110 에 집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메인 뉴스 로그램

에서 두,세 문장 정도로 구성되는 앵커멘트의 길이를 감안하면 실제 개

별 리포트의 길이는 1분 10 내지 1분 20 정도의 길이가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한국 방송 뉴스는 매우 경직 이고 분 화된

형식의 리포트가 표 을 이루고 있다.

<표 17>에서 표 인 1분 30 이하의 리포트 시간의 범 를 넘어서

160 이상의 길이로 제작된 부동산 뉴스는 KBS‘9시 뉴스’에서 2008

년 13개,2013년 4개 으며 SBS‘8시 뉴스’는 2008년과 2013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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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각각 하나에 불과했다.이는 공공 방송 KBS가 사 방송 SBS보다

상 으로 유연한 형식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방송 시간

이 긴 개별 리포트 역시 공공 방송의 선별·취재·제작 행으로 야기되는

특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해서는 다음 에서 자

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방송 부동산 뉴스 메인 뉴스 로그램은 1분 30 이하의 리포트

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주제의 뉴스를 나눠서

연속 으로 달하는 패키지 방식이 비 높게 활용되고 있다.

<그림 18>방송 부동산 뉴스 패키지 보도 비

(KBS2008년 N = 153,2013년 N = 54;SBS2008년 N = 140,2013년 N = 101)

패키지 방식은 한국 방송 뉴스의 고유한 형식으로 같은 주제의 뉴스를

두 명 이상의 취재 기자들이 1분 30 이하의 형식에 맞는 리포트로 분

리해 제작한 후에 이들을 앵커멘트를 통해 매끄럽게 이어 붙여 메인 방

송 로그램에서 방송하는 것이다.공공 방송과 사 방송 모두 방송 뉴

스 리포트 형식에서 분 화된 개별 리포트들을 패키지로 묶어 보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동산 뉴스에서 패키지 뉴스 형식은 의 <그림 18>에서 나타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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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9시 뉴스’는 2008년에 뉴스 체 153건 가운데 87건(57%)를,

2013년에는 54건 가운데 22건(41%)를 패키지 뉴스로 제작하 다.

SBS ‘8시 뉴스’는 2008년에 뉴스 체 140건 가운데 64건(46%),

2013년에는 101건 가운데 37건(37%)을 패키지 형식으로 보도했다.

<그림 18>에 따르면 부동산 뉴스 보도에 있어서 패키지 형식은 2008

년과 비교해 2013년에 다소 감소하고 단독 리포트 형식의 비 이 상승

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이는 <그림 19>와 같이 패키지 형식이 정책

보도와 한 연 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2008년보다 2013년에

정부의 부동산 책 발표 규모 자체가 감소한 것에 향을 받았을 가능

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표 10>,<표 11>참고).

<그림 19>방송 부동산 뉴스 패키지 첫 번째 리포트 속성

(KBS2008년 N = 33,2013년 N = 9;SBS2008년 N = 22,2013년 N = 18)

패키지 방식의 보도가 어떠한 맥락으로 구성되는 가를 살펴보기 해

패키지 방식으로 보도된 리포트들 가운데 첫 번째 리포트의 뉴스 속성을

코딩하 다.<그림 19>에서 나타나듯이 방송 부동산 뉴스 련 패키지

형식에서 첫 번째 보도된 리포트들은 거의 부분 정부 정책과 련된

내용이 차지하고 있다.KBS ‘9시 뉴스’에서 2008년에 부동산 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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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KBS9시 뉴스 2013년 8월 20일

리포트 길이 192

앵커멘트 앵커

박근혜 통령이 연이틀 ·월세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
조하면서 침체돼 있는 주택 매매 시장을 먼 활성화 시
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에 종합 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000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

컴퓨터

그래픽

통령

화면

지난 2달 국의 주택 매매와 ·월세 거래 건수입니다.

매매는 한달 만에 70% 가까이 었지만, 월세는 2.6%
늘었습니다.총 건수도 6월엔 매매가 더 많았지만 7월엔
매매가 월세의 3분의 1수 입니다.

박근혜 통령은 이 게 침체된 매매 시장을 살려야 ·
월세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 18>패키지 뉴스 형식 부동산 정책 보도 사례

패키지 형식으로 방송된 날의 수는 33일이며 이 가운데 정부 정책을 시

작으로 부동산 뉴스 패키지 형식이 보도된 것은 29일(88%)이었다.

2013년에는 KBS‘9시 뉴스’에서 패키지 형식으로 부동산 뉴스가 달

된 날은 9일이며 이 가운데 7일(78%)가 정부 정책과 련된 내용이었

다.

SBS ‘8시 뉴스’는 2008년에 부동산 뉴스를 패키지 형식으로 보도한

날의 수는 22일이며,이 가운데 정부 정책을 첫 기사로 부동산 뉴스 패

키지를 보도한 날은 20일(91%) 다.2013년에도 부동산 뉴스 패키지

가 보도된 날은 모두 18일이며 이 가운데 15일(83%)가 정부 정책을

처음으로 보도했다.이처럼 패키지 뉴스 보도가 정책 심으로 구성되는

것은 공공 방송과 사 방송이 서로 차별화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패키지 형식으로 정부 정책을 보도할 경우 리포트의 개수는 최소 2개

많게는 4개 이상으로도 구성이 되며 반부에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으로 달하고 후반부에는 이에 한 시장 반응과 같은 리포트로 이

어서 보도하게 된다.정부 정책을 보도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패키지 형

식을 <표 18>의 2013년 8월 20일 보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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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녹취> 박근혜( 통령):"무엇보다 세 시장에 집 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세 시장간의 균형
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요하겠습니다."

리포

당정

합의 사항

발표 내용

통령

회의 장면

특히 주택정책은 시기가 요한 만큼 가을 이사철 이 에
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새 리당과 정부는 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주택 매매를
늘리기 해 다주택자 양도세 과를 폐지하고 분양가 상
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임 주택 공 을 확 하고, ·월세 융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28일 ·월세 종합 책을 확정해 발표할
정입니다.

박 통령은 주택 시장 정상화를 해 정치권도 부동산
련 법안 처리에 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통령은 이른바 ‘증세없는 복지'논란에 해 무
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게 아니라 탈세를 뿌리뽑고 복지
수액 등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KBS
뉴스 000입니다.

앵커멘트 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세 물량이 없어서 입주하기 6개
월 부터 세 약이 들어올 정돕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하려고 검토 인
책의 구체 인 내용은 뭐가 될 것인지 000기자가 상해
봤습니다.

리포
부동산

개업소

요즘 부동산 개업소 한 곳당 세 기자는 평균 10여
명에 이릅니다.

때문에 올 겨울 세 계약을 지 해 버리는 등 6개월 후
나올 물량까지 미리 잡으려 할 정도입니다.

인터뷰
<인터뷰>부동산 개업자:“내년 1월에 신혼부부이신데,
결혼하시는데 세가 무 없다라는,그러다보니까 7월
달에 와서 세 계약을 해 놓고 가는……."

리포

아 트

주택 융

공사

정부 발표

컴퓨터

그래픽

이처럼 과도한 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환하는 게 근
본해법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집 살 여유가 있는 이들까지 세로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해 3억 원 이상 고액 세에 한 세자
출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입니다.

과도한 세수요를 월세로 돌리기 해 재 300만 원
한도에서 월세총액의 50%까지만 인정해주는 월세 소득공
제의 한도와 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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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올해 입주할 공공 임 주택의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LH가 추진하는 매입· 세 임 주택을 가을 이사철에 맞
춰 조기 공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민간 임 사업의 의무 임 기간과 임 주택의
가격,크기 제한을 완화해 민간 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입니다.KBS뉴스 000입니다.

의 <표 18>의 패키지 보도는 통령의 정책 기사가 제시된 후,두

번째 리포트에서 이를 생활 속의 내용으로 구체 으로 풀이한 기사가 제

시되었는데 앞의 리포트에서 제시된 ·월세 정책의 필요성은 다음 리포

트에서 구체 인 사례를 통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반부에 등장한 통령은 뒤의 리포트의 사례에 나오는 ·월세 문제

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부각되며 이러한 뉴스의 구성은

통령의 정책 추진 의지와 해결 방안에 한 지지가 강조되는 맥락을 제

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요컨 패키지 리포트는 정부 정책과 일

정을 제시하는 한편 이에 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회가 력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드러내는 이야기 구조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형식을 갖

추고 있다고 보여진다.이러한 패키지 보도 형식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

을 국민들의 삶의 맥락에서 극 으로 해설해 달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동시에 방송 뉴스의 심층성을 약화시켜 정부의 의제로부터 벗어난 부

동산 뉴스 문제를 보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이 의미로

공보 뉴스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2)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한국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의 개별 리포트의 시간 단 가 앞에서 거론

된 <표 16>,<표 17>의 결과와 같이 1분 30 이하에 집 되고 있는

행은 리포트에 포함되는 정보의 범 와 깊이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한국 방송 뉴스 제작의 형식은 오랜 세월동안 1분 30

이하의 틀로 고정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리포트 시간 형식에 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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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 구성원들은 변화하기 힘든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리포트 시간

형식의 한계 속에서 공공 방송 기자들은 심층 분석과 비 근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짧은 리포트에는 복합 인 내용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정 념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부동산 뉴스에서는 단편 사실 정

보를 심으로 뚜렷하게 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체계 인 분석과

해설을 한 취재와 제작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 이다.이처럼 근

시안 이고 왜소한 보도 방식은 공공 방송과 사 방송에서 모두 찰된

다.

1분 20 라는 시간이 그걸 설명하는데 무 부족하기도 해요.1분 20

만에,이게 당신 3년 뒤에 당신 부를 엄청나게 좌우할 수 있다.이런 걸

피부에 닿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이 뉴스 포맷 하에서 그런 경

향이 분명히 있죠.특히 경제 쪽에선(K-C).

1분 2분이라는 형식 제약이 있는 방송 뉴스에서는 심층과 포맷(형식)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방송 뉴스의 문법과 소재라는 것은 사

건사고와 그림,그 다음에 약간 좀 시선을 잡아 끌면서 메시지가 선명한

것들이죠(S-C).

리포트 시간의 제약 속에서 공공 방송 취재 기자들은 최소한의 정보로

뉴스를 구성하는 소극 인 취재와 제작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방송

기자들은 개별 리포트의 길이가 짧은 조건 아래에서 다양한 을 취재

하고 반 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해하고 업무 완성도를 떨

어뜨릴 수 있는 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뭐 일분 반이라고 하면 크게 노력을 요하지 않아요 사실,고 정도 분량만

하면 되거든요.그리고 일분 반이면 인터뷰 두 개 넣고 나면 기자가 쓸 수

있는 문장이 여섯에서 일곱 이 되는 데 거기서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건지.사실 어려운 구조죠,여섯 일곱 로 팩트(사실)를 놓고 해야

하는 데 어떻게 차별화를 둘지(모르겠어요)(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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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뉴스가 짧으니까요.사실 뉴스 6 쓰고 인터뷰 2개 넣으면 끝나요.

그니까 취재도 필요 없어요.보도 자료나 네이버 쳐보면 9시 뉴스를 얼마

든지 만들 수 있는 구조고,뭐 내가 팩트(사실)을 50개,60개 취재할 필

요가 없잖아요(K-A).

방송 메인 뉴스 로그램의 고착화된 1분 30 형식 속에서 방송 기자

들은 방송 뉴스의 기본 구성 요건인 인터뷰를 결합한 일정한 부동산

뉴스의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일상 인 취재와 제작 과정의 불

확실성에 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터뷰 두 개 문장 7개, 개업소 인터뷰 하나 들어가고.부동산 문가

(인터뷰)한 번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자꾸 포맷(형식)이 비슷비슷해지는

거죠(K-B).

패턴이 있다면 일단은 사례를 물고 들어가야 되죠.어떤 특정 지역,최근

등락한 지역이라든지,특이하게 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섰다거나,거의

육박했다거나,이런 특정 아 트 단지,이런 사례를 물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인터뷰와 공인 개사 인터뷰,그리고 부동산 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요 세 인터뷰가 항상 형식상 들어가는,그 게 되는 거죠

(S-E).

부동산 뉴스를 1분 30 도식에 맞춰 보도하는 방식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달하는 과정에서도 외는 아니다.경직 인 형식 속에서 부동

산 정책에 한 검과 비 을 다룬 내용은 포함되지 못한 채 정책의 핵

심 내용을 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처음에 한 30 정도 나오는 김 모씨 뭐 이번 정부 정책의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다.이러면 1분 20 에서 그 사람 인터뷰 빼버리면 한 50 정도

도 안 남아요.그럼 팩트를 달할 시간이 40-50 동안.클로징 때

공자왈 맹자왈 해버리면 사실상 40 안에 이런 팩트(사실)을 다 달해야



-155-

하는 건데.근데 만약에 1분 20 라는 시간에 정부 정책을 한 꼭지에 달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달하는 수밖엔 없죠(K-C).

부동산 뉴스 제작과 련해 기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사 구성 방식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의 <표 19>과 같다.

화면 기사 내용

장 그림
부동산 시장 사례/

정책 혜택 사례

인터뷰
소비자 인터뷰/

정책 수혜자 인터뷰

컴퓨터 그래픽 시장 상황 /정책 내용

인터뷰
부동산 개업자·건설업자 인터뷰

정책 추진 계자 인터뷰

자료 화면 시장 망 /정책 내용

인터뷰 부동산 문가 인터뷰

자료 화면 기사 마무리(클로징)

<표 19>1분 30 방송 부동산 뉴스 도식

의 <표 19>에 나타난 1분 30 방송 부동산 뉴스 도식은 다음과 같

은 순서로 이 져 있다.도입부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표하는 구체

인 사례나 정책의 혜택을 설명하기 한 사례를 소개한다. 반부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 한 수치 정보와 부동산 업계 계자의 인터뷰가

제시되거나 정책 발표 내용과 정책 추진 계자 인터뷰가 포함된다.마

지막 부분에서는 시장에 한 망,혹은 정책 내용에 한 소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동산 문가의 인터뷰가 배치되며 기자의 마무

리 클로징으로 끝을 맺는다.

<표 19>와 같이 일정한 이야기의 틀인 도식을 유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취재 기자의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는 데 유리한 조건

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방송 뉴스 제작 측면에서 한국 방송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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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 취재를 한 장과 인터뷰에 등장할 인터뷰이를 직 섭외할

책임을 지고 있다.부동산 뉴스 도식을 따르게 될 경우 기자가 섭외해야

할 장은 도입 부분의 사례로 제한된다. 한 인터뷰 상자도 비교

섭외가 용이한 부동산 개업자나 건설사를 심으로 진행함으로써 제작

에 들어가는 시간을 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뉴스만 말 드릴까요?시간 정말 얼마 안 걸려요.제 경우는 딱

한번 나가서 이동 시간 포함해서 세 시간 했던 것 같아요.왜냐하면 사

취재 통해서 약속 픽스하고(정하고)그래픽 통계 같은 것은 다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장 스 치하고 인터뷰하는 것은 세 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K-B).

도식을 구성하는 인터뷰의 수가 경우에 따라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로

어들 수 있지만 체 인 기사 흐름과 인터뷰 배치는 <표 19>의 흐름

을 심으로 유지된다.이처럼 부동산 뉴스 도식은 1분 30 라는 형식

에 맞춰 효율 으로 부동산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재이기도 하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1분 30 이하의 리포트 형식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이유에 해 시청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공통 으로 밝

혔다.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방송 뉴스 시청자들이 방송 시간이 긴 형

식의 개별 리포트를 지루해 할 것이며,추상 이고 복합 인 내용의 보

도는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한 방송 뉴스에서 뉴

스 형식을 바꾸는 조치가 수용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화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간주된다.공공 방송 뉴스룸 내부

으로 재의 형식이 방송 시청률을 안정 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공유하고 있으며,짧은 길이의 리포트 형식을 과감하게

변화하려는 시도가 제 로 이 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분 30 형식이 시청률에 제일 도움이 된다고 편집 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분 될수록 시청률이 높다는 고정 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수

뇌부에서요(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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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수십년 동안 익숙해진 시청 패턴이 1분 30 ,이거보다 더

길어지거나 다른 형식으로 갔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결

국 1분 30 기본 와꾸(틀)로 짜여진 다음에 약간의 바리에이션(변화)이

있어야죠.앵커 바꾸는 문제보다 포맷(형식)바꾸는 게 더 쉽지 않아요

(S-B).

일선 취재 기자들도 1분 30 형식에서 벗어난 방송 뉴스 리포트를 제

작해 본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1분 30 형식이 바뀔 가능성을 부정

내지는 소극 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다시 말해 1분 30

리포트 형식은 공공 방송이 내부 으로 시청률 달성과 유지라는 목표에

맞춰 뉴스 형식을 합리 으로 조정해 온 과정의 결과물로,이는 개 하

기 어려운 견고한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방송 뉴스의 패키지 방식은 시간 측면에서 동일한 주제를 하나

의 리포트로 종합하여 보도하는 것보다 방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

식으로 보기는 어렵다.여러 개의 리포트를 묶어서 내용을 개하기 때

문에 이를 합할 경우 긴 시간 형식의 개별 리포트로 달하는 경우보다

총 보도 시간 자체는 더 길어질 수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흐름이 끊어지

기 때문에 심층성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공공 방송 뉴스룸

의 내부 행이 1분 30 형식의 리포트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

으로 동일한 주제를 취재 기자들이 나눠서 리포트하는 것이 자연스

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가 1분 30 를 말 드렸지만,만약에 제 에 보도국장님이 계셨다면

무슨 소리냐 어제 다룬 FTA 문제,그게 네 꼭지가 쭉 나갔는데,그게 심

층성이지 뭐냐.(하지만)내용은 달라지고,외국에선 그냥 그림 두 개 깔

고 한사람이 계속 질문 세 개 답하고 리포트를 장에서 하잖아요.굳이

말하자면 맥락을 좀 가미한 분 화된 뉴스죠.종합 인 뉴스를 미국처럼

할 공간이 없으니까요(K-A).

KBS의 패키지 형식의 보도 방식은 내용 인 면에서 심층성,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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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같은 뉴스의 가치를 충분히 살리는데 합한 형식으로 보기 힘

들다.공공 방송으로서 사 방송보다 우월한 품질을 담을 수 있는 뉴스

형식을 도입하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은 국 BBC 뉴스가

긴 시간 형식의 개별 리포트를 통해 심층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사

방송사를 품질에서 압도하고 있는 것과는 조 이라 할 수 있다

(Cushion,Rodger,& Lewis,2014).

