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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비(非)선호시설(LULU : Locally Unwanted Land Uses)을 둘러싼 환

경 분쟁은 지역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는 비선호시설 입지

반대 운동을 지역의 이기적인 반발로 치부하거나, 반대 주민들 역시 보

상금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국한해 반대의 정당성을 찾는 경향이 강했

다. 그러나 비선호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환경 위험과 편익의 평등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환경 정의 관점으로

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 역시 수도권과 지역의

에너지 배분과 위험 부담에 내재한 불평등을 해결하고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개선을 위한 환경정의운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선호시설 입

지 반대를 환경 정의 차원으로 공론의 장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지역에서 비선호시설 입지

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환경 갈등에 대해 언론이 어떠한 시각에서 보도하

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언론 보도가 환경 정의 관점에서 바

람직한지 검토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이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언

론 보도의 양적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통해 중앙과 지역 신문 보도에 사

용된 지배적인 프레임은 무엇이며, 환경 정의 관점에서 언론이 올바른

공론장을 형성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을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에는 환경 정의 관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주민 인식과 언론

보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봤다.

분석 결과 첫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해 중앙 신문은 정치

적 성향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지역 신문보다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고, 한 지역의 사안으로 축소하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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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둘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는 지역별, 정치

성향별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 언론은 중앙 언론보다 밀양 송전선로 건

설 갈등 문제를 많이 다루기는 했지만, 단순 정보 전달에 치중하는 경향

을 보였다. 반면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은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주장이나 입장을 명확하게 나타냈고, 좀 더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역 신문은 갈등 원인을 한전의 일방적인 공

사 진행의 부적절성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은 불

평등한 전력 체제에 초점을 맞췄다. 갈등 해법에 있어서도 지역 신문은

한전과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합의를,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갈등을 다룸에 있어 보수 성향의 중앙 신

문과 지역 신문은 폭력과 대립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은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상대적으로 심층

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갈등을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인식에서 불평등한 전력 구조

에 대한 비판 의식 등 환경 정의 관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주민들은 중앙 언론의 무관심을 가장 많이 꼽았

고, 대립 상황만 전달하는 피상적인 보도와 한전에 편향적인 보도에 대

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첫째, 환경 정의 관점에

서 송전선로 건설 갈등은 국가 에너지 정책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

에 언론이 이 사건을 지역 의제로 축소시키지 말고 전국적으로 공론화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지역 언론이 환경 갈등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보다 심층적·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지역 신문은 송전선로 건

설 갈등이 내포한 ‘환경 불의’ 측면을 주목하고 심층적인 분석과 해설을

통해 시민들을 올바른 공론의 장에 참여시키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역할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깊이 있고 다각적인 언론 보도를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열악한 취재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

째, 언론에서 취재원을 인용할 때 환경 갈등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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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도 소개함으로써 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운동에 내재

되어 있는 환경 정의 관점이 논의의 장에서 축소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폭 넓고 깊이 있는 언론 보도가 요구된다.

주요어 : 환경 정의, 환경 불평등, 지역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전력 체제 불평등, 언론보도 분석,

학 번 : 2011-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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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012년 1월, 경남 밀양의 한 농촌 마을에서 70대 노인이 분신해 스

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을에 들어서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한국전력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

소에서 경남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까지 90.5㎞ 구간에 송전탑 161개를

세우고 765㎸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을 2008년 8월 착공했다. 이 가운데 송전탑 69개가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밀양 지역 주민들은 공사에 반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 한 명이 분신

했다. 마을 주민들의 저항으로 시작했던 주민 반대 운동은 이 분신 사건

을 계기로 전국적인 탈핵운동과 결합하면서 현재는 환경 단체가 가세한

환경 운동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처럼 환경 운동 측면에서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은 큰 이

슈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 사건을 기사화 한 언론은 많지 않다. 대부

분의 중앙 언론은 주민의 분신 사건 보도에만 치우쳐 단발성으로 다루었

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와 주민이 수년째 갈등을 겪어 온 이 사건을

국가사업의 발목을 잡는 지역 이기주의로 보도하기도 했다.1) 한겨레신문

등 이른바 진보 성향의 신문도 주민의 분신 사건 이후에야 뒤늦게 이 문

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반면, 밀양을 중심으로 한 경남 지역의 신문은 분신 사건 이전에도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지역의 주요한 이슈로 여론화시켰고, 분

신 사건 이후 연일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 송전탑 문제에 대한

지역 여론의 관심 때문에 2012년 총선에서는 이 문제가 밀양 지역은 물

론 경남 지역의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되었다.2)

1) 연합뉴스. ‘한전 지자체장 2명 검찰 고소.."국책사업 표류".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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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언론은 환경문제를 공중의제로 만드는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인간 생존을 위한 개발의 당위성과 이로 인한 환경파

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이다. 환경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인은 환경 쟁점에 대해 쉽게 판단하기 어렵

다.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는 방식과 환경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은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환경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Alison, A.,

1997). 이렇게 언론의 환경보도는 국민의 환경 의식에 영향을 주고, 나아

가 정부의 환경 정책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수단 가운데 하나이

다.

하지만, 대중매체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한다기보다는 특정 이슈나

사건에 대한 선택과 배제, 다양한 배치와 구성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생

산하거나 일정한 틀에 따라 특정 이슈를 강조함으로써 공중에게 의제를

설정해주는 기능을 한다(조연하 등, 2006; 윤순진ㆍ이동하, 2010). 따라서

대중매체가 환경 이슈를 어떻게 접근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일반 국민이

환경 쟁점을 바라보는 관점은 물론 환경 갈등의 해결 방향까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언론이 어떤 환경 문제에 집중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환경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이 달라지기도 한다.

대중매체에 자주 노출되는 환경 이슈일수록 국민들의 관심이 커진

다. 새만금 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은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회·경제·환경 파급이 커서 국

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03년 방사성폐기물처

분장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전북 부안 지역 주민들의 갈등도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지역에 비(非)선호시설(LULU : Locally Unwanted

Land Uses)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될 수 있었던 이 사

건은 주민들의 대규모 저항으로 촉발된 ‘부안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언론

2) 경남도민일보. “공약검증 뒷전 현안 책임 공방만…송전탑 건설 책임문제 놓고 설전”.

2012.04.04.



- 3 -

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부안 군수 폭행 사건 등은 언론 보

도의 초점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환경 갈등이나 환경 운동이 언론의 주

목을 받기 위해서는 새만금 사업처럼 전국적인 규모와 파급 효과가 있어

야 하거나,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태처럼 반대 운동의 저항성이 크

거나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 요소가 포함돼 있는 경향을 띤다.

그러나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처럼 지역에서 이뤄지는 환경 갈등

은 중앙 언론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 환경 갈등과 이를 해

결하기 위한 환경 운동은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없거나 뉴스 가치가 떨

어진다고 판단돼 중앙 언론이 좀처럼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핵발

전소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등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벌어지

는 지역 환경 갈등은 환경 불평등 해결이라는 ‘환경 정의’ 관점에서 촉발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이기주의’로 낙인이 찍혀 비판받

기도 한다. 수도권 에너지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움직임도 국가 에너지 정책 문제에 대한 접근보

다 주민 보상금과 지역 환경 훼손 등과 같은 지역적인 갈등 문제로 축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환경상의 위험과 피

해를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면서, 비선호시

설 입지 반대 운동에 대한 관점도 환경 정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

다. 기존에는 정부가 개발 논리를 내세워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

의 반대 운동을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반응으로 몰아세웠다. 지역 주민

들 역시 재산권 보호와 보상금 등 경제 이해관계에 국한해 반대의 정당

성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의 반대 운동

은 환경 위험과 편익의 평등한 분배라는 ‘환경 정의’ 맥락에서 신중하게

접근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비선호시설 반대 운동 가운데는 과거 정부

주도의 성장 과정에서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만을 강조한 결과 사회 약자

가 받는 불평등한 환경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

한 노력들도 있기 때문이다. 주선미(2003)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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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환경 운동은 주민들이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에 대한 책무를 자임

하면서 공익 관점에서 ‘공적인 것’을 논하고 성숙한 시민성을 발휘하면서

제기된 것들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 환경 운동은 단순한

지역 이기적인 집단행동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비선호시설 반대 운동도 이러한 공적인 환경 인식을

고려할 만한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단순

히 지역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 시작

된 환경정의운동도 처음에는 위험 폐기물의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촉발

되었다.3)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

물처분장 등의 입지를 둘러싸고 지역 환경 운동이 활발했으며, 특히 반

핵·탈핵 운동은 환경정의운동의 측면이 강하다. 윤순진(2004)은 핵발전소

가 지역 농어촌에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는 반면,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사용은 대도시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위험

과 편익의 분배가 고르지 않아 환경 정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송전선로 건설도 지역 핵발전소에서 대도시까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곳곳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때문에 고압 송전설비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보건 위험을 편중시킨다는 점에서 송전

선로 건설 문제 역시 환경 정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공급 체계는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 발전소에서 전력을 많

이 쓰는 수도권까지 고압 송전선을 타고 전기가 이동하는 형태이다.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재산·환경 피해 위험은 비수도권 지역이 떠안고 있

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전력 생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도권의 편익과 이

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적 외부 효과의 부담이 지역적으로 과도하게 불평

3) 198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흑인 거주 지역인 워렌 카운티(Warren County)에

서 일어난 환경운동을 환경정의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박재묵, 2006). 이 운동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내의 14개 카운티의 도로 주변에 불법적으로 버려진 독성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로 오염된 토양을 수거해 다시 매립할 장소로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

역인 워렌 카운티가 선정됨에 따라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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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게 배분됨으로써 지역 간 환경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환경

갈등이 유발된다(윤순진, 2004).

그러나 전기 생산에 따른 부담을 거의 지지 않는 다수의 대도시 사

람들은 지역에서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면 높은 보상비를 노리거나, 공

공의 이해를 저버리는 지역 이기주의로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

역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해 무관심한 탓도 있겠지만 이 문제의 근본

적인 원인이나 구조적인 문제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도 클 것이

다. 따라서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은 수도권과 지역의 에너지 배분과

위험 부담에 있어 내재한 불평등 해결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의 이

기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개선을 위한 환경

정의 운동 차원으로 공론의 장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를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만드는 데는 언

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중앙 언론은 지역 환경 운동에 대해 소홀

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는 지역 언론도 매체의 특성에 따라 지역 환경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에 한계를 가진다. 지역 언론은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해 자세하고 깊

이 있게 다뤄 지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 이슈에 대해 관심을

끌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역’이라는 공간과 사회, 그

리고 경제적 한계를 띤다. 때문에 지역 언론은 ‘지역 발전’이라는 패러다

임의 틀에 묶여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한 편향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

고, 지나친 ‘지역주의’에 치우쳐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부추기는 부작용

을 양산하기도 한다. 또한, 에너지 정책 같은 국가 정책 문제를 지역 주

민의 보상과 재산권 등에만 초점을 맞춰 지역 문제로 한정시키기도 한

다. 이러한 ‘지역주의’식 보도는 지역 주민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시키게 되고, 이는 반대로 지역 환경 운동의 의미를 약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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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갈등에 대해 언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환경 정의 측면에서 올

바른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앞

서 밝혔듯이 지역 송전선로 건설 갈등 문제는 국책 사업과 지역 반발이

라는 대결 구도가 부각되면서 국가 에너지 체계의 ‘환경 불의’에 대한 논

의가 배제되고 지역적인 사안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자신

이 사용하는 전력이 특정 지역의 희생을 기반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문제

에 대해 다른 지역의 전력 이용자들은 관심과 인식조차 갖지 못하게 된

다. 그리고 이에 따른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개선과 논의 노력도 이뤄지

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전국 곳곳에서는 비슷한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송전선로 건설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역화 시킨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론을 통해 지역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어떻

게 공론화되는지, 특히 환경 정의 관점에서 볼 때 언론 보도가 바람직한

지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 환경 갈등 문제를 전

국적으로 공론화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중앙 언론이 지역 송전선

로 갈등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의제화 하는지, 어떤 시각

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지 살펴보고 지역 언론의 보도와도 비교해 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언론 보도는 송전선로 갈등에 대한 지역 주민

들의 관점과 차이가 있는지, 지역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또 지

역 주민들은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지역 환경 갈등 해소를 위한 올바른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언론의 역할과 적절한 보도 방향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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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과 내용

1) 연구 대상과 선정 이유

본 논문에서는 경남 밀양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보도한 중앙 일

간지와 지역 일간지의 기사를 사례로 지역 환경 갈등에 대한 언론의 환

경 보도 특성과 문제점 등을 환경 정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밀양의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은 비선호시설에 대한 단순한

지역 반대 운동이 아니라 탈핵 운동의 성격도 띠고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해 언론이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의제를 설정했는지 ‘환경 정의’ 관

점에서 살펴보기에 적합한 사례이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은

비선호시설을 기피하는 지역 주민들의 저항을 넘어서 원전 가동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라는 면에서 전국적인 탈핵 운동과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대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에 원자력발전소와 송전설비를 설치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 ‘환경 정의’ 차원에서 접근

해야 된다는 시각이 있다. 원전이 야기하는 편익과 위험의 차별적 부담

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입지 반대 운동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원전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에너지 운동으로 발전해왔다. 때문에 이를

지역 이기주의 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환경 위험의 사회적 배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윤순진, 2004). 탈핵

운동 진영에서도 밀양에 세워질 송전설비가 경남 신고리 원전 건설에 따

른 시설이고, 원전 중심의 전력 체제가 문제의 본질이기에 이러한 문제

의 해결은 핵 발전 확대 정책의 폐기와 에너지 전환에서 찾아야 하며 이

런 방향으로 갈 때 환경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4)

4)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죽음을 부르는 핵발전 시설, ’신고리-북경남 초고압 송전탑 건

설 중단하라!‘ ,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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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쪽에서는 에너지 정책 차원의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전은 전력 공급을 위한 국책 사업을 명분으로 송전선

로 건설을 강행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 역시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국책 사업과 지역 피해 보상에 대한 대

립으로 부각시키면서 갈등 구도를 더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 밀양에 설

치될 송전선로도 765kV가 흐르는 고압 송전선으로 전자파 피해와 토지

보상 문제가 갈등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경우 지역에서는

전국적인 탈핵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역적인 보상 문제 등이 보다 중심에

놓일 수 있다. 때문에 탈핵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밀양 송전선로 건

설 반대 운동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 지역의 갈등 측면만 부각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둘째, 분신 사건이라는 극단적 요소가 포함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사례는 언론이 지역 환경 갈등의 분쟁 요소를 어떤 시각에서 접근

하고 강조하는지를 탐색하는 데 적합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송전선

로 건설 반대 과정에서 마을 주민이 분신한 사건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

던 중앙 언론의 이목을 끄는 계기가 되었다. 뉴스 소재에 있어서 분신

사건과 같은 자극적인 요소는 독자들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언론이 단편적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 책임 주체에 대한 논

의가 사라지고 일반 시민들은 분신 사건 같은 부정적이고 단편적인 사건

만 인식할 우려가 높다. 다시 말해 주민 분신을 둘러싼 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에너지 이용에 있어 환경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여론화되지 않

는다면 이와 관련한 정책적 개선과 논의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셋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은 지역의 작은 사례가 전국 이슈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틀 지워지는지, 그 과

정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사례이다. 왜냐하면 밀양이라는 농촌 지역에서

촉발된 주민 운동이 전국적인 탈핵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언론의 관심과

보도 행태도 변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이 환경 갈등은 공간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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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제 파급 범위가 작을수록 언론의 관심을 적게 받는 경향이 강하다.

즉, 환경 갈등의 중요성과 심각성, 그리고 그 의미보다는 갈등의 이해 당

사자가 얼마나 많은지, 갈등으로 인한 피해와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에 따라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밀양 지역은 인구 10만 여 명의 작은 도시이고,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5개 면 지역은 주민이 만 8천 여 명에 불과한 농촌 마을이다.5)

주민 대부분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이 7년 째 이어지고 있는데도 반대 운동의 파급력이 미미

해, 대부분의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나마 이 지역 주민의 분신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몇

몇 중앙 언론에서 보도하였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 사회가 탈

핵 운동과 연계해 송전선로 반대 운동에 힘을 보태는 수준이다.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 운동이 탈핵 운동으로 확산되는 과정과 이를 보도하는 언

론의 관점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 환경 갈등에 대해 언론이 어떤 방식으

로 접근하고 보도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적합한 사례이다. 또한

밀양을 포함한 경남 지역은 부산일보 같은 지역 일간지의 구독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역 보도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과 관점 차이를 확인하는

데도 유용하다.

넷째, 밀양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불평등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환경 정의 관점에서 언론 보도를 분석하는 본 연구에 적

합한 사례이다.6) 주민들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밀양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절차 과정이 불평등하고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밀양을 지나는 송전선로의 일부 구간이 불합리하게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주민들은 송전선로 경과지가 직선으로 이어

5) 밀양시 통계연보,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2010년12.31일 기준).

6) 밀양 송전선로의 경과지 선정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주장은 직선 경과

지와 비교했을 때 주민 피해와 비용 측면에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한전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점과 주

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실한 점으로 보아 밀양 송전선로 사업은 불평등한 측면이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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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면 현재 결정된 경과지보다 노선과 철탑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송전선로 경과지가 청도군

에서 벗어나 밀양 쪽에 치우친 쪽으로 결정되면서 고압 송전선이 밀양

지역 마을을 관통하게 됐다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림 1]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밀양 구간 경과지

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의 자료집(2012)과

한전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를 참조해 재구성

또한 [그림 2]에서 제시된 것처럼 또 다른 송전선로 구간에서도 직

선 경과지대로 간다면 현재 노선보다 인가가 적은 편이어서 주민 피해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한다.7) 그런데도 노선이 선정된 2005

년 당시 밀양 시장의 친인척이 소유한 땅이 직선 경과지 안에 있기 때문

에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노선을 우회했다고 주민들은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특히 이 구간은 분신자살한 주민 이치우 씨의 논도 포함돼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센 곳이기도 하다.

