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사토론 프로그랩의 111판척 시챙과 마디어교육적 함의*
-프로그램 구성 분석율 중심으로-

강내원”

1 들어가는말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방송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의 구성상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시청이라는
미디어교육적 의미를 찾는 데 있다. 미디어교육이란， 간단히 말해， 수용자
틀에게 미디어교육 지도자가 가르쳐 준 지식이나 정보 비판적 시각을 일

방적으로 주입하가보다는 수용자들이 마주치게 될 수많은 미디어 텍스
트에 대해 비판척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 하겠

대뼈S때때 1뼈; 안정임 • 전경란， r뾰 참조).
본 연구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시청 차원에서의 논의를
위뼈， 다음파 같은 탐사적(앙때αB뼈r) 연구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빙송 3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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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가? 또한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에는 어떠한 유
형적 특성이 있으며， 패널의 구성에는 어떠한 특정이 발견되는가?

아래 내용에서는 먼저 연구를 위한 이론적 · 방법론적 토대가 되는 연
구틀을 크게 미디어교육，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구성적 특성 퉁의 주제를
가지고 논한 다음， 구체적인 연구질문 및 연구결과틀을 제시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갖는 미디어교육적 함의를 제시할 것
이다

2 이론적 논의 : 마디어교육 치원어써의 시사토론 프로그랩 시청
1)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비핀적 시청
미디어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rr빼ali따acy) 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실중적 연구들이 다양한 시각애서 전개되어 왔으며， 그러한 시각의 다양
성으로 인해 개념적

정의나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퉁도 다양하다

(A1 varado & fuyd-없rett， 1932; Ba정않따떠 1Ð7; Brown, 1001, 1됐;
Buc빼뼈m， 1앉웠; αmst

& Pot따， UÆ; Kubey & 0하엉따1tn빼alyi， 19,x);

Lewis & jhally, 1쨌; 뼈S뼈rnn， l쨌; Meyrowitz, l'됐，). 미디어교육을 위
한 다%탤 접근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 있다. 즉 @
해롭고도 강력한 미디어의 영향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보;효주의적 혹은 접종주의적 접근방법(Lea찌S

& Thorr뼈on， l댔; 뻐oran & Jones, 1쨌; 뼈sterman， 1쨌)， cz) 대중매체
에 나타나는 텍스트 자체에 의미가 저장되어 있고， 수용자는 그 의미를
수통적으로 받아탈이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중매체가 그러한 텍스트
를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유통시킨다고 보는 텍스트중심주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비판적 시청과 미디어교육척 함의 • 깅내원

에 입각한 비판적 접근방법(뼈짧man， 1뼈1， 1않~ 냥삐s

47

&jhally, 1쨌)，

@ 대중매체에 나타니는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
니라 텍스트와 수용자가 딴나는 관계 속에서 생산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수용자가 지닌 사회문화적 경험과 맥락tαm얹었)이 택스트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횡뇨을 미친다고 보는 문화
연구적 접근방법，@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해 봉으로써 자신이 미디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미디어률 봉해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된 사회문화

적 가정파 관습툴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는 성찰적 (refl잉띠ve) 접근방법(Buc뼈땅
뼈n，

am;

Huguier, 1앓; 찮미， l뺑) 둥으로 나쉴 수 있다.

글의 전개를 위하여， 미디어교육 개념의 범위를 한정시켜 보자 많은
미디어교육 관련 학자들의 논의률 통해 볼 때， 미디어교육의 일차적 목표

는 수용자로 히여금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 ür빼a 뼈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대α따 &Pc敏 1쨌) 뿐만 아니라， 미디어체계나 수용자
들이 결국은 한 사회체계 내에서 기능하는 실체라는 점에서 본다변， 이틀

간의 상호기능성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디
어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교 미디어교육은 궁극적
으로 수용자들이 사회체계 내에서 비판적이고도 이성적으로 기능하는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힘올 가진 시민’(많JIXlwered ci뾰en)이 될
수 있도록 유도용얘야 한다고 본대B뼈뼈g뼈m， 1쨌; Lewis