더불어 패키지 보도 형식은 정부 정책을 달하는 과정에서 극 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의미를 생시

킬 수 있다.패키지 형식은 정부 발표 내용과 이에 따른 효과나 정성

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달하므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맥락을 형성

할 수 있다. 를 들어 청와 의 발표가 먼 보도된 뒤 이어지는 경제

부 리포트는 청와 발표 내용을 시장의 흐름을 통해 설명하고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희가 굵직한 책이 나오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희가 두

꼭지 정도는 하려고 해요.왜냐하면 일단 스트 이트로 하나 가고 뒷부분

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기 되는지,선심성 책이 아닌지,효과가 있다면

뭐가 기 가 되는 건지,이것을 받힐 수 있는 해설성 기사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K-B).

청와 등과 정책 뉴스 취재 범 가 겹칠 때 청와 뉴스는 첫 번째 꼭지

를 무조건 정치부가 한다.둘째 꼭지를 경제부에서 시장 반응 등으로 붙이

게 된다(S-D).

패키지 형식의 부동산 뉴스는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책 발

표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부동산 의제에 한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세 꼭지를 처음부터 배치해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국민들에게

는 이런 향이 있는데,이런 문제 이 있다.이 게 배치해보면 비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문제는 편집은 그걸 모르니까 정부 정책만 나오고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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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거죠(K-C).

공공 방송 뉴스의 패키지 형식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반 되고 있지만 정부의 발표를 비 하거나 비용과 편익

성을 검해야할 필요성은 거의 고려되지 못하는 것이 실이다.

3)소결:1분 30 도식 구성

한국 방송 뉴스는 오랜 시간 동안 개별 리포트의 시간 길이가 1분

30 미만으로 구성되는 형식 특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방송 기자들

은 이러한 고유한 형식 특성 안에서 일정한 부동산 뉴스 이야기 구조

를 형성함으로써 효율 으로 뉴스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한국 방

송 뉴스의 형식 행은 공공 방송 뉴스룸에서도 강하게 자리잡고 있

다.고착화된 방송 뉴스 형식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수용자들이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형식을 외면할 험이 있기 때문에 시도되지 않고 있다.

한 한국 방송 뉴스는 이 같은 짧은 길이의 리포트를 묶어서 보도하는

행을 유지해오고 있다.이러한 형식 특징 속에서 부동산 뉴스의 취재

과정은 소한 범 에 제한되고 있으며 뉴스의 심층성 역시 제약되고 있

다.정부 정책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이에 한 분석과 비 보다는 내용

에 한 소개가 을 이루게 된다.분 화된 뉴스를 결합하는 패키지

방식 역시 정부 정책에 한 사실 정보에 집 되며 하나의 패키지 안

에서 개별 뉴스 아이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

하고 정 인 효과를 부각하는 공보 뉴스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2.한국 방송 부동산 뉴스 제작 행의 특성

1)내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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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는 취재한 정보와 촬 한 화면을 결합해 완결된 리포트 형식

으로 제작해 송출하는 과정을 거쳐 보도된다(Yorke,2013).가장 새로

운 소식을 달해야 하는 뉴스의 본질 속성과 사 에 계획을 해서 마

감 시간 안에 안정 으로 방송 뉴스를 제작해야 한다는 기술 속성이

늘 충돌하는 방송 뉴스룸은 다른 매체와 비교해 시간에 한 압력을 강

하게 느끼게 된다.이러한 제작 마감 시간에 한 압력을 완화하기 해

한국 방송 뉴스룸은 취재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사안을 보도하는 일정을

미리 정하는 엠바고(embargo)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행을 나타내고

있다.이를 살펴보기 해 KBS‘9시 뉴스’와 SBS‘8시 뉴스’가 정부가

제공한 엠바고 기사를 보도한 사례를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보

도 자료의 목록들8)과 비교했다.

<그림 20>방송 부동산 뉴스 엠바고 일정 반

(KBS2008년 N = 153,2013년 N = 54;SBS2008년 N = 140,2013년 N = 101)

의 <그림 20>에서 나타나듯이 KBS‘9시 뉴스’에서 보도 일정이 정

해진 엠바고 자료를 반 해 보도한 경우는 2008년 체 153건의 부동

산 뉴스 가운데 87건(57%),2013년 체 54건 가운데 28건(52%)를

8)http://www.onna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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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해 반을 넘었다.이는 KBS 부동산 뉴스의 체 리포트 수가

2008년에 비해 2013년에 3분의 1수 으로 어든 반면 정부에서 제

공한 엠바고 기사를 반 하는 비 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BS‘8시 뉴스’는 엠바고 자료에 바탕을 둔 부동산 뉴스가 2008년에

는 체 140건 가운데 79건(56%)로 반을 넘었으나 2013년에는

체 101건 가운데 33건(33%)로 상 으로 비 이 떨어졌다.

방송 부동산 뉴스가 정부 정책이 고되거나 발표되는 시기를 심으로

제작되는 경향도 발견 다.부동산 정책에 한 뉴스 가운데 정부가 정

책을 고한 경우를 ‘고’로 코딩하고 정책의 구체 인 내용을 공식 으

로 발표한 경우를 ‘발표’로 코딩하 다. 한 정부 정책에 해 야당의

반 의견이나 시민 사회의 비 이 포함된 경우를 ‘논쟁’으로 코딩하

다.이와 함께 책이 발표된 뒤 이와 련한 후속보도를 한 경우를 ‘

향’으로 코딩하 다.

<그림 21>방송 부동산 뉴스 정책 보도 시

(KBS2008년 N = 131,2013년 N = 41;SBS2008년 N = 113,2013년 N = 68)

의 <그림 21>을 보면 KBS‘9시 뉴스’는 정부 정책의 고 단계에서

보도된 경우가 2008년에는 부동산 정책과 련된 체 보도 131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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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37건(28%),2013년에도 41건 가운데 10건(24%)를 기록했다.

한 정부가 공식 인 행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달한 ‘발표’는 2008년 39건(30%),2013년에는 14건(34%)가 제공

다.정부의 정책이 고되고 발표되는 시 의 보도는 KBS ‘9시 뉴스’

부동산 정책 련 뉴스에서 2008년 뉴스의 76건(58%),2013년에는

24건(58%)를 기록해 반을 넘었다.

반면 정책과 련한 토론 과정을 달하는 ‘9시 부동산 뉴스’의 비 은

2008년의 경우 26건(20%),2013년에는 4건(10%)에 그쳤다.마지막

으로 정부 정책의 향에 한 반응을 달하는 ‘향’은 2008년은 29

건(20%),2013년 13건(32%)로 정부의 정책 발표보다도 상 으로

비 이 었다.정부 정책의 향에 한 기사는 앞서 살펴본 <표 11>

2013년 4월 6일의 사례와 같이 정부 정책의 효과를 정 으로 조명하

고 국회의 조를 정부의 에서 구하는 시 의 기사들도 다수 포함

되어 있지만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해도 비 은 ‘발표’에 비해 상 으로

낮은 편이었다.

SBS ‘8시 뉴스’는 의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에는

부동산 정책 뉴스 113건 가운데 34건(30%),2013년에는 68건 가운

데 17건(25%)가 정책 고 단계에서 보도 으며 정책이 발표되는 단

계에서는 2008년에 38건(34%),2013년 18건(27%)가 보도 다.정

책이 고되고 발표된 단계를 합하면 2008년에는 72건(64%),2013

년에는 35건(52%)로써 반을 넘는 수 을 기록했다.

한 정책에 한 토론 과정을 달하는 단계에서는 2008년 18건

(16%),2013년 9건(13%)에 그쳤으며 정책의 향을 달하는 단계

에서는 2008년에 23건(20%)에서 2013년에는 24건(35%)를 나타냈

다.

<그림 21>에서 공공 방송 뉴스는 구체 인 정책이 발표되기 이 시

부터 정부 정책을 부각시켜 보도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경향은 사 방송

사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공식 발표 이 에 반복 으로 정부 정

책이 미리 부각됨으로써 정책에 한 기 감이 높아질 수 있고 정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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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9시 뉴스 2013년 5월 20일 SBS8시 뉴스 2013년 5월 20일

서민 임 주택 건설사업 행복 주택의 시
범지구 7곳이 확정 습니다.

신혼부부를 한 집, 학생을 한 집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될 정입니
다.

000기자입니다.

사회 년생, 학생,신혼부부 노인
이런 분들을 한 새 정부의 반값 임
주택 로젝트죠?이른바 '행복 주택'이
본격 시행됩니다.서울 오류,목동,가좌,
공릉,잠실,송 그리고 경기 안산 고잔
까지 수도권 7곳에 1만 채가 우선 공 됩
니다.기존 보 자리 주택과 비교해 볼
때 행복 주택은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
에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000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백화 과 학원,방송사 등이 있어 인기

주거지인 서울 목동에는 빗물 장 유수
지가 있습니다.

노른자 땅인 이 유수지의 지상엔 주차장
과 쓰 기 선별장 등이 난립해 있습니다.

10만여 제곱미터의 이 부지가 신혼부부와
사회 년생 등을 한 2천8백 세 의 공
공임 주택 단지 즉,'행복주택'으로 탈바
꿈합니다.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철도
부지입니다.

철로 에 데크를 워 공원을 조성하고
소음과 진동이 덜한 선로 에 행복 주택
1,500가구가 들어섭니다.

다른 철도부지 3곳에도 행복 주택이 건설
됩니다.

연세 와 홍익 가 가까운 서 문구 가좌
지구에는 기숙사형 임 주택 650가구가,
경춘선 폐선부지에 들어설 공릉지구에도
주변 학생을 한 주택 200가구가 들어

<인터뷰> 한창섭(국토부 공공주택건설단
장):"사회 년생,신혼부부 유입을 통해
세 가 화합하는 복합 주거 공간으로 조
성하겠습니다."

<표 20>KBS와 SBS엠바고 보도 사례

책의 홍보 효과는 극 화될 수 있다. 한 부동산 뉴스의 정부 정책 자

체에 한 공 토론 과정에 한 보도는 최소화되고 있다는 을 나타

내고 있다.이러한 분석 결과는 종합 으로 공공 방송 뉴스가 정부 정책

이 발표되는 과정까지는 으로 보도하지만 정책을 둘러싼 토론 과

정이나 사후 검 과정과 련된 뉴스는 최소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

다.이는 공공 방송 뉴스가 부동산 체 뉴스의 흐름을 정부 정책의 맥

락과 연결시키며 정부의 정책 발표를 고하고 달하는 데 집 하고 정

부 정책과 련된 논쟁과 비 은 축소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의제 권

한을 강화하는 데 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의 발표 시기에 부응해 보도 시 을 결정하는 행은

다음과 같은 엠바고 보도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실제 엠바

고 기사가 한국 방송 뉴스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 되는가를 알아보기

한 사례로 <표 20>의 2013년 5월 20일 행복 주택 로젝트에 한

KBS와 SBS의 보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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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연세 와 홍익 등 학들이
집한 이 철도 부지에도 철로 에 인공
데크를 설치해 주로 학생용 행복 주택
6백50호를 건설합니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 안산
고잔 지구의 경우엔 외국인 근로자 임
주택과 함께 다문화 교류센터도 설치됩니
다.

행복 주택 시범 지구는 이처럼 모두 7곳
으로,만 50세 가 입주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사업 승인을 마무리하
고 오는 2016년부터 행복 주택의 공 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임 료는 국민임 주택 수 인 주변 시
세의 50에서 80% 선에서 결정될 망입
니다.

때문에 일부 노른자 지역을 포함한 도
심지에서 공 되는 행복 주택으로 기존
임 사업자와 시장이 향을 받을 수 있
다는 일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 주거 안정을 해 정부는 행
복 주택을 20만 호까지 공 할 계획입니
다.

KBS뉴스 000입니다.

섭니다.

안산 고잔지구는 4호선 고잔역 철도부지
를 활용해 1,500가구를 건설해 외국인 근
로자와 학생을 흡수할 계획입니다.

과거 버블세 지역이던 목동·잠실·송
3곳도 포함됩니다.

구청과 시 소유의 유수지 에 모두
6,200가구가 공 됩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 :주변 부도심
에 한 도심 재생을 연계시켜 지역경제
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임 료는 주변 시세의 50~60% 정도 수
으로 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개 지구에 한 사업
승인을 끝내고,2016년부터 행복 주택을
공 할 계획입니다.

SBS뉴스 000입니다.

공공 방송사와 사 방송사는 엠바고 일정에 따라 같은 날짜에 메인 뉴

스 로그램을 통해 보도했으며 내용상의 차별성은 발견하기 힘들다.정

부 발표의 핵심 사항을 담은 양사 리포트들은 정부 발표 내용을 일목요

연하게 달하는 데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두 리포트의 구

성 순서와,사례로 든 장소,정책에 한 인터뷰 상자가 국토교통부

장 과 담당 국장으로 다르다는 에서 최소한의 형식 차이를 나타낼

뿐 리포트의 주요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한 정책의 내용과 의미에

해 비 언 조차 없이 보도 자료에 담긴 내용을 고스란히 달

만 하고 있는 보도 태도 면에서도 거의 일치한다.이는 공공 방송과 사

방송 모두 자율 으로 보도 자료를 해석해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엠

바고 기사를 일정에 맞춰 방송 뉴스 형식으로 복제,재구성하는 데

을 두고 있다는 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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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부동산 뉴스는 앞서 살펴본 일상 뉴스 제작 행에서 탈피하고

자 심층성을 표방한 기획 뉴스를 제작해 보도하고 있다.기획 뉴스는

‘심층 뉴스’ 는 ‘이슈 앤 뉴스’라는 컴퓨터 그래픽 타이틀이 부여되며 1

분 30 형식을 벗어난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형식의 리포트로 보도된

다.이 연구의 분석 상인 부동산 뉴스 분야만을 살펴보면 2008년에

비해 2013년의 기획 보도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짜 타이틀 길이 분야 분석/비 내용

2008.1.7 없음 231 정책 비 없음 새정부 부동산 정책

2008.1.29 연속 기획 161 정책
부분

비
부동산 감세 정책

2008.1.29 이슈 앤 뉴스 172 정책
부분

비

지분형·신혼부부

주택 실효성

2008.4.4 장 추 189 민간 비 특별 분양권 문제

2008.4.19 없음 178 정책 비
서울시장 뉴타운

거짓 공약

2008.4.28 심층 취재 185 정책 비 뉴타운 정책 문제

2008.5.19 심층 취재 215 민간 비
건설사 임 아 트

분양가 폭리

2008.6.10 심층 취재 185 민간 비 건설사 분양가 인상

2008.7.9 심층 취재 194 정책 비
토지 공사

택지비 부풀리기

2008.8.21 없음 194 정책

비 거의

없음

(26문장

3문장)

종합 책 해설

2008.9.18 심층 취재 188 민간 분석
융 시장 기와

주택 시장

2008.9.22 없음 214 정책

비 거의

없음

(28문장

2문장)

종부세 개편 해설

2008.11.17 심층 취재 160 민간 분석
자 난 건설사

융계 지원

<표 21>2008년 부동산 련 KBS기획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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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21>을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9시 뉴스’에 160 이상의

길이로 제작되어 보도된 부동산 련 뉴스는 13개 으며 이 가운데 9건

은 ‘심층 뉴스’와 ‘이슈 앤 뉴스’의 타이틀과 함께 보도되었다.

내용 으로 긴 시간 동안 방송되는 기획 뉴스 역시 내용 으로는 정책

과 련된 비 이 높은 편으로 2008년에는 8건이 정책에 한 내용이

었다.2008년도 7월까지는 정책에 한 비 인 내용이 담긴 기획 뉴

스가 8건에 이를 정도로 많았지만 2008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정책에

한 비 은 최소화되고 충실히 설명하여 달하는 방식으로 2건만이

보도 다.

날짜 코 길이 분야 분석/비 내용

2013.2.6 이슈 앤 뉴스 294 민간 분석 월세 시 ,서민 부담

2013.4.30 이슈 앤 뉴스 218 정책 비 없음
부동산 책 효과

국회 조 필요

2013.6.27 이슈 앤 뉴스 282 정책
부분

비

취득세 감면 종료

국회 조 필요

2013.8.28 없음 185 정책
부분

비

격 모기지

효과와 우려

<표 22>2013년 부동산 련 KBS기획 뉴스

의 <표 22>에 나타나듯이 2013년도 부동산 련 뉴스 가운데 KBS

‘9시 뉴스’에서 160 이상의 길이로 보도된 리포트는 4건으로 감소했

으며 이 가운데 정책과 련된 뉴스는 3건이었다.2013년의 ‘이슈 앤

뉴스’라는 기획 뉴스는 형식 으로는 격성을 띠고 있지만 내용 으로

는 일상 출입처 심 보도와 유사하게 정부 정책의 맥락 속에서 제작

되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강조해서 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아래의 <표 23>의 2013년 6월 27일 기획 리포트 사례는 한국 방송

뉴스에서는 매우 격 일 정도로 4분 42 에 이르는 긴 시간 길이의

리포트 형식을 갖추고 있다.그러나 내용 으로는 정부의 에 충실하

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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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3년 6월 27일

길이 282

기자 스튜디오

국회 앞 진행

국회 상정 법안

컴퓨터그래픽 소개

집 살 때 내는 세 ,취득세죠?

집값과 용면 등에 따라 1% 에서 3% 사이인데,부
동산 부양을 해 지 은 잠시 낮춰져 있죠?

를 들어,75제곱미터 3억 원짜리 집은 1.1%고,330만 원입
니다.

이제 사흘 후면 이 낮춰진 취득세 원래 로 돌아갑니다.

지 의 두 배죠.시장에선 벌써 거래가 까 걱정입니다.

더욱 문제는 4.1부동산 책의 핵심 법안들이 여 히 국회
에서 발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법이 안되면 정책은 힘이 빠지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지 국회는 회기가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논의 어야 할 4.1부동산 책 련 주요 안건만
도,15년 이상된 아 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안,수도권
형 아 트 거래 활성화에 핵심 안건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과를 폐지해,역시 거래를 살리자는
게 있구요.

분양가 상한 폐지안 등이 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안은 해당 상임 가 련 심사 회의
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극명하게 립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은 상
임 에 아 상정이 안 고,다주택자 양도세 과 폐지안은
9월 정기국회로 미 졌습니다.

이 같은 련 법안 처리 지연은 4.1 책의 힘을 빼고 있습
니다.

이런 가운데 취득세 감면 종료까지 겹쳐 시장은 바짝 긴장하
고 있습니다.

리포 개업

소 화면

서울의 표 인 재건축 단지에 있는데도 이 부동산 개업
소는 사실상 '개 휴업'상태입니다.

매매 련 문의, 화,방문,요즘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박성규(부동산 개업자):"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임박했기 때문에 거래가 될 듯도 한데 움직임이 없어
요."