7) 제311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자료(2012.09)에서도 현재 송전선로 경

과지 마을에는 132가구, 직선 경과지 마을에는 90가구가 있어, 직선 경과지의 주민 피

해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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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밀양시 산외면 경과지

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의 자료집(2012)과

한전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를 참조해 재구성

이 때문에 밀양 지역 주민들은 주민 피해가 적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노선으로 경남 밀양시와 경북 청도군의 도계를 따라 노선이 정해져야 한

다고 주장하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전이 굳이 청도

군을 피해서 송전선로를 건설하려고 한 탓에 밀양 지역만 불평등한 피해

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며 노선 결정에 있어 정치권의 개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청도 지역으로 노선이

지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밀양과 청도 지역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받는 사회·생활상 환경 영향이 비슷하고, 산맥을 가로 지르

지 않는 현재 노선이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현 노선을 결정

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이유를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8) 그러나 청도와 밀양 두 곳의 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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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상 환경 영향이 비슷한데도 왜 밀양 지역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지, 산맥을 가로 지르지 않는 현재 노선이 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배제한

채 비용 효율 측면만 따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한전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노선 경과지를 변경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밀양이 피해를 보고 있다

는 밀양 주민들의 의혹만 더욱 키우고 있다.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부당한 측면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도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민

들은 송전선로 구간 확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고 성토하고 있다. 실제로 밀양 상동면의 경우 2005년 8월 면사무소에서

주민 38명만 모아놓고 일방적인 설명회만 열었는데, 당시 상동면 인구는

3,536명이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모든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입장이다.9)

이러한 실정은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밀양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

지였다. 한전 자료를 보면([표 1]참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

회 대신 주민 대표 등 주민 몇 명과만 협의를 하는 형식이었다. 협의 내

용도 대안 방안과 관련한 협의보다 보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민

분신 사건 이후의 경우에는 장례 문제 등을 협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송전선로와 관련한 협의 내용에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는 보기 어렵다.

8) 제 311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밀양 현안 보고, 한전 서면 답변 자료, 2012.09.

9) 한겨레신문, ‘‘원전 전력 송전탑 반대’ 밀양 이치우 씨 죽음, 그 뒤‘.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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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일시 민원인

'09.2.12 밀양시 단장면 대책위원장 ○○○ 등 4명

(중략) (중략)

'11.05.02 밀양주민-한전 간 대화위원회(1차)

(중략) (중략)

'11.08.04 경실련중재 밀양지역 보상협의회(1차)

(중략) (중략)

‘12.03.19 장례대책위원장 ○○○

(중략) (중략)

‘12.08.29 단장면 대책위 ○○○ 들 2명

[표 1]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민원 협의 일지

주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밀양 현안 보고회’에서 한전의 서면 답변 자료(2012.09)를

참조해 재구성.

그러나 주민 참여는 환경 정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송전

선로와 같이 비선호시설의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 과정이나

절차에는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가 환경 정의 논의에서

중요시된다(윤순진, 2004). 즉 환경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

설 입지로 인해 영향 받는 주민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해 윤순진(2004)은 환경 불평등을 방지하거나 시정해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 당사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참여의 과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동의를 획득하는 절차적 정의가 실

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역시 주민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절차 측면에서 환경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환경 갈등에 대한 논의가 환경 정의 관

점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언론이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

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연구의 필요성에 부합해 이 사례를 연구 대상으

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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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과 범위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은 지난 2002년 한전이 신고리 원전

의 전력을 영남권에 공급하기 위해 고압 송전탑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

표한 뒤부터 시작되었다. 밀양시 부북·상동·단장·산외·청도면 등 5개 면

에는 건설 예정인 송전탑의 절반 이상인 69기의 송전탑과 39㎞의 송전선

로가 관통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밀양 주민들은 지난

2006년부터 자연경관 훼손과 전자파 피해 등을 우려하며 한전 측에 송전

선로 변경과 송전탑 이격을 요구하는 등 반대 운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1월 16일에는 송전선로 공사에 반발해 밀양 지역 주민인 74살 이

치우 씨가 분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분신 사건을 계기로 밀양

주민들을 비롯해 환경 단체 등이 참여한 분신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이

는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전국적인 탈핵운동을 한층 강화시키

는 계기가 되었다. 분신 사건 이후 전국의 환경 단체는 밀양 주민들과

연대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을 함께 하는 동시에, 이를 원전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 문제로 확대하고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을 하

고 있다.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 환경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

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을 보도한 일간지를 대상으로 보도 행

태와 의제 설정 방식 등을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지역 환경 갈등에 대해

언론은 의제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

1-1.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는

중앙 신문과 지역 신문에서 차이가 나는가?

1-2.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중앙 신문과 지역 신문의

보도 빈도, 보도 유형, 주요 취재원은 어떠한가?

10) 환경운동연합, ‘밀양 초고압 송전탑 규탄 기자회견문’,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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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 2. 환경 정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 환경 갈등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은 어떠한가?

2-1.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원인과 과정, 해법에 대해

언론은 어떻게 의제 설정하는가?

2-2.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중앙 신문과 지역 신문의 보도 프레임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 질문 3. 환경 정의 관점에서 볼 때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는

지역민들의 관점과 차이가 있는가?

3-1. 환경 정의 관점에서 볼 때

밀양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지역민의 관점은 어떠한가?

3-2.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지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와 관련한 연구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언론 보도 양적

분석을 위해 경남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보도한 중앙 일간지 9개와

경남 지역 일간지 2개 등 모두 11개의 일간지를 대상으로 보도 내용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 중앙 일간지는 종합 일간지 가운데 구독률이 높은

신문 9개를 선정했으며, 경남 지역 일간지는 ‘부산일보’와 ‘경남도민일보’

등 2개이다.11) 또한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을 위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중앙 일간지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수와 진보 성향

이 뚜렷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5개

신문만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분석 기간은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11) 중앙 일간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언론수용자의식조사’를 토대로 선정했으며,

지역 일간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등록된 부산·경남 지역 일간지 가운데, 한국 ABC

가 조사한 ‘지역신문 발행 부수 자료’(2010년)를 토대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부산

일보’를 선정했으며, ‘경남도민일보’는 경남도민들이 주주인 신문으로, 경남 일간지 가

운데 진보적 성향을 띤 신문으로 추가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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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대해 밀양·창녕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한

2006년 3월 27일부터 갈등을 겪고 있던 한전과 주민 대책위가 다시 대화

를 재개하기 시작한 2012년 10월 10일까지로 했다. 신문 기사는 ‘밀양 송

전선로 건설 갈등’과 관련한 기사로, 스트레이트, 사설, 해설, 기획연재,

기자 칼럼, 전문가 칼럼, 독자칼럼, 사진 등 분석 기간 내에 발견된 모든

유형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지역 환경 갈등에 대해 언론이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

고, 언론의 의제 설정이 환경 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양적 내용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

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환경 정의 관점에서 어떠한지, 언론 보도 분석 결

과가 주민들의 관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민 심층

면접을 실시한다.

언론 보도에 대한 양적 내용 분석은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질적

내용 분석보다 명백한 내용을 계량화하기 때문에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

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 중

기사량을 산정하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기사 배치 면과 기사 길이, 사

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언론이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얼마나 주목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사 유형을 분석해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해 단순한 정보 제공 보도를 했는지, 원인과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

했는지, 언론사의 성향에 따른 견해를 명확하게 나타냈는지 등을 알아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

태가 환경 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고찰해본다.

이어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해 언론이 어떤 관점을 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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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측면을 부각했는지 프레임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프레임

분석은 언론이 이슈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켰는지, 혹은 어떤 측면을 배

제했는지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김영기, 2003).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은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 반대 운동과 주민 분신

사건, 탈핵운동과 원전·수도권 중심의 전력 공급 문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 보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따라서

언론이 이러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가운데 어떤 측면을 강조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레임 분석을 실시한다. 프레임 분석은 갈등 원인과 갈

등 과정, 갈등 해법 등 3분야로 나눠 프레임을 유형화해 실시한다. 그리

고 각 분야마다 ‘환경 정의’ 관점을 내포한 프레임이 밀양 송전선로 갈등

보도에서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졌는지를 확인하고, 환경 정의 관점에서

올바른 공론장 역할을 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언론 보도 분석 결과가 지역 여론을 얼마나 반영

했는지, 주민들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바라보는 반대 주민들의 관점이 어떠한지, ‘환경 정의’ 관점

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주민 관점과 언론 보도

분석 결과의 차이 등을 비교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

들을 해석해 지역 환경 갈등 문제를 다룸에 있어 ‘환경 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언론 보도 방향과 역할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4.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로 미

디어 프레임과 환경 보도의 특성, 환경 보도에 대한 사례 연구를 검토한

다. 또한 ‘환경 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에너지 체계와 송전선로 건

설 갈등을 환경 정의와 연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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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연구 대상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개요와 갈등 쟁

점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밀양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서 환

경 정의 측면이 무엇이 있는지도 분석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설계를 하고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있어 언론의 주목도와 시

각을 살펴 볼 수 있는 언론 보도 분석 틀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송전선

로 건설 갈등에 대한 밀양 주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 문항과

면접 방법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도출된 분석틀을 통해 중앙 일간지 9개와 지역 일간지 2

개를 분석해 그 결과를 해석하고, 환경 정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또한 심

층 면접을 통해 나온 주민들의 인식 결과를 언론 보도 결과와 비교해 분

석하고,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와 지역 주민 인식

에 대해 환경 정의 관점에서 분석한 본론의 논의를 요약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난 언론 보도의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지역

환경 갈등을 둘러싼 논의가 환경 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하게 이뤄지기 위

해서는 언론의 올바른 역할과 보도 방향은 무엇인지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본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이상의 연구 흐름은 [그림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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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 흐름도

양적 분석, 프레임 분석, 심층 면접 등

연구 분석 틀 도출

심층 면접

:밀양 지역 주민 인식 조사 결과, 해석

양적 분석: 언론 보도 분석 결과, 해석

프레임 분석

: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결과, 해석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내용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개요

사업 추진 경과와 쟁점

실증분석

결론 연구 결과 요약과 시사점,

연구의 한계

이론적 논의

연구의 분석 틀

미디어 프레임, 환경 보도 문헌 검토

‘환경 정의’와 관련한 문헌 검토

언론 분석 기법 검토, 사례 연구

서론 연구 배경, 목적, 대상, 범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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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1. 환경과 미디어 프레임

McCombs & Shaw의 의제설정효과이론에 따르면 언론이 어떤 이슈

를 중요하게 다루면 수용자들도 그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McCombs & Shaw, 1972 : 이건호, 2007 재인용). 즉, 언론의 틀 짓기를

통한 정보가 수용자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이렇게 언론이

특정한 이슈에 대해 틀을 지워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프레임

(frame) 또는 프레이밍(framing)이라고 한다. Entman(1993)은 프레임에

대해 의미 전달의 텍스트 상에서 현실의 어떤 측면은 강조하고, 다른 요

소들은 무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특정 측면을 선택하여 문

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진단하며 도덕적 평가를 내린 뒤 그 문제에 대한

처방과 해결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뉴스 보도는 특정 프레임을 통해 일반 수용자에게 영향을 주기 때

문에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첨예한 쟁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의 갈등이 심각한 문제일수록

이러한 언론 보도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환경 문제 역시 언론

보도의 프레임에 따라 갈등의 속성과 파급, 해결 방향 등이 좌우된다. 일

반 시민들은 보통 언론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게 되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

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관련해 Alison, A(1997)은 일반 수용자가 쉽게 판단할 수 없

는 환경 쟁점을 보도하는 방식과 환경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은 수용자의

환경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또한, Einsiedel(1990)은 환경

쟁점이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는 데 언론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

으며 환경 보도는 환경 쟁점에 대한 이해의 준거점을 확보하는 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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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수용자들의 환경 인식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건호 등(2007)은 하나의 환경 이슈를

놓고 ‘환경 보존’과 ‘경제 발전’ 등 서로 다른 논조의 뉴스 보도를 접한

피험자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

했다. 실제로 환경 보존 뉴스에 노출된 피험자들이 경제 발전 뉴스에 노

출된 피험자들에 비해 더 많이 지구 온난화 효과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

다고 믿게 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 보도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환경 문제가 가지고 있는 내

재적 특성과 대중매체의 보도 여건에 따라 환경 보도에 한계가 나타나기

도 한다. 노진철(2001)은 환경 문제와 같이 복잡한 문제를 짧고 간략하

게 또한 왜곡 없이 보도하기란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구조적으로 사회

갈등에 지향되어 있는 뉴스 미디어는 지배 세력과 민중, 다국적 기업과

국내 산업 혹은 기업과 환경 운동 단체 등을 환경 친화와 환경 파괴로

구분해 관찰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이해 대립이나 가치관의 갈등으로 표

출한다고 지적한다. 리처드 호프릭터(1993)는 환경 정의를 추구하는 운

동을 방해하는 세 가지 세력으로 매스미디어, 환경 운동의 주류파, 세계

기업의 권력을 거론하고 있다(토다 키요시, 1996 재인용). 미디어가 각

매체의 프레임에 따라 환경정의운동을 지역 이기주의로 왜곡하거나 축소

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구도완(1994)은 언론의 환경 보도가 환경 운동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꼽으면서도 환경이

뉴스 가치를 상실할 때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역 언론의 환경 보도 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한계

를 지니고 있다. 권혁남(1993)은 지역 신문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연구 결과에서 지역 신문은 지역 사회 속에서 기능할 수밖에 없으며, 그

존재 의의도 지역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지역이라는 울

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원만해·채백(2007)은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보도에서 나타나는 중앙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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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지역 신문의 뉴스 프레임을 비교한 연구에서 환경 문제는 지역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발·성장과 환경보호라

는 두 가지 이데올로기의 층위에 있으며, 지역 언론이 성장 세력의 한

축으로써 성장주의 측면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

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 보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근거로, 지역 환경

갈등과 환경 운동에 대한 언론 보도에 특정한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에서 나타난 환경 보도

의 프레임을 비교해보고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 환경 보도에 대한 사례 연구 검토

환경 문제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환경

보도에 대한 국내 사례 연구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환경 보도 사례

연구는 대부분 기사의 프레임을 분석한 것으로 환경 쟁점에 대한 언론

보도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가 많다. 윤순진·박효진(2011)은 허베

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의 자원봉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위험 정보가 충분히 보도되지 않음으로써 방제 활동으로 인한 위험

이나 불안이 억제되고 배제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원섭(2011)은 용

산 참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원 활용 양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언론이 자

사의 편집 방향의 일치도에 따라 취재원의 발언을 부각하거나 축소 보도

하는 등 자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언론 분석 연구들도 언론 보도가 핵 폐기장 관련한 갈등의 원인과 해결

보다 주민들의 시위와 사회 혼란만 부각시키는 양상을 보이는 등(나미

수, 2004) 언론 편향성을 지적한 연구가 많았다. 환경 쟁점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를 분석한 연구를 정리하면〔표 2〕과 같다.



- 23 -

연구 저자(연도) 연구 내용

강내원(2002) 언론의 새만금 간척사업 프레이밍에 대한 분석

김영기(2003) 생태·환경 운동과 언론: 반핵 운동을 중심으로

김원용·이동훈

(2005)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국내 원자력 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나미수(2004) 핵 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박기수(2011) 4대강 사업 뉴스에 대한 보도 프레임 연구

박원배·김병무

(2011)
제주 지역신문의 환경보도에 관한 내용분석

서현교(2007)
지속가능 발전 관점에서 본 언론보도의 특성

: 새만금 간척사업 보도를 중심으로

원만해·채백

(2008)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보도에서 나타나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윤순진·박효진

(2011)

원유유출 사고를 둘러싼 위험의 사회적 구성과 위험

정보 소통

윤순진·이동하

(2011)
4대강 사업에 대한 TV 뉴스의 의제 설정과 프레임

이원섭(2011) 용산 참사 보도를 통해 본 언론의 자의적 보도 행태

이현우·이병관

(2005)

부안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쟁점에 대한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임양준(2010)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방송 뉴스 보도 분석

최낙진(2004)
지역신문 뉴스 프레임 비교

: 핵 폐기장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표 2] 환경 쟁점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 분석 연구

이들 연구는 전통적인 저널리즘 시각에서 환경 보도 그 자체에 초

점을 맞추면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특정한 사건에 대한 언론 보

도의 문제점과 접근 방식을 비판한 개별적인 사례 연구이다. 하지만 환

경 보도 자체에 대한 비판에 머문 채 환경 정의 관점에서 보도를 비판하

거나,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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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중앙 언론의 기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일부 지역 신문의 환경

보도에 관한 분석은 이뤄지고 있지만(박원배·김병무, 2011: 원만해·채백,

2007: 윤순진·박효진, 2011), 지역 환경 갈등에 대해 환경 정의 관점에서

언론의 의제 설정과 프레임을 분석한 국내의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라는 지역 환경 갈등을

사례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환경 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지역

환경 갈등과 관련해 올바른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언론의 적절한 역할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 환경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중앙

언론보다 관심이 많고 보도를 많이 하는 지역 언론이 의제 설정을 어떻

게 하고,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 보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

을 맞추고자 한다.

3. 에너지와 환경 정의

환경 정의를 둘러싼 논의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두되었고, 미국 사

회가 갖고 있는 인종과 사회 다양성에 대한 환경 문제 제기가 환경정의

운동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회 내 환경 인종주의라는 구체적 특수성을

가진 개념에서 출발한 환경 정의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계층 간·지역 간

의 환경 평등, 미래 세대와 동식물·생태계에 대한 생태 정의 등 보편적

인 환경 정의 개념으로 발전하여 왔다(윤순진, 2006 b: 주선미, 2003).

‘환경 정의’에 대한 학문 정의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윤순진(2006

b)은 ‘환경 정의’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환경적 위험과 건강 위험으로부

터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사회 구성원 간에 환경 자원

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향유와 비용의 부담이 일치될 수 있도록

편익과 비용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상태이자 이러한 의사결정이 정보공

개와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고 정의했다.

Agyeman(2005)은 환경정의가 실질적, 분배적, 절차적 정의 등 3가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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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실질적 정의는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분배적 정의는 환경 편익과 부담이 공평하게 배

분되어야 한다는 것, 절차적 정의는 계획의 결정이나 이행과정에 대한

참여를 중시하는 것이다.

‘환경 불의’는 기본적으로 환경 위험의 불평등한 분배라고 할 수 있

으며, 지역 간·사회 계층 간 불평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환경정의운동은

이러한 환경 불의를 해소하고 누구나 환경 편익과 피해 부담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고 할 것이다. 고재경(1997)이

지적한 것처럼 환경정의운동은 다양한 사회 정의 문제들과 결합됨으로써

사회 변혁을 위한 새로운 사회 운동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우리나라는 환경 운동 단체 중 ‘환경 정의’를 선언하고 있는 ‘환경정

의시민연대’의 창립(1999년)이후 환경정의가 본격적인 운동 이념으로 등

장했다고 볼 수 있다(권해수, 2002). ‘환경정의시민연대’(現 ‘환경정의’)는

환경정의운동을 “세대 간·국가 간·사회 계층 간의 환경 피해가 구조적으

로 불평등한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약자의 편에 서서 싸워 나가는 것”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12)

미국의 환경정의운동과 관련한 연구가 위험 폐기물 입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인종과 소득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연구

초점과 범위가 넓다(권해수, 2002).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과 관련한 ‘환경

불의’ 문제(윤순진·장미진, 2005), 소득과 지역 내 분진 농도의 관계(서우

석, 1991), 소득계층별 환경 저감 비용의 분담(김일중·신동천, 2000)등에

서 환경 정의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나아가 댐 건설 입지 결정

에서 미래 세대의 가치에 대해 논의한 연구(윤종설, 2000)와 그린벨트 보

전운동과 내셔날 트러스트 운동을 환경정의운동으로 규정하고 세대 간

12) 환경정의시민연대는 2004년 ‘환경정의’로 명칭 변경하고 환경정의에 대해 “현세대 중

심의 고도성장이 후손들의 장래를 위협하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풍부한 자원 혜택

은 선진국이 누리고 후진국은 자연착취를 당하고 있는 남북대결문제, 부유층이 누리

는 환경혜택과 저소득층이 당하는 환경피해가 구조적으로 온존하는 불평등 문제의 현

장에서 약자의 편에 서서 싸워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http://www.eco.or.kr.