& ]hally,

1없 참조)， 따라서 이 글에서 미디어교육을 수용자로 동배금 다양한 미디
어의 내용과 그 생산과정을 해독， 평 71-，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과
동시에， 나아가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민주시민으로 OJ-성시키

는 것올 포햄}는 개념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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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토훌 프로그램의 구성과 기능

우리나라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은 빙1송사들이 제시히는 프로그램 유

형에 따르면 “시사 • 교양’이나 “토론 • 시샤’， 그리고 언론학에서는 주로
“토크 프로그램(때kpr맹ram)"의 하위 유목으로 분류되어 왔다. 토크 프로

그램이라 하면， 크게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진지한 토론(뼈llte 혹은
discus잉011) 프로그램과 오락적 기능을 추구하는 토크쇼(때k

show)

프로그

램으로 대별된다. 토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진행방식이 논중이나 논쟁
(ar맑Jrel1ÍatiorÜ 중심이고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언어 시용이 주가 되며，
토크쇼는 사교적인 대화나 비논리적， 비문법적인 일상대화체의 어휘나

언어 구성이 상대적으로 많대이두원， l ffi)). 이러한 구분법을 따른다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시사토폰 프로그램은 토론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토크쇼외는 프로그램 구성이나 토론주제， 대화의 양식이 ^J-이하다는 특

성을지넌다.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당대의 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
한 토론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l 즉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다
루어지는 주제들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엘리트들과 일반 공중들 모두

가 관여된 공공의 문제 (IXIblic issues) 이며， 일방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
책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쌍방향적으로 같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

를 해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내용들이다. 달리 말하면， 방송사들은 시사토
론 프로그램율 통해 하버마스(뻐뼈nas， 1쨌)가 말하는 공론장(p빼C

빼뼈-e; 公論場)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우리

1) 사전적 의미로 보면， 시λH時事)란 “그때그때 세%벼1서 일어나 사람들의 주목을 끄
는 일이나 사건”을 뭇하며， 토론(討論)이란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성과 반
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를 설득하거나
상대에게 정당함윤 주징L하며 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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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방송사틀의 인터넷 홈혜이지에서 제공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틀의
초기화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이 점올 뿌각시키고 있다: MBC의 경우

를 보뾰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보다 과감하고 진솔한 토론
의 장올 마련하쨌다”고 하교 SBS는 “상대외 의견융 튿논데 인색한 우리
사회의 토혼 뿌채현생을 국복하고 유연한 대화의 창을 지향’한다고 공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성과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취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반 공중이 이전에는 정보를 받기만 하던 수용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츰뼈자 혹은 “사민시청채(Oxner， 1931)로

인식되어 가는 방중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엘리돈들과 시민시청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반드시 토론의 주제로 다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를 목표로 하는개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론장이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담
회{ration외 αiti때l 배없따se)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점울 상기하지 않
더라도 시사토론 프로그램이란 당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
와 다원적인 고민을 요청하는 게 그 목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통한 시청자의 이해와 고민의 활성화에는 토론의 진행자나

참석패널들의 대화 내용의 깊이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들의
대화 형식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월튼(Wal뼈， 1됐)은 토론 프로그램의 대화유형올 말다툼， 토의， 비판

적 토론， 질문， 협상 둥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말다툼’
은 인신공격 동의 감정적 표현이 주된 특성이며， ‘토의’는 미리 정해진 진
행절차헤 따라 논쟁을 위해 양측이 구성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비판적
토론’은 대립되는 관점이 아니더라도 서로 디른 것을 가지고 이성적인 논
쟁을 하는 경우이며， ‘철문’은 공인들의 의무를 묻거나 비난과 불명을 하

는 경우이교 ‘협상’은 대립되는 논쟁을 통해 이상적인 해결책에 근접하는
결론을 이끌어 낼 경우에 해당되는 대화유형틀이대김웅숙， 1뾰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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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지향점은 협상을 위한 비판적 토론의 성

격이 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다양한 입장들올 제시함으로써，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잡이 고민하게 만

드는 “문화적 포럼 (cul따'al fOlil1n)" 의 기능을 하는 것이대Newcomb

&

돼rsch， 1없). 시사적인 공적 ~f론과 논챙을 위한 문화적 포렴을 통해 시

청자툴의 능동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구성상의 특
성올 살펴보기 위한 연구문제폴 다음과 같은 설정하였다.