리포
아 트

단지

특히,취득세 감면 종료가 다가오자 매매는 더욱 축되는
분 기입니다.

반짝하던 4.1 책의 힘이 빠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
습니다.

인터뷰 김종철(부동산 개업자):"그때그때 따른,반짝으로 한다는
것은 그때만 좀 그 지 나 엔 별 효과가 없어요."

<표 23>KBS기획 뉴스 비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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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
아 트

단지

매매 신, 세시장만 들썩이고 있습니다.

셋 값은 이달 순까지 42주 연속 상승 추세입니다.

하반기에도 국의 세 가격은 2% 상승하고,수도권 매매
가격은 0.5% 하락할 거라는 망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임병철(부동산 정보업체 장):“기 감이 좀 확산되지 않다
보니까 매수 심리,보편 인 매수 심리도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상을 맞이했습니다."

기자 스튜디오

이러다가는 주택 거래 활성화는,하반기에도 알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다시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 멘 소리
도 나옵니다.

정부는 그러나,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
히 했습니다.

다만,거래 활성화를 한 돌 구를 주택 련 세 제도의
면 인 개편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보 습니다.

리포
컴퓨터

그래픽

지난 4년 동안 취득세를 깎아주면 주택 거래량은 늘고,혜택
이 종료되면 거래 벽이 재연되는 혼란이 계속 습니다.

인터뷰
"혼란스럽죠.오히려 이런 정책 같으면 안 내놓는 게 나아

요."

리포

아 트

단지

정책

컴퓨터

그래픽

소개

정부

발표 장

아 트

분양 장

때문에 정부는 거래세인 취득세를 항구 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 입니다.

최고 3% 인 취득세를 1,2% 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 때문에 주택 거래가 막히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
입니다.

신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은 보유세인 재산세
를 올려,맞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세수가 안정 이어서 지자체 재정에 더 좋다
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재산세를 올려도 세율은 그 로 두고 공시가격을 실화
하거나 재 60%인 용비율을 높여 충격을 이겠다는 겁
니다.

다만,재산세 부담이 커지면 주택 소유 심리가 축될까 정
부는 고민입니다.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합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면 인 세제 개편을 4.1부동산 책에 이
은 사실상의 후속 책으로 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기재부와 국토부등 유 부처간 본격 의가 시
작돼 오는 8월 세제 개편에 반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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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2008년 9월 2일

길이 221

앵커멘트

앞으로 1년 동안 17만 5천 운드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
람에게는 인지세(stampduty)가 면제됩니다.

이는 오늘 발표된 여러 주택 시장 활성화 방침의 하나입니
다.OECD경제학자들은 국이 올해 불황을 겪을 것으로
상되는데 취약한 주택 시장이 가장 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경제부 에디터 00기자가 오늘 정책이 과연 지난 나쁜 소식
들을 반 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리포

부동산 경기는 불황입니다.오늘 라운 총리는 생애 첫 주
택 구입자인 래들리에 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인지세입니다.12만 5천 운드까지
인지세는 없는데 17만 5천 운드까지 면제 범 가 내일부터
높아집니다.

노 햄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오닐씨의 경우처럼 30만 건의
부동산 거래가 인지세 면제 범 에 들어갑니다.

인터뷰 오닐(주택 구매 희망자):나는 14만 운드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큰 혜택을 보았다.주택 담보 출을 갚는 데 보다

<표 24>BBC기획 뉴스 비교 사례

<표 23>의 주요 내용은 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4월 1일 부동산

책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소개하고,정부가 발표한 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려면 국회에서 련법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을 강조

하며,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여러 정책들을 놓고 고민하

고 있다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처럼 기획 뉴스들은 내용 구성을 통해 정부의 정책 내용과 정부의 입

장을 부각시키고,정책이 추진되기 해서는 범정치권의 력이 필요하

다는 들을 강조하고 있다.더불어 뉴스에 등장한 인터뷰이들은 정부

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발언함으로써 정책에 한 지지를 표

명하고 있다.비교 긴 시간 동안 방송되는 기획 기사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새로운 사실 정보나 ,비 인 근이 제시되고 못한 채

정부의 에서 일 성 있게 부동산 의제를 설명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KBS의 기획 뉴스의 이 같은 경향은 2008년 부동산 부양을 해 인지

세 면제 범 확 에 한 BBC 방송의 리포트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에서 더욱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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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해졌다.

리포

잉 랜드 지역에서는 정부와 주택 개발자가 새로운 주택의
30%를 무료로 5년 간 출해주려고 합니다.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시행 입니
다.리즈에서 집을 구매하려는 키슨 씨 역시 심이 높습니
다.

인터뷰 키슨: 같이 부채가 많은 데 주택 담보 출로 집을 구매하
려는 사람에게는 매우 도움이 된다.

리포
주택 담보 출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슨 씨
의 경우 은행의 당 설정을 피해 하게 팔았기 때문에 때
늦은 정책입니다.

인터뷰 인터뷰이:난 정말 심이 많았었는데 집을 팔 때는 이 게
될지 몰랐다.정말 도움이 을 텐데 정말 아쉽다

리포

그런데 정말 이러한 조치가 과연 주택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
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해 비평가들은 즉자 인 해결책일 뿐 근본 인
문제에 한 해결안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 의견을 지닌 사람은 다수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이는 수상의 단기 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기록 화면 인지세는 주택 시장 활성화를 해 당분간 면제됩니다

리포
1991년에도 인지세 면제는 발표된 이 있습니다.당시에 효
과가 없었다고 드러났고 지 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
니다

인터뷰

래몬트 경:나는 이러한 조치가 잘못된 것이며 주택 시장에
도 별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우리는 비슷한 정책
을 보다 더 실시해 보았고 1990년 는 더욱 더 한 정책
이었다.비용은 비 지만 거의 효과는 없었다.

리포

주택 구매자에게 정말 힘든 일은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았는
데 주택 담보 출을 얻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만으로 은행들이 주택 출을 완화하고 확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BBC뉴스 000.

의 <표 24>BBC 2008년 9월 2일 ‘10시 뉴스’사례는 KBS기획

보도 사례와 같은 인지세(stampduty)면제 범 확 에 해 보도하

다.뉴스 반부에 정부 정책의 취지와 정책의 혜택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는 에서는 KBS사례와 비슷하다.하지만 반 이후부터는 정부

정책에 해 체계 인 비 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근본 인 차별

성을 보여주고 있다.

BBC 뉴스는 인지세 인하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를 명시

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혜택이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선별 으로 집

되고 있음을 분명히 언 하고 있다. 한 역사 으로 같은 정책이 이미

시행된 이 있으며 그 결과가 좋았던 것은 아니라는 을 역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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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터뷰를 통해 강조하고 있으며 은행의 출과 같은 본질 문제 해

결이 필요하다는 을 언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미흡성을 지 하고 있

다.

이와는 조 으로 한국 공공 방송 KBS의 기획 뉴스의 경우 심층

보도를 지향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을 여 히 유지하고 있

으며,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인터뷰이들을 으로 배치하고,정부

정책에 한 다면 의 평가와 비 이 부재하다는 면에서 공보 방송

성격을 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한국 방송 뉴스룸의 경우 취재와 제작의 업무 구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취재 기자가 기사를 직 쓰고 이를 목소리로 녹음하고 화면을 입히는

과정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 한 취재 기자들의 뉴스 제작을 돕기 한

보조 인력의 지원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한국 방송 뉴스룸의 운 방

식은 외국의 소규모 지역 방송사의 뉴스룸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외국의 형 방송사 뉴스룸은 취재와 제작 업무가 뚜렷이 구분되

고 상 효과와 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도 분업 으로 업무가 수

행되는 방식으로 발 해 왔다(Yorke,2013).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은

취재와 제작의 업무 분화가 취약하고 기자들과 이들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보도 시 에 조응하는

제작 행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 방송사 뉴스룸에서 출입처의 보도 자료에 담긴 정보는

추가 인 확인이 필요 없는 ‘사실’로 평가된다.KBS뉴스룸의 경우 뉴

스 품질과 련된 여러 가치 기 들 가운데 정확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오류가 담긴 정보를 달하는 험을 최소

화하려는 규범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 으로

밝혔다.‘사실 정보’를 우선시 한 객 주의 보도 태도로 인해 정부

정책에 한 비 보도는 주 인 단의 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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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성 보도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이러한

공공 방송 뉴스룸의 비공식 규범은 뉴스 제작 과정에 있어 행 으로

정부 보도 자료에 담긴 사실을 가장 가치 높은 정보로 평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정부 보도 자료에 담긴 정보는 별도로 진 를 검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그 로 뉴스에 반 하는 보도 방식은 KBS의 뉴스가 내외

부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에

따라 출입 기자들이 보도 자료의 정보를 충실히 뉴스에 담아 달하는

일이 정당화된다.

정부 정책은,뭐 그냥,우리는 그 로 갖다 놓을 때가 참 많죠.정부 정책

은 우리가 비 없이 그냥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1분 20 라는 짧은

환경도 향을 미치지 않나…….(범 는)보도 자료에 나온 거,괜찮아요.

다른 언론사들이 부분 쓴 거,오히려 괜찮지만, 를 들어 우리가 정말,

독창 으로 정부도 몰랐던 걸 정말 분석해내서 진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

냈을 때의 가치는 정말 떨어지는 거죠.방송도 나가기 힘들어요(K-C).

섣불리 내는 일은 없습니다. 팩트(사실)가 틀리면 안된다.왜냐

하면 우리가 심이니까.그런데 그게 정치 으로 이용당하죠. 를 들어

검찰 총장 후보자의 치명 단 을 잡아오면 더 검증하자,더 검증하자 해

서 연합이 낼 때까지 안쓰는 거죠.그런 게 있죠(K-A).

마감 시간에 맞춰 취재와 제작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공공 방송

언론인들에게 보도 자료에 담긴 정보를 비 하고 검증하는 작업은 통상

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부차 인 일로 취 된다.따라서 보증된 사실로

여겨지는 보도 자료를 완성도 높은 화면으로 재구성해내는 것이 취재 기

자들에게 가장 요한 업무로 강조된다. 실 인 제작 과정에서 보도

자료에 담긴 정보를 상으로 환하는 작업에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취재 기자 스스로도 보도 자료가 담고 있는 의미를 살

펴보고 비용 편익을 분석하는 작업에 의욕을 갖게 되기 힘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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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를 들어 양도세,택지 공 체계 바꾼다,이런 게 당일 아침에 발표

을 때,메인 뉴스를 향해 뛰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발표된 정보 에

서 시청자들에게 어떤 게 가장 유의미한 정보인지 선별하고,거기에 걸맞

는 것을 어떻게 보여 것인가,구체화하고 시각화하고 그래서 사례 섭외

하고 제작을 한 인터뷰할 사람 찾고 하는데 이런 소모 인 경과에 시간

을 많이 쏟잖아요.그러면 결국 본질 인,이 정책이 그래서 정책 목표 달

성하기에 한가?아니면 미흡한가?아니면 이 정책 자체가 오히려 별

효과가 없다고 야 할 것인가?정작 이 부분은 언론 입장에서 비

찰자 입장으로서 야할 역할은,거기까지 에 지 쏟기엔 물리 으로 부족

하죠(K-D).

는 우리나라 정권들을 믿긴 해요,우리를 나쁘게 만들려고 만든 정책은

아니죠.그런데 정책을 썼을 때 어떤 특정 계층은 이득을 보는데 어떤 특

정 계층은 손해를 본다.그러면 이 사람들을 해서 어떤 보완을 할 것이

냐, 를 들자면,그런 식의 기사들을 방송은 다룰 필요가 있는데, 재 시

스템으로는 확인조차 할 시간이 없어요(K-C).

한국 방송 뉴스룸은 취약한 인력 구조 속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해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엠바고 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고 있다.엠바고 제도의 명목상 취지는 사 에 충분한 취재 시간을 확보

해 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언론의 과도한 상호 경쟁을 방지하는 데 있

다.엠바고 일정을 어기게 될 경우 이를 반한 기자는 기자실 출입을

정지 당하는 벌칙을 받게 된다(김균미,2008).제작의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한국 언론 환경에서 엠바고 제도는 정부 기 에 속

한 취재원들의 일방 편의에 따라 시행되는 경향이 강하며 국민의 알권

리를 침해하는 일종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에서 최소한으

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청와 를 출입한 KBS기자가 밝힌 바

있다(이춘호,2008).

이 같은 비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공 방송의 부동산 뉴스

에서 엠바고 보도는 일상 으로 보도 일정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

며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행으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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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국토 교통부의 경우 매주 요일에 엠바고가 용된 주간 주요

일정을 출입기자들에게 공개한다.국토교통부의 일정은 한 주일 동안

련 취재 업무 계획을 미리 마련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게 되며 취재 기

자들의 일정은 이에 맞춰서 결정된다.이러한 행은 공공 방송과 사

방송 모두 공통 으로 유지하고 있다.엠바고 보도 일정은 부동산 뉴스

취재,제작과 련해 출입 기자와 뉴스룸 내부에서 가장 요하게 신경

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으로 여겨지며 타사에서 엠바고 뉴스를 보도할 가

능성에 비해 극 으로 뉴스에 반 하려는 시도가 이 진다.

부분 알고 있어요.뭐 보도 자료 할 기사가 있으면 날 할 기사가 정

해지는 편이고,그게 없으면 난 논다 할 수도 있고,아니면 구를 만나서

기획을 하겠다 할 수도 있고요(K-B).

기본 으로 보도 자료나 보도 계획은 주간 단 로 나오기 때문에요.아주

루틴하게 정부에서 이런 이런 보도 자료가 언제 언제 나갑니다-라고 주간

단 로 메일이 오죠.그럼 거기서 기사가 되겠다,안되겠다는 단을 하고

그럼 거기서 단하는 것을 보통 정일 하루 쯤에 자료가 오거든요.그

런 것들을 보면서 기사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지 그래서 보고를 하고

뉴스로 만들죠(S-C).

방송 뉴스룸은 엠바고 자료에 담겨진 내용들의 우선순 를 섬세하게 평

가해 뉴스 제작 과정에 반 하고 있다.국토 교통부가 보내온 일정 체

는 뉴스룸 내부에서 공유되며 방송 뉴스에서 으로 보도해야 할 아

이템들이 이 가운데서 선별된다.부동산 뉴스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최우

선 취재 상은 엠바고 자료들을 어떻게 메인 뉴스 로그램에 효과 으

로 반 할 수 있는가에 집 된다.다시 말해서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정

보는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에서 방송해야할 가장 요한 취재 상이

되는 것이다.

(일정을) 체 다 올리는 데, 요한 것에는 별표를 붙여서.요거는 리포

트 해야겠습니다-하는 거는 까만 별,요거는 신경 써야겠습니다-는 뚫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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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런 정도로 하죠…….(까만 별을 치는 기 은)9시에 잡힐 것 같은

것……,우리 생활에 해서 사람들이 심을 가질 것들이죠(K-C).

부장 데스크가 타사의 같은 보도 자료가 릴리즈(배포) 을 때,이것에

해서 독자 으로 단을 하면 되는데,이게 우리는 얘기가 안된다고 단

했는데 타사에서 방송이 되면 그거를 되게 신경 쓰는 부장 데스크가 있고.

그거에 좀 향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S-C).

엠바고 일정은 단순히 업무 계획을 편의 으로 조정하는 데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방송 기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공공 방송 뉴스룸 내

부의 기 으로도 활용된다.방송 뉴스룸은 일상 으로 경쟁 회사들의 뉴

스보다 앞선 시 에 보도하기 한 경쟁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엠바고

기사의 경우 정해진 시 에서 늦어질 경우 뉴스로 제공할 수도 없고 낙

종으로 평가돼 상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따라서 방송 기자들은 출입처

의 엠바고 일정을 기 로 한 뉴스 제작을 락하거나 다른 방송사보다

늦게 보고 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해 꼼꼼하게 일정

을 검하는 것을 요구받게 된다.출입처 제도는 이처럼 정교한 일정

리를 통해 공공 부동산 뉴스의 방 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향력을

철시킨다.

각 출입처에서 나오는 엠바고 기사를 바탕으로 취재해요…….가장 요

한 소스(취재원)은 첫째,출입처 엠바고 기사,두 번째,연합통신 기사,세

번째,조간 이 게 세 개죠(K-E).

(국토부 보도 자료 챙기는 것은)생명이라고 생각해요.개인 으로 생명

이라고 생각해요(S-B).

이 같은 내부 제작 행 속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비 으로 따져보

는 기사는 매우 드물게 보도된다.이는 정부 정책을 있는 그 로 달하

는 데 그칠 뿐 국민을 표해 정책의 향을 비 하고 검하는 공익 기

으로서의 역할에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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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책이 나왔을 때 시장에 향을 미치는 것을 기간을 두고 팔로우업

을(후속 취재를)하고 기획을 해서 과연 목표를 달성했는지,부작용은 없

었는지 검증해가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겠죠.하지만 우리는 개 그 후 과

정이 없으니까요.계속해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새로운 발생에 쫓기다 보

면 양도세 정책이 지 백 일,3백 일 지나서 어떻게 냐-하는 건 데

일리(취재부분)뉴스 기자로서 쉽지 않죠(K-D).

요컨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의 경우 일상 으로 정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를 방송 뉴스의 맥락에 맞게 재가공해서 정부가 제시한 일정에 맞춰

보도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의 홍보 효과를 높이는 공보 방송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입처가 제공한 정보를 벗어난 독자 인 보도를 하기 해서는

취재 기자의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하지만,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에서 이

를 지원하거나 정 으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능동 이고 확장된 공

의제 설정의 동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 으로

밝혔다.공공 방송 뉴스룸은 보도 자료를 벗어난 정보에 한 확인 차

가 까다롭기 때문에 방송 언론인 입장에서 독자 뉴스는 제작 시간이

많이 들고 데스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심리 으로 큰 부담이 발생하는

등,비효율 업무로 받아들이게 된다.

특종이 사실은 정상 인 언론사라면 50배,100배 더 칭찬을 받고 특종을

더 쳐줘야 되는 데 기자 고유의,어떤 다른 데서 보지 못한 시각으로 정말

이걸 심층 분석해서 제 로 악해 내는 힘.이런 것들을 평가를 안

해주니까요.할 이유가 없죠…….기사가 잘못 을 때는 간부까지 연좌제처

럼 다 같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간부들 입장에서는 보도를 내

인센티 가 하나도 없는거죠(K-C).