- 26 -

갈등에서 나타나는 환경 정의 문제를 연구한 사례도 있다(권해수, 2002).

또한, 비선호시설물 입지 결정과정에서의 지역·계층 갈등(박현의, 1998),

국가산업단지조성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상헌, 2001)을 연구한 사례는 지

역과 사회 계층 간의 환경 정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들 연구를 통해서

는 지역에 위해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역 환경 운동도 환경

위험의 공평한 분배를 촉구한다는 면에서 환경 정의 측면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너지와 연관된 환경 정의의 문제는 에너지가 주는 편익과 이에

따른 피해와 책임 정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즉 에너지

의 생산과 유통·소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와 비용 부담이 공

평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이러한 피해와 비용 부담을 떠안은 사람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다. 이러한 정의 관점에서 석유 사용과 원자력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임성진, 2002; 윤순

진; 2003a: 2004, 2006 a, 2006 b: 박광수, 2006). 또한 에너지 관련 정책

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민주적인 참여라는 ‘절차적 정의’ 측면에서 에

너지 정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도 있다(김종달, 1998; 윤순진, 2002:

2003b, 2006b).

이러한 에너지 정의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이후 국내외적으로 늘어

나고 있고 이는 시민단체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기도 한다(진상현, 2011).

에너지 정의와 관련된 해외의 대표적인 단체는 지난 2002년 설립된 미국

의 ‘Energy Justice Network’라는 단체가 있고13), 국내에는 ‘에너지 전

환’,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정치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국

에너지복지센터’ 등이 있다. 특히, 에너지 정의 측면에서 접근한 ‘에너지

정의행동’은 지난 2000년 창립한 ‘청년환경센터’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에

너지 세상’을 지향하며 지난 2010년 이름을 바꿔 재출범했다. 이들 단체

들은 환경 정의 관점에 기초해 에너지 정책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며, 특

13) ‘Energy Justice Network’, http://www.green-energ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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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원전 정책에 내재된 에너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탈핵 운동에 앞

장서고 있다.14) 하지만, 이들 단체는 에너지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는 내리지 못하고, ‘환경 정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

는 실정이다.15)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 정의와 관련해 특히 원자력 중심 체제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불평등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윤순진(2004)은 전력

의 생산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과 이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 외부 효과의

부담이 지역적으로 과도하게 불일치함으로써 지역 간 환경 불평등이 발

생하고 이 때문에 환경 갈등이 유발된다고 지적한다. 원자력 중심의 전

력 체제가 에너지 정의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는 핵발전소와 송전선이 설치되는 농어촌 지역의 희생을 수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집단적인 주민 항의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 움직임은

비선호시설 입지 반대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에너지 불평등의 개선을

촉구하는 에너지 정의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볼 때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 정의 관점

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에너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향유와 비용의

부담이 일치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전력 체계의 지역과 계층 불평등을 개

선하고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핵발전소 입지

반대와 원전 가동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반대 등의 환경 운동 역시 환경

정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이 전력 공급 체계 과정에서 지역이 감수해야 하는 환경 피해

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의운동의 측면을 띠고 있다고 보고, 이 운동에

14) 에너지정의행동, http://energyjustice.kr

15) 진상현(2011)은 지금까지 에너지 정의가 환경 정의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정

의로운 에너지 세상에 해당하는 내용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정리가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의를 넓은 의미의 ‘에너지 관련 정

의’와 좁은 의미의 ‘에너지 자원의 정의’로 개념화했다. 넓은 의미의 ‘에너지 정의’란

에너지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모든 사회·환경 불평등의 문제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는

에너지 관련 모든 불평등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에너지의 불공정한 국내 배분과 관련

된 정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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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가 환경 정의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4.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환경 정의

1) 송전선로 건설 갈등

송전은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멀리 있는 공장이나 일반 가정 등으

로 수송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사용하는 송전선로(Transmission

Line)를 지지하는 탑이 송전탑(a power line tower, 送電塔)이다.16) 한전

이 지난 1961년부터 2011년 말까지 국토 곳곳에 건설한 송전선로의 총길

이는 19만 4천㎞에 이르고, 송전탑 개수만 3만 9천 7백여 개에 달한

다.17) 과거에는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사회 저항이 비교적 적어 쉽게 송전탑을 건설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 등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신장되면서 지역 주

민들이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가 하

락과 지역 개발 저해, 건강 피해 우려, 환경 파괴와 경관 저해 등을 이유

로 송전선로 위치 변경과 공사 반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거

세지고 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송·변전 설비 건설에 대한 민

원은 지난 2006년 106건에서 2009년 1,14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정부와 한전은 단순히 비선호시설

에 대한 입지 갈등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16) 두산백과사전, 송전탑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

17) 한국전력통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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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송·변전 설비 건설에 대한 민원 현황

‘( )’는 다수인 민원 건수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민원건수 106 (81) 193 (51) 496 (74) 1,143 (55)

자료 : 전력산업 선진화 토론회 지식경제부 자료 (2009)

더 심각한 문제는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 더욱 심각

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표 4]를 보면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2022년

까지 연평균 2.1%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소비량 전망

(단위 : GWh)

연도 2008 2010 2015 2020 2022
‘08~’22

(%)

주택용 73,472 80,891 90,225 97,051 99,281 2.4

상업용 119,422 130,897 155,234 173,394 179,335 3.2

산업용 196,851 213,232 227,507 224,081 221,476 1.2

계 389,745 425,020 472,966 494,526 500.092 2.1

자료 : 지식경제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08. 12. 29

때문에 정부와 한전은 급증하는 전력소비량의 수급에 대비해 발전설

비에 총 37조 원을 투자해 원자력 12기(1,529만kW), 석탄 7기(624만kW),

LNG 11기(663만kW), 기타 527만kW를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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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자력 석탄 LNG 석유 기타 계

설비현황

(‘08년 말)

1,772

(20)

2,371

(49)

1,797

(46)

534

(27)
664 7,136

추진사업
1,52

(12)

624

(7)

663

(11)

7

(1)
527 3,341

폐지계획 -
53

(3)

154

(6)

182

(13)
- 388

설비용량

(‘22년 기준)

3,292

(32)

2,942

(53)

2,306

(51)

359

(15)
1,190 10,089

[표 5]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설비 확충규모 (‘09~’22)

단위 : 만kW, (기)

자료 : 지식경제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08. 12. 29

이에 따라 2022년에 송전선로의 총 회선길이는 2007년 대비 1.34배,

변전소는 2007년 대비 1.37배로 증가하게 된다([표 6] 참조). 이렇게 곳곳

에 송·변전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예정지인 지역마다 갈등과 반발은 더

욱 거세질 것이다.

[표 6]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송·변전 설비계획

(단위: C-km, 개소)

연도 2007 2012 2017 2022

765 kV 755 1,004 1,004 1.004

345 kV 8,284 9,585 9,988 9,998

154 kV 19,917 24,401 26,336 27,715

합계 28,956 34,990 37,328 38,717

자료 : 지식경제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08. 12. 29

그렇다면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 먼저 송전설비 건설로 인한 산림 파괴 등 자연 환경 훼손이다.

송전탑은 대부분 산 정상부나 능선 부위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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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뿐만 아니라 공사 차량의 진입도로와 절개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산

림의 벌목이 불가피하다. 산림훼손은 물론 주변 경관까지 저해하기 때문

에 주민들은 이로 인한 관광 자원이 파괴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송전선로가 유발하는 환경·보건 피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철탑 부지 등 필요한 땅을 수용해 보상

하지만 송전선로가 지나는 땅은 매입하지 않고 지상권을 설정해 땅 값

평가액의 25%만 지급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보상비가 턱없이 적은데

다, 송전탑 건설로 주변 지가가 하락하거나 아예 거래조차 되지 않아 재

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이다.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에

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암이 발생하는 등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18) 학계

에서도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더라도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한 실태 조사와 연구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넷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전원개

발촉진법’을 보면 한전이 지식경제부의 허가를 받아 전원개발사업으로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된

다.19)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

을 듣고 협의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마저도 원전건설을 위한 실시계

획 중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20) 또한 사업 승인을 얻기 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21) 송전탑이 들어

서는 농어촌 지역은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이어서 주민 의견 반영이 형식

18) 연합뉴스, "송전선 전자파 피해 미검증"..한전 승소, 2007.11.29.

19)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1항.

20) 전원개발촉진법 제15조 2항.

2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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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불투명한 의견 수렴 절차 때문

에 해당 지역에서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

다.22)

지금까지 논의된 송전선로 건설 갈등 요인은 일방적인 국책 사업으

로 인한 지역의 희생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자칫 지역의 비선호시설 입

지 갈등이라는 한계성을 띨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토지 보상이나 지

역 발전 저해와 같은 지역 피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곳곳에서 송전

선로 건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일일이 대처해야 하고 이로 인한 막대

한 사회 비용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송전설비 건설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인식 역시 단순히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비선호시설을 막거나 피해 보상을 더 받기 위한 것보다 아예

건설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송·변

전 설비 관련 민원 현황 자료(지식경제부 전력산업선진화 토론회 자료,

2009)를 보면 건설 반대가 58%로 절반을 넘고 위치 변경이 24%, 피해

보상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사전에 예

방하고 보다 근본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중심·중앙 집중적인

전력 수급 구조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환경 정의 차원

의 접근이 필요하다.

2)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환경 정의 측면

정부는 원전 설비의 비중을 2008년 기준 24%에서 2022년 32%로,

발전량 비중은 35%에서 48%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23) 이렇게 해서

생산된 전력은 핵발전소에서 송전선로를 통해 전국 각지로 공급된다. 이

들 발전소는 발전 연료 수송과 냉각수 이용, 저렴한 땅값 등을 이유로

대부분 연안 지역 농어촌에 몰려 있다. 이에 반해 인구가 많은 대도시

22) 프레시안, ‘초고압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또 폭행사건’, 2012.09.14.

23) 지식경제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0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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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력 발전량 비중 전력 소비량 비중 자급률(%)

서울 1,546 0.32 47,295 10.89 3.26

부산 40,886 8.61 20,263 4.66 201.77

대구 147 0.03 14,479 3.33 1.01

인천 62,768 13.22 21,827 5.02 287.57

광주 38 0.00 7,860 1.81 0.48

대전 196 0.04 8,867 2.04 2.21

울산 10,150 2.13 26,515 6.10 38.28

경기 22,204 4.67 93,074 21.43 23.85

강원 8,935 1.88 14,848 3.41 60.17

충북 1,150 0.24 19,444 4.47 5.91

충남 118,272 24.9 38,809 8.93 304.75

전북 4,295 0.90 18,949 4.36 22.66

전남 68,153 14.35 25,059 5.77 271.97

경북 70,622 14.87 41,589 9.57 169.80

경남 62,568 13.18 31,549 7.26 198.32

제주 2,734 0.57 3,574 0.82 76.49

지역에서 많은 양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표 7]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은 전력 발전 비중이 0.3%에 불과하지만 전력 소비 규모는 10.8%에

달한다. 반면,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과 전남, 경북, 경남 지

역은 전력 자급률이 100%이상이다. 결국,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

권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생산 전력의 37.2%를 소비하고 있어, 전력 생

산지를 포함해 송전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다. 즉, 전력 생산 공급지와 주요 소비지가 이원화되면서 에너지 이용 과

정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부담이 일치하지 않게 되고, 이는 환경 정의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표 7] 지역별 전력 발전량과 소비량(2010년)

(단위 : GWh)

자료 :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2010)’ 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2011)’을 참고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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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환경 정의 관점 내용

경제

토지 보상금 등 지역 경제
전원개발촉진법의

토지 강제 수용

지중화, 초전도 케이블 등

고압 송전선 대안 무시

기술 미약, 전기요금 상승 등

이유로 현재까지 미 검토

수도권 공급 중심

에너지 정책

장거리 송배전 과정의 비용을

지역에 전가하는 셈

환경

산림 파괴

경관 훼손

고압 송전선, 송전탑 설치로

지역 환경과 관광 자원 파괴

전자파 피해 전자파 유해성 공포

사회

시민 참여적

의사결정 어려움

송전선로 선정 과정부터

민주적인 주민 참여 어려움

지역 수용성 낮음
고압 송전탑 거부감으로

지역 입지 반발 등

사회 갈등 유발

또 다른 환경 정의 측면은 이러한 전력 수급 체계의 편익과 비용 부

담에 관한 의사 결정이나 발전소와 송·변전 시설 입지와 운영에 관련된

의사 결정이 제대로 된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

이다. 윤순진(2006)은 환경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

이나 집단이 자신의 동의 없이 환경 부담을 더 많이 지불하도록 부당하

게 강요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신고리 원전 추가 건설

과 신울진 원전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

는 사례를 들며 절차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 역시 앞서 갈등 쟁점에서 언급했듯이 주민 의견 수렴에 있어

절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서 환경 정의 측면을 경제·환경·사회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

면〔표 8〕과 같다.

[표 8] 환경 정의 관점에서 본 송전선로 건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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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환경 정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국책 사업의 공공성과 입

지 갈등에서 비롯된 지역 이기주의 간의 대립이라는 단선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불평등한 전력 수급 체계를 개선하고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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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분석

1.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개요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은 지난 2002년 한전이 ‘765kV 신고

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밀양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라고 함)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시작되었다. 한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

리 원전에 계획된 1∼6호기(7천600㎿)의 전력을 영남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구간은

〔그림 4]에서 제시된 것처럼 울주군 신고리 원전에서 경남 창녕의 북경

남 변전소까지이다.

[그림 4]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위치 및 전력계통도

자료: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

송전선로 총길이는 90.5㎞로 [표 9]와 같이 부산 기장군·울산시 울주

군·경남 양산시·밀양시·창녕군 등 5개 시·군을 지나게 된다. 한전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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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구 간 선로길이(km) 철탑수 (기) 행 정 구 역

1공구 발전소~36 20.576 38
울주군 5기

기장군 33기

2공구 No.36~59 13,073 23 양산시 45기

3공구 No.59~87 15,512 28
밀양시 69기

4공구 No.87~112 14,715 25

5공구 No.112~136 14,322 24

6공구 No.136~변전소 12,337 23 창녕군 9기

합계 90.535 161 5개 시, 군

비 5천 175억 원으로 당초 2010년까지 송전철탑 161기를 세울 계획이었

지만 일부 사업 구간의 주민들 반대와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준공이 미

뤄지고 있다.

[표 9] 5개 시·군별 공구 및 사업규모

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자료, 2012.07.23.

특히, [그림 5]와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밀양시 단장면·산외면·

상동면·부북면·청도면 등 밀양 지역 5개 면에는 사업 구간 중 가장 많은

69기의 송전철탑이 집중적으로 들어설 계획이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심하다. 지역 주민 발발로 인해 한전과 주민 간의 협의가 이뤄진 청도면

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면에 송전철탑 52기를 건설하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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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

자료 : 한전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를 참조해 재구성

[표 10] 밀양시 5개 면 송전선로 경과지 편입 위치

구분
편입지

계
위치(경과지)

필지 면적 (㎡) 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 청도면

철탑 90
30,005

(155명)
69기 20 7 17 7 18

선로길이

(선하지)
622

1,406,942

(579명)

39,157

㎞
11,055 4,549 10,108 3,419 10,026

자료 : 밀양 765kV 송전탑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자료집, 2012.07.23.

밀양 지역 주민들은 자연 경관 훼손과 전자파 피해 등을 우려하며

한전 측에 송전선로 변경과 송전탑 이격을 요구하는 등 반대 운동을 했

다. 주민들은 지난 2006년 ‘765kV 북경남 송전탑백지화투쟁 밀양대책위’

를 구성해 수십 차례의 항의 집회와 상경 시위, 릴레이 단식 등을 하며

반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2012년 1월 16일에는 송전선로 공사에 반발해

밀양 지역 주민인 74살 이치우 씨가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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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신 사건을 계기로 밀양 주민들을 비롯해 환경 단체 등이 참여

한 분신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이는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확산된 전

국적인 탈핵 운동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 시민사회 단

체 150여 개가 참가한 분신대책위원회는 ‘송전탑 반대 촛불집회’와 ‘이치

우 열사 추모 문화제’등을 진행하면서 밀양 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여론을 확산시키려고 했다. 이와 함께 밀양 송

전선로 건설 계획과 연관하여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인간 띠 잇기’와

‘탈핵 희망 버스’ 행사 등을 동시에 펼치면서, 전국적인 탈핵 운동의 성

격을 띠게 되었다.24)

또한, 경남 지역에서는 밀양 송전선로 설치 문제를 두고 2012년 4

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등 지역 여론의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총선 당시 밀양·창녕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대부분 송

전선로 공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25) 이 지역에 당선된 국회의원

역시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후보가 당선되었

다.26) 이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밀양을 방문해 주민들과 만나고, 국

회에서는 밀양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으며, 여야 진

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정치적으로

도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진행된 과정

은 [표 11]과 같다.

24) 밀양 765kV 송전탑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자료집, 2012, 07,23.