연구질문 1: 방송 3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의 기본구생은 어떠한가?
연구질문

2: 방송 3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의 주제 상의 특성은 무엇
인가?

연구질분

3

방송 3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에 참여한 토론자들의 특성
은무엇인가?

위의 연구질분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m1년 6월부

터 10월까지 5개월 간 방영된 뼈S의 〈생방송 심야토론>， MB여 에E

100분 토론>， SBS의
h표 19회분，

<SBS 포론공방〉의 총 61회분(각각 없S22회분，

SBS a).회분)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빙송사별

분석대상인 프로그램 횟수의 치이는 방송사별 편성에 있어서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은 주(週)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내용은 각 방송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문제틀을 주로

시사토론 프로그햄의 비판쩍 시청과 미디어교육척 함의 • 쟁뀌원

51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주제로 선택환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는 연구질문
2를 통해 벙송사들이 어떤 주제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각
빙송사들간에는 주제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쩨를 보이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연구질문 3올 통해서는 프로그램 패널은 주로 어떤 사람률로‘ 구

성되며 방송사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방송 3사 시사토론 프로그랩의 기본 구성과 주제
1) 기본 구성 비교

시사토론 프로그램틀의 기본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
여， 임의로 각 프로그램의 1회분씩을 살펴보았다~2) 분석기간에 해당하논

5개월 동안 각 방송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편성이나 구성상의 큰 변
화가 없었기 때문에， 1 회분 검토를 통해서 개괄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파

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각 방송사의 시사토론 프로그
램들의 기본 구성은 진행자 한 사람과 다수로 이루어진 패널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며， 방청객의 의견과 함께 전화， 팩스나 인터넷을 통한 시

청자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이루어져 었다. 방청객의 성격에 대해서는 언
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주제와 관련이 있는 시민들을 초

청하는 경우가 많아 토론주제와 관련된 시민사회의 일반 대중이나 단체
틀을 대표하는 효괴를 지닌다，3)

2) 검토된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은 구체적으로，3:01년 8월 4일에 방영된 KBS <생방송
심야토론〉의 “휴일 근무제 남은 쟁점은?"， 8월 9일에 뱅〈정된 에1BC 11에분토론〉의
“기로에 선 한총련， 그리고 학생운동."， 8월 1 일에 방영된
세 대란， 집값 급둥: 내집마련 서둘러야 하나?"였다.

<SBS 토론공방〉의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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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뼈S의 〈생방송 심야토론〉의 구성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은 길종섭 대기자의 진행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분부터 보통 100-110분 쟁도 토론이 이루어진다. 스튜디오

구성은 진행자를 중심으로 패넬이 위치하며， 방청객은 진행자와 패널의
맞은 편에 위치한다. 따라서 패널의 발언을 잡는 텔레비전 화변의 버스트
삿(bust 양lot) 의 배경에는 방청객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방청객을로부
터 의견을 듣는 과정도 없는 것이 타 방송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과 비교
해 볼 때 특이한 점이다.
토론의 기본 구성올 대략적인 소요시간 분량과 함께 제시해 보면 다음

과 같다'.

CD 먼저

진행자가 주제에 대한 간단한 발제를 함과 동시에 패널

들로부터 원론적인 의견을 듣는다<15분). (2) 그 후 3-4개의 주요 쟁점을
진행자가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이나 논쟁이 이루어진다

(ffi분).@ 쟁점별 토론이 진행되는 중간에 시청자 의견을 전화로 연결하

여 듣고， 펼요할 경우 패널의 담변을 듣는다<3분).