기획 뉴스의 경우에도 형식 으로는 심층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

으로 자율 의제 발굴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

터뷰 참여자는 밝히고 있다.공공 방송의 기획 뉴스는 독자 으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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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기보다는 기존에 개별 으로 보도된 뉴스들을 종합 으로 정리

하는 수 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슈 앤 뉴스 같은 거 하려면 기자가 한 특종을 해야 해요.기획 취재나

특종을 해야 하는 거지,요즘 뭐가 IS가 야단이라더라 이런 거 하는 거는

다 나온 거 정리하는 수 이지.그런 걸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 기서 떠

드는 걸 엮어서 하다 보니까 이슈도 안되고 뉴스도 안되는 거죠(K-B).

하여튼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보다 안하는 게 낫다니까요.그냥 정부 자

료를 쓰면 과가 없으니까 승진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독창 인 뉴스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스템이라 그 게 하기가 어렵죠.KBS는 정

부 통제보다 그런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K-C).

공공 방송 뉴스룸 간부진과 편집진들은 기획 뉴스에 해 본래의 취지

에 맞게 심층 내용을 심으로 평가하기보다 상 으로 긴 시간 동안

방송되는 리포트가 흥미롭게 개되어 시청률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

작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 기획 뉴스 제

작을 맡은 취재 기자들이 일상 인 업무에서 벗어나 긴 시간동안 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리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내용 으로 충실한

취재를 진행하기는 힘든 실정이다.이러한 조건 속에서 기획 뉴스를 맡

게 된 취재 기자들은 흥미로운 화면 구성을 구 하는 데 집 을 하게 되

기 때문에 내용 깊이를 더하기 한 취재에 투입할 시간은 더욱 부족

하게 된다.

내용 못지 않게 형식도 요하죠.한 이슈를 가지고 5분을 가져가니까 가

지루하지 않게 달하는 것에 신경을 쓰죠.그래서 취재 기자들 사이

에서는 이슈 앤 뉴스에 한번 걸리면 온 이 홍역을 앓는다는 얘기도 나오

죠(K-D).

심층은 취재도 그 지만 제작도 그래픽 쓰면서 만들어야 하니까 심층화될

수록 기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요.여유가 없고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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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지 같은 시스템은 기본 발생을 바탕으로 심층화시키고 있는 것이

죠(K-E).

KBS 뉴스룸은 내부 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이 높은 뉴스를 제작하는

것을 독려하거나 높은 평가를 하지 않는 분 기이며,이에 독자 이거나

비 인 시각에서 뉴스 제작을 할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일정과 정보에 충실한 보도 태도가 강화되

고 있다.

3)소결:수동 의제 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룸은 취재와 제작 업무

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운 되고 있으며 독자 으로 기획된 뉴스

를 한 취재와 제작에 집 할 수 있는 여건은 제공되기 어렵다.공공

방송 뉴스룸의 출입처 심의 취재망 속에서 기획 뉴스 역시 정부 정책

소개와 설명이 심을 이루게 된다.이와 같이 정부의 일정과 보도 자료

에 입각한 한국 부동산 방송 뉴스의 제작 행은 정부의 시각에서 구성

된 정부의 입장과 정책 노선을 수용자들에게 하려고 할 뿐 이에 해

국민 경제의 종합 에서 평가하고 비 하는 맥락은 탈각되어 있다

는 에서 공보 뉴스로 평가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획 뉴스

는 의례 인 형식으로 제작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기존 내용을 정

리하거나 화면 인 효과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능동 인 취재와 공

가치를 충분히 실 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 방송인 KBS뉴스룸은 출입처를 벗어난 능동 의제 설정의 가치

를 극 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은 반면 정부 의제를 복제 반 하는 뉴스

는 묵인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출입처가 제공한 정보를 효율 으로 달하

는 제작 행을 강력히 유지하고 있다.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독립 으로

공 역의 의제를 뉴스에서 담아야 한다는 규범 가치가 한국 공공 방

송 뉴스룸에서는 자리잡기 매우 힘든 상황이며 정부의 공보 기능에 안주

하는 리즘 문화가 더욱 강력하게 지배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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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 방송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

이 장에서는 한국 공공 방송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의 특성을 기능인으

로 분류할 것인가,아니면 문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답

을 구하기 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언론인

의 직업 정체성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가치 단을 지니고

업무를 수행하는가에 한 일상 경험이 축 되어 형성된다고 볼 수 있

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의 운 방식과

업무 자율성의 문제,공익에 한 가치 ,업무 배치와 취재 분야에

한 업무 문성에 해 살펴보았다.이 에서는 양 인 분석이 아

닌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뉴스룸 내부의 사회화와 언론인들의 내

면 가치 의 특성을 분석했다.

제1 한국 방송 뉴스룸 통제와 업무 자율권

이 에서는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의 실 속에서 언론인들이 업무

으로 실 할 수 있는 자율성의 정도와 공익에 한 가치 을 살펴 으로

써 직업 정체성의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시도했다. 한 공공 방송 뉴

스룸 내부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공공 방송 언론인들의 직업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해 정리했다.

1.편집권 최 화와 업무 자율권 최소화

한국 공공 방송 뉴스 조직은 료 이며 계 으로 운 되고 있다.공

공 방송 뉴스룸의 가장 정 에는 국장과 부국장들로 이루어진 간부진이

치한다.이들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바탕으로 메인 뉴스 로그램에

포함된 기사의 내용과 편집에 결정권을 행사한다.간부진은 뉴스룸에서

가장 요한 자원인 ‘시간’을 배분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이들은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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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방송되는 메인 뉴스 로그램에 어떠한 리포트들을 포함시킬

것인가,개별 리포트들에 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당할 것인가를

최종 으로 결정하게 된다.이를 바탕으로 간부진은 자신들의 결정과

단에 맞게 개별 리포트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취재 부서들과 기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설득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9시 뉴스는 어떻든 개별 기자,1차 데스크 장,2차 데스크 부장,그리

고 편집회의 국장단이 ‘이 아이템이 9시 뉴스로 나갈 가치가 있는가,이 아

이템의 취재와 제작이 팩트(사실)에 입각해 이 졌는가’에 한 논의를 거

쳐서 고도로 제한된 여건 안에서.결정되는 거죠(K-D).

뉴스 생산과 련된 과정들에 한 보도국장과 간부진의 결정들은

KBS 뉴스룸에서 하루 종일 이어지는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일

선 취재기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달되고 공유된다.

<표 25>에 나타나듯이 보도국 간부진은 시간 별로 회의를 갖고 메인

뉴스 로그램과 련한 상세한 결정들을 내린다.출입처 기자들이 오

7시쯤 부장에게 첫 보고를 하면서 ‘9시 뉴스’를 한 뉴스룸의 하루 일

정이 시작된다.오 8시에는 보도국 본부장과 보도국 간부진이 미 을

하고 가장 요한 안과 쟁 사항에 한 결정 범 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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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보고와 지시

오 7시 취재 기자 부장에게 일정 보고

오 8시
본부장과 국장 미

보고 내용 바탕으로 주요 리포트 결정

오 9시
아침 회의

국장 주재 취재 부서장 참석

오 10시
국장단 회의

‘9시 뉴스’리포트 배열해서 안 마련

오 11시

‘9시 뉴스’큐시트 뉴스 시스템에서 공개

각 부서 부장들 업무 조정해서 취재 기자들에게 지시

취재 기자들 이후 일정 결정(제작과 취재로 나뉨)

낮 12시 정부 발표 엠바고 기사 연합뉴스,석간,인터넷 공개

오후 2시 20분

오후 회의

국장 주재 취재 부서장 참석

추가 보고 사항

오후 2시 50분
2차 국장단 회의

‘9시 뉴스’탈락 아이템 결정

오후 4시 오후 큐시트 확정 공개

<표 25>KBS‘9시 뉴스’회의 일정

오 9시 편집회의를 통해 취재 부서장들로부터 리포트 제작 계획에

한 보고를 받은 뒤 별도로 국장단과 회의를 열어 큐시트(cuesheet)

로 불리는 ‘9시 뉴스’의 편집 계획의 안을 마련한다.간부진은 오

11시에 ‘1차 큐시트’를 보도국 게시 에 제시하며 ‘1차 큐시트’결정에

따라 하루의 주요 업무를 개시한다.

안이 짜지면 11시쯤 공개가 돼요.부서장들 입장에서 그걸 보고,아 이

건 9시 들어갔다,빠졌다,제작은 이 게 하고, 거 빠진 건 아 제작을

하지 말아라,이런 식의 오거나이즈가 되는 거죠(일이 결정되는 거죠).(취

재기자들이 말하는)살생부가 만들어지니까 굳이 억지로 만든 기획 같은

거,아이템 채택 안되면 그냥 나가지 말아라 하는 거죠(K-D).

낮 12시를 기 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엠바고 기사들이 석간 신문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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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뉴스,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간부진과 취재 부서장들은 이를 확인하

고 취재 부서에 해 추가 지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오후 2시 20분

에 보도국장과 부국장은 오후 회의에 참석해 취재 부서장들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은 다음 간부진 심으로 2차 회의를 갖는다.큐시트 축조회

의로 불리는 2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메인 뉴스 로그램의 최종 에

근 한 큐시트를 오후 4시에 보도국 게시 에 제시한다.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은 오 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9시 뉴스’에

한 간부진의 공식 ·비공식 회의들을 통해,포함되는 뉴스와 배제되는

뉴스를 결정한다.반면 일선 취재 기자들의 업무 일정은 회의 결과에 따

라 조정을 받게 되며,이에 따라 변화하는 업무 지시 사항에 맞게 신속

하게 응하는 능력이 뉴스룸 내부에서 요시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2.수직 · 계 조직 문화

뉴스룸에서 개최되는 공식 편집회의의 경우 참석자들 간의 열린 토론

방식이 아니라 국장에게 회의 참석자들이 수직 인 보고를 하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방송 뉴스룸 편집회의가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보고와 지

시를 심으로 운 되고 있다는 은 지난 연구들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

며 한국 방송에 오랜 기간 동안 고착화된 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이

민웅,1991;이민웅,1996).

분 기는 아직 근 이죠.활발한 문제제기,지 ,토론,반론 이런 게

없는,회의라기보다는 아이템 보고회죠 뭐.각 부서장이 자기 페이퍼 다 돌

려놓고 아이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설명하고 각 부서별로 각 아이템 잘

설명하고.짧게 짧게,아이템이 많으면 한 3분 더 끌지만 개는 1,2분 사

이 이 정도로,설명하고 다 듣고 나서 거의 국장이 거기에 해서 자기가

묻고 싶은 것들만 물어보는, 개 10분 안에 다 마무리가 되니까요.국장

이 묻는 게 길어야 5분이고,설명하는 게 한 20분. 개 25분 정도.그

외에 어쩌다가 한번씩,정말 가뭄에 콩나듯 그 아이템 가지고 얘기가 다른

부서장들과 얘기가 오갈 때가 있고 거의 국장이 묻고 답하는 문답 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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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논의도 없죠.뭐 어 든 다른 부서 아이템에 해서 태클 거는 것 자체

가 서로 불편하잖아요(K-D).

체 회의 후로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부국장들이 주재하는 소규모

회의들이 연속 으로 열리는데 이때 논쟁 인 뉴스에 한 결정과 핵심

으로 뉴스에 실리는 내용들의 범 가 결정된다. 계 · 료 뉴스룸

운 체계 속에서 ‘9시 뉴스’에 포함되는 뉴스는 수용자들에게 달되기

이 에 보도국 간부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선 취재 기자들은 이러

한 조건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취재 아이템을 간부진이 선호하는 방향

으로 맞춰 제작하려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편집부 맘인데,정말 어떤 편집부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던 게 안 들어가

기도 하고 안 들어갈 것 같던 게 들어가기도 하니까.어떤 편집진이냐에

따라서 일선 기자와 같은 경우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안 들어가기도 하

고,반 의 경우도 있는데(K-C).

이처럼 일상 으로 뉴스룸의 모든 업무 흐름을 직·간 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간부진들은 방송 기자들의 취재 방향과 기사 작성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이들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으

며 이를 통해 편집권은 극 화되고 취재 기자들이 뉴스룸 내부에서 릴

수 있는 자율성은 최소화하게 된다.

공공 방송 뉴스룸의 보도국장과 간부진이 행사하는 강력한 편집권한은

1분 30 길이의 리포트들이 심을 이루는 메인 뉴스 로그램의 형식

속에서 극 화된다.짧은 길이의 리포트들에 담길 수 있는 정보량은 제

한 이기 때문에 간부진의 지시 사항이 오후에 바 더라도 내용을 체

해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규격화된 리포트들은 한국 방송 뉴스에서

연결 역할을 맡고 있는 앵커들의 진행에 의해 매끄럽게 연결되면서 체

로그램을 완성시키는 조립형 부품 제작 기능이 되며 이러한 흐름을 결

정할 수 있는 간부진의 편집권은 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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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미국은 40 부터 제 로 활약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 왜 40

반까지가 마지막이잖아요? 도 이번에 마지막 취재 기자라고 생각하고 있

는데,가장 큰 원인은 1분 20 짜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이 게 짧은

리포트를 하다 보니까 편집권은 굉장히 강한데 리포트 주자의 문성도 필

요 없고 1분 20 내에선 개인의 문성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아무것도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K-B).

와 같은 조건 속에서 간부진 회의 결과에 따라 공공 방송 취재 기자

들의 리포트 제작 수행 여부와 취재 일정은 결정되며 한 언제든지 변

경될 수 있다.먼 공공 방송 취재 기자들은 오 7시에 그 날의 취재

일정을 보고한 후 오 11시 1차 큐시트가 나올 때까지 편집권자들의

결정 내용을 기다리며 기해야 한다.제작 업무는 오 11시에 제작

여부가 확정이 된 뒤 본격 으로 시작되며 뉴스룸의 지시 사항을 마감시

간 안에 완수하기 해 업무의 이 맞추어 진다.간부진은 큐시트 작

성을 통해 개별 리포트의 길이를 포함한 형식과 으로 포함될 내용

을 지시하게 되며 이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취재 기자들은 시간

별로 지시 사항을 확인하며 제작을 진행한다.실제 취재와 제작 행

에서 일선 기자들이 간부진들의 지시와 결정 사항에 해 반박하거나 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다.

오 에 발생인 알았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올린 것이고.편집회의를

거쳐서 발생이 심층으로 변할 수 있고 시간이 2분이 될 수도 있어요.단순

리포트에서 앵커의 멘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은 그 날 뉴스의 반

흐름, 요도에 따라 바뀔 수 있죠(K-E).

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편집에서 거의 결정하는 것 같아요(K-C).

편집회의의 지시 사항은 부서장과 장 등 각부의 데스크를 통해 체계

으로 검되며 통제된다.취재부서의 데스크들은 기사의 작성과 화면

확보 등에 해 거의 모두 보고받고 있으며 기사의 상세한 표 까지 기

자들과 상의할 필요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취재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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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과 장들이 기자들의 원고에 해 데스킹을 하는 것은 사실 정보

의 진 를 확인하고 오보를 방지하기 한 검을 해 필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공공 방송 기자들은 데스킹 과정이

뉴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한 범 를 넘어 취재 기자들의 실제 취재

경험에 근거한 기사의 톤과 뉘앙스 같은 부분까지도 부장과 장이 첨삭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를 들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리포트에서도 데스크가 미리 원고를 검하며 철 히 기사를 걸러내는

데스킹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간부

진과 취재 기자와의 갈등은 내부의 간 데스크들의 설득 과정을 통해

완화,해결된다.

문제는 데스크들은 아주 미세한 걸 고쳐버려요.조사나,은는이가 같은 그

게 고친 것도 신경을 쓰니까 생방송이어도 그냥 달달 외우는 거죠.혹시

라도 출연한 친구가 자기 의도와 조 다르게 얘기했을 때 그 책임도 데스

크가 져야 하니까요(K-C).

데스크는 못할 짓이더라구요.부장 욕 직 안하고. 간에 껴가지고

조정하는 일이 참 힘든데…….지시가 는 의견이 모아진 것을 설득 가능

하도록 달하는 게 역할 인 것 같아요(S-A).

뉴스룸 간부진은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도 취재와 제작에 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취재 기자들의 업무에 향을 미치게 된

다.편집회의에서 보도국장과 간부진들은 개별 리포트들에 해 구체

인 평가를 내놓게 된다.이러한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방송 기자들

로서는 자신들의 자율 단과 능동 인 제작을 더욱 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간부진의 평가 근거가 주로 시청률이라는 수치 정보에 바

탕을 두고 있다는 에서 공공 방송과 사 방송은 차이 보다는 공통

을 나타내고 있다.

아침에 편집회의 끝나면 좋았던 아이템,아쉬운 아이템을 공지를 띄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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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근데 부분이 순간 시청률이 올랐던 아이템이 호평을 받는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 괜찮았던 아이템도 거기에 기여를 못했다면 언 이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신경 쓰더라구요(K-B).

추세 으로 아이템 하나하나 굉장히 철 하게 분석하고 비 받는 거

죠.기획서라는 걸 미리 써요.오늘 할 뉴스를 미리 아침에 제목 달고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무지 상세해지고 디테일해진 거 요.그 기획서가 옛날

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 셋값 폭등 이 게 제목 달고 에다가 한두 문

장 써가지고 올렸는데 지 은 제목도 잘 달아야 하고, 셋값이 폭등한 게

하루 이틀 얘기야?그니까 셋값이 폭등해서 뭐가 어떻다는 거야?포인트

가 뭐,폭등해서 매매가를 엎었다는 거야?뭐야?그 다음에 오늘 뭐뭐

을 건데?심지어 장소,화면 이런 것까지 기획서에 디테일하게(자세하

게)다 넣어줘야 해요.오후 회의 까지는 인터뷰는 이런 내용을 했고 교

수는 이런 얘기를 했고 자세히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올려 줘야 돼요

(S-E).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공공 방송 언론인은 취재 과정에서 자율

성을 릴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소하며 뉴스의 선정과 제작 과정에서

일상 으로 간부진의 지시와 결정을 따라야 하는 압력을 느끼고 있다.