25) 밀양 분신대책위원회의 ‘송전탑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한 밀양·창녕 지역구 후보들의

답변, http://nonukesnews.tistory.com/69

26) 밀양 765kV 송전탑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자료집, 201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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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주요 경과

2002. 한전, 송전선로 계획 발표

2006.03. 밀양·창녕공동대책위 출범

2007.12. 정부 송전선로 사업승인

2008.07. 대책위 송전선로 백지화 총 궐기대회

2009.12.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2010.11. 제도개선추진위 발족

2011.04. 한전 공사 중단, 협의 시작

07. 한전 주민 간 협의 결렬

10. 한전 공사 재개, 주민 마을 입구 봉쇄

2012.01.16. 밀양시 산외면 주민 이치우 씨 분신

17. 장례위원회 구성, 밀양 지역 송전탑 공사 중단

19.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

02.01. 전국 ‘765kV송전탑반대故이치우열사분신대책위원회’ 출범

07. ‘밀양 송전탑 건설 백지화 경남대책위’ 결성

28. 경남 종교인·대학교수, ‘탈핵 선언문’ 발표

29. 장례위-한전 장례 협의 시작, 90일 공사 중단 약속

03.07. 고(故) 이치우 씨 장례식

17. 1차 탈핵 희망버스

27. 2차 탈핵 희망버스,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인간띠 잇기

06.29. 한전의 손배소 및 가처분 신청

07.14. 3차 탈핵 희망버스

09.27. 밀양 송전탑 손배소 2심, 한전 승소

10.10. 한전-밀양 주민 대화 재개

[표 11]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관련 진행 과정

주 : 200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10일까지 언론 보도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경과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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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쟁점

2006년 ‘송전선로 반대 밀양 주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12

년 현재까지 7년 동안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한전과 주민 사이의 갈

등은 계속되어왔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0

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주민과 한전, 정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돼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 합의안에는 신고리 원

전에서 생산되는 7천 600㎿ 전력을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해 송전하는 방

안과 지중화 하는 방안, 초전도 케이블 기술을 사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

됐다. 또 보상과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과 함께 법령 제·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추진위를 만들었

다. 하지만, 제도가 개선된 다음에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

민들과 공사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한전이 맞서면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게다가 한전은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고 등을 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밀양 시장과 창녕 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

르렀다. 이렇듯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밀양 주민과 한전이 갈등을

빚고 있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송전선로 건설 필요성

첫째, 765kV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 여부이다. 한전은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목표가 영남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발전 전력(7,600MW)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준공 전에 반드시 송전선로 건설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신고리 원전의 전력이 영남 지역에 공급되면 전력이 과

잉 공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전은 신고리 5-6호기 준공

이후인 2022년에는 경남 하동 발전소의 발전량 2,400MW를 대구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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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하던 것을 중단시키고, 대구권에서 남은 전력 1,400MW는 중부권으

로 수송할 계획이기 때문에 과잉 공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해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새로운 송전선로를 짓는 것보다 기존의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기존에 하동 발전소 발전량을 중단하면서까지 새로운 송전선로를 건설하

려는 한전의 시도는 과잉이며 이는 송전탑 설치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영남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선로를 세운다는 한전의 주장과 달리 영남권에 전력이 인위적으로

남아 돌게 만든 뒤, 중부권으로 전력을 유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송전선

로 건설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2) 재산·건강 피해

둘째, 송전선로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재산·건강상

의 피해 논란이다.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들어섬에 따라 지가 하락과 실

질적인 토지 거래 중단, 경관 저해로 인한 관광 수익 급감 등 재산상의

손실이 극심한데 비해 한전의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한전은 송전 설비는 관련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이 법률을 적

용해 보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27) 만약 주민들의 요구대로 보상비를

올린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이는 전기 요금 상승 등으로

이어져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유해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문제 역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

다.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초고압의 송전선로가 지나면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에서는 국제적

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전은 765㎸ 송전선로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변전 설비에 따른

토지 보상이 이뤄지고 있음.



- 43 -

에서 실측한 전자계(90.9mG)는 국제 노출 가이드라인(2천mG)의 4.6%수

준이며, 전자계 장기 노출로 인해 암이 발생한다는 등의 유해성 증거는

국제적으로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다.28) 반면 주민들은 140mG에서 16

주간 노출된 쥐의 세포 사멸현상이 확인된 한림대 의대 연구팀 조사결과

와 345㎸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인 충북 영동군 상촌면과 경기도 양

주시 장흥면 등에서 암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적이 있지만, 명확한 원

인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765㎸의 유해 전자파의 위

험성을 우려하고 있다.29)

3) 절차 문제

셋째, 절차상의 문제이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공사가 강행되기까지

한전이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

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한전에서 밀양 지역 765㎸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실시한 주민 설명회에는 주민 130명이 참석했으며,

이는 송전선로가 관통하는 밀양 5개 면 지역 주민의 0.6%에 해당한다.30)

그나마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송전선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지역 주민들

의 피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설명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한, 애초에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상

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은 관련법 절차를 지켜서 송전선 경과지를 선정했고, 최대한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주요 쟁점과 입장을 정

28) ‘한국의 전력사업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

집, 2009.09.01.

29) 다음 카페,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바라

는 사람들의 모임, 전자파 관련 게시판.

30) 국토를 사랑하는 범밀양시민연대, http://cafe.naver.com/kinyug/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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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전·정부 주민

갈등

원인

지가 하락 등 주민 피해

주민 기피시설

밀양시·지역 정치인 비협조

타당성 없는 한전과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주민 재산권·건강권 피해

경과지

선정
관련법 절차 준수

관련법 절차 미흡

타당성 결여

전자파

위해성
WHO 기준 준수 전자파 위험 노출

재산권

침해

관련법 준수

법적 근거 없는 보상 불가

지가하락 등 재산권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

765k

송전방식

국토 효율적 이용 기여

기간 송전망

기존 345kV 송전선로 보강

초전도 케이블 활용

리하면〔표 12〕와 같다.

[표 12]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주요 쟁점과 입장

자료 : 경실련(2009), ‘밀양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영향분석’

표 참조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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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조사 설계

1. 언론 보도 양적 내용 분석

본 연구는 각 신문사 보도 내용 가운데 ‘밀양 송전탑’, ‘송전선’과 관

련한 기사를 수집한 뒤, 미디어 내용 분석 방법론을 적용했다. 오랫동안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영향을 미친 Berelson(1952)의 정의에 따르면 내용

분석이란 “커뮤니케이션의 명백한 내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또한

계량적으로 기술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연구 기법”이다. Holsti(1969)는

“구체적으로 기술된 메시지의 특성들을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파악함

으로써 추론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정의하며 커뮤니케이션

연구 방법으로서 미디어 내용 분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내용 분석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양적 내용 분석은 내용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강조하며 ‘데이터로부터 데이터의 상황에 대한 반복 가능하고도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하나의 연구기법’으로 정의된다(Krippendorff,

1980). 이러한 양적 내용 분석은 내용을 계량화하기 때문에 질적 분석보

다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기사를 대상으로 먼저 양적 내용 분석을 실

시해 중앙 신문과 지역 신문을 비교했다. 양적 분석 내용 중 기사량을

나타내는 빈도와 보도의 형태별 기사 수를 분석했다. 내용 분석에서 빈

도 측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집계 방법이다. 관련 기사가 얼마

나 자주 등장하는지와 함께 분석 대상에서 특정 단어나 범주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나타나는 횟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내용 분석의 또 다

른 측정 기준인 ‘공간 혹은 시간’ 측정은 신문 지면에서 특정 기사가 차

지하는 비율이나 기사의 크기, 기사가 배치된 면을 측정하는 것이다(윤

순진ㆍ이동하, 2010). 보도의 형태별 기사를 분석하는 것은 보도의 심층

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 사건을 전달하는 기사인지, 사건 발생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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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한 기사인지, 사건의 발생 과정과 영향까지 더한 심층 보도인지

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일간지에서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반대 움

직임에 대한 기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집계하고, 해당 기

사가 지면에 어느 정도 분량으로 보도 되었는지를 측정했다. 또한 기사

에서 인터뷰를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등장 빈도는 어떠한지를 분석했다.

이는 대상 일간지가 인터뷰 취재원 선정을 통해 밀양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선택하고 배제하였는지, 또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도외시하였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 신문과 지역 신문

이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관련해 어떤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2.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언론이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에 대한 의제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프레임 분석을 실시했다. 프레임 분석은 뉴스

보도에서 무엇을 주제로 하여 기사를 전하고 있는지, 즉 어떠한 틀에 따

라 어떤 측면이 선택, 배제, 강조, 도외시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윤

순진ㆍ이동하, 2010). 따라서 프레임 분석은 특정 쟁점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방법론적 틀을 제공해왔다

(Hallahan, 1999: 이현우·이병관, 2005 재인용).

프레임을 도출해내는 방법은 연역적인 접근 방법과 귀납적인 접근방

법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역적 접근방법은 특정의 사회 체

계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는 그러한 체계를 반영하는

프레임이 존재한다고 보고 정형화된 프레임 틀에 의거해 연구 대상을 분

석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인 귀납적인 접근 방법은 정형화된 프레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 대상의 맥락적 특성에 근거해 프레임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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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다(Semetko & Valkenburg, 2000: 강내원, 2002 재인용). 본 연

구는 프레임 도출 방식에 관해 귀납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 그 이유

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맥락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이 사건과 관

련한 다양한 프레임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프레임을 판별하는 기준은 핵심 주제를 사용했다. 핵심

주제란 그 기사에서 표현된 가장 두드러진 의미로 어떤 사건이나 갈등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핵심 주제를 선

별하는 기준은 우선 제목과 부제를 근거로 판단한다. 신문 기사의 제목

은 기사의 핵심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주요한 구성 요소이며 그 기사

가 읽혀지는 해석의 틀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

사의 대표성을 나타내기 어려운 제목일 경우에는 2차적으로 부제를 통해

프레임을 선별하고, 부제에서도 프레임 판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사 전

문 전체에서 관련 정보량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환경 정의 관점에서 기사를 분석하기 위해 프

레임을 유형화 할 때 갈등 원인과 갈등 과정, 갈등 해법 등 세 분야로

나눠서 분류했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밀양 송전선로 건

설 갈등은 그 원인과 과정, 해결 방법 등 각각의 분야마다 환경 정의 관

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

가 환경 정의 관점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 분야로

나눠서 프레임을 분류하였다. 도출된 프레임 가운데는 환경 정의 관점이

내포된 프레임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프레임도 있다. 때문에 언론이 어떤

프레임을 더 부각시키고 배제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언론 보도의 환경

정의 측면에 대한 판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프레임을 세 분야로 나눠 유형화한 또 다른 이유는 기사가 갈등 원

인과 과정, 해법에 있어 한 가지 측면만 부각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이

상의 논의를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프레임이 누

락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하나의 기사에서 두 개 이상의

프레임이 공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프레임 모두 선정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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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사에서 갈등 원인과 관련한 프레임과 갈등 해법과 관련한 프레임이

두 개 나타나면 두 프레임 모두 선정했다.

3. 심층 면접

마지막으로 이 분석 틀을 통해 나온 연구 결과가 밀양 송전선로 건

설 갈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점과 차이가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지역 주민들

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

론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한 이유는 이 갈등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의제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환경 정의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론 보도는 주민들의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인식과 반대 이유, 해결 방안에 대한 주민 여론과 언

론 보도에는 차이가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송전선로 건설 갈

등 보도에 있어 환경 정의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정작 송

전선로 건설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환경 정의 측면을 띠고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이를 위해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

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심층 면접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주민을 중심으로 12명을 선정했다. 면접 대상에는 대책위에 참여해

반대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 등도 포함했다. 대책위에

서 활동하는 이들은 반대 주민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한 결과가 반대 주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

다고 볼 수 있다. 면접 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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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나이 성별 거주지 직업 기타사항

주민 1 70대 남 밀양시 부북면 농민

주민 2 60대 남 밀양시 부북면 농민

주민 3 40대 남 밀양시 밀양읍 종교인
대책위

공동대표

주민 4 60대 남 밀양시 단장면 농민

주민 5 60대 여 밀양시 단장면 농민

주민 6 50대 여 밀양시 단장면 농민

주민 7 70대 남 밀양시 단장면 농민

주민 8 60대 남 밀양시 상동면 농민

주민 9 40대 여 밀양시 상동면 농민

주민 10 70대 남 밀양시 단장면 퇴직 공무원

주민 11 60대 남 밀양시 단장면 농민

주민 12 40대 남 밀양시 밀양읍
시민 단체

임원

대책위

사무국장

[표 13] 심층 면접 대상자 기본 정보

주: * 주민 이름은 일부 대상자가 실명 공개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대상자 모두 익명 처리한 것임.

** 주민 3과 주민 12는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 주민은 아니지만

‘밀양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사무국장으로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다고 판단돼 포함함.

심층 면접은 반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했다. 언론 보도 분석에서

도출된 프레임과 비교하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이유와 갈등 원인,

갈등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고, 이외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면접 방식은 면

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실시했으며, 본격적인 면접 이전에 면접 내용

의 녹음을 허락 받고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은 대상자가 가장 편한 장소

와 시간을 선택하도록 했으며, 면접 시간은 각각 1∼2 시간가량 소요됐

다. 면접의 모든 과정은 녹음한 뒤 전사했으며, 전사한 내용은 언론 보도

분석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면접 내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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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위한 영역은 송전선로 건설 갈등 원인과 해법, 언론 보도 평가 부

분 등으로 유형화해 최종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밀양 송전선로 갈등 원인과 해법이 주민들의 인식과 어떻게 다른

지 확인하고, 이러한 보도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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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사 결과 분석

1. 언론 보도 양적 내용 분석 결과

1) 언론 보도량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해 언론이 얼마나 주목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연구 대상 신문에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관련한 기사의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각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

에서 해당 기간 동안 ‘밀양 송전탑’과 ‘송전선’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기

사를 추출한 뒤 지면과 비교해 실제 지면에 게재된 기사만 연구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총 284개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

별하였다.〔그림 6〕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앙 신문은 60개(조선일보 0개,

중앙일보 2개, 동아일보 5개, 경향신문 13개, 한겨레신문 26개, 서울신문

2개, 한국일보 9개, 문화일보 1개, 국민일보 2개), 지역 신문은 224개(부

산일보 71개, 경남도민일보 153개)로 지역 신문의 보도 건 수가 중앙 신

문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지역 환경 갈등에 대해 중앙 언론이 지역

언론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중앙 신문은 진보 성향을 띤 신문(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고

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관련해 보도 건수가 낮게 나타났다. 즉,

진보 성향(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신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앙 신문

이 지역 환경 갈등에 주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아예 기사화하지 않아 언론으로서 공론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

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건은 밀양 지역 사회뿐

만 아니라 국가 전력 공급 체계에 대한 사회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에 대한 정보를 언론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은 언론이 선택적으로 이 사건을 배제하거나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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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언론 보도 행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의제 자체를 공론장에서 배제해 이

사건에 대한 사회 여론이 형성되는 데 어려움을 준다(윤순진·이동하,

2010).

지역 신문은 중앙 신문에 비해 절대적인 보도량 자체는 많지만, 중

앙 신문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경남도민일보

가 부산일보다 2배 이상 보도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보 성

향인 경남도민일보가 밀양 주민들의 시위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

의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보도해 부산일보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사화한 결과로 추측된다.

[그림 6]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 건수

2) 시기별 보도 빈도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가지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기별 보도 빈도 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밀

양 송전선로 건설 반대 과정에서 주민이 분신 사망한 사건 이후 언론 보

도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와 [그림 7]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전체 보도량 가운데 분신 사건 이후에 보도 비중은 75.4%



- 53 -

분신前 비중(%) 분신後 비중(%) 합계 비중(%)

경향신문 4 30.8 9 69.2 13 100.0

국민일보 0 0.0 2 100.0 2 100.0

동아일보 4 80.0 1 20.0 5 100.0

문화일보 0 0.0 1 100.0 1 100.0

서울신문 2 100.0 0 0.0 2 100.0

중앙일보 2 100.0 0 0.0 2 100.0

한겨레신문 2 7.7 24 92.3 26 100.0

한국일보 5 55.6 4 44.4 9 100.0

경남도민일보 34 22.2 119 77.8 153 100.0

부산일보 17 23.9 54 76.1 71 100.0

합계 70 24.6 214 75.4 284 100.0

로, 분신 사망 사건이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의 주목을

끌게 된 주요한 계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 언론은 분신 사망 사건

이후 보도 비중이 77.2%로 중앙 언론(68.3%)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지역 언론이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있어 주민 분신 사건을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앙 언론은 신문사마다 분신 사건을 기점으로 다른 보도 행태

를 보였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문화일보, 국민일보는 주민 분신 사

건 이후에 보도 건수가 이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향 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주민 분신 사건을 심각한 이슈로 다룬 반면, 문화일보와

국민일보는 보도 시기는 분신 사건 이후에 집중됐지만, 밀양 주민의 분

신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한편 동아일보와 한국

일보는 분신 사건 이전에 보도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고,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은 분신 사건 이후에는 아예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

지 않았다.

[표 14]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시기별 보도 빈도

기사 수

F=30.878 df=9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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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민 분신 사건 전·후 보도 빈도 추이

3) 언론 보도 유형

언론 보도 유형은 크게 ‘스트레이트’와 ‘해설 기사’, ‘의견 기사’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스트레이트’기사는 특정 사건에 대해 사실 전달

에 목적을 둔 형태이다. ‘해설 기사’는 갈등의 원인과 해법 등을 설명하

고 이슈를 분석하는 기사로 기획 기사, 특집 기사 등이 포함된다. ‘의견

기사’는 갈등에 대해 언론사의 견해나 독자, 전문가 등의 입장이나 의견

을 나타내는 기사로 사설, 독자 칼럼, 전문가 칼럼, 인터뷰 등이 해당된

다. 특히 사설은 신문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 신문사의 견해를 밝히는 것

이기 때문에 사설을 분석해보면 그 신문사의 입장이나 시각에 대해 분명

하게 살펴볼 수 있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모든 신문에서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참조). 그러나 중앙 신문보다 지역 신문에서 스트레이트 기사가

약간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지역 신문의 스트레이트 기사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일단 지역 신문이 지역 내 환경 갈등을 전달하는 데 충실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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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 기사 내용 대부

분은 주민들의 항의 집회나 양측의 입장을 주장하는 보도 자료에 기반을

한 기사가 많았다. 예를 들어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주민 대규모 궐기대

회’(부산일보, 2008.12.11.)와 ‘“보상 바라는 반대 아냐..제발 좀 살려 달라

“ 읍소’(경남도민일보, 2012.07.24.), ‘한전, 밀양 송전탑 횡포 더 이상 안

돼’(경남도민일보, 2012.06.14.)와 같은 기사는 양측의 갈등만 부각시키는

정보 제공에 치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앙 신문은 지역 신문보다 의견 기사와 해설 기

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의견 기사는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이 다른 중앙 신문보다 비중이 높았다. 반면 중앙일보와 동

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국민일보는 이 사건에 대한 신문사의 시각

이나 견해를 나타내는 의견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민일보는 스트레이트 기사 비중이 가장 높긴 했지만 의견 기사 비중도

중앙 신문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과 지역 구분을 떠나서, 진

보 성향을 띤 신문이 상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견해 등을 명확하게 밝

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견 기사 가운데는 신문 독자들의 의견

을 직접 실은 칼럼 형태의 기사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의견 기사 비중

이 높은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이 신문사 자체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 사

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도 상대적으로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해설기사 역시 중앙 신문이 지역 신문보다 비중이 높았다. 이는 중

앙 신문이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했거나,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을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밀양 송전탑 대안은 있다’(한겨레신문, 2012.02.01.), ‘신고리 원전

안 늘리면 다 해결된다’(한겨레신문, 2012.08.25.),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

는 길’(경향신문, 2009.01.27.), ‘차별과 비리로 얼룩진 원전’(경향신문,

2012.07.17.) 등의 기사가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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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

이트

비중

(%)

해설

기사

비중

(%)

의견

기사

비중

(%)
합계

비중

(%)