@ 쟁점별 토론이

끝난

후에는 팩스로 을어 온 시청자의 의견을 3-4개 소개한다<2분).@ 마지막
으로 진행자가 토론을 정리하띤서 마무리한디{l)초).

(2)

M8C의

<MOC

100분 토론〉의 구성

l\IIOC의 αtIOC 100분 토론〉은 유시민 시사평론가가 진행을 맡고 있으

며，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분부터 프로그램 명칭이 암시하듯 100분 정
도로 이루어진다 스튜디오 구성에 있어서는 뼈S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3)

에를 률연， 에뼈Cl00분토론〉의 “기로에 선 한총련"의 경우는 홍익대 학생회
소속 학생틀과 한총련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방청객으로

<SBS

토론공방〉의 “전훨

세 대란"에서는 서울시의 3개 구(區)의 조합장틀이 방청객으로 출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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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진행차를 중심으로 패널이 위치하는 것은 같으내 방청객들은 양쪽 때
널의 뒤편에 위치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패널의 버스트 삿의 배경에
4-5명의 방청객 모습이 보이게 되어， 마치 이들이 일반 시민을 대표허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
에<< 100분 토론〉의 토론 진행상의 특정은 자막으로 주요쟁점 (3개
정도)을 제시하고 차례대로 토론해 나간다는 점이다. 토론의 기본 구성올
대략적인 소요시간 분량과 함께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CD 먼저

진행

자가 주제에 대한 간단한 발제와 함께 침여해준 방청객을 소개하고， 주제

와 관련된 준비화변을 제시한다{4분).

CZl

패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

께， 바로 첫 번째 쟁점으로 틀어가 토론을 벌인디{또분). @ 두 번째 쟁점
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15분). @ 방청객의 찬반 의견을 듣교 패널의 답

변과 간단한 반론의 기회를 준대8분). @ 마지막 쟁점에 대한 토론을 벌

인디{10분).

@ 인터넷으로

들어 온 시청자의견을 2-3개 소개한대1분).

@ 진행자가 토론올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대1분)，
(3) SBS으| 갱æ 토론공농þ의 구성
SBS의

<SBS

토론공방〉은 엄광석 대기자의 진행으로1 매주 금요일 오

후 11시 용분부터 약 %분 정도 진행된다. 스튜디오 구성이나 방청객의 위
치， 토론의 기본구성 동은 l\1BC와 상당히 유사하다. 구체적으료 토론의
기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CD 먼저 진행자가 주제에 대한 간단

한 발제와 함께 참석한 패널과 방청객을 소개하고 시청자의 침여방식을
알려준다{2분)，

CZl

주제와 관련된 준비화면을 제시한디{2분).

@ 패널들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각자 의견을 개진한다 (10분).@ 주요 쟁점에 대한 토
론을 벌인다{35분).

02분)，

@ 이어

@ 방청객의

찬반 의견을 튿고， 패널의 답변을 튿는다

마지막 쟁점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12분).(1) 마지막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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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도중에 시청자를 전화로 연결하여 의견을 듣교 패널의 답변을 듣는
대8분).

@ 인터넷으로

률어 온 시청자의견을 2-3개 소개한대1분).

@

진행자가 토론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디~l)초).
여기서는 방송 3사의 사사토환 프로그램 구성의 형식 차원에서의 일반

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성 형식에 대한 이해롤 바탕으로， 분
석기간에 해당되는 각 방송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틀은 어떠한 주제를

주로 다루었으며， 토론 패널의 구성은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하겠다.
2)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함11 및 주쩌|유목별 비교

각 방송사들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주로 어떤 주제를 다루었는지를
알아:.lJ!.기 위하여， 5개월 간 방영된 총 61회분의 시사토론 프로그램틀을

분석하였다. 특정 시기에 방영환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주제를 분석할 경
우， 그 시기에 국내 • 외적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가 다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방송사별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주제별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방

송의 토론주제가 된 것들이 주로 어떠한 것들이었는가에 대한 경향(뼈피)
을 살펴보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먼저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다루