이는 공공 방송 언론인들이 공익 가치를 실 하는 문직이 아니라 간

부진들의 지시와 평가에 따르는 기능 직업인에 머물게 되는 조건을 형

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 공보 기능 직업인으로서의 한국 방송 언론인

이 에서는 한국 공공 방송 언론인들의 직업 정체성을 이해하기 해

이들이 어떠한 가치 기 을 바탕으로 뉴스를 제작하고 있으며 뉴스룸에

서 공익에 한 가치 을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한

취재 업무 배치에 한 뉴스룸의 행과 이에 따른 업무 문성의 특

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88-

1.공익에 한 의 한계

언론인은 문직으로서의 명확한 자격 조건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공익

에 한 지향을 갖추고 있다는 에서 문직으로 평가된다.따라서 언

론인의 문직으로서의 직업 정체성은 공익에 한 지향을 어느 정도

실 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Hallin & Mancini,

2004).한국 공공 방송은 공익에 충실한 언론 정신을 외형 으로 강조

하고 있는데,KBS는 방송 강령을 통해 “우리는 자유 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

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9)고 밝히고 있다.이와 같은 명시 인 선언

에도 불구하고 공공 방송이 역사 으로 이를 체화하고 실천한 경험은 부

족하다고 볼 수 있다(이민웅 외,2006).이처럼 한국 공공 방송은 외형

으로 공익 실 을 표명하고 있지만 뉴스룸 내부에서 구체 으로 공익

을 실천하려는 노력과 합의는 미흡한 상황이다.

먼 공공 방송 뉴스의 성과물에 공익성의 가치 기 을 어떻게 평가하

고 실 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내부 합의는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KBS는 뉴스 로그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해 ‘공정성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뉴스에 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0)그러나 외부로 공

표한 기 들이 뉴스룸 내부 으로 요한 평가 기 으로 용되고 있지

않으며 기자들의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기 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심층 인터뷰 참여 기자들은 밝혔다.

국장단 입장에서, 본부장이나 국장,주간,그 분들 입장에서 좌표가 시

청률밖에 없잖아요.우리 뉴스가 잘 나가고 있는지 시시각각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등 잖아요,시청률이요.다른 지표가 있으면 좋은데요.우리로 말

하면 공 성 지수가 있긴 한데 거의 사문화되어 버렸잖아요.그게 요하

다고 보는데요.공 성 지수를 가지고 사장이 평가하겠다고 하면 달라지겠

죠.항상 공정하고 신뢰받는,균형잡힌,이런 키워드들을 강조하지만,시청

9)http://www.kbs.co.kr/openkbs/

10)http://office.kbs.co.kr/mylovekbs/archives/13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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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상 으로 안정 이니까요(K-D).

한번도 (공정성)가이드라인을 생각해서 써본 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린 정치 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게 훨씬 많고요.규제 개 같은 경

우도 이런 규제는 해야 한다 말 못하죠.오히려 정부가 이런 규제를 풀었

다면 무 홍보성으로 해주기에는 공 방송으로 미안하니까.하지만 아직

도 이런 규제가 남아 있다.이런 꼭지를 붙이죠(K-A).

실제 뉴스 제작 과정에서 공공 방송의 공익 역할은 소극 이며 제한

범 에서만 용되고 있다.부동산 뉴스 제작 과정에서 KBS 취재

기자들은 사 방송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해 선정 보도를 자

제한다는 을 공통 으로 강조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공

공 방송 역시 부동산 자산의 가격 동향을 심으로 부동산 뉴스를 제공

하고 있다는 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련 뉴스의 빈도가 사 방송사

보다 다고 주장하고 있다.다시 말해 공공 방송사 기자들은 부동산 의

제에 해 심층 이며 근원 으로 보도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공익성을 실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소극 인 차원에서 부동산 뉴스의 보도 범

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 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같은 게 오른다 하면 계속 오르거든요. 셋값도 그 고 집주인들

이 뉴스를 보고 나도 그래야겠다는 심리 인 면이 있어서.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 통계나 근거가 있지 않다면 가능한 한 보도를 자제하는 편

입니다(K-B).

더 나아가 KBS뉴스룸 구성원들은 공공 방송사의 공익 기능과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을 동일 선상에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권 주의 모형’에서 국가가 최고 형태의 사회 조직이며 국가가 정

책 목표를 효율 으로 달성하는 것이 체 공동체의 발 에 필요하기 때

문에 언론은 이러한 정책 목표에 조해야 한다는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ibert,Peterson,& Schramm,1956).이러한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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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KBS뉴스룸 구성원들은,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단계에

서 비 인 으로 뉴스를 제작·보도하는 것이 공공 방송으로서 바람

직하지 않다는 견해까지 옹호하고 있다.

KBS는 공 방송이지만,공 방송이라는 게 민 이랑 달라야 하고 국정

철학을 반 해야 한다고 일부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KBS가 퍼블릭(공

)이지만 사실은 스테이트(국가)를 생각하는…….그런 마인드(사고 방

식)을 가진 사람들,KBS사장이 국정 철학을, 통령의 국정 철학 뜻

을 같이 하는 사람이 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듯이요.보도국

수뇌부 쪽은 상 으로 정부 정책에 해 무조건 인 비 혹은 반부터

날을 세우는 것은 공 방송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K-D).

KBS언론인들은 뉴스 가치를 정부 정책과 연 해서 단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그들은 정부 정책을 뉴스에 반 하려 노력하며 논쟁 쟁

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 방송 뉴스에 비해 상 으로 정부 정책

의 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보도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으

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이러한 보도 태도로 인해 사 방

송 SBS가 수용자의 격한 이탈을 방지하기 해 립 인 뉴스

을 유지하는 략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공공 방송인 KBS는 정권의 성

격에 맞춰 뉴스를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다

시 말해 KBS‘9시 뉴스’의 뉴스룸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청률’

로 집약되는 수용자들의 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 정책을 부

각시키고 지지하는 역시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KBS데스크와 통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즘 뭐 기획하는 거 있냐?그

러면 자세히는 얘기 안하는데요,우린(KBS는)맨날 국가 정책,경제 정책

고민한다고.부러워요. 희(SBS)는 경제 정책 고민을 아무리 해 야,하

자 그러면,야 이거 뭐 사람들이 보겠냐?이 게 나오니까.결국 (KBS는)

국가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하게 되죠.(KBS의) 기의 자 업 기사를

보면,서민들의 삶이 뭐,잘돼야 한다고 하지만,궁극 으로 국가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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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돼야 된다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시작하거든요(S-A).

MBC,KBS가 친정권 쪽에 많이 가니까 우린 조 더 왼쪽으로 가자는

것이죠.MBC가 왼쪽에 가면 우 가 되고 MBC가 친정부 쪽으로 가니

SBS가 좌편향을 갖고 있네?이걸 가 얘기하냐면 정치인,청와 가 얘기

해요.우리의 마인드는 항상 약간 오른쪽,왼쪽으로 간다.이런 형식 어

보면 상업 방송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하죠. 략이자 정책이죠(S-B).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공공 방송 언론인들은 문직의 철학

기 인 공익성에 한 지향을 가치 체계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뉴스룸 내부 뉴스 생산 과정에서 공익을 실 하기 한 구

체 기 이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한계는

역사 으로 KBS뉴스룸 내부에 축 되어 온 국가 지향 ,정부 옹호

뉴스 제작·보도 행과 무 하다고 보기 어렵다.이러한 한계 속에서 한

국 공공 방송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은 공익을 충실히 구 하는 문직으

로 성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기능

직업인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순환 근무와 업무 문성의 약화

공공 방송 뉴스룸에서 언론인들은 행 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출입

처를 변경하는 비공식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출입처 순환 행에 따

라 방송 기자들은 출입처 배치를 교환하거나 뉴스룸 내부에서 ‘외근’으로

분류되는 취재 부서 근무와 ‘내근’으로 분류되는 편집부,혹은 국제부의

근무를 교환하게 된다.KBS 기자들은 입사 이후에 업무 순환 방식을

외 없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이러한 행에서 벗어나려 하는 노력은 시도되지 않고 있다고 한

다.이러한 KBS의 순환 방식 업무 배치는 사 방송사인 SBS보다 다

소 엄격하게 용되고 있는데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은 KBS뉴스룸 특

유의 평등주의 문화가 매우 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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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사 방식이 일 년에 한 번씩 출입처를 옮기는 시스템인데,설령 의

지가 있더라도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만 한 곳을 계속 하겠다.이게 좀 튄

다,용납되지 않는다.이런 분 기가 있어요.입사 기부터 일 년 단 가

습 이 돼서 일 년 이상 넘으면 본인이 지겨워하는 경우도 많아요(K-B).

공공 방송에서는 뉴스룸 개 을 해 문 기자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

도가 이루어진 이 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일부 기자들은 행으로

굳어진 공공 방송 뉴스룸의 빈번한 업무 순환 방식이 취재 분야에 한

문성을 쌓지 못하게 할 뿐더러,최소한의 자율성도 지켜내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출입처와 련한 오랜 경험이 없으면 상부의 지

시에 취재 기자가 제 로 응하기가 어렵고,일방 인 간부진의 지시가

내려진 경우에 그것이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것일 때에도 히 방어하

지 못한 채 상부의 지시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출입처

를 취재한 경험이 으면 을수록 뉴스 단과 제작에 따른 업무 인

자율성이 더욱 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제 아이템 반은 발생인데,여기서 발생은,사회 상이 터져야 발생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연합통신이 크게 쓴 게 발생 아닙니까,문화일보가 크

게 쓴 거,석간에 2시 편집회의 들어가기 에 나오니까.그래도 출입처에

문성이 있으면,뭐라 뭐라 설명해서 아는 척을 하면 국장이 말을 던졌다

거둬들이시지만,출입처 문성이 없는 경우엔,특히 경제 출신 국장이 내

려오면 총 맞았다(상부 지시에 따라 제작을 하게 된다)그러잖아요,총쏘

는 경우(간부진이 뉴스 제작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으시죠.총탄( 상하지

못했던 뉴스 제작 지시)이 빗발칩니다(K-A).

업무 문성이 취약한 공공 방송 기자들은 취재 과정에서 출입처의

보도 자료 범 를 벗어난 확 ·심화된 에서 뉴스를 발굴하고 제작하

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이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기자들은 출입처

경력이 짧을수록 보도 자료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정부의 을 벗어나

보도 자료를 평가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공통 으로 강조했다.



-193-

가끔씩 부동산을 맡은 기자들이 이제 정보가 제한되고 출입처가 생산해내

는 정보 외에 사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없는 기자들이 갔을 경우에는 그냥

거기 국토부에서 내놓은 그 자료 그 로 하는 경우가 정말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넓은 시야로 보지 못하니까,뭐 한계가 있을

텐데요(K-C).

문성이 뛰어나다면 (비 하는)부분을 개인 역량으로 커버(보충)할

수 있으나,기자들이 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쏟아지는 형뉴

스, 형 정책.그건 료들이 일방 으로 만든 게 아니라 문가한테 자문

을 받아서 만든 건데 정책을 그냥 보도 자료만 쫙 보고 단하거나 재단하

거나 그런 정도의 식견을 가진 사람이 기자 엔 드물다고 야죠(K-D).

이처럼 출입처의 잦은 교체 방식이 취재 기자들의 업무 자율성과 의

제 설정의 능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KBS뉴스룸 내

부에서는 순환 근무 행을 쉽사리 바꾸기 어려운 질서가 형성되어 있

다.우선 으로 뉴스룸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일부 출입처 역을 소수의

기자들이 배타 으로 독 하는 것에 한 부정 의견이 강력하게 존재

하고 있기 때문이다.공공 방송 언론인들 스스로 특정 분야에 문성을

지닌 스타 기자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선호되는 출입처를 공

평하게 돌아가며 맡기를 희망하고 있다.특정 기자가 업무상 문성을

이유로 한 출입처를 장기간 배정받는 것은 특혜로 여겨지며 조직 내부의

변경 압력에 부딪히게 된다.서구 방송 방식의 문 기자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하는 실은 공공 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 방송에서도 유사

하게 발견되는 한국 방송의 공통된 문화로도 볼 수 있다.

특유의 평등주의.우린 한 사람의 스타 기자보다는,우리는 다 같이 돌아

가면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정서다 보니까(K-B).

스타 기자 하나가 뜨기 해 여섯 명이 고생하는 것보다 세 명의 기자들

이 나오고 나머지 세 명이 딴 부서 가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나도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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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고,앵커하고 싶고 그럴 텐데.스타가 있으면 그 사람 주로 회사가

돌아갈 것 아닌가.그럼 난 B 인가.스타 기자를 해 내가 한 걸 토스

(취재한 것을 넘겨 주는 것을)해 주겠나요?안 해주죠.그런 경우엔 알고

있어도 묵 버리게 되요.내가 해야 ‘특종’이 되는 거죠.그래서 1분 30

포맷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닌가요(S-B).

더불어 공공 방송 기자들은 계질서가 분명한 뉴스룸에서 문성을 바

탕으로 문 기자로서의 경력을 추구하기보다 간부로 승진하기에 유리한

진로를 선호하는 경향을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보도국 뉴스룸의 편집권

집 상으로 문기자가 되려는 동기 부여는 축되어 있으며 결과

으로 승진 기회를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 문기자 제도는 지원자를 구

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이 정착되고 있다. 재의 공공 방송 뉴스룸 운

체계 속에서 문 기자들 역시 메인 뉴스 로그램에 리포트를 보도

하기 해서는 일반 취재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부서 데스크의 승인을 얻

어야 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직 업무 지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

다.이처럼 문 기자로의 경력 리의 가능성에 한계를 느끼는 공공 방

송 기자들은 문 기자가 되기 해 노력하기 보다는 승진에 유리한 보

직을 맡기 한 경쟁을 더욱 고려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미국은 를 들어 기자가 나오면 의료나 외교,안보나,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그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우리는 그게 안 만들

어질 뿐이에요. 도 이제 마이크를 놓는 짬밥(근무연차)이잖아요. 문성

을 좀 쌓으려고 하면 뒷방(한직)으로 가니까(K-B).

문성이 쌓여도 연차가 높아질수록 답답하겠죠.어느 순간이 되면 나보

다 훨씬 후배이자 알지도 못하는 후배인데 이 사람이 부장 내지는 편집부

장이라는 이유로 자기 아이템에 해 결정을,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짜증나죠. 형 인 코스를 (선호)하는 거죠.사스마리(경찰서

출입 기자)하면서 잘 하다가,법조 아니면 정당에 가서 경력을 쌓고 특별

히 토달지(불평하지)않고 열심히 일하고 만들다가 당한 때 연수가고

당한 때 데스크되고 당한 때 부장하고 뭐 이런 코스인거죠(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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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방송 뉴스룸의 순환 근무 행으로 인해 기자들의 업무에 한 평

가가 취재 과정과 뉴스의 내용 ·질 충실도가 아니라 방송 뉴스의 형

식 완성도를 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제한 인 출입처 경험

속에서 기자들의 평 은 자율 이고 비 인 기사 생산이 아니라 효율

이고 기능 인 업무 수행 능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공공 방송 뉴스룸 간부진들의 평가도 뉴스의 내용 품질과 공익 가치

수행과 련된 측면은 경시된 채 화면의 화려함과 형식상의 완성도를 강

조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 공공 방송이 뉴스의 심층성과 비 성 등의

공익 가치를 메인 뉴스 로그램에서 실 하는 것은 더욱 약화되고 있

다.

차라리 그래픽을 쁘게 만들자,3D(입체 으)로,알기 쉽게 이 게 되는

거 요.취재 잘하는 기자보다 오디오(목소리 표 )좋고 CG(컴퓨터 그래

픽)를 잘 만들고 깔끔하게 만드는 리포터가 더 주목받는 문제가 있어요.

(편집부에서)아우 잘 만들어,그 게 하죠(K-A).

이처럼 방송의 화면 형식을 심으로 뉴스룸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

향이 강하기 때문에 방송 언론인들은 보도 내용 자체를 다른 에서

해석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 으로 근하려는 동기가 약화되고 보도

자료를 보기 좋은 화면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품질 평가가 리포트 제작이 깔끔하게 느냐,이런 쪽이 좀 더 강해요,그

래서 그쪽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어요,요즘 들어서 더 그런 성향이 강해졌

는데, 도 답답해요.기사가 날카롭거나 다른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기자

만의 분석력으로 심층 으로 고들어가는 힘으로 기자를 평가하는 시 는

끝났고,그거로는 일을 잘한다,못한다 기 도 아니에요.정부에서 내놓은

보도 자료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CG(컴퓨터 그래픽)를 깔끔하게 그

리고,좀 쁘게 그 게 해서 시청자들의 길을 끄는 경우에 평가를 높게

해주거든요.잘했다 그런식으로 평가가 되니까요(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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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근무제도 행과 기능주의 평가 체계 속에서 공공 방송 언론인

스스로도 직업 으로 추구해야 할 문성의 의미를 뉴스의 공공성이나

안 의제 설정 등과 같은 질 인 측면이 아니라 정책 정보를 알기 쉽

게 달하는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를 들어 경제

부 기자가 문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근거는 경제 분석과 의미를 해석

하는 능력이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 결정 내용에 해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기사를 구성하고 화면으로 제작하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문성은, 를 들어서,부모를 십년 이상 모시고 살면 상속세를 면제해

다.이런 게 국회 당정 회의회에서 발주가 는데 정치부에서 이것을 세

얘기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기사를 써야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넘긴 게

있거든요.소득세법,표 이런 것까지 다해서 해야 하니까.그런 거는 정

치부 발로 나온 기사지만 경제부에서 처리한 게 부분이에요.그러니까

알기 쉽게 하는 거죠.정치부에서는 그걸 할 역량이 안되니까.경제부 입장

에서 쉽게 풀어써라 그런 것 같아요....경제학 박사 따신 선배님이 있거든

요?1분 반 뉴스 원고 쓴 거 보면 같아요.사회부 기자 한 세 시간 공부

시켜서 쓰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인터

뷰 두 개 넣고,통계 넣고 하면.그것도 있지 않나싶어요(K-B).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자들은 문기자로서의 명성을 쌓을 수 있

는 기회가 방송 뉴스에서는 거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뉴스룸 내부의

질서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간부진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동인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구조 으로 공공 방송 언론인은 자율 문직으로서의 정

체성 신 기능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조직 조건 안에 놓여 있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방송 기자들은

업무 문성을 한 경쟁보다 좋은 출입처를 배정받기 한 경쟁에 치

하고,이러한 상황은 다시 인사권을 통한 간부진들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공공 방송 뉴스룸 내부의 평

가가 기능 업무 숙련도를 기 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 방송

언론인들은 공정성과 균형성과 같은 뉴스의 공공 가치 실 보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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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어진 업무의 효율 수행에 주력하는 기능 직업인의 특성을

강화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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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정부-국민-방송과의 계

이 장에서는 한국 공공 방송이 다양한 공공 방송 유형들 가운데 어떠한

모델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규명하기 해 정부-국민-방송 계를 살펴

보았다.이를 해 공 재원을 바탕으로 한 공공 방송 뉴스가 시민들의

이해를 지켜내기 해 정부와 집권 세력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고 견제

하며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바탕으로 공 토론 공간을 제공하는 책무

를 얼마나 이상 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한 평가를 시도했다.이러한

에서 한국 공공 방송의 뉴스 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이와 련한 언

론인들의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를 정리했다.