경향 7 53.8 2 15.4 4 30.8 13 100.0

국민 1 50.0 1 50.0 0 0.0 2 100.0

동아 3 60.0 2 40.0 0 0.0 5 100.0

문화 0 0.0 1 100.0 0 0.0 1 100.0

서울 1 50.0 1 50.0 0 0.0 2 100.0

중앙 1 50.0 1 50.0 0 0.0 2 100.0

한겨레 11 42.3 9 34.6 6 23.1 26 100.0

한국 5 55.6 3 33.3 1 11.1 9 100.0

경남도민 82 53.6 29 18.9 42 27.5 153 100.0

부산 48 67.6 13 18.3 10 14.1 71 100.0

합계 159 56.0 62 21.8 63 22.2 284 100.0

[표 15]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관련 보도 유형

기사 수

F=20.433 df=18 p>0.05

4) 언론 보도 중요도

(1) 기사 배치 면

해당 이슈에 대한 언론 매체의 관심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기사를 어느 면에 배치했는가’, ‘기사 길이는 어느 정도인가’와 ‘기사 내

용을 보충해주는 관련 사진을 함께 게재했는가’ 하는 점이다. 기사 배치

면에 있어서 중앙 신문의 경우 지역 이슈는 해당 지역 면에만 배치해,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아예 접할 수 없는 경우가 있

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이슈의 국가적 중요성은 배제된 채 단순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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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로 한정시키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아예 이 문제의 발생조차

알 수 없게 돼 논의의 확장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기사의 중요도에 따라 전국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뉴스가 있고 그렇지 않

은 뉴스가 있지만,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전 국민의 전력 이용과

연계된 문제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국적인 문제로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중앙 신문이 이 문제를 지역 면에서만 다루었는지 살펴보

기 위해 기사가 실린 면을 크게 중앙 면과 지역 면으로 나눠 분석하였

다. 지역 신문은 중앙 신문과 달리 지역 구분이 따로 없는데다, 기사 대

부분이 사회면에 다루어졌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이성을 찾아볼 수 없

기 때문에 배치 면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중앙 신문이 보도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기사는 지역 면보다

중앙 면에 다소 많이 실렸으며, 이러한 경향은 신문 별로 통계적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16] 참조). 중앙일보와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은 중앙

면에 보도한 기사 비중이 100%이지만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관련

한 기사 수 자체가 적어 이 사건을 전국적인 사안으로 충실히 다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중앙일보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관련

한 기사 두 건 모두 중앙 면에 배치했지만, 기사 한건은 밀양시와 창녕

군에 대한 한전의 고소 내용만 다뤄 이 사건의 맥락을 모르는 독자들에

게는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왜곡되게 비쳐질 수 있다. 실제로 이 기사의

첫 문장은 “공기업이 합법적인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지

방자치단체장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반면 동아일보와 국민일보는 경남 지역 면에만 기사를 실어 다른 지

역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을 아예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경향신문과 한

국일보, 한겨레신문에서는 기사의 절반 가까이가 지역 면에 게재돼, 경남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 기사를 읽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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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면
비중

(%)
지역 면

비중

(%)
합계

비중

(%)

경향신문 6 46.2 7 53.8 13 100.0

국민일보 0 0.0 2 100.0 2 100.0

동아일보 0 0.0 5 100.0 5 100.0

문화일보 1 100.0 0 0.0 1 100.0

서울신문 2 100.0 0 0.0 2 100.0

중앙일보 2 100.0 0 0.0 2 100.0

한겨레신문 16 61.5 10 38.5 26 100.0

한국일보 5 55.6 4 44.4 9 100.0

합계 32 53.3 28 46.7 60 100.0

[표 16]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 배치 면

기사 수

F=13.365 df=7 p>0.05

(2) 기사 길이(글자 수)

기사 길이는 취재의 폭과 깊이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사의 문맥 구

조와 문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사가 짧으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빈약해

지고 기사가 길어지면 그만큼 정보 양이 늘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

는 부분도 많아질 것이다. 또한 기사가 길어서 노출되는 양이 많을수록

독자들의 눈에 띄기도 쉬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사 길이를 기사의

글자 수로 판단하고, 500자 미만, 500자∼1000자, 1000자 이상으로 분류

했다.

그 결과 중앙 신문 가운데는 기사가 한 건인 문화일보 다음으로 한

겨레신문이 1000자 이상의 기사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이는 기사 유형 분석에서 한겨레신문이 스트레이트 기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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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미만

비중

(%)

500 ∼

1000자

비중

(%)

1000자

이상

비중

(%)
합계

비중

(%)

경향 2 15.4 5 38.4 6 46.2 13 100.0

국민 1 50.0 1 50.0 0 0.0 2 100.0

동아 0 0.0 3 60.0 2 40.0 5 100.0

문화 0 0.0 0 0.0 1 100.0 1 100.0

서울 1 50.0 1 50.0 0 0.0 2 100.0

중앙 0 0.0 1 50.0 1 50.0 2 100.0

한겨레 2 7.7 8 30.8 16 61.5 26 100.0

한국 3 33.3 2 22.2 4 44.5 9 100.0

경남도민 28 18.3 76 49.7 49 32.0 153 100.0

부산 16 22.5 44 62.0 11 15.5 71 100.0

합계 53 18.7 141 49.6 90 31.7 284 100.0

이 가장 적은 점과 연계해봤을 때, 한겨레신문은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

등에 대해 다른 중앙 신문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심층적으

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지역 신문은 중앙 신문보다

절대적인 기사량은 많지만 1000자 미만 기사 비중이 높은 편이고, 스트

레이트 기사가 많아 단순한 사실 전달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표 17]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 길이

기사 수

F=30.876 df=18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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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

기사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해당 이슈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보

조 역할을 한다. 기사와 관련된 각종 시각적 요소를 동반 게재하는 것은

기사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기자가 직접 취재

현장에 찾아가 사진을 찍으면서 기사를 쓰는 것은 보도 자료에 의존해

기사를 쓰는 것보다 현장의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밀착 취재를

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진을 함께 게재했느냐를 판별하는

것도 언론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

에서 사진이 함께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단, 칼럼과 사설 기사

에 함께 실린 기자나 집필자의 인물 사진은 이 사건과 연계가 없다고 판

단하고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보도에서

사진이 함께 게재된 기사는 29.9%에 불과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각

신문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앙 신문은 기사가 2건인 국민일

보 다음으로 한겨레신문이 사진을 실은 기사 비중이 높았다. 이는 앞서

기술한 기사 길이 분석과 연계해봤을 때도 한겨레신문이 상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문화일보는

1건,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은 각각 2건 밖에 없는 기사마저도 사진이 게

재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중앙 신문보다는 지역 신문에서 사진이 실

린 기사가 조금 더 많았는데, 이는 지역 신문이 밀양 지역에 접근하는데

더 용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 신문의 경우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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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있음

비중

(%)

사진

없음

비중

(%)
합계

비중

(%)

경향신문 2 15.4 11 84.6 13 100.0

국민일보 2 100.0 0 0.0 2 100.0

동아일보 1 20.0 4 80.0 5 100.0

문화일보 0 0.0 1 100.0 1 100.0

서울신문 0 0.0 2 100.0 2 100.0

중앙일보 0 0.0 2 100.0 2 100.0

한겨레신문 7 26.9 19 73.1 26 100.0

한국일보 2 22.2 7 77.8 9 100.0

경남도민일보 48 31.4 105 68.6 153 100.0

부산일보 23 32.4 48 67.6 71 100.0

합계 85 29.9 199 70.1 284 100.0

[표 18]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 사진 게재

기사 수

F=9.089 df=9 p>0.05

5) 취재원 비중

신문은 사설이나 특집 기획, 논평 등 의견 면을 통해 자신들의 이데

올로기를 개진하기도 하지만, 기사에 인용하는 취재원을 통해 암묵적으

로 전달하기도 한다. 특히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갈등 보도에 있어서 어

떤 이해 관계자의 입장이 자주 등장하는지, 얼마나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지에 따라 갈등을 인식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신문이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관련한 주민과 한전, 시민단체, 정치권 등 주

요 행위자의 입장을 어떤 비중으로 보도했는지 살펴봤다.

취재원은 보도한 내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직·간접적으

로 인용된 인물이나 기관을 의미한다. 취재원 분류에서 밀양 지역 주민

과 ‘송전선로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와 ‘이치우 분신 대책위원회’ 등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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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주민들로 구성된 관계자는 ‘주민’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탈핵 반대대

책위원회’와 경남 시민사회 단체 등은 ‘시민단체’, 한전과 송전선로 시공

사는 ‘한전’, 국회의원과 각 당의 경남도당, 자치단체 등은 ‘정당·정치’, 송

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전문적인 견해를 이야기한 교수와 연구원 등은

‘전문가’, 법원과 경찰, 갈등조정위원회 등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신문 대부분에서 취재원으로 주민이 많이 인용되었고, 이러

한 특징은 각 신문 간의 통계적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다만 중앙 신문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을 띤 신문은 한전보다 주민 입장을

더 많이 인용한데 반해 보수 성향을 띤 동아일보는 한전 입장을 더 많이

다뤘다. 또한 중앙일보는 양쪽 입장을 동등한 비중으로 다뤘고, 상대적으

로 정당·정치 분야의 취재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중앙일보 기사 1

건에서 한전이 밀양시와 창녕군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두 자치단체의 입

장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지역 신문 역시 정당·정치 분야의 취재원 비중

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송전선로 건설 갈등 과정에 있어 밀양 시의원

폭행 사건31)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도 있지만, 지역 환경 갈등을 푸는

데 있어 지역 정치권의 참여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도 풀이된다.32)

또한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취재원으로 인용한 신문은 거의 없었다.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경남도민일보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에 대한 전

문가의 견해나 입장에 대한 기사를 실은 신문은 없다. 이는 송전선로 건

31)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은 2012년 8월 25일 밀양시의회 문정선(45·

여·민주통합당) 시의원이 밀양시 단장면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4공구 현장 사무소

입구에서 공사에 반발하던 중 공사장 근로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에 대해 공사 관계는 "문 의원이 불법적으로 공사현장에 침입하려 해 저지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일보, 2012.08.27.

32) 경남도민일보, ‘정부·한전 도대체 뭐했는가’(2012.01.20.), ‘밀양 송전탑 사태, 조해진

의원 향한 비난의 화살’(2012.01.26.), ‘재검토 한 목소리..또다시 空약 될

라’(2012.03.14.), ‘선거에 묻힌 송전탑, 총선 후에나 논의될 듯’(2012.04.07.), ‘밀양 송전

탑 사태, 민주당 적극 개입에 입지강화’(2012,08.10), ‘밀양 송전탑조사단 구성, 여상규

의원 앞장서라’(2012.09.06.), ‘새누리당은 송전탑 사태 해결 외면하는가?’(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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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개)
주민 한전

시민

단체

정당

정치

전문

가
기타 합계

경향

신문
13

6

(30.0)

3

(15.0)

6

(30.0)

2

(10.0)

0

(0.0)

3

(15.0)

20

(100)

국민

일보
2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2

(100)

동아

일보
5

3

(27.2)

4

(36.4)

0

(0.0)

2

(18.2)

0

(0.0)

2

(18.2)

11

(100)

문화

일보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서울

신문
2

0

(0.0)

1

(50.0)

0

(0.0)

1

(50.0)

0

(0.0)

0

(0.0)

2

(100)

중앙

일보
2

2

(28.6)

2

(28.6)

0

(0.0)

3

(42.8)

0

(0.0)

0

(0.0)

7

(100)

한겨레

신문
26

21

(45.7)

5

(10.9)

8

(17.4)

5

(10.9)

2

(4.2)

5

(10.9)

46

(100)

한국

일보
9

8

(38.1)

8

(38.1)

3

(14.2)

0

(0.0)

1

(4.8)

1

(4.8)

21

(100)

경남

도민
153

61

(34.1)

32

(17.9)

21

(11.7)

46

(25.7)

3

(1.7)

16

(8.9)

179

(100)

부산

일보
71

43

(40.6)

27

(25.5)

5

(4.7)

25

(23.6)

0

(0.0)

6

(5.6)

106

(100)

합계 284
145

(36.3)

83

(21.3)

44

(11.0)

84

(21.6)

6

(1.5)

33

(8.3)

395

(100)

설 갈등에 대한 보도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양측의 대립과

갈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

다.

[표 19]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의 취재원 인용

취재원 수(비중 %)

F=56.870 df=4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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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언론 보도 양적 분석 결과 요약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중앙과 지역 신문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언론 보도의 빈도, 유형, 주요 취재원 등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해 언론이 얼마나 주목했는지

살펴본 결과, 중앙 신문에 비해 지역 신문의 보도량이 월등히 높게 나타

남으로써 언론이 이 문제를 한 지역의 사안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앙 신문은 진보 성향을 띤 신문을 제외하고 대부분 낮

은 보도 빈도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보수 성향을 띤 신문(조선일보 0건,

중앙일보 2건, 동아일보 5건)이 보도 빈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신문이 더더욱 지역 환경 갈등에 주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기사 배치 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밀양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 지역의 전력

이용자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전국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 신문은 대부분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기사를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지면보다 경남 지역 면에 더 많이 배치해 한 지역의 문제로

축소하는 행태를 보였다. 동아일보와 국민일보는 기사 전체가 지역 면에

게재됐고, 경향신문은 기사의 절반 이상, 한겨레신문은 40% 가까운 기사

가 지역 면에만 실렸다. 반면, 중앙일보와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은 분석

대상 기사 모두 중앙 면에 배치했지만, 기사 수 자체가 너무 적어 전국

적인 사안으로 충실히 다뤘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한전 입장에 치우

친 내용이어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시기별 보도 빈도 수를 분석한 결과,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주요한 계기가 송전선로 경과지에 사는 주민의 분신 사건이었

으며, 이러한 관심 정도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지역 신

문과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은 주민 분신 사건을

송전선로 갈등에 있어 중요하고 의미 있게 다룬 반면, 보수 성향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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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분신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거나 보도 비중이 떨어져

대조를 보였다.

셋째, 송전선로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언론 보도가 사실 전달에 목적을 둔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았다.

이는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해 어떤 주장이나 입장을 명확하게 나타내

기보다 단순 정보 제공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달

되는 정보 내용도 갈등의 원인과 배경 설명이 잘 드러나지 않은 채 주민

반발과 양측의 입장 차이만 부각시키는 내용 위주였다. 이러한 특성은

지역 신문이 중앙 신문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 언

론이 독자의 눈을 끄는 이슈 따라잡기에 치중하고 지역 이슈에 대한 의

제 설정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신문 취재원을 인용하는데 있어 중앙 신문과 지역 신문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문 대부분은 밀양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입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중앙 신문보다는 지역 신문이 주민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한 편이었는데 이는 취재원 접근의 용이성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한 지역의 사안으

로 취급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취재원으로 인용한 신문은 거의 없어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다룬 언론

보도가 전문적인 시각보다는 양측의 대립 구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결과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해 언론 보도가 어떤 시각으로 접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 신문 가운

데 중앙 신문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프레임의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뚜렷한 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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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을 띤 신문(경향신문, 한겨레신문)만 선정했다. 이 가운데 조선

일보는 분석 기간 중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관련한 지면 기사가 한

건도 없었지만, 인터넷에서만 보도된 기사는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양

적 내용 분석에서는 다른 신문들도 지면 기사만 분석했기 때문에 조선일

보의 인터넷 기사는 양적 분석에서는 제외했지만, 프레임 분석에서는 밀

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시선과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일보는 인터넷 기사를 프레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1) 프레임 유형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관련한 신문 기사에서 핵심 주제를 추

출해 분석한 결과 모두 14개의 프레임 유형을 판별했다. 각 프레임을 송

전선로 건설 갈등의 원인과 과정, 해법 등 세 부분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갈등 원인

① ‘환경·안전’ 프레임

고압 송전선로의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과 지역 환경 훼손에 대

한 주민들의 우려, 그리고 이에 반박하는 한전의 입장 등을 다룬 것이다.

이 프레임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 위험 부담을 지역 주민들이 떠

안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 정의 관점이 포함돼 있다

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밀양 송전선로 유해성 검증하라’(경남도민일

보, 2008.09.04.)와 ‘한전 적용 전자파 기준치, 잘못된 것’(경남도민일보,

2010.03.23.) 등의 기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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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제·보상’ 프레임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의 땅 값 하락과 지역 발전 저해를 우

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중점적으로 다룬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은

개인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 이미지

를 부각시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부당하고 이에 대한 보상 역시 불합리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때문에 환경 정의 관점에서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민 반발

을 지역 이기주의로 왜곡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송전

선 설치로 인해 재산상의 불평등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환경 정의 측

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이기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프레임을 ‘경제·보상 1’ 프레임, 불공평한 경제적 피해 등을 다룬 프레임

을 ‘경제·보상 2’ 프레임으로 설정한다. ‘경제·보상 1’ 프레임에 속하는 기

사는 한전이 송전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상 문제를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몇 년째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조선일보,

2012.01.22.)가 있다. ‘경제·보상 2’ 프레임은 ‘4억 넘는 땅을 달랑 680만원

에’(한겨레신문, 2012.01.31.)과 ‘재산권 VS 공익..끊임없는 송전탑 갈등’

(중앙일보, 2009.10.01.) 등의 기사가 포함된다.

③ ‘법·절차 무시’ 프레임

이 프레임은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과정에서 폭행 등

의 불법 행위나 밀양시청의 법 위반을 문제 삼는 한전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반대로,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지역의 불공평한 부담

이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법이 잘못됐거나 한전이 절차를 무시하고 밀

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초점을 맞춘 프레임

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한전 입장에 초점을 맞춘 프레임을 ‘법·절차

무시 1’ 프레임, 주민들의 주장을 강조한 프레임을 ‘법·절차 무시 2’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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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 분류한다. ‘법·절차 무시 1’ 프레임의 사례는 ‘한전, 밀양시장·창녕

군수 고소’(중앙일보, 2010.08.18.)과 ‘밀양, 정부 SOC 사업 제동’(부산일

보, 2009.05.04.) 등이 있다. ‘법·절차 무시 2’ 프레임에는 ‘한전, 밀양 송전

탑 밀어붙이기 공세’(부산일보, 2012.07.19.)와 ‘주민 의견 무시한 공사강

행 화불렀다’(경남도민일보, 2012.01.18.) 등이 해당된다.

④ ‘전력 체제’ 프레임

송전선로 설치 갈등이 수도권 공급·원전 중심의 전력체제에서 비롯

됐다는 입장을 강조한 프레임이다. 이러한 틀은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공론화를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 입지 반대를 넘어서 국가 전력

체제 문제로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환경 정의 측면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밀양 농민 분신사망, 영남권 탈핵운동 비화’(경향신문,

2012.01.25.)와 ‘핵 없는 세상을 꿈꾸며..우리가 할 일은?’(경남도민일보,

2012.03.23.) 등의 기사가 있다.