제1 민주주의 역할 내용 분석

이 에서는 한국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역할

수행을 살펴보기 해 다음과 같은 들을 분석했다.공공 방송이 공익

을 지켜내기 해 정부 정책의 문제 을 비 할 수 있으며,시민 사회에

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안들을 뉴스에 반 하고 있는가를 심으

로 살펴보았다.이를 통해 한국 공공 방송이 권력층과 특권층의 에

서 공보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체 국민들의 이해를 균형있

게 변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했다.

1.비 기능의 취약성

한국 공공 방송은 정부 정책의 문제 을 비 하고 감시하는 역할보다

정부가 제시하는 의제를 국민들에게 충실히 달하는 데 보다 무게를 실

린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부동산 정책과 련된 뉴스들을 상으로

내용 분석한 결과 비 없이 정부 정책을 보도하는 뉴스의 비 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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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방송 부동산 뉴스 정부 비 비

(KBS2008년 N = 153,2013년 N = 54;SBS2008년 N = 140,2013년 N = 101)

방송 부동산 뉴스 기사 가운데 정부 정책에 한 비 을 담은 내용이

세 문장 이상 인터뷰와 함께 제시된 경우,인터뷰 없이 한 문장에서 세

문장 사이로 비 내용이 포함된 경우,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

해 코딩했다.앞의 <그림 22>에 따르면 2008년도 KBS‘9시 뉴스’부

동산 체 뉴스 153건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한 반론과 비

이 포함되지 않은 리포트는 81건(53%) 으며,2013년에는 54

건 가운데 38건(70%)로 나타났다.

SBS‘8시 뉴스’부동산 뉴스의 경우 2008년에는 체 140건 가운데

정부에 한 비 문장이나 인터뷰가 포함되지 않은 리포트가 94건

(67%) 으며 2013년에는 체 101건 가운데 63건(62%) 다.

<그림 22>에 나타나듯이 KBS의 정부에 한 무비 보도 뉴스 비

은 2008년에는 사 방송 SBS보다 다소 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3년에는 비 없이 보도하는 비 이 더욱 늘어나면서 이러한 차별

성도 사라졌다.

방송 부동산 뉴스에 등장한 체 인터뷰 발언 내용에서도 정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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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맥락과 시장 상황을 단순히 달하는 메시지의 비 이 높게 나

타났다.

<그림 23>방송 부동산 뉴스 인터뷰이 발언 내용 비

(KBS2008년 N = 325,2013년 N = 116;SBS2008년 N = 256,2013년 N = 235)

부동산 뉴스에 등장하는 인터뷰이들은 10 안 의 매우 짧은 단 의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문장으로 단순한 메시지를 달하는 경

우가 부분이다.내용 분석을 해 이들의 발언 내용 가운데 정부 정책

과 련해 정 으로 발언한 경우를 ‘정책 지지’로 코딩했다. 한 정부

정책에 해 립 이거나 부정 으로 발언한 경우 ‘정책 비 ’으로

코딩했다.정부 정책과 별도로 부동산 시장의 시세와 거래량에 해

립 인 사실을 한 경우는 ‘시장 반응’으로 코딩했다.이밖에 부동산 시

장 상황에 해 상과 원인을 논리 으로 밝힌 경우는 ‘시장 분석’으로

코딩했다.

의 <그림 23>에 따르면 KBS‘9시 뉴스’에 2008년 등장한 체 인

터뷰 325개 가운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한 인터뷰는 110

건(34%),2013년에는 체 인터뷰 116건 가운데 44건(38%)를 차지

했다.반면 정책을 비 하는 인터뷰는 2008년에는 83건(2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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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16건(14%)로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과 련한 인터뷰는 시장 상황에 한 단순한 묘사나 상황

달하는 비 이 시장 상황을 분석하거나 해설하는 비 보다 높았다.

KBS‘9시 뉴스’에서 시장 상황에 한 단순한 반응을 담은 인터뷰 개수

는 2008년 96건(30%),2013년 42건(36%) 으며,시장 상황을 분

석한 인터뷰는 2008년 36건(11%),2013년 14건(12%) 다.

<그림 23>의 SBS‘8시 뉴스’에서도 2008년 체 인터뷰 256건 가운

데 정부 정책을 지지한 발언은 90건(35%),2013년 235건 가운데 52

건(22%) 다.정부 정책을 비 한 발언은 2008년 50건(20%),2013

년 50건(21%) 다.SBS‘8시 뉴스’에서 2008년 시장 상황에 한 반

응을 담은 인터뷰는 74건(29%),2013년 99건(42%) 던 반면,시장

상황을 분석한 인터뷰는 42건(16%),2013년에는 34건(15%)에 그쳤

다.

종합하면 한국 공공 방송 뉴스에서는 정부에 한 비 보다는 정부의

과 메시지를 달하는 역할을 시하고 있다.방송 뉴스에서 여론을

상징하는 인터뷰의 내용에 있어서도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가 비

하는 비 보다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공공 방송 뉴스가

정부와 국민들에게 매개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옹호하고 국민들에게 설득

하는 공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다양한 여론 반 의 한계

한국 공공 방송은 앞서 살펴본 뉴스룸의 오래된 내부 행과 직업 정체

성으로 인해 뉴스를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달하는 역할보다 정

부 정책을 수용자들에게 달·해설·홍보하는 역할에 충실한 양상을 나타

내고 있다.부동산 의제와 련한 방송 뉴스 내용 분석을 통해 발견한

한국 방송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부동산 의제에 한 공 의견 표명이

방송 뉴스를 통해 반 된 사회 집단들을 살펴보았다.이를 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정책만을 포함한 경우는 ‘행정부·여당’으로 코딩했으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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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안 제시 등을 포함한 경우는 ‘야당 논의 포함’으로 코딩했다.시

민 사회의 문가와 시민 단체의 의견이 반 된 경우는 ‘시민사회’,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과 사법부의 결이 담긴 뉴스의 수는 상 으로 작아

‘기타’로 표기했다.

<그림 24>방송 부동산 뉴스 여론 다양성 반 비

(KBS2008년 N = 134,2013년 N = 38;SBS2008년 N = 113,2013년 N = 65)

분석 결과 의 <그림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첫째,KBS‘9시 뉴

스’에서 부동산 의제와 련된 공 논의를 다룬 2008년의 134건의 뉴

스 가운데 행정부·여당만의 부동산 정책 의제가 제시된 리포트 수는 50

건(37%),2013년에는 38건 가운데 17건(45%)인 것으로 나타났다.

SBS‘8시 뉴스’는 2008년 보도된 부동산 의제에 한 공 논의를 다

룬 뉴스 113건 가운데 66건(58%)가 행정부·여당만의 부동산 정책 의

제를 달했으며,2013년에는 65건 가운데 24건(37%) 다.

둘째,<그림 24>에 따르면 2008년에는 KBS‘9시 뉴스’가 시민사회의

안 목소리를 반 한 비율은 53건(40%)로 SBS ‘8시 뉴스’25건

(22%)보다 상 으로 높았다.그러나 2013년에는 KBS‘9시 뉴스’에

포함된 시민 사회의 논의 과정은 15건(39%)로 2008년과 비슷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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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록한 반면 SBS‘8시 뉴스’는 29건(45%)로 크게 늘어났다.KBS

는 2008년에는 사 방송 SBS에 비해 상 으로 시민 사회의 안

목소리를 반 한 비율이 높았지만 2013년에는 사 방송사보다 행정부

와 여당의 을 강조하는 비 이 높아졌다.이는 2008년에 비해

2013년에 KBS의 부동산 뉴스의 인 방 횟수는 어들었지만

행정부와 여당에 한 뉴스는 상 으로 덜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셋째, 의 <그림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공공 방송은 부동산

정책과 련해 야당의 목소리를 반 시키는 비 이 행정부·여당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KBS‘9시 뉴스’에 부동산 의제와 련한 야당의 비

이나 안이 제시된 경우는 2008년의 경우 15건(11%),2013년에

는 4건(11%)에 그쳤다.SBS ‘8시 뉴스’에서는 2008년 14건(12%),

2013년 8건(12%)에 야당의 비 과 안이 포함 다.방송 부동산 뉴

스에 행정부·여당의 정책 제시가 야당의 논의보다 비 높게 반 된 배

경은 한국 사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의회보다 크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한 방송 뉴스룸에서 경제 분야와 정치 분야

의 취재 구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제 정책에 한

토론 내용이 방송 뉴스에 반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에 한 여야의 토론 내용이 부동산 뉴스에 반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반면 행정부의 에서 국회의 법안 통과를 포함한

조가 필요하며 국회의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행정부의 정책이 효과

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 하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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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방송 부동산 뉴스 국회 조 내용 포함 비

(KBS2008년 N = 153,2013년 N = 54;SBS2008년 N = 140,2013년 N = 101)

특히 2013년에 공공 방송과 사 방송이 모두 부동산 정책과 련해

국회의 법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행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는 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부동산 뉴스에 정부 정책 추진을

한 국회 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코딩한 결과 의

<그림 25>에서 나타나듯이 2008년에는 KBS와 SBS모두 발견하기 어

려웠으나 2013년에는 뚜렷이 증가했다.KBS‘9시 뉴스’에서 부동산 문

제의 해결을 해 국회의 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뉴스는

2008년 체 153건 가운데 5건(3%)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체

54건 가운데 12건(22%)로 집계되었다.SBS‘8시 뉴스’에서도 국회

조의 필요성이 제시된 리포트는 2008년 2건(1.4%)에 불과하 으나

2013년에는 18건(18%)로 증가했다.

방송 부동산 뉴스는 부동산 문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시민 사회 구성

원들을 균형 으로 표하기보다 특정 업종의 을 심으로 반 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205-

<그림 26>방송 부동산 뉴스 민간 인터뷰이 다양성 비

(KBS2008년 N = 216,2013년 N = 92;SBS2008년 N = 147,2013년 N = 191)

의 <그림 26>에 따르면 KBS‘9시 뉴스’2008년 부동산 뉴스에 포

함된 216건의 민간인 인터뷰 가운데 107건(50%),2013년 92건의 민

간인 인터뷰 가운데 41건(45%)가 부동산 개업자와 시세 정보 업체

계자와 같은 특정 업종 종사자들로 집 다.

SBS ‘8시 뉴스’역시 2008년 민간인 인터뷰 147건 가운데 93건

(63%),2013년 191건 가운데 97건(51%)가 부동산 개업자와 시세

정보 업체 계자들의 인터뷰 다.이처럼 민간 인터뷰이의 직업이 직

으로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직업군에 편 되는 상은 공공 방송과

사 방송에 공통으로 발 되고 있다.

반면에 부동산 문제를 직 겪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인터

뷰는 <그림 26>에 나타나듯이 KBS는 2008년 43건(20%),2013년

28건(30%)로 부동산 업계 종사자보다 비 이 상 으로 었다.

SBS도 2008년 23건(16%),2013년 55건(29%)로 비슷한 양상을 나

타냈다.이처럼 불균등한 인터뷰 구성은 부동산 문제에 한 시민들의

이해보다 부동산 자산 거래의 동향에 더욱 무게를 두고 방송 부동산 뉴

스가 보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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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한국 공공 방송 뉴스는 공 의제에 한 여론을 다양하게 반

하기보다 정부와 여당의 을 강조하고 입법부의 토론보다 행정부

입장에서 입법부의 조를 구하는 뉴스를 제공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시민 사회의 반응을 달하는 인터뷰에서도 시민 사회를 균형 으로

표하지 못한 채 부동산 거래와 직 으로 련된 업계 종사자들을 두드

러지게 출연시키고 있다.이처럼 편향된 여론 반 으로 인해 한국 공공

방송 뉴스는 공 의제에 한 민주 인 토론의 장을 펼치지 못한 채 정

부의 입장을 옹호하며 편향 으로 시민 사회의 여론을 달하는 공보 방

송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제2 한국 공공 방송과 민주주의

이 에서는 한국 공공 방송이 민주주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원인

을 규명하기 해 기자 개개인의 차원을 넘어 뉴스룸 내부에서 공유되는

비공식 규범들을 이해하고자 하 다.공공 방송 뉴스룸에서 비 기능

에 한 인식과 가치 ,여론 반 의 폭을 결정짓는 취재와 제작 행에

해 일선 기자들의 경험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이를 바탕

으로 정부-국민-방송 계에 한 논의를 정리했다.

1.비 기능과 국민 표 역할 수행의 한계

한국 공공 방송이 뉴스를 통한 정부 비 기능에 소극 인 이유는 간부

진들을 심으로 정부 정책 비 에 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향이 존재하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 공공 방송 언론인들은 내부 으로 공공

방송으로서 정부 정책을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달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우선 역할이며 정책에 한 비 은 불필요하거나 후순 의 일

로 평가하는 가치 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담에 참여한 공공

방송 기자들은 정부가 정책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KBS가 비 보도를



-207-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취재부서에서 비 하지 않으려 하는데,편집 회의에서 혹은 국장단이 이

걸 비 으로 고찰하라는 주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아무래도 경제

정책에 해서는 로 올라갈수록 비 에 해선,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비 수 가 높아지는 것은 부담스럽겠죠.KBS가 정부 정책에 해

서 뭔가 해보겠다는데 무조건 시작부터,정책 까고(비 하고)바로 고춧가

루를 뿌리는 것은 KBS답지 않다고 생각하는...그것을 언론의 비 정신이

살아있다고 만족하는 형태가 답은 아니라고 보죠(K-D).

비 보도는 필요하지만 정책이 나왔는데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으로

비 하는 것은 하지 않아요.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효과

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죠.그런데 아침에 정책 내놓았는데 녁에 비

한다.그런 건 맞지 않죠,해보지도 않고.개인 으로 정책이 나오면 정책

의 효과를 보고 그 정책을 나 에 비 해도 늦지 않다고 요.그런데 우

리 뉴스라는 게 그때만 심 갖고 이후엔 심을 갖지 않죠(K-E).

공공 방송 기자들 스스로 출입처 심의 취재 행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강한 공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인터뷰에 참여한 어떤 방송

기자는 정부가 재 문제의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을 제시

한 만큼 정책 내용을 잘 달하는 게 요하며 안과 비 을 취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을 나타내기도 했다.

‘우리가 안도 없으면서 비 만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희가 할 수 있는 안이라는 게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죠.문제의 실태만 보도하는 게 거의 그쯤에서 끝이 아니냐.제 생각은 다

른 게 없으면 문제제기로 끝나야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월세 책이 제가 도 없는데요(K-B).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은 사회 내 권력자들을 비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는 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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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공공 방송 뉴스 비 차등화

의 <그림 27>에 요약되어 나타나듯이 공공 방송 언론인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비 의 성역이 존재하며 상에 따라 뉴스룸 내부 으로 공유

되는 비 의 허용 정도가 차별화된다고 밝혔다.공공 방송 뉴스룸에서

가장 요한 비 의 성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존재는 통령과 청와 로

평가된다.

청와 를 벗어난 행정부의 경우 소극 인 의미에서의 비 이 허용되지

만 공공 방송 운 과 련된 조 계 유지를 해 비 의 수 는 조

되며 국회의 경우도 수신료 문제로 인해 조해야할 상으로 인식된다.

이와는 조 으로 정부의 범 를 벗어난 민간 역에 해서는 자유로

운 비 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공공 방송사로서 공익 감

시자 역할 수행은 청와 와 통령에 해서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 반면

정부기 에서는 제한 으로,그리고 민간부문에 해서만 무제한 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자본에 해서는 비 을 하잖아요? 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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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기업 때리거든요,뭐 B.H.(청와 )를 못 때리니까 그런 것도 있겠

지만요. 희가 하려는 총량에서 그래도 이 정도 사회 감시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정 인 부분이 아닌가요.하여튼 자본의 향을 안 받는다는

걸 강조해 주세요.같은 동료 신문 기자들도 깜짝 놀라요.상상을 못해요.

부동산 시장이 무나 혼탁해서요(K-A).

국회도 치를 보죠,수신료 때문에.기재부 치도 야하는데요,국고

보조 을 유지하거나 소액이라도 늘려야 하니까요,약간의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죠,갑을 계가 있으니까요(K-D).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에서는 청와 와 집권 세력에 해 비 을 자제

하는 수 을 넘어 극 인 홍보 에서 련 뉴스를 기획하는 경향

마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공공 방송 간부진들은 통령과 청와 에

한 비 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통령이 제시한 정책을 통령의 의도

에 맞추어 구체 으로 방송 뉴스에서 어떻게 섬세하게 부각시켜야 할 것

인가에 해서도 극 으로 노력하고 있다. 통령이 으로 발표

하는 의제는 이를 구체화할 사례를 담은 리포트를 자체 으로 기획해 청

와 발표 뉴스에 패키지 방식으로 연결해 공보 효과를 극 화하는 뉴스

제작 패턴을 보여 다고 한다. 통령이 심을 갖고 있는 정책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방송 뉴스룸 내부 으로 자발 으로

뉴스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 완화.박 통령이 심 많이 갖는 사안이었고,그래서 KBS도 부담

을 느 던 것 같아요.그래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를 들어 통령의

‘손톱 가시’뿌리를 뽑아야 한다.그럼 손톱 가시로 있는 게 뭐냐,그

걸 찾아내서 사례를 뒷받침해라 그러는데요.그건 KTV가 할 일이지 KBS

가 할 일은 아닌데요(K-D).

공공 방송 비 기능의 취약성은 실질 인 뉴스 제작 과정에서 공공 방

송 언론인들은 비 성,균형성,공정성과 같은 리즘의 본연 가치

를 어떻게 구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해서는 내부 합의 수 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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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이라는 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인터뷰에 참여한

공공 방송 기자 일부는 1분 30 의 짧은 형식 속에서 비 내용을 담

은 기사가 한 이라도 포함되는 것을 이상 으로 평가하 으나 한편에

서는 짧은 뉴스 형식 속에서 비 내용을 기계 으로 넣게 되면 내용

구성이 단 된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언론인도 있다.