(2) 갈등 과정

① ‘갈등·대립’ 프레임

‘갈등·대립’ 프레임은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관련한 주체 간의

대립 상황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한전과 지역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나 갈

등 조정 과정의 어려움 등을 부각시킨다. ‘밀양 송전선로 갈등 악화일

로’(경남도민일보, 2010.12.10.), ‘밀양 송전선로 갈등 격화..시공사-주민 맞

고소’(부산일보, 2010.11.29.) 등의 기사를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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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신·폭력’ 프레임

‘분신· 폭력’ 프레임은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주

민과 시공사 간의 물리적 충돌 등에서 자주 나오는 프레임으로 갈등의

폭력성과 부정성을 강조한다. 또한 주민 분신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프레임은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구조적인

문제 제기보다 개인의 분신 사건을 감정적으로 부각하거나, 주민 반발의

폭력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띤다. ‘송전탑 공사 재개한 한전..주민 협박에

성폭력 의혹’(경남도민일보, 2012.06.13.), ‘권영길의 “용역이 여스님 성폭

행 주장에 경찰은..’(조선일보, 2012.01.22.), ‘불 끼얹은 송전철탑’(부산일

보, 2012.01.17.) 등의 기사가 해당된다.

③ ‘공감 유발’ 프레임

‘공감 유발’ 프레임은 갈등 해결에 사람의 감성, 분노, 동정심을 개

입시키는 것으로서 문제를 표피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프레임이다.

즉, 갈등 표현에 있어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갈등을 극화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예를 들어 ‘용역들이 환갑 넘은 우리를 개 끌 듯 끌어냈어’(경향

신문, 2012.03.19.)와 ‘움막에서 먹고 자며..헬기 막으러 새벽에 산 꼭대기

로’(한겨레신문, 2012.08.25.) 등의 기사와 같이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개인 활동을 중점 보도해 개인의 삶에 대한 공감을 유발하는

등의 기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④ ‘쟁점 분석’ 프레임

‘쟁점 분석’ 프레임은 갈등이 일어난 전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이

야기 구성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갈등의 쟁점에 대한 해석이나 배경

설명, 갈등이 전개되어온 맥락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프레임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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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갈등·대립’, ‘분신·폭력’, ‘공감 유발’ 프레임 등 세 개의 프레임이

단편적인 사건에 집중하거나 갈등의 표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 프레임은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총체적인 시각에서 다룬다. 때문에 이 프레임에는 밀양

송전선로 갈등을 다양한 해석과 관점에서 논의한 내용이 포함되며, 이

가운데는 환경 정의 측면과 관련한 관점도 찾아볼 수 있다. 이 프레임의

예는 ‘밀양 송전탑 사태의 진실’(경남도민일보, 2012.02.02.), ‘전기, 어디서

오는지 아시나요?’(경향신문, 2010.05.20.) 등의 기사가 포함된다.

(3) 갈등 해법

① 대체 방안 프레임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전자파 위해성과 환경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초전도 케이블과 지중화 등 대체 기술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현재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의 불합리한 면을 강조하면서 노선 변경과 재

검토를 촉구하는 주장도 포함된다. 이 프레임은 현재 에너지 공급 체제

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강조된

다. 예를 들어 ‘밀양 주민, 고압 송전선로 반대, 초전도케이블 요구’(부산

일보, 2010.10.26.), ‘재검토 한 목소리..또다시 공약될라’(경남도민일보,

2012.03.14.) 등의 기사가 있다.

② 에너지 전환 프레임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원전 폐쇄 등 탈핵과 같은 에

너지 전력 체계의 전환을 강조한다. 한 지역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해

결하는 것보다 송전선로의 발생 요인인 원전을 폐쇄하고 핵에너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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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대신 전국적인 에너지 전환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하는 입

장을 강조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사로는 ‘신고리 원전 안 늘리면 다 해

결된다’(한겨레신문, 2012.08.25.), ‘핵 없는 세상을 꿈꾸며..우리가 할 일

은?’(경남도민일보, 2012.03.23.) 등이 있다.

③ 국책 사업 프레임

갈등 해법의 다른 프레임과 상반되는 프레임으로 송전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력 안정을 위한 국책사업을 위해서 지역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초고압 송전선로 필요한 이

유’(경향신문, 2009.02.12.)와 ‘밀양 송전탑 문제, 민원 조기 해결이 관건’

(경남도민일보, 2011.07.26.) 등이 해당된다.

④ 민주·합의 프레임

송전선로가 건설될 부지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인 민주

성을 강조한다.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반영, 합의 등을 토대로 한 사

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 프레임의 예로는 ‘한전은 왜 주민들과의 대

화 기피하나’(경남도민일보, 2012.09.28.), ‘한전 송전선로 갈등, 합의 정신

으로 풀어야’(부산일보, 2010.08.26.) 등이 있다.

이렇게 도출된 프레임을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이들 프레임 가운

데 환경 정의 측면을 띤 프레임은 ‘환경·안전’과 ‘법·절차 무시 2’, ‘경

제·보상 2’, ‘전력체제’, ‘쟁점 분석’, ‘에너지 전환’, ‘대체 방안’, ‘민주·합의’

프레임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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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프레임 유형 내용

갈등

원인

환경·안전 전자파 위해성, 환경 훼손 초점

경제·보상 1 보상 요구 등 지역 이기주의 부각

경제·보상 2 지가하락 등 불평등한 경제적 피해 강조

법·절차 무시 1 주민들의 폭행 등 위법성 부각

법·절차 무시 2
관련법, 절차 무시한

일방적인 공사에 대한 비판 강조

전력체제
수도권 공급, 원전 중심 전력 체제

문제 초점

갈등

과정

갈등·대립 한전-주민 대립 등 갈등 상황 부각

분신·폭력 주민 분신, 폭력 등 부정적 행위 강조

공감 유발
주민 반대 활동, 생활사 등

정서 측면 초점

쟁점 분석 갈등 쟁점에 대한 해석, 배경 설명 초점

갈등

해법

대체 방안 초전도 케이블, 지중화 등 대체 방안 마련

에너지 전환 원전폐쇄, 에너지 전환 등의 필요성 강조

국책사업
전력 안정을 위한

국책사업의 불가피성 강조

민주·합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관련

민주적 절차 강조

[표 20]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 프레임 유형

주: ‘환경 정의’ 측면을 띤 프레임은 분류를 위해 짙은 색으로 음영 처리함.

2) 프레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분석

하는 데 있어 환경 정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갈등 원인과 갈등 과

정, 갈등 해법 세 분야로 나눠서 프레임을 유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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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갈등

원인
비중

갈등

과정
비중

갈등

해법
비중 합계 비중

동아 5 38.5 5 38.5 3 23.0 13 100.0

조선 1 33.3 2 66.7 0 0.0 3 100.0

중앙 3 50.0 1 16.7 2 33.3 6 100.0

경향 17 44.7 10 26.4 11 28.9 38 100.0

한겨레 33 42.3 21 26.9 24 30.8 78 100.0

경남도민 144 39.3 126 34.3 97 26.4 367 100.0

부산 67 39.4 61 35.9 42 24.7 170 100.0

합계 270 40.0 226 33.5 179 26.5 675 100.0

분석 대상 신문의 프레임을 조사한 결과는 [표 21]과 같이 통계적으

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조선일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신문에서는

세 프레임 가운데 갈등 원인 프레임을 내포한 기사가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 갈등 과정, 갈등 해법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신문사가 비슷

한 양상을 띠었는데, 이를 통해 언론이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다룰 때

갈등 과정과 해법보다 갈등 원인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앙 신문이 지역 신문보다 갈등 원인에 해당하는 프레임 비

중이 대체로 더 높은 편이었다. 지역 신문은 갈등 과정 프레임 비중이

중앙 신문보다 더 높아, 지역 신문이 중앙 신문보다 상대적으로 갈등 과

정에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앙일보는 갈등 해법 프레임

비중이 다른 신문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보도량에 있어 중앙일보의

보도 건수가 2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보다 갈등 해법에 관심

을 더 두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선일보는 갈등 해법과 관

련한 프레임은 한 건도 없었다.

[표 21]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 프레임

프레임 수(비중 %)

F=5.909 df=12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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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갈등 원인

환경

안전

경제

보상 1

경제

보상 2

법절차

무시 1

법절차

무시 2

전력

체제
합계

동아 1(20.0) 0(0.0) 0(0.0) 2(40.0) 2(40.0) 0(0.0) 5(100)

조선 0(0.0) 1(100) 0(0.0) 0(0.0) 0(0.0) 0(0.0) 1(100)

중앙 0(0.0) 0(0.0) 1(33.3) 1(33.3) 1(33.3) 0(0.0) 3(100)

경향 4(23.5) 0(0.0) 1(5.9) 1(5.9) 3(17.6) 8(47.1) 17(100)

한겨레 2(6.1) 0(0.0) 6(18.2) 0(0.0) 12(36.3) 13(39.4) 33(100)

경남도민 34(23.6) 0(0.0) 8(5.6) 5(3.5) 57(39.6) 40(27.7) 144(100)

부산 6(9.0) 0(0.0) 9(13.4) 4(6.0) 37(55.2) 11(16.4) 67(100)

합계 47(17.4) 1(0.4) 25(9.3) 13(4.8) 112(41.5) 72(26.6) 270(100)

1) 갈등 원인 프레임 분석

갈등 원인 프레임에서는 전체적으로 ‘법·절차 무시 2’ 프레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앙 신문과 지역 신문을 비교해보면 차

이가 있다. [표 22]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부산일보와 경남도민일보 등

지역 신문은 ‘법·절차 무시 2’ 프레임이 다른 프레임보다 월등하게 많은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 진보성향의 중앙 신문은 ‘전력 체제’ 프

레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2]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 ‘갈등 원인’ 프레임

프레임 수(비중 %)

F=323.594 df=3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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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이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원전 중

심의 전력 공급체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지역 신문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한전의 공사 진행 방식에 문제

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의

보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절차 무시 2’ 프레임>

“경남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공사 재개를 위한 한전의 '밀어붙

이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송전탑 건설에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거

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한데 이어 최근에는 지난 1월 분신 사망한 고

이치우 열사의 동생 소유 논에도 공사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또 인

근 산 정상의 철탑 예정부지 내 방치된 나무를 치웠다며 마을 주민들

을 대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대주민 공세를 높이고 있다. (후략)..“

(부산일보, ‘한전, 밀양 송전탑 밀어붙이기 공세’, 2012.07.19.)

<‘전력 체제’ 프레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한 70대 농민의 분신이 영남권 탈

핵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천주교와 환경단체는 ‘동해안 탈핵 천주교

연대’를 구성하고 핵 발전 포기를 촉구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초

고압(75만6000Ⅴ) 송전선로 건설이 분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낳았다는 것이다. (후략)..”

(경향신문, ‘밀양 농민 분신사망, 영남 탈핵운동 비화’, 2012.01.25.)

‘경제 보상 1’ 프레임은 조선일보 기사에 유일하게 1건 포함돼있었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는 주민들의 위법성을 강조한 ‘법·절차 무시 1’ 프

레임이 포함돼있어 진보 성향을 띤 중앙 신문과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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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상 1’ 프레임>

“..(전략) 한전은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영남지역에 공

급하기 위해 90km 구간에 걸쳐 송전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상

문제를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몇 년째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후략)..”

(조선일보, ‘권영길, "용역이 女스님 성폭행" 주장에 경찰’, 2012.01.22.)

<‘법·절차 무시 1’ 프레임>

“공기업이 합법적인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각종 인허가 문제로 행정관

청의 눈치를 보는 기업 입장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다. (후략)..”

(중앙일보, ‘한전, 밀양시장·창녕군수 고소’, 2010.08.18.)

2) 갈등 과정 프레임 분석

갈등 과정은 전체적으로 ‘갈등 대립’ 프레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

석됐지만 중앙 신문과 지역 신문 간에는 차이를 보였다. [표 23]에 나타

난 결과를 보면, 먼저 중앙 신문의 경우 조선일보는 ‘분신 폭력’을, 중앙

일보와 동아일보는 ‘갈등 대립’, 경향신문은 ‘쟁점 분석’, 한겨레신문은

‘공감 유발’ 프레임의 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언론사 별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보수 성향의 신문은 ‘분신’과 ‘대립’ 등 갈등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겨레신문은 주민들의 반대 활동과 처한 상

황에 초점을 맞추며 갈등의 정서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경향을 띠었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과 맥락적 구조에 초점을 맞

춘 프레임이 많아, 다른 신문에 비해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에서 접

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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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갈등 과정

갈등대립 분신폭력 공감 유발 쟁점분석 합계

동아 5(100.0) 0(0.0) 0(0.0) 0(0.0) 5(100.0)

조선 0(0.0) 2(100) 0(0.0) 0(0.0) 2(100.0)

중앙 1(100.0) 0(0.0) 0(0.0) 0(0.0) 1(100.0)

경향 3(30.0) 1(10.0) 2(20.0) 4(40.0) 10(100.0)

한겨레 6(28.6) 2(9.5) 11(52.4) 2(9.5) 21(100.0)

경남도민 62(49.2) 27(21.4) 22(17.5) 15(11.9) 126(100.0)

부산 40(65.6) 14(22.9) 4(6.6) 3(4.9) 61(100.0)

합계 117(51.8) 46(20.4) 39(17.3) 24(10.6) 226(100.0)

[표 23]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 ‘갈등 과정’ 프레임

프레임 수(비중 %)

F=50.252 df=18 p<0.05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해 줄 구체적인 중앙 신문의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신 폭력’ 프레임>

“경남 밀양에서 고압 송전 철탑 건설을 놓고 한국전력과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한

전에 고용된 용역회사 직원들이 송전탑을 반대하는 비구니 스님을 집

단으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경찰이 이를 반박하는 소동이 빚어졌

다. (후략)..”

(조선일보, ‘권영길, "용역이 女스님 성폭행" 주장에 경찰’, 20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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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대립’ 프레임>

“..(전략)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한전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전

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기 공급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

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후략)..”

(중앙일보, ‘재산권 vs 공익 … 끊임없는 송전탑 갈등’, 2009.10.01.)

<‘쟁점 분석’ 프레임>

“(전략)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8%를 소비한다. 하지만

대형발전소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자리잡는 법은 거의 없다. 핵발전

소는 울진·고리·월성·영광에, 화력발전소는 서산·태안·당진에 집중해

있다. 수도권에서 전기를 흥청망청 쓰는 동안, 누군가는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송전탑 근처에 살면서 전기 생산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고 있다. (후략)..”

(경향신문, ‘전기 어디서 오는지 아시나요?, 2012.05.20.)

<‘공감 유발’ 프레임>

“(전략) 피난시설 같지요? 총칼만 안 들었지 이건 전쟁입니다.”

정씨가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곳은 ‘전선’이었다..(중략)..싸움 속에서

노인들은 ‘전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탈핵’ 전사였다. 집앞이나 마을

뒷산으로 지나는 최대 높이 147m의 송전탑을 막기 위해 신고리원전

도 가보고, 다른 송전탑이 지나는 지역으로도 원정을 다녔다.(후략)..“

(한겨레신문, ‘움막에서 먹고 자며..헬기 막으러 새벽에 산 꼭대기로’,

2012.08.25.)

중앙 신문이 언론사 별로 프레임 구성이 다르게 나타났다면, 지역

신문은 ‘갈등 대립’과 ‘분신 폭력’ 프레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부

산일보는 ‘갈등 대립’과 ‘분신 폭력’ 비중이 전체의 88.5%에 달했고, 경남

도민일보도 70%가 넘었다. 지역 신문에서 ‘갈등 대립’ 프레임이 많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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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지역 주민들이 집회 등을 하며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내포한 기사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를 밝히는 것보다 단순히 주민과 한전의 대립 구도만 부각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실제로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갈등을 양산하는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다.

<‘갈등 대립’ 프레임>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수년째 중단됐던 765㎸ 신고리~북경남 구

간의 밀양 지역 내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하자 주민들이 이를 저지하

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는 등 극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다

시공사들이 최근 주민들의 공사저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

적조치를 통보하고, 이에 주민들은 단식농성으로 맞서면서 사태는 더

욱 악화되고 있다. (후략)..”

(부산일보, ‘밀양 송전선로 공사 재개, 갈등 고조 2011.04.19.)

<‘분신 폭력’ 프레임>

“..(전략) 송전선로 건설공사 4공구 시공사 직원인 이 모 씨가 1

일 재물 손괴, 상해, 주거침입 등의 명목으로 문정선 시의원과 주민 8

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일 낮 12시 40분께

문 의원 등 주민 50여 명이 4공구 현장 사무실에 들어와 사무실 기기

를 부수고 디지털 카메라를 뺏는 등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후략)..”

(경남도민일보, ‘송전철탑 반대 분신밀양 보라마을 비통,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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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해법 프레임 분석

갈등 해법은 신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 합의’ 프레임이 가장

많지만 신문사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4]를 보면 중앙 신문과 지

역 신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 신문은 ‘에너지 전환’ 프레임과

‘국책 사업’ 프레임 비중이 높은 반면, 지역 신문은 ‘민주 합의’ 프레임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일보는 ‘민주 합의’ 프레임 비중이 가

장 높고, 경남도민일보도 ‘에너지 전환’ 프레임이 가장 많지만, 뒤 이은

‘민주 합의’ 프레임 기사 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에너

지 전환’ 프레임과 ‘국책 사업’, ‘민주 합의’ 프레임의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전환’ 프레임>

“..(전략)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의 전력 소비가 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전력 수요량이 줄지 않는다면 밀

양의 비극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

의 행보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원전 1기 줄이기’ 정책을 펴

고 있다. (후략)..“

(한겨레신문, ‘신고리 원전 안 늘리면 다 해결된다.’, 2012.08.25.)

<‘국책 사업’ 프레임>

“..(전략) 한전 송변전건설처 관계자는 ”거액을 들여 추진하는 국

가사업인 데다 많은 검토를 거쳐 노선을 결정한 만큼 주민 요구를 수

용하기 어렵다“며 ”하루빨리 공사를 재개해야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

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후략)..“

(동아일보, ‘고압 송전선로 반발 확산.’,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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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갈등 해법

대체방안 에너지전환 민주합의 국책사업 합계

동아 0(0.0) 0(0.0) 1(33.3) 2(66.7) 3(100.0)

조선 0(0.0) 0(0.0) 0(0.0) 0(0.0) 0(0.0)

중앙 0(0.0) 0(0.0) 1(50.0) 1(50.0) 2(100.0)

경향 0(0.0) 8(72.7) 2(18.2) 1(9.1) 11(100.0)

한겨레 3(12.5) 12(50.0) 9(37.5) 0(0.0) 24(100.0)

경남도민 23(23.7) 38(39.2) 35(36.1) 1(1.0) 97(100.0)

부산 9(21.4) 8(19.0) 24(57.2) 1(2.4) 42(100.0)

합계 35(19.6) 66(36.8) 72(40.2) 6(3.4) 179(100.0)

<‘민주 합의’ 프레임>

“..(전략)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의 미

덕을 발휘해야 한다. 한전은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제도개선위 활동 추이를 지켜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후략)..”

(부산일보, ‘한전 송전선로 갈등, 합의 정신으로 풀어야’, 2010.08.26.)

[표 24]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 ‘갈등 해법’ 프레임

프레임 수(비중 %)

F=50.252 df=18 p<0.05

또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등 해법 프레임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

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경남도민일보 등 진보 성향의 신문은 ‘에너

지 전환’ 프레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수적인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부산일보는 ‘국책사업’과 ‘민주 합의’ 프레임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을 띠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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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 중앙 신문은 탈핵과 에너지 공급 체계의 전환을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해결하는 데 주요한 해법으로 꼽고 있다. 이들 신문은 ‘갈등 원

인’ 프레임에서도 ‘전력 체제’ 프레임 비중이 가장 높아,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단순한 지역 비선호시설 설치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에너

지 체계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지역 신문은 한전

과 주민들의 민주적인 합의가 갈등 해결의 주요한 방법으로 보는 경향임

을 알 수 있다.

‘대체 방안’ 프레임과 관련해서는 지역 신문은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앙 신문은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고는 이 프레임이 전

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책 사업’ 프레임의 경우, 대체로 낮은

편이었지만 비중 면에서 봤을 때에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등 보수 성향

의 신문이 높은 편이었고 한겨레신문은 이 프레임을 아예 다루지 않았

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 분야에서는 어떤 프레임도 나타나지 않아서 갈

등 해법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결과 요약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원인과 과정, 해법에 대해 언론 보도 프

레임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프레임을 추출한 결과 14개 프레임

이 나왔고,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일보를 제외하고 ‘갈등 원인’ 분

야의 프레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언론이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다룰 때 갈등이 일어난 원인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문 내용이 대부분 갈등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언론이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상황을 전달하고 여론화 하는 데는 기

여했지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데는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갈등 해법’ 분야에서 프레임 비중이 높은 신문은 중앙일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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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이었는데, 중앙일보는 기사 수가 2건에 불과해 다른 언론사보

다 해법에 관심을 더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갈등 해법’ 프레임이 한 건도 없었다.

둘째, 각 분야별로 프레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갈등 원인’

분야에서는 지역 신문과 중앙 신문의 프레임 비중이 다소 차이를 보였

다. 지역 신문은 ‘법·절차 무시 2’ 프레임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은 ‘전력 체제’ 프레임이 가장 많았다. 보수 성향의 중

앙 신문은 대상 기사 수 자체가 적어 프레임 비중이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조선일보는 유일하게 ‘경제 보상 1’ 프레임이 한 건 포함돼있었다.

이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바라보는 언론의 관점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 신문은 지역 주체들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본 반면,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은 불평등한 전력 구조가 문

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갈등 해법 프레임 분석 결과에

서도 나타난다.

셋째, 갈등 과정에 있어서도 언론사별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는 ‘분신 폭력’,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갈등 대립’ 프레임 비중이 높아 갈등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고 볼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공감 유발’ 프레임의 기사가 많아 정서적

인 측면을 강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쟁점 분석’ 프레임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아 다른 신문에 비해 갈등의 진행 과정에 대해 심층적이고 총체

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역 신문은 ‘갈등 대립’ 프레임에 치우친 경향이 강했다. 이는

지역 신문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기사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되

며, 갈등의 대립 구도만 부각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

러한 보도 행태는 환경 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언론이 갈등에 대한 다

양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

지 못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넷째, 갈등 해법에 있어서도 중앙 신문과 지역 신문의 관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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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다.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은 ‘에너지 전환’ 프레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지역 신문은 ‘민주 합의’ 프레임이 가장 많았다. 앞서 갈등 원인

프레임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은 불평등한 전력 구

조에서 비롯된 갈등이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시각이고,

지역 신문은 지역-한전 간의 대립을 민주적인 합의로 풀어야 한다는 관

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이 지역 신문보다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관련한 논의의 틀을 단순한 지역 문제에서 벗어나

국가 전력 구조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 정의 관점이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보수 성향의 중앙 신문 가운

데 조선일보는 해법 프레임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고, 중앙일보는 ‘민

주 합의’ 프레임과 ‘국책 사업’ 프레임이 각각 한 건 씩 발견됐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국책 사업’ 프레임 비중이 가장 높아 중앙 신문 안에서도 정

치적 성향에 따라 프레임 차이가 나타났다.

3. 주민 심층 면접 분석 결과

심층 면접 내용은 밀양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인식과

신문 보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원인과 해법, 에

너지 체계와의 관련성 등 주민들의 환경 정의 관점도 확인할 수 있는 내

용으로 구성했다. 언론 보도 분석 결과와 사전 면접 내용을 토대로 재구

성한 면접 질문은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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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건설 사업

필요성

76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전력 공급을 위해 송·변전시설이 현재 사는 지역이 아

니고 다른 지역에라도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송전선로

건설

갈등 원인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는가?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수도권 공급, 원전 중심 전력 체

제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고 보는가?

토지 보상 수준을 만족하면 송전선로 설치를 반대하지

않을 것인가?

송전선로

건설 갈등

해법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적 부담이 높아지더라도

초전도 케이블, 지중화 방안 등의 실현이 필요한가?

탈핵·에너지 전환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언론 보도

평가

송전선로 건설 갈등 관련한 신문 보도를 본 적 있는가?

중앙 신문과 지역 신문 가운데 어느 신문에서

송전선로 갈등 관련 보도를 많이 접하는가?

지역 신문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표 25] 주민 대상 심층 면접 질문 내용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이 환경 정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심층

면접 결과는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관점을 확인하기 위해 송전

선로 필요성과 갈등 원인, 갈등 해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언론 보도 분

석 결과와 비교해봤다. 또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

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언론 보도 평가를 통해 확인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주민들의

답변 내용을 범주화한 뒤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는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면접 대상자들의 의견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반대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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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가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복수 응답을 한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중복 코딩하였다. 심층 면접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송전선로 건설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인식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서 주민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

이 조금씩 엇갈렸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

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면접 대상자 12명 가운데 7명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업이 굳이 필요

하다면 주민 피해가 없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체 방안으

로는 고압 송전선 대신 초전도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지중화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송전탑이) 안 섰으면 좋겠어요. 자연 그대로(놔두지).. (송전탑

을) 쳐다만 봐도 사람이 위협을 안 느끼겠습니까?..(중략)..(송전선을)

땅으로 묻어도 되고 지금 서 있는 선로에 (전기 공급을) 해도 되고”

(주민 6)

“사람 사는 데 말고. 사람 안사는 데로 (송전선로를)보내면 되지

왜 하필 이리 오노?”(주민 5)

이와 달리 면접 대상자 5명은 전기 공급을 위해 송전선로 건설의 필

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안 되며 대체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체 방안으로 전력 소비를 많이 하는 대도

시나 공장 주변에 아예 발전소를 지어 지역 주민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는 단순히 자기 지역

에 비선호시설이 들어서는 데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서 불평등한 전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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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환경 정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기는 써야죠. 그런데 가는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창녕에 변전소가 지어지면 창녕까지 직선으로 국민

차별 없이 가면 이렇게 열심히 안 싸우죠.”(주민 8)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체에서 자기들이 (전력공급을)하든지,

안 그러면 많이 쓰는 곳에 발전기를 만들면 우리한테 피해가 없잖아

요. 주민 해하는,, 그게 문제라..”(주민 4)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환경 정의 관점을 더 구체적으로 확

인하기 위해 “송·변전 시설이 밀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라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송전선로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안 된다고 입

을 모았다. 면접 주민 7명이 굳이 송전설비가 필요하다면 주민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5명은 송전선로가 필요하지만

대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서는 것도 안 되죠. 어차피 우

리한테 나쁘다는 것은 똑같잖아요. 다른 곳도 나쁜 것은 다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주민 9)

“우리 동네에서 벗어나서 다른 마을에 피해주고 간다? 이런 것

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님비현상 이야기가 될 건데..”(주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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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 응답자 수 (명)

1 재산권 침해 9

1 전자파 등 위해성 9

3 자연 환경 훼손 4

4 불투명한 사업 절차 문제 4

5 불평등한 전력 체제 문제 2

이러한 주민 인식을 통해 밀양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환경 정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부당한 주민 피해가 있다면 송전선로 건설은 안 된다는 주민 인식이 송

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에 일부는 반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송전선로 건설 갈등 원인에 대한 주민 인식

그렇다면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

엇이고, 갈등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먼저, 주민들은 송전선로 건

설에 반대하는 이유로 ‘재산권 침해’와 ‘전자파 등 인체 위해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표 26] 참조).

[표 26] 송전선로 건설 반대에 대한 주민 인식

주민들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지가가 하락하고 토지 거래가 안

되는 등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잘못된 관련법 때문에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으로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요즘은 세 살 먹은 애들도 자기 장난감 한번 빼앗아 보세요. 안

뺏깁니다. 세 살 먹은 애도 안 뺏기는데 60(살) 넘은 내가 내 재산 내

놓으라고(해서) 뺏기게 생겼는데 뺏기겠느냐? 나는 안 뺏깁니다.”(주

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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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들어온다고 소문난 후부터 여기 땅 한 평 누가 보러 오

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땅 갖고 있고 자식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촌에 되게 많은데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

죠.”(주민 8)

그러면서도 토지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보상과 연계해 반대 운동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땅 값 제대로 해줘도 못하지. 사람 생명이 중요한데 여기는 무

조건 (송전선로 건설)반대다. 농사도 안 되고 짐승 키우는 것도 안 된

다 하는데 우예(어찌) 사나?”(주민 5)

“우리 (한전과) 대화할 수 있다. 대안에 대해서..단 보상을 제외

한 모든 대화는 가능하다. 필요하면 노선 변경을 꺼낸다면 그것도 이

야기 할 수 있고, 보상만은 거부한다. 이게 공식적으로 (주민들 사이

에서) 결의됐다는 게 (의미 있다).”(주민 3)

이와 관련해 “토지 보상 수준을 만족하면 송전선로 설치에 반대하

지 않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주민 11명이 만족스러운 보상을 줘도 반대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주민 1명은 충분한 이주 보상비를 받으면 반

대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보상비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해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소수 의견이지만 ‘불투명한 사업 절차’와 ‘불평등한 전력 체

제’ 문제도 반대 이유에 포함됐다. 이러한 인식은 환경 상의 편익과 부담

의 분배가 고르지 않으며, 절차에 있어서도 불평등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다는 측면에서 환경 정의 관점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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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원인 응답자 수 (명)

1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 10

2 불평등한 전력 체제 9

3 불투명한 노선 선정 6

4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법 문제 3

“만약에 좀 더 직선을 해서 고리 쪽에서 올려버리면 철탑 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중략)..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 쪽에만 해서

약간 우회했던 거는 (밀양이) 제일 만만하니까요.”(주민 3)

“우리한테는 다급한 전기도 아닌데. 서울이고 각지에 그런 사람

전기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당할 수 있나 하는 기라.”(주민 7)

“바드리(마을) 같은 경우는 불도 안 키고 전기 혜택을 안 받고 사

시는 분들인데 거기 앞에 탑이 선데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주민 9)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송전선로 갈등 원인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

된다. 주민들 대다수가 송전선로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 방식에 있다고 생각했다([표 27] 참조).

[표 27] 송전선로 갈등 원인에 대한 주민 인식

주민들은 한전이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주민 의견을 수

렴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일방적

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주민들과 의사 없이 (공사를) 강행을 하니까..분노를 느끼

고. (갈등 원인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주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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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다 원하고 찬성했을 때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과정이 전혀 거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거

니까 그게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주민 9)

이와 관련해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다수가(응답자 8명) 참여 자체가 어려웠다고 응

답했다. 또한 일부는(응답자 4명) 주민이 참여해 한전과 협의를 하더라도

한전이 보상 문제에만 치중하거나 공사 강행만 강조해 대화가 제대로 이

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몇 사람 주민 설명회 했다고 하는데 과연 몇 프로냐 이거지. 나

는 주민 설명회 본 적도 들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주민 4)

“(주민) 설명회는 저는 못 갔습니다. 단장면에서 5개 마을을 하면

한 부락에 50명은 모여야 되는데 20명도 안 모였다는 소리만 들었지.

간담회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주민 11)

“아예 처음부터 얼마 돈 더 줄까 외에는 (한전) 자기들이 카드가

아무것도 없대요..(중략)..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주민 3)

한전의 공사 방식 못지않게 ‘불평등한 전력 체제’를 갈등 원인으로

꼽는 주민 비중도(응답자 9명) 높은 편이었다. 대도시가 많은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이 희생을 당하는 불평등한 에너지

공급 구조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경과지 주변 마을 사람들은 희생을 하라 이거야. 다수를 위해

서 소수를 희생하라? 그게 민주주의 논리에 맞습니까? 사람을 살려

가면서 발전을 시키고 송전을 해야 되지.” (주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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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해법 응답자 수 (명)

1 지중화 등 대체 방안 12

2 탈핵 등 에너지 전환 8

3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3

4 민주적인 합의 1

“삼성 그룹에서 보면 이재용이 한 달 전기료가 2천 8백 만 원

이래요. 그 정도 되면 여기 상동면의 한 달 전기료하고 맞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기를 그렇게 펑펑 써재끼는데 지금 아불 같은데 가

면 그 동네는 전기를 안 쓰는 동네입니다. 촛불 같은 걸로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그런 동네에 철탑 이런 게 들어오니까..이해도 안 가는 소리

죠.”(주민 8)

이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밀양 지역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적인 에너지 체계의 문제라는 환경 정의 관점의 인식에서 비롯됐다

고 할 수 있다.

3) 송전선로 건설 갈등 해법에 대한 주민 인식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표 28]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28] 송전선로 건설 갈등 해법에 대한 주민 인식

응답자 모두 갈등 해법으로 초전도 케이블 설치나 지중화 등 대체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 비용 부담이 높아지더라도 이러

한 대체 방안 실현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12명 모두 찬성한다고 답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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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산천초목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지 마라, 땅 밑으로 가

라 이거라. 땅 밑으로 가면 우리가 다 공사하는 데 도와주고 밥 해주

고 할게, 땅 밑으로 가라.”(주민 1)

‘대체 방안’ 다음으로 많이 제시된 해법은 불평등한 전력 공급 구조

를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노력’이다. 여기에는 원전 가동으로 인해

송전선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애

초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원전 중심의 전력 체계를 바꾸는 등 근본

적인 에너지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

“원전 폐쇄가 근본적인 원천 봉쇄책이지. 원전을 추가 건설 안

하면 선로가 필요 없습니다.”(주민 1)

“나는 불 끄는 게 일입니다. 소한테 물 주러 가도 물 한 바가지

받아 놓고 주고, 전기는 안 씁니다. 전기 아끼면 송전탑 필요 없다 아

닙니까?”(주민 11)

이러한 결과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

했을 때 다소 차이를 보였다.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결과에서는 갈등

해법 분야에서 부산일보가 ‘민주 합의’ 프레임 비중이(57.2%)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민일보 역시 ‘민주 합의’ 프레임 비중이 36.1%로

‘에너지 전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주민 면접에서 ‘민주적인

합의’를 갈등 해법으로 꼽은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다. 또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대체 방안’은 언론 보도에서는 ‘민주 합의’나 ‘에너지 전

환’ 프레임이 비해 낮은 프레임 비중을 차지했다(부산일보 21.4%, 경남

도민일보 23.7%, 한겨레신문 12.5%, 경향신문·중앙일보·조선일보·동아일

보 0%). 따라서 갈등 해법에 있어서 언론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

로 반영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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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에 대한 주민 평가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를 주민들은 어떻

게 평가하는지 물어 보았다. 먼저 “중앙과 지역 신문 가운데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를 많이 접한 신문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민 10명이 지

역 신문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명은 신문을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러

한 결과는 언론 보도 양적 분석에서 중앙 신문의 보도량이 지역 신문보

다 적다는 결과와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문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반영 수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긴 했지만(대체로 반영 4명, 일

부만 반영 6명), 여론을 왜곡하는 일부 언론이 있다는 의견에는 10명 모

두 동의했다.

<‘대체로 반영 의견’>

“지역 신문의 대표적인 것이 부산일보, 경남도민일보니까, 부산일

보는 자주 기사화가 되는데 우리들한테 우호적이라고 난 느껴져요..

(중략)..경남도민일보도 우리한테 우호적인 신문이고.”(주민 10)

<‘일부 언론 여론 왜곡 의견’>

“000 언론이 우리를 되게 괴롭히죠. 주민들하고는 한 마디도 안합

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듣고 어떻게 주민들 이야기를 신문

에 실을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주민 9)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표 29]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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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송전선로 갈등 보도 문제점 응답자 수 (명)

1 중앙 언론의 무관심 8

2 피상적, 단편적 보도로 심층성 부족 5

3 공정성 부족(편파 보도, 사실 왜곡) 4

[표 29]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 문제점에 대한 주민 의견

 응답자들은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중앙 언론의 무관심’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앞서 언론 보도의 빈도

분석 결과에서 중앙 언론의 보도 빈도가 지역 언론보다 적게 나타난 결

과와 일치한다. 주민들은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다른 지역

이용자들도 밀양 지역이 받는 피해와 갈등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지

만, 중앙 언론이 이를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

다.

“조선, 중앙일보 같이 국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에서 보도해줘야

하는데 한 번도 안 다뤄줬다. 중앙 신문은 아예 오지도 않아서 밀양

시민조차 보상 문제로 알고 있어”(주민 2)

“중앙(신문)은 가뭄에 콩 나듯이 나고 그러더만.. 보니까..(중략)..

지역 이기주의잖아요. 내 지역에서 아니면(피해 없으면) 된다 이거거

든.”(주민 4)

또 다른 언론 보도의 문제는 ‘보도의 심층성 부족’이었다. 보도 내용

이 갈등 상황만 피상적으로 전달하거나 분신 사건 같은 단편적인 이슈에

천착해 단발성 보도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신문은 중앙 신문보다

보도량은 많지만 보도의 심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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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가 문제점을 보도해야 하는데 주민과 한전이 대치(하

는) 상황만 보도하고 누가 봐도 문제점을 전혀 알 수 없지..뿌리, 기

둥적인 건 없고..지역 신문은 아픈 곳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단편

적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여줘”(주민 1)

이러한 지적은 언론 보도의 기사 유형 분석에서 지역 신문이 스트레

이트 기사에 치중해 해설 기사와 의견 기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결과와

연계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프레임 분석에 있어서도 지역 신문이

갈등 상황을 설명해주는 ‘쟁점 분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부산

일보 11.9%, 경남도민일보 11.9%)가 주민 인식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밀양 송전선로 갈등 보도와 관련해 공정성 문제도 지적됐다. 주민들

은 일부 신문이 한전 측에 치우쳐 편파 보도를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

나, 주민 분신이나 주민 폭행 등의 사건 같은 선정적인 소재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000 신문은 한전의 입과 같은 구실을 하지. 한전에서 나오는 보

도는 거기에 다 나옵니다. 아주 나쁜 기사는 밀양의 노인네들이 보상

금 더 받으려고 욕심부린다. 그런 식의 기사를 썼다고..나중에는 제

대로 정정보도 나오지 않고..”(주민 10)

“(기자들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이 전혀 안 돼 있

기 때문에 그냥 사람 하나 죽었다 해서 (보도가) 시작된 거예요. 언론

취재가 선정성의 약효가 떨어지면 그냥 주저앉는 거고.”(주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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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 심층 면접 분석 결과 요약

밀양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관점은 환경 정의 관점에

서 볼 때 어떠한지, 주민들은 언론 보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심층

면접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송전선로 건설 필요성에 대해 주민마다 다소 입장 차이는 있

지만 지금과 같은 건설 방식은 안 된다는 데는 주민 대다수가 동의했다.