( 립성)을 짜 맞춰야 하니까 내용이 부실해지죠.어떨 때는 야당 이야기

는 안 들어가도 되고,어쩔 때는 여당 이야기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하나

라도 더 맥락을 설명하는 게 요하거나 장의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요한데요(K-A).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 내부에서는 국 BBC의 불편부당성과 같은

리즘의 실천 기 ,혹은 일본 NHK와 같이 법 으로 모든 이해 당사

자들의 견해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식과 같은 단 기 을 공유하고 있

지 않다.이로 인해 구체 인 뉴스 제작 과정에서 비 성,공정성,균형

성과 같은 리즘 가치를 어떻게 반 하는 것이 최우선인가에 한 합

일된 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러한 쟁 을 둘러싸고 견해에

따라 데스크와 취재 기자간에 추가 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비 의 뉴스는 소홀히 취 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은 청와 를 비 의 성역으로 보호하고 정부가 추

진하는 정책을 옹호하는 역할을 극 으로 수용하고 있다.공공 방송의

언론인 스스로도 정부 정책 에 공감을 나타내고 이를 뉴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달하는 것을 공공 방송 언론 역할의 핵심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존재한다.따라서 공익을 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언론인으로 활

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보 체계에 편입되어 공보 역할에 안주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가 다양한 여론과 정치 안을 반 하지 못하

고 있는 실은 다음과 같은 뉴스 선별·취재·제작 과정에서의 내부 행

과 언론인의 기능 직업 정체성의 한계의 결과로도 풀이해볼 수 있다.

취재 행상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에서 부동산 뉴스 취재를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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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경제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뉴스를 정치 인 맥락에서

다루는 것은 부 하다는 견해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따라서 경제부에

서 취재하는 부동산 뉴스의 경우 행정부와 여당이 발제한 부동산 정책은

요한 부동산 의제로 평가되어 보도되는 반면 야당이나 사회 단체가 제

시하고 있는 정책 안은 정치 사안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뉴스의 취

재 범 밖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경제 뉴스에 정치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요.원하지도 않고 내용도 그

게 들어가면 복잡해져요.경제는 순수하게 경제로 야지 정치 시각으로

보면 힘들거든요.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직 으로 향을 주나 이런

으로 야 하죠.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야 해요(K-E).

(야당 안에 한)보도는 공방으로 갈 수가 있어요.야당에서 상한제를

도입하자라고 했는데, 희(경제부)가 봤을 때는 말도 안되는 경우도 있어

서요.야당이 들어간 기사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K-B).

공공 방송 뉴스룸에서 청와 와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책은 정부

의 산이 투입되고 사회 으로 자원이 집 될 것이라는 제 속에서 높

은 가치를 지닌 뉴스로 선별되며 출입처 주의 취재 행 속에서 극

으로 뉴스에 반 된다.반면,시민들의 목소리를 뉴스에 반 할 수 있

는 기회는 축시키고 있다.결과 으로 방송 부동산 뉴스는 국민의

에서 상향 으로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의 에서 하향식으로

제작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공공 방송의 부동산 뉴스는 시민들의 삶

의 맥락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취재원의

에 경도된 부동산 의제를 하향식으로 송출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

이다.

지 ,출입처 주잖아요.어떻게 보면 이건 생산자 주의 출입처 방식,

한국식인 거 요.제가 보기에는…….경제부가 하는 일이 경제 부처를 출

입하는 게 아니라,정치인들도 취재할 수 있는 거고,시민 단체도 할 수 있

고,정말 노숙자도 할 수 있고,근데 경제 문제라는 카테고리(범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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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을 바꾸는 게 아니라,우리는 거꾸로 취재원 쪽 즉 생산자 입장이거

든요(K-C).

행정부가 부동산 의제를 독 하고 입법부는 상 으로 주변화되고 있

는 부동산 뉴스 보도 경향은 공공 방송이 외형 으로는 정부로부터 독립

되어 있어도 실질 으로는 정부에 의존 계에 놓여 있다는 을 시사한

다고 볼 수 있다 (Bennett,1990).다시 말해 정부의 공보 체계에 편

입된 한국 공공 방송 뉴스는 정부에서 벗어난 공 역을 사실상 인정

하지 않은 채 정부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방송을 포함한 사회 체가

이에 조해야 한다는 가치 체계를 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 리포트 한 개당 평균 2개 정도 포함된 인

터뷰에서도 시민들의 삶을 온 히 반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방송

뉴스 형식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인터뷰는 뉴스 소재와 련된 국민

들의 삶을 표하는 목소리로 상징된다.그런데 실제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에 등장하는 인터뷰이들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들의 생생한 의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와 련된 특

정 업종의 종사자에 집 되고 있다.

거래량이 좀 주춤해졌다는 뉴스가 있으면요,서울시 부동산 정보원에서

통계표를 이용해서 서울시 구들 어디가 그나마 거래량이 었나를 보

고,구를 찾으면 섭외를 부탁을 하죠 어느 지역 개사 섭외.아니면 평소

아는 개사를 통해서요.그건 좀 타성에 젖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공인 개사)밖에 없으니까.부동

산 뉴스에서는 행 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개업소 인터뷰는 하나 들어

가는 건 아닌가요(K-B)

부동산 취재 갔는데,집주인과 세입자를 만날 수 없을 때에,길거리 인터

뷰도 잘 안해주고 그럴 때 치동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공인

개사거든요.인터뷰를 안 넣으면 계없는데 방송 리포트 구성상 인터뷰

를 따야 하면 공인 개사를 딸 수밖에 없는 데 골고루 넣으려고 노력해요.

잠실에 구,강남에 구(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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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동산 뉴스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특정 업종 종사자들의 을 집 으로 부각시키는 것

은 공공 방송 뉴스 취재진이 제작의 편의 필요성에 따라 뉴스 도식 구

성에 용이한 부동산 거래와 련된 직업을 으로 섭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즉,공공 방송 언론인은 공익 추구를 해 다양한 시민의 목

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인터뷰이를 섭외하기보다 방송 뉴스의 형

식 인 차원에서 다양성을 갖추기 한 편의상의 목 으로 인터뷰이를

섭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뉴스에 등장하는 민간 문가들도 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

을 평가하거나 안을 제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뉴스 이야기 흐름에 맞는

발언을 하는 도구 차원에서 등장하는 경향도 발견된다.따라서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 제작 과정에서 문가로서 실력을 갖추고 있고,독립

인 의견을 발언할 의지를 지닌 민간인이 섭외되기보다 제작에 편의성

을 높여 조건을 갖춘 소수의 인터뷰이들이 더욱 자주 섭외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특히 제작 시간을 최소화하기 해 지리 으로 가까운

데 치하고 방송 뉴스 제작 방향에 조 인 소수의 문가들이 부동산

뉴스에 반복 으로 등장하게 된다.

기본 으로 경제학을 하지 않은 부동산 문가들이 열에 아홉이고요.그

래도 그분들은 훈련 어요.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근데 이걸 다

인용하잖아요(K-A).

문가는 좀 일단 말 잘하고.시세에 한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 맞춰지죠. 문가들이 오르고 내리고에 해 다 얘기를 해줘요.어떤

강한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를 들어서 다들 오를 것이

라고 하는데 혼자만 내릴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기자가 찾아가지도 않

는거죠.그리고 언제 불러도 해주는 사람들.그런 게 요하죠.집이 여

의도인 사람이 많아요.그러면 언제든지 부르거나 집근처로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으니까 주말이건 언제건(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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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의 민간 문가는 방송 제작 과정의 효율성에 합하게 호

응해 수 있는 사람들로 한정되며 사 의 섭외 과정에서 기사 흐름에

맞게 발언할 내용이 미리 결정되게 된다.반복 으로 방송 뉴스에 등장

하는 민간 문가들은 업계 계자이며 정부 정책과 련된 업무에 련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기 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다.즉 공공 방송사 뉴스

는 제작 과정에서 형식 인 차원에서 민간 문가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실질 으로는 정부 정책에 해 독립 ,비 의견이 제시되기는 어려

운 것이 실이다.이처럼 출입처에서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도 공공 방송 뉴스는 취재원의 범 가 매우 제한 이며 이들이

정부 정책의 반 맥락 범 안에서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을 제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와 같은 이유로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는 정부의 정책을 뚜렷이 부각

시키는 반면 민간 뉴스는 정부 의제를 보충하고 설명하는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에서는 정부 정책을 옹

호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는 강하게 들려주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미약하게 달하고 있다.부동산 시장에서 아

트 거래를 담당하는 직업 종사자들은 규칙 으로 비 있게 뉴스에 등장

하고 있지만 시민 사회에서 정부 정책을 비 하고 검하는 세력들의 의

견은 간헐 으로 반 되고 있다.이처럼 공공 방송 언론인은 부동산 문

제를 국민의 삶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활동을 수용자들에게 달

하는 공보 방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2.정부-국민-방송

디지털 기술의 발 과 함께 매체가 다양화되고 이에 따라 매체의 수용

자들이 분화되는 실 속에서 공공 방송 제도는 사회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공간으로서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urran,2002).

KBS역시 보편 서비스를 통해 지역 ·계층 구분 없이 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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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뉴스를 달할 수 있는 가장 향력이 큰 매체라는 에서 한국 민

주주의의 유지와 발 에 가장 요한 언론 기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한국 공공 방송 뉴스가 정부와 국민을 어떻게 매개하

고 있는지 살피는 일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요한 문제라고 여겨진

다.공공 방송을 효율 공기업으로 평가하는 에서 벗어나 한국 민

주주의의 한 축을 이루는 핵심 제도로서 역할과 기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공공 방송의 민주 역할 수행에 해 한국 사회의 핵심 의

제인 부동산 문제를 심으로 살펴 으로써 KBS 뉴스가 정부와 국민

계에 있어서 언론의 사회 책임인 감시 기능과 다양한 여론의 반 이

라는 역할에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한

국 공공 방송 뉴스가 시민 사회의 에서 정부의 의제를 비 하거나

검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와 를 심으로 한 비 의 성역을 암묵 으

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은 시민의 이해를 지켜내기 해 정부와 특권층을

면 하게 감시하는 공익 역할을 버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KBS구성원들이 정부 정책과 발표를 비 없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을,일상 인 뉴스룸 내부 행이라 여기며 체념

하듯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공공 방송 언론인들은 무비 으로 정

부 정책을 보도하는 행 를 국민들에게 정책에 한 정보를 달하기

한 수단으로 정당화하고 있으며 취재 행을 통해 정부 료들과의 지속

인 과 정보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 홍보와 공공 방송의 역할

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한다.이로 인해 정부가 정책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달하는 것을 공공 방송 뉴스의 역할로 간주하는 경향까지

나타내고 있다. 와 같은 이유로 한국 공공 방송은 정부와의 계에 있

어서 정부 정책을 우선시하고 이에 한 감시는 경시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정부의 의제가 공공 방송의 뉴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비 없이

달되고 있는 실은 공정한 정책 안 경쟁의 가능성을 제한하며

질서를 더욱 공공히 한다는 에서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 방송 뉴스룸 내부에 만연해 있는 료 인 조직 문화는 언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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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자 인 취재를 하거나 국민의 높이에서 능동 으로 의제를 설정

하려는 동기를 하시킴으로써 뉴스의 다양한 여론 반 역할을 축시

킨다.제한 범 의 사실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심층성과 공정성과 같은

리즘 가치를 경시하는 뉴스룸의 비공식 규범 역시 정부의 을

심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시민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안들을 반

하지 못하게 만든다. 국 BBC 뉴스룸은 뉴스 단 기 인 한

불편 부당성을 부단한 내부 토론과 오류 수정을 거쳐 살아있는 뉴스 규

범으로 삼고 있다.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에서도 공익을 실 할 수 있는

가치 기 을 내부 합의를 통해 만들어내고 이를 지속 으로 용해 나

가면서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실천이 없다면 뉴스를 통한 공익 실 은 이

루어지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 뉴스의

안 분석 과정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어떻게 반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민간인에 한 인터뷰이를 어떠한 기 으로 선택하는 것이 한가와

같은 질문들을 제기한 바 있다.그러나 KBS뉴스룸 내부에 이에 한

합리 이고 민주 인 기 은 부재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공

방송 뉴스가 다양한 들을 반 하고 국민을 균형 있게 표하는 역할

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향식 여론 수렴이라는 민주 언론

의 역할을 버리고 있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다.

더불어 공공 방송 뉴스가 사 뉴스와 어떠한 면에서 차별성을 나타내

는 것이 공 재원의 지원을 받는 존재로서 합당한 것인지에 해서도

사회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부동산 의제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자산으

로서의 측면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고를 바탕으로 보도되는 사 방송의 뉴스라면 고가의 부

동산 자산을 가진 상류층으로서 수용자들을 최 한 많이 확보하기

한 것이 뉴스의 주요 방향이 될 것이며,이는 사 방송 조직의 운 목

표와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공공 방송은 이와는 달리 경제 으로 취약

한 계층의 이해를 반 하고 이들의 주거 공간에 해 독립 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와 같은 공익 뉴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도 지닌다.하지만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공 방송



-217-

KBS는 사 방송 SBS와 부동산 뉴스 보도 내용에 있어서 뚜렷한 품질

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공공 방송 뉴스룸은 뉴스에 한 가치

단 면에서도 공익에 부합하는 뉴스 소재들을 사 방송 언론인과 마찬가

지로 뉴스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공공 방송 뉴스가 사 방송과 차별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실

은 공공 방송이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가에 한 기 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공공 방송 뉴스가 높은 시청

률과 향력을 지니고도 뉴스의 품질 향상을 한 진정한 개 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사 방송을 품질로 압도하지 못한 채 시청률만을 지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실 속에서 공공 방송이 민주주의 사

회에서 진정하게 추구해야 할 공익 가치에 한 풍부하고 생산 논의

가 제기될 필요가 있다.

결과 으로 한국 공공 방송 뉴스가 정부-국민-방송의 계에서 민주

역할을 온 히 실 하기 해서는 공익 수행의 기 에 해 명확하고 구

체 인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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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론

제1 연구 내용 결과 요약

종합 으로 한국 공공 방송은 공 재원의 지원 속에서도 공익을 온

하게 실 하지 못한 채 공보 방송 모형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한국 공

공 방송은 구조 인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갖추지 못하고 종속

인 상태에 놓여 있으며 오랜 기간 정착되어 온 내부 행을 통해 공보

방송 모형을 내면화하고 있다.

공보 공

구조 정부 종속 자율

내부

행

선별

취재

제작

과정

선별 기 시청률 강조 시민 사

취재 행

인력부족·업무집

뉴스룸

출입처 심

분업화·체계화

뉴스룸

자율 취재

뉴스 형식
1분 30

도식 구성
유연한 형식

제작 행 수동 의제 반 능동 의제 설정

특성 닫힌 공보 뉴스 열린 공익 지향 뉴스

언론인

직업

정체성

뉴스룸
편집권 극 화

업무 자율성 최소화

민주 운

자율 업무수행

문직주의
공익 의 한계

취약한 문성

공익 사 최우선

탁월한 문성

특성 공보 기능 직업인 자율 문직 언론인

정부-국민-방송
정부-방송

정부·특권층

지지 옹호

정부·특권층

감시비

국민-방송 정부·특권층 변인 국민 표

<표 26>공보 방송 모형과 공 방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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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1>에서 제기된 한국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의 선별‧취재‧

제작 과정에 나타난 기본 특성은 의 <표 26>에 요약되어 있듯이 닫

힌 공보 뉴스를 생산하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첫째,한국 공공 방송은 뉴스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익 인 기

이 미흡하며 사 방송과 마찬가지로 시청률 기 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

다.이로 인해 공공 방송 뉴스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와 같이 차

한 공 의제에 해 구조 원인은 보도하지 않은 채 수도권 일부

상류층이 보유하고 있는 아 트 시세 변동과 같은 피상 부분만을 집

으로 보도한다.이와 같은 보도 방식은 국민들의 부동산 의제에 한

심을 단편 인 가격 변화에 고정시킴으로써 공공 방송이 정부의 단기

인 부동산 의제를 지지하는 공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볼 수 있

다.이처럼 공공 방송사가 수용자를 민주 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하는 시민으로 간주하여 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량 평가인 시청률로

만 간주하여 평가한다면 이는 결국 공익을 추구하는 이상 인 공 방송

모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은 취재 인력이 부족하고 일선 기자들의

업무 부담이 높은 환경으로 인해 정부 출입처를 심으로 한 취재 행

에 의존하고 있다.뉴스룸의 부동산 뉴스 취재망을 정부 부처인 국토 교

통부의 료 체계에 조응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재 범 와 역할을

구분하기도 한다.이로 인해 공공 방송 부동산 뉴스는 정부의 발표를 포

장하고 부각시키는 데 을 두게 되며 민주 인 안과 비 을 담을

만한 공간을 제한한다.정부 출입처를 심으로 한 취재 행 속에서 국

민들이 정부 정책의 실패와 문제 을 방송 뉴스를 통해 할 수 없게 됨

으로써 한국 공공 방송 뉴스는 결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

셋째,공공 방송은 심층 정보를 담을 수 없는 1분 30 이하의 짧은

길이의 리포트 형식을 수십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해오고 있으며 도

식 인 이야기 구조 속에 부동산 의제의 보도 범 를 편 한 소재로 제

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형식을 통해 공공 방송 뉴스는 정부



-220-

정책 발표를 비 없이 달하고 화면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알기 쉽게

달하는 데 을 두고 있으며 정부 정책 발표를 패키지 형식으로 보

도함으로써 정부의 발표 내용을 강조하고 이에 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이러한 사정 때문에 정부 의제를 심층 으로 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발표와 행동 달에 을 두어 보도함으로써 공보 성

격이 강화된다.

넷째,공공 방송 뉴스룸은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기 해 일상 으로 출

입처가 제공하는 보도 자료를 정부가 정한 일정에 맞춰 화면으로 재구성

하는 제작 행이 지배 으로 철되고 있다.이로 인해 정부가 직

으로 보도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간 단 의 일정에

따라 업무가 계획되고 엠바고 시 에 맞춰 보도하는 방식이 공공 방송

뉴스 제작의 기 을 제공하고 있다.이는 보도국 뉴스룸의 효율 운

이라는 내부 목표 추구가 정부 정책의 홍보 기능을 방송 뉴스 제작 과

정에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입처 제도에 의존한 취재 행 속에서 독자 인 뉴스를 제작할 수 있

는 뉴스룸 내부의 지원은 부재한 상태이며 이는 독립 인 의제를 발굴하

거나 기획하는 시도를 원천 으로 축시키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이

로 인해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과 문제 제기를 반 하거나

정부의 정책에 해 근본 으로 토론할 수 있는 공 공간은 공공 방송

뉴스에서 실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착된다.요컨 한국 공공 방송

뉴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정부의 일정에 맞춰 수동 으로 반 하

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의 이해를 반 할 수 있

는 취재 기반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공보 방송의 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구 문제 2>의 한국 공공 방송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의 성격은

<표 26>에 정리되어 있듯이 뉴스룸의 운 방식과 사회화를 통해 공보

기능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공공 방송 KBS 뉴스룸은 수직 이고 계 인 질서를 갖추고

있으며 편집권이 소수의 간부진에게 집 되어 있어,취재와 제작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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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언론인들의 업무 자율성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이로 인해 언

론인들은 자율 문직이 아닌 기능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

는 듯하다.