주민들은 초전도 케이블 설치나 지중화 등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대도시·수도권 지역에 발전

소를 지어 지역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주민들이 단순히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전력 구

조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 모

두 밀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주민 피해를 주는 건설 방식은 안 된

다고 답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환경 정의 관점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전자파 위해성’이 주요했다.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터무니없

는 보상 자체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도 보상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을 반

대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은 경계했다. 이는 응답자 대다수가 토지 보상

수준을 만족하더라도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겠다고 답한 결과가 뒷받침

해준다.

송전선로 갈등 원인에 대해서는 주민 인식과 언론 보도 분석 결과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민들은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

과 ‘불평등한 전력 체제’가 갈등을 일으킨 주요한 원인으로 봤다. 언론

보도 역시 갈등 원인에 있어 지역 신문은 ‘법 절차 무시 2’ 프레임,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은 ‘전력 체제’ 프레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를 통해 갈등 원인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의 인식이 언론에 반영됐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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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갈등 해법에 있어서는 주민 인식과 언론 보도 분석 결과가 다

소 차이를 보였다. 주민들은 ‘대체 방안’이 갈등을 합리적으로 푸는 해법

이라고 꼽았지만, 언론 보도에서는 ‘대체 방안’ 프레임 비중(19.5%)이 ‘민

주 합의’(40.2%)와 ‘에너지 전환’(36.8%) 등 다른 프레임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언론 보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민

주 합의’ 프레임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1명만 해법으로 꼽아 대조

를 이루었다.

넷째, 앞서 언론 보도 분석에서 지역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중

앙 언론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결과는 주민들의 인식에서도 드러났다. 주

민들은 중앙 신문보다 지역 신문에서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를 더 많

이 접한다고 답했다. 또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으로 ‘중앙 언론의 무관심’

을 가장 주요하게 꼽았다. 언론 보도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

는지에 대해서는 반영 수준에 대한 평가는 주민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

만, 일부 언론이 문제가 있다는 데는 동의했다. 주민들은 일부 지역 언론

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한전에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양측의 대립 상황만 전달하는 피상적인 보도는 갈등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지역 신

문이 해설 기사와 의견 기사보다 단순 전달이 목적인 스트레이트 기사

비중이 더 많고 ‘쟁점 분석’ 프레임 비중도 적어, 심층성이 떨어진다는

언론 보도 분석을 반증해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둘러싼 논의가 환경 정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

며, 여기에는 언론이 갈등의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탓도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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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과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환경

갈등에 대해 언론이 어떠한 시각에서 보도하고, 이러한 언론 보도가 환

경 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밀

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신문 보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송

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에 사용된 지배적인 프레임은 무엇이며, 환경 정

의 관점에서 언론이 올바른 공론장을 형성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을 하는 주민들의 인식에는 환경 정의 관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주민 인식과 언론보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봤다.

먼저 첫 번째 연구 질문인 ‘지역 환경 갈등에 대해 언론은 의제 설

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중앙과 지역 신문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해 중앙 언론은 이 문

제를 한 지역의 사안으로만 다루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보도 빈도에 있어 지역 언론보다 중앙 언론의 보도 빈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사 배치 면에서도 중앙 신

문 대부분이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기사를 전국에서 볼 수 있

는 지면보다 경남 지역 면에만 더 많이 배치해 한 지역의 문제로 축소하

는 행태를 보였다.

둘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의 특성을 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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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정치 성향별 차이를 나타냈다. 앞서 밝혔듯이 지역 언론은 중앙 언

론보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문제를 많이 다루기는 했지만, 단순 정

보 전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진보 성향의 중앙신문은 지역

신문보다 이 문제에 대한 주장이나 입장을 명확하게 나타냈고, 좀 더 심

층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취재원 인용에 있어 진보 성향을 띤 신문은 한전 보다 주민 입

장을 더 많이 인용한 데 반해, 보수 성향을 띤 신문은 한전 입장을 더

많이 다뤄 정치 성향별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취재원으로 인용한 신문은 거의 없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언론 분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지역 환경 갈등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이 환경

정의 관점에서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즉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원인과 과정, 해법에 대해 언론은 어떻게 의제 설정을 하는지, 이

와 관련해 중앙 신문과 지역 신문의 보도 프레임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첫째, 언론은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일어난 원인에 많이 주

목했지만, 심층적인 분석보다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

향을 띠었다. 이는 언론이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상황을 여론화 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해결 방안을 찾는 데는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언론의 정

치 성향과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지역 신문은 갈등 원

인을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에 두는 한편,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은 불평

등한 전력 체제에 초점을 맞췄다. 갈등 해법에 있어서도 지역 신문은 한

전과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합의를 강조하는 반면, 진보 성향의 중앙 신

문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갈등을 다룸에 있어 보수 성향의 중앙 신문은 폭력과 대립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은 정서적

인 측면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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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 질문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관련

한 언론 보도와 지역민의 관점에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

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결과, 먼저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인

식에서 환경 정의 관점을 엿볼 수 있었다. 반대 주민 대다수가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송전선로 건설 방식을 반대했으며, 일부는 불평등

한 전력 구조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냈다.

둘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와 주민 인식 사이에는 일부 차

이점이 발견되었다. 갈등 원인에 있어서는 주민 인식과 언론 보도 분석

결과가 대체로 일치했지만, 갈등 해법과 관련해서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언론 보도는 ‘민주 합의’ 프레임 비중이 높았지만 주민들은 초

전도 기술 등 ‘대체 방안’을 갈등을 푸는 해법으로 꼽았다.

셋째,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 주민들은 일부 언론은 문제가 있다

고 생각했다. 또한 언론의 문제점으로 중앙 언론의 무관심을 가장 많이

꼽았고, 대립 상황만 전달하는 피상적인 보도와 한전에 편향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2) 연구 시사점

본 연구는 지역 환경 갈등에 대해 언론이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사례로 살

펴보았다. 비선호시설을 둘러싼 환경 분쟁은 지역마다 끊임없이 발생하

고 있다. 기존에는 비선호시설 입지 반대 운동을 지역의 이기적인 반발

로 치부하거나, 반대 주민들 역시 보상금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국한해

반대의 정당성을 찾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지역 반대 운동의 근본적

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 위험과 편익의 평등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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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관점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 역시 수

도권과 지역의 에너지 배분과 위험 부담에 내재한 불평등을 해결하고 근

본적인 에너지 정책 개선을 위한 환경정의운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선호시설 입지 반대를 환경 정의 차원으로 공론의 장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

탕으로 이 연구는 언론이 지역 환경 갈등을 다룰 때 환경 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를 사례로 언론이 어떤 보도 행태를 보

였는지 환경 정의 관점에서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했

다.

첫째, 환경 정의 관점에서 송전선로 건설 갈등은 국가 에너지 정책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 사건을 지역 의제로 축소시키지

말고 전국적으로 공론화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중앙 언론은 이 사건을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조선일보), 보도

자체가 매우 적어 이슈 자체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지역 면에 다수 배치해 국가 사안의 문제를 지역화 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 같은 보도 자세는 의제 자체를 공론장에서 배제해 이

사건에 대한 사회 여론이 형성되는 데 어려움을 준다.

보수 성향 신문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 정의 관점에서 보

도했던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역시 이 문제를 전

국적으로 여론화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이들 신문은 환경 정의 관점

에서 송전선로 갈등 문제를 원전 정책과 연계해 봐야 한다는 관점을 띠

면서 여론의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기사의 40% 이상을 지역 면에 배치

해 전국적인 논의를 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익히 알려진 것처럼 진보 성향의 신문들이 보수 성향의 신문들보다 구독

률이 낮은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신문들이 보수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사안을 전국적으로 의제화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한

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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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 신문은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바라보는 보도 관점을 넓

힐 필요가 있다. 지리적 근접성이 높은 지역 신문은 이 문제를 지역 내

에서 이슈화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내포한 ‘환경 불의’ 측면을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

다. 지역 신문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전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공사 방식이 주요한 갈등 원인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송전선로 건설 문제는 지역의 문제를 넘어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친 전력 공급 구조가 낳은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에서 송전

선로 갈등을 다룰 때 환경의 편익과 부담의 분배가 불평등한 에너지 체

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 언론이 이러한 측

면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역 언론이 환경 갈등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보다 심층적·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보도 유형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지역 언론은

사안의 심층적인 분석과 명확한 견해를 밝히기 보다는 단편적인 사실 전

달에 치우치는 경향을 나타냈다. 기사 유형과 기사 길이 분석에서도 중

앙 언론은 기사 분량과 심층적인 분석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지역

언론은 긴 길이의 기사도 적었고 양측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피상적인

내용의 보도 비중이 더 높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양측의 대립이 첨예한

환경 갈등에 대해 언론 보도는 주체들 간의 반목 상황에 집중하는 경향

이 있다. 지역 신문의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에서도 주민과 한전

의 충돌을 다룬 ‘갈등 대립’ 프레임 비중이 높았던 점이 확인되었다. 그

러나 이 같은 보도 자세는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 주체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언론이 사실

전달에 충실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언론은 단순한 뉴스 전달자에서 지역

사회 문제에 개입하고 시민들을 올바른 공론의 장에 참여시키는 적극적

인 행위자로서의 역할 변화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 자세를

견지할 때 환경 갈등을 다루는 언론 보도가 환경 정의 관점에서 바람직

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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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 언론의 열악한 취재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 언론은 중앙 언론보다 취재 인력이 적고 한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기자 역량과 시간이 부족해 깊이 있고 분석적인 기사를 생산해내지 못하

는 경향이 있다.33) 따라서 지역 환경 갈등에 대한 깊이 있고 다각적인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취재 환경 개선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지역 환경 갈등을 다룬 언론 보도의 시각 차이는 ‘중앙’과 ‘지

역’이라는 지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 성향의 차이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앙 언론에서 보수 성향의 신문은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원인을 ‘경제 보상’에 초점을 맞추거나 갈등 과정을 ‘갈등 대립’이나 ‘분

신 폭력’같은 사안의 부정적이고 지엽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었

다. 이와 달리 진보 성향의 신문은 ‘전력 체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

이 진행되는 과정도 상대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지역 신문은 중앙 신문보다 정치 성향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진보 색채가 강한 경남도민일보가 중앙 신문의 언론 보도와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있어 ‘전력 체제’를 문제

삼고 ‘에너지 전환’을 해법으로 보는 프레임 비중이 부산일보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 이를 반증한다.

이는 환경 정의 관점과 연계해 볼 때 진보 성향의 신문이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해 좀 더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의 장을 폭넓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과 지역 모두 보수

성향 신문의 구독률이 진보 성향 신문보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정

의 관점을 수용자들에게 알리고 인식시키는 데는 그 영향력에 한계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언론에서 취재원을 인용할 때 환경 갈등을 둘러싼 이해 당

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장과 관점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

33) 기존에 지역 언론에 대한 연구들(이한웅, 2010: 권혁남, 1993)에서도 지역 언론의 취

재 역량 부족 등 열악한 취재 환경은 지역 언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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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사회 여론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립이 첨예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심사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주민들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갈등의 주체로서 주민들의 목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지나치면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대립 입장만 부각시키고 갈등을 증폭시

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신문이 주민 편에 서서 그들

의 입장만 무분별하게 강조하다보면 반대 운동의 환경 정의 측면은 퇴색

되고 지역 이기주의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민 심층 면담에서

언론이 피상적인 반대 활동에 치우쳐 보도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 운

동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응

답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에서 전문가 집단이 취재원으로

많이 등장하지 않은 점도 갈등을 대립적인 측면으로만 강화한다는 문제

가 있다. 언론 보도에서 전문가 집단의 관점이 부족하다는 것은 송전선

로 건설 갈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다

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은 여론을 반영하는 역할도 하

지만,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가진 취

재원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반대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인식에는

탈핵과 같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이라는 해법이 당장 밀양 송전선로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때문에 주민들은

초전도 케이블 설치나 지중화 등 대체 방안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이러한 대체 방안이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은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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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주민들은 송전선로 건설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이 희생을 감

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관점은 환경 편익과

위험의 배분이 불평등하다는 문제 인식이 내포되어 있음으로 환경 정의

측면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언론 보도는 갈등 해법에 있어 ‘대체 방안’보다 ‘민

주 합의’나 ‘에너지 전환’ 프레임 비중이 높아 주민 인식에 비해 보다 더

환경 정의 관점에 가까운 측면을 띤다. 언론은 여론을 반영하는 역할도

하지만,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

의 반대 운동에 내재되어 있는 환경 정의 관점이 논의의 장에서 축소되

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폭 넓고 깊이 있는 언론 보도가 요구된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를 사례로 지역 환경 갈등

에 대한 언론 보도에 있어 환경 정의 관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의

의가 있다. 또한 비선호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인식에 환경 정

의 관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이 언론 보도에는 어떻게 반영

되고 있는지를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해 지역 환경 갈등에 대한 언론 보

도가 지역의 범위와(중앙 신문과 지역 신문) 정치 성향에(보수와 진보)

따라 갈등에 접근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

리고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단순한 지역의 비선호시설 입지 반대가 아니

라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 문제로 논의를 확장시키는 데 언론이 제 기

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

환경 갈등에 대한 바람직한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지역

문제’라는 한정된 틀을 벗어나 사안의 중요성과 의미에 초점을 맞춰 전

국적으로 여론화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

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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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도 있다.

첫째, 연구 대상으로 신문 보도만 분석했다는 점이다. 지역 환경 갈

등에 대한 언론 보도의 관점 차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신문 매체를 분석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신문이 가지는 의제 형성이나 여론 형성

기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 보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 매체 역시 지역 환경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의제 설정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서 보완하는 것도 필요

하다.

둘째, 지역 신문에 대한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서는 경남 지역 신문 가운데 구독률이 높고(부산일보), 정치적 성향이 뚜

렷한 신문(경남도민일보)을 선택해 분석했지만, 이를 경남 지역 전체의

언론 보도 성향이라고 규정짓는데 한계를 가진다. 게다가 중앙 신문은

모두 9개의 신문을 분석했지만, 지역 신문은 2개에 불과해 중앙과 지역

을 비교하기에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 신문은

정치 성향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치 성향이 다른 신문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많은 지역 신문을 분석한다면 지역 여론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에 대해 평가하는 수용자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송전선로 건설과 언론 보도

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점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만

들었다. 심층 면접 대상이 반대 대책위원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을 중심으

로 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

적인 지역 여론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은 전국적으로 여

론화하는데 한계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실제 언

론 수용자들의 인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밀양 지역뿐만 아

니라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의 일반 시민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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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수용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이 어떤지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이나 전국 환경 운동 단체에 속한 활동가들은

지역 환경 갈등 보도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수용자들의 인식을 좀 더 다각이적이고 폭 넓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연구에서 지적한 언론 보도의 한계가 언론 취재 환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 살펴보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 신문

이 지역 신문보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분

석적인 보도가 많았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에는 각 신

문사의 편집 방향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지역 신문이 상

대적으로 취재 환경이 열악한 점도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신문의 취재 환경을 파악하는 작업은 지역 환경 갈등에 대한 지역

언론 보도의 개선점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기자들을 만나 지역 신문의 취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역

기자들은 지역 환경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환경 정의 관점은 지니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이 지

역 환경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지역 환경 갈등 보도는 어떤 양상을 띠는지 환경 정의 관점에서 비

교해보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지

역 환경 갈등 사례를 통해 언론이 환경 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공론장

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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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dia Analysis

on conflicts around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in Miryang

from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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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conflicts on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facilities constantly occur in local areas. Previously, local movements

against LULU facilities have been regarded as self-interested

oppositions and residents also have tried to justify their movements

mainly based on economic interests such as compensation.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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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out fundamental solutions on the conflicts, however,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is needed in terms of equal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risks and benefits.

Anti-Transmission line movement can be interpreted as

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 for resolving inequality embedded in

energy distribution and risk taking between metropolitan and rural

areas and for improving energy policies fundamentally. Therefore,

public sphere needs to be expanded to deal with oppositions against

LULU facilities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which the role

of media is very important.

In this sense, the research aims to analyse media on

environmental conflicts on LULU facilities and to examine whether

the media reports are desirable from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For this purpose, it analyses the press reports on the

conflicts around Miryang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First,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and frame analysis it seeks out what is the

dominant frame of national and local press, and examines whether the

press formed desirable public sphere in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through deep interview with residents in

Miryang it examines whether the residents have some percep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compares their perception with press

report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national press, though in

varying degree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orientation, generally gives

less attention to the conflict in Miryang than local press and tends to

reduce it to local issue. Second, the tones of news are different

depending on its location and political orientation. The local press

publishes more articles on Miryang conflict, but mainly just del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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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On the other hand, progressive national press gives more

arguments or their opinions with more in-depth and general

approaches. And while local press attributes the conflict to unilateral

construction process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progressive national press focuses on unequal electricity system. As a

solution, local press emphasizes democratic agreement while

progressive national press stresses the importance of energy

transformation. In dealing with the conflict, conservative national

press and local press magnify the negative aspects such as violence

and opposition while progressive national press highlights the

emotional aspects or treats it with deeper and more multiple

approaches. Third, the residents appear to have positive consciousness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that they are critical of inequality

in electricity structure. And they point out the indifference of national

press as the main problem of press and complain of the superficial

and biased reports.

The results suggest the followings: First,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the conflict is involved with national energy

policy so that the press should not reduce it to the local issue and

should try to enhance publicity in this issue nationwide. Second, local

press should approach the environmental conflicts in more

fundamental and general ways. It needs to pay attention to

'environmental injustice' embedded in the conflicts and to play active

roles in building public spheres through deep analysis and exposition.

For deep and multilateral media reports, improving the poor

environments in local press is also required. Third, press should

collect materials not only from a variety of stakeholders but also

from experts to enhance objectivity and professionalism o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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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press reports should not reduce or exclude the residents'

opinions which can be positively interpreted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Key words :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inequality,

conflicts on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facilities,

Miryang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conflicts,

unequal electricity system, media analysis

student number : 2011-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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