둘째,공공 방송 뉴스룸은 권 주의 정권 시 정부 홍보에 력해 왔

던 행에서 온 히 벗어나지 못한 채 언론 본래의 가치를 실 하는 데

소극 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로 인해 공공 방송의 존립 목 인 공익

가치는 형식 인 선언에 그치고 있으며 내부 으로 공익 수행에 한

기 과 지침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한국 공공 방송 언론인

들은 공익에 충실한 문직이 아니라 기능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셋째,공공 방송 뉴스룸은 행화된 순환 근무 제도를 통해 업무

문성을 쌓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 다. 한 승진 경쟁의 압력 속에서

뉴스룸 내부의 통제 체제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사회화가 진행되기도 한

다.공공 방송 뉴스룸 내부의 평가에서 공익 내용의 보도와 독자 취

재의 요성은 경시되고 화면 완성도를 심으로 한 기능 업무 숙련

도가 시되고 있다.이 때문에 공공 방송 언론인은 내부 평 리를

해 기능 업무 수행에 더욱 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결과 으로 <연구 문제 3>의 한국 공공 방송의 기본 성격은 공익에 충

실한 ‘공 방송 모형’보다 정부와 특권층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공보 방

송 모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한국 공공 방송은 정부-국민 계

에서 정부와 특권층에 한 감시 기능에 충실하지 못한 채 정부와 특권

층을 지지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더불어 시민들의 에서 상향식

뉴스를 제공해 국민 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정부와 특권층의

에서 하향식 뉴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즉,한국

공공 방송은 공 의제에 한 토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담아내지 못하며,정부와 특권층을 옹호하고

변하는 ‘공보 방송 모형’으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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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결론 함의

이 연구는 한국 공공 방송이 공 재원을 바탕으로 공익을 충실히 실

하지 못한 채 정부와 특권층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달하는 ‘공보 방

송 모형’의 성격을 나타내게 된 구조 원인과 결과 함의를 탐구했으

며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기존 논의와 차별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언론 학계에서는 공익 가치를 실 하지 못하고 친정부 매체

성격에 머물러 있는 한국 공공 방송에 해 Hallin과 Mancini(2004)

의 이론에 기 해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공공 방송이 집권

세력에 맞춰 정치 입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상을 ‘정치 병행성’을 바

탕으로 설명하거나(최 재,2014),KBS의 지배 구조 구축 과정에서

정부의 향력이 개입된다는 에서 ‘정부 모형’으로 분류하거나(주정민,

2012),한국 공공 방송이 집권 세력과 피후견의 계를 맺고 수동 존

재로서 도구화된다는 들이 제시되어 왔다(조항제,2014a).

이 같은 논의는 추상 이고 일반 인 설명 모형으로서 한국의 공공 방

송이 가진 구체 인 맥락과 실에 한 설명력은 제한 일 수 있다.오

히려 공공 방송이 오랜 기간 친정부 언론 활동을 지속해오는 과정에서

내부 으로 체계화된 행과 경험 으로 찰할 수 있는 뉴스 생산물에

한 연구로 연구 역을 확 하는 것이 한국 실에서 공공 방송의

본질을 악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KBS는 수신료를 바탕으로 한 공 재원 확보,공익 수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한 법 장치,그리고 한국 사회의 최고 엘리트 출신 제작진

과 같이 형식 으로는 최고의 공공 방송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

다.그러나 뉴스룸 내부 으로 공익 가치가 내면화되지 않고 있으며

충실한 공익 실 방식에 한 합의가 이 지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불균형 실은 공공 방송에 오랫동안 축 되어 온 무형 질서와

비공식 규범,문화 습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외부와의 계만을 심으로 공공 방송 성격에 한 논의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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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한국 방송에 한 지배구조의 개선만으로 공공 방송 개 이 완

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불러올 수 있다.공공 방송의 지배 구조

가 집권 세력의 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그러나 공공 방송이 외부의 권력층과 특권층의

요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공보 방송 모형의 성격을 갖게 되는 일은 이

를 뒷받침하는 내부 시스템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공공 방송의 일부 구성원들이 지속 으로 공익 실 을

추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지만 내면화된 질서 속에서 이들의 목소

리는 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방송 언론인 개개인들의 가치 과 노력과

는 별도로 정권과 특권층을 옹호하는 내부 행과 뉴스 제작 보도 질서

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공공 방송 실의 실체를 악하고 이를 개 하기 한 방

안을 모색하기 해서는 뉴스가 선별되고 제작되는 장에서 질문이 시

작되어야 하며 공공 방송 언론인들의 경험들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한국 공공 방송 뉴스의 생산 과정의 반

흐름에 해 살펴 으로써 선별·취재·제작 과정의 문제들이 분리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교하게 짜인 퍼즐 조각과 같이 공보 방송 모형

뉴스의 체를 구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이러한 내부 행을

총체 으로 악하지 못한다면 공익성을 표방하는 KBS가 실 으로는

창의성,자율성,시민성,민주성이 배제된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 힘들다.이 연구는 이러

한 에서 뉴스룸의 내부 행의 실상과 구체 인 뉴스 결과물을 함께

분석하는 근법을 시도함으로써 경험 차원에서 한국 공공 방송 뉴스

를 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공보 방송 모형 에서 한국 공공 방송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고유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KBS는 외부 으로 공정성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뉴스의 공

성 지수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내부 실천 행은 외부

로 표방된 공익 목표와는 무 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이다. 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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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 내부에서 행 으로 가장 요한 업무 성과

로 강조되는 것은 시청률이다.시청률을 바탕으로 간부진의 업무 성과가

평가되며 이는 취재 부서와 기자들의 업무를 시청률을 잣 로 평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 재원에 바탕을 둔 공공 방송 제도가 설립 취지와 모순 으로 뉴스

의 시청률을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국 ‘공보 방송 모

형’을 강화하게 된다.

방송 뉴스의 시청률은 시장 경쟁력을 상징하며 이는 뉴스의 내용과

무 하게 내외 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표하는 수치로 간주된다.따

라서 뉴스의 시청률이 높을수록 공공 방송은 뉴스룸 조직을 효율 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국민 홍보 차원의 신뢰성은 향상된다.

동시에 시청률을 강조한 뉴스 략은 효과 으로 정부 심의 정보를

상을 통해 달할 수 있는 뉴스 제작을 활성화하게 된다.시청률을 강조

하는 상업 성격이 공공 방송에 통합됨으로써 공공 방송은 조직의 효율

성을 제고하게 되며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상호 이익 계가 형성되는 것이다.한국 공공 방송이 뉴스 시

청률 경쟁에서 우 를 차지하기 한 노력은 공보 방송 모형에서 탈피하

는 방향으로 발 되지 못한 채 정부 홍보성을 기능 으로 통합하는 결과

를 낳고 있는 것이다.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뉴스룸 내

부 행 으로 정부의 입장과 을 옹호하고 있는 공공 방송 뉴스의

본질 성격은 유지한 채 시청률을 확보하기 한 방식으로 포장되고 가

공됨으로써 공보 모형의 효과를 극 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뉴스룸의 내부 행은 오랜 기간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기 때

문에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은 익숙해져서 문제 을 인식하기 어렵다.

한 내부 행은 조직 내부의 실무 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합리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뉴스룸 내부에서 필요성이 정당화되는 경향을 발견했

다. 를 들어 출입처를 심으로 한 취재망 구성과 보도 자료 의존

행은 부족한 인력과 기자들의 업무 부담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취재 행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러한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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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취재할 필요성에 해서 자각

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효과 인 화면으로 재구성

해 보도하는 것을 심으로 업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셋째,방송 뉴스의 1분 30 형식은 한국 방송 뉴스의 품질을 약화시

키는 근본 원인으로 수십 년에 걸쳐 비 을 받아 오고 있지만,아무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은 한국 공공 방송 뉴스의 수 을 집약

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1분 30 형식은 도식 인 이야기 구조

와 결합되면서 한국 방송 뉴스가 심층성,비 성,공정성과 같은 리

즘의 가치를 실 하는 것을 근본 으로 제약하는 틀로 작용한다.이러한

틀을 스스로 신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공공 방송 뉴스는 시청률

을 넘어선 공익 목표에 한 실천의 책무 수행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넷째,이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 공공 방송의 공보 방송 특

성을 개선하기 해서는 공공 방송 언론인들 스스로 문직주의 정체

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뉴스룸의 내부의 변화가 필요하다.한국 공공 방

송 언론인들의 직업 정체성의 문제는 서구 사회 언론학에서 연구되어 온

논의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의 고

유한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은 공익

실 이 가능한 충분한 취재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

뉴스룸에서 취재와 제작 업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언론인들은

마감 시간 내에 리포트를 효율 으로 제작해 내는 데 을 두게 된다.

이 같은 실로 인해 심층 이고 독창 인 뉴스를 기획하고 다각 으로

범 한 취재를 하려는 시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특유의 평등주의

문화로 인해 순환 근무의 행이 유지되고 있으며 방송 언론인 스스로도

개인 인 문 경력을 유지하기보다 조직 내부에서 좋은 평 을 유지

하고 승진 경쟁에서 유리한 치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가치 을

나타낸다.오랜 시간 정부의 홍보 역할에 충실해 온 역사 맥락에 따라

공공 방송 뉴스룸에서 공익 실 을 소 하게 여기고 뉴스를 통해 실 하

려는 구체 노력은 미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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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내부 조건 속에서 공보 기능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

고 있는 공공 방송 언론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해서는 뉴스룸의 운

방식을 보다 민주화해서 취재 기자들의 업무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취

재 분야의 문성을 향상하며 공익을 해 사하는 지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한 한국 공공 방송 뉴스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이

연구에서 시도된 바와 같이 KBS뉴스 보도 결과물에 해 다양하고 구

체 인 분석을 통해 경험 차원에서 공익 성취 정도를 평가하고 비

하는 근법이 유용할 수 있다.한국 공공 방송 뉴스가 실 해야 할 공

익 가치 기 에 해 공공 방송 언론인과 학계,정치·사회 세력들이

력해 사회 합의를 마련할 수 있다면,이 자체가 공공 방송 뉴스를

민주 으로 개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종합 으로 이 연구는 한국 공공 방송의 공보 성격이 뉴스룸의 효율

운 과 내부 구성원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 쉽사리 바 지 않는 합리

화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이 때문에 간부진과 제

작진의 교체 속에서도 공공 방송 뉴스는 끊임없이 정부와 특권층의 의제

범 내에서 그들이 수용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달하는 수

단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공공 방송이 친정부 언론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장과 일

부 간부진의 의도에 따른 일시 상만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보 성격

의 뉴스를 생산하게 되는 구성원들의 가치 체계,뉴스룸의 인력 구성,

인사 시스템의 한계와 같은 복합 인 원인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궁

극 으로 한국 공공 방송 뉴스가 충실히 공익을 실 하기 해서는 뉴스

룸의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인들의 직업 가치 을 변화시키며

내외 으로 뉴스의 공익 실 방안에 한 합리 이고 공정한 기 을 마

련하는 것과 같은 실천 노력들이 요구된다.이 모든 것이 총체 으로

변화하는 것만이 한국 공공 방송이 ‘공보 방송 모형’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 방송 모형’을 실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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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를 한 제언

이 연구는 구조 인 에서 정부로부터의 종속성에 을 두어 온

기존 논의에서 벗어나 한국 공공 방송의 구체 실을 공보 방송 모형

을 통해 살펴보았다.그 결과 공공 방송에 한 연구 범 를 오랜 기간

고착화된 공공 방송의 내부 행,그리고 최종 뉴스 산출물로 확

하고 내재화된 공보 뉴스 생산 질서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면에서는 한계 이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발 해 나가길 기 한다.

첫째,공보 방송 모형의 연구 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제 분야

인 부동산 의제를 선택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정치와 사회 등의 분야로

확 해 살펴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길 기 한다.부동산 의제를 택한 이

유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 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제 분야의 공

의제에 해 공공 방송이 어떻게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정치 향력에서 비교 거리가 있는 경제 문제에 한 뉴

스룸의 행이 보다 근본 인 뉴스 생산 질서를 살펴보는 데 유리할 것

으로 단했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집권 세력을 보다 직

으로 홍보하고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 분야 등으로 연구 상을

확 한다면 보다 신뢰성 높은 공보 방송 모형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와 련해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공공 방송 언론인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분야의 뉴스 생산 과정에서 내부 행 으로 공보

성격이 직 이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앞으로 연구에

있어서 공공 방송의 공보 특성을 폭넓게 규명하기 해서 정치와 사회

분야 등의 공 의제들로 연구 상을 확 한다면 보다 풍성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둘째,연구 과정에서 공보 방송 모형과 조 인 모형으로 공 방송

모형을 제시하 으나 이를 체계 으로 뒷받침할 만한 국가간 연구는 진

행하지 못했다.이 연구는 KBS의 언론 성격을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조 인 비교 상으로 국 BBC의 사례를 제시하 다.공공 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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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성 실 역시 하나의 이상 가치이므로,이를 실 할 수 있는 여건

과 조건은 다양할 수 있다. 국 BBC의 경우 언론 학계에서 정부로부

터 가장 독립된 공공 방송 체계로 평가되는바 비교 상으로 의미가 있

다고 보았으나 수집된 KBS자료와 조해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었다.일부 문헌 자료와 김수 ·박승 (2016)연구에서 시도된 한국

KBS와 국 BBC의 부동산 뉴스 비교 자료가 인용되었지만 다소 미흡

한 면이 있다고 평가된다.다양한 유형의 공공 방송들과 한국 공공 방송

뉴스 생산 과정과 실질 인 뉴스 내용을 비교하는 연구가 앞으로 진행된

다면 한국 공공 방송 뉴스룸의 문제 을 악하고 실 안을 마련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셋째,연구자 본인이 방송 뉴스룸에서 쌓아온 경험은 연구의 주제를 찾

고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데는 유리한 조건이었으나 내부 에서

벗어나 객 이고 학문 인 에서 방송 뉴스의 본질을 천착하는 데

는 다소 걸림돌이 되기도 하 다.십여 년이 넘는 경험 속에서 연구자

본인 스스로 방송사 내부의 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일부 존

재하며 연구 과정 내내 이를 극복하기 해 노력하 으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객

인 연구자 시 에서 한국 방송 뉴스의 실과 본질 인 문제에 해

질문을 던지며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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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 Broadcasting or Publicity 

Broadcasting?

: An Analysis of KBS News Coverage 

of the Korean Housing Market 

SOO YOUNG KIM

Dep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research question of this dissertation is which of the 

two broadcasting models - the Public Broadcasting Model versus the 

Publicity Broadcasting Model -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Korean broadcasting news. The present dissertation explores 

this question through an analysis of KBS news coverage of South 

Korea’s housing market. Global public broadcasting organizations, 

including  KBS, share common features, such as public ownership 

and license fee, in order to maintain autonomy from political and 

commercial pressure. Apart from the superficial features in common, 

these broadcasting organizations, in fact,  implement different types of 

broadcasting models by means of operational systems, editorial 

independence, and qualities of broadcasting programs. The “Public 



Broadcasting Model” secures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an 

important characteristic which enables the broadcasting institution to 

perform “a watchdog” role against the power abuse of the 

government and the privileged. In addition, this model provides a 

public forum for discussion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a 

democratic country. In contrast, “Publicity Broadcasting Model” lacks 

full autonomy from the government. As a result, in the “Publicity 

Broadcasting Model”, the broadcasting institution is willing to 

function as an instrument for the government and the powerful, 

propagating their messages and mobilizing people.

Past studies on South Korea’s public broadcasting have focused 

on the structural issu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public broadcasting organizations, overlooking the issues of 

the actual process of news produc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news. 

Extending past research, this dissertation pays close attention to the 

routines of news production in the newsroom, such as news selection,  

news gatherings, news editing, and the final news products. The 

professional role and the identity of broadcasting journalists are 

discussed as well. 

In addressing the research question, this dissertation examined 

news coverage of the South Korean housing by conducting content 

analysis of news stories on housing market issues aired by KBS 9 

O’clock News and SBS 8 O’clock News between January 2008 and 

December 2008 and between January 2013 and December 2013. SBS 8 

O’clock News was selected as a reference for comparison with KBS 9 

O’clock News, considering that SBS (Seoul Broadcasting System) is a 

private-owned broadcasting organization whereas KBS (Korean 

Broadcasting System) is public-owned. In addition to the content 

analysis of the news stories, in-depth interviews of broadcasting 



journali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real-world process of news 

production. The interview participants were news reporters of KBS 

and SBS who had the experience of covering housing market issues.

The analyses demonstrate that KBS can be classified as 

“Publicity Broadcasting”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news 

selection process adopted by KBS tends to stress higher viewer 

ratings for competitive market share while less concerned with public 

interest. This led KBS news to deliver fragmented and truncated news 

information focusing on market fluctuations of high-end housing 

market, lacking in high-quality news that contains significant 

information for ordinary citizens. 

Second, KBS newsroom tends to operate with limited number 

of staff members assigned for the production of daily news. Hence, 

KBS has heavily relied upon official sources of the government 

ministries. The news gathering net of KBS corresponds to the 

bureaucracy of the government, and, as a result, KBS news coverage 

of housing market issues closely conforms to and reflects the 

government’s agenda and perspectives. 

Third, the KBS newsroom keeps the length of each news 

report to be less than 90 seconds. News stories produced based on 

this practice, which has been followed for more than 30 years, tend 

to be schematic and fall short of providing holistic views. In addition, 

the KBS newsroom routinely produces news stories based on 

pre-scheduled government press releases. In doing so, the KBS 

newsroom falls short of making efforts in raising public issues as an 

independent agenda-setter.

Fourth, the KBS news reporters tend to lack the 

professionalism of journalists. Bound to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newsroom, the news reporters have to cover various fields as 



generalists as opposed to specialists, functioning with limited 

autonomy. Moreover, the KBS newsroom has not internalized public 

interest in their news production process. Thus, its news reporters 

tend to function as skilled white-collars as opposed to journalistic 

professionals with a strong ethos for serving the public.

From the aforementioned findings, it is concluded that KBS can 

be better understood with the “Publicity Broadcasting Model” than 

with the “Public Broadcasting Model.” KBS is not fulfilling the vital 

role expected of public broadcasting: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the 

government and the privileged on the behalf of general citizen’s 

interest. Speaking for the power with its top-down news rather than 

representing citizens with bottom-up news, KBS news may be 

undermining democratic processes in Korea.  

Keywords : Public broadcasting, Publicity Broadcasting Model, Public 

Broadcasting Model, Economic broadcast news, Housing market news, 

Student Number : 2010-3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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