어진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각 방송사별로 살펴보고， 주제유형별

로 방송 3사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자
뼈S의 〈생방송 심야토론〉은 여소야대 정국， 남북 문제， 언론사 세무

조샤 사회전반의 부패문제， 노사문화， 주 5일 근무제， 구조조정， 주가조작，

쌀 정책， 교육 경쟁력 등의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MBC의 에，ffiC 100
분 토론〉은 이용호 게이트， 미국테러 사건의 추이， 정국안정， 학생운동，
사후 피임약， 한일관계， 남녀차별， 언론사 세무조사 뭉 다OJ=한 주제에 대

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SBS의

<SBS

토론공방〉 역시 다양한 주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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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있었는데， 파행국회， 미국테러 사건， 경제정책， 주택 문제， 성범죄

자 설명공짜법， 언론사 얘무쪼싸 풍의 토홈이 있었다. 빙송 3사의 토론주

재는 당대외 주요 챙쟁훌훌 공용1 다쭈고 있었지만， 욕야할 만한 주째가
눈에 띄었다.<생방송 심야토론〉의 경우， 식수와 관련하여 물 관리를 어

떻게 할 것인7에 관한 주제라든개 <MBC 100분 토론〉의 미술교사 누드

사진 사건이나 한국 촉구의 미래에 판한 토론， 그리고

<SBS

토론공방〉의

소설가 이문열에 관한 “곡흑L아세(曲學阿世)" 논쟁이나 영화 〈친구〉가 지

나는 사회문화적 의미에 관한 토론률은 다른 빙송사에서는 다루지 않은
주제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시사토론 프로그램틀의 주제들은 크게 국내 정치，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동의 6개의 유목으로 니윌 수 있었다~4)

정치 유목을 국내와 국제로 나눈 이유는， 분석기간에 미국에 대한 테러사
건과 미국의 대웅과 관련된 주제나 남북한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논의와

관련된 주제는 국내정치외쓴 성격을 달리하므로 별도로 살펴보는 게 의
미 있다는 판탠11 따른 것이었다. 분석기간 동싼의 방송 3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6개 주제유목별 빈도와 상대빈도를 보면 아래 제시된 〈표

1>

과같다.

4)

주재별로 분류함에 있어서， 특정 주제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는 그 주제가 다루어지
는 주요 쟁점이 무엇이었는7에 주목하여 분류를 하였다. 예륭 들어， <MOC 100분

토론〉의 “미술교수 누드사진， 어떻게 볼 것인7F는 크게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 예술성과 관련된 훈화담론， 교사의 사회적 위치와 관련된 논란 퉁과 관련된

주제였다. 이 주제가 교육에나 문화와 깊은 연관이 었융율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주제가 갖는 사회쩍 파장이 보다 근본적인 토론거리였다는 판단 효}에 ‘사회’ 주제
유목에 포함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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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사토혼 프로그램의 주쩌| 유목벌 구성 (2001 년 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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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시사토론 프로그램에는 사회， 경

제， 정치에 관련된 토론이 전체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거의 000/0를 차지한

다. 반면 상대적으로 볼 때 문화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세 방송사 모두
많이 디루고 있지 않았다. 각 방송사 프로그램별로는 약간의 특성이 발견
되는데， <생방송 심야토론〉은- 경제와 관련된 토론이 가장 많았으며
(때.go/o)， <1아분 토론〉의 경우는 사회문제(lJ.8%)와 특히 미국의 “테러와
의 전쟁”과 남북푼제와 관련된 국제정치(lJ.8%) 에 관한 토론이 디른 방송

사의 토론 프로그램보다 많았끄 반면 경제관련 토론은 타 방송사와 비교
하여 상당히 적었다.

<SRS 토판 공방〉은 분석기간 동안 주제에 있어 다

양하고 상당히 고른 분포를 보였다.
위의 결과틀은 각 방송사틀이 어떤 유목의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
는가 하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H까 있다 〈생방송 심야
토론〉의 제작진들은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다른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토론의 주제로 보고 있으며， <100분 토론〉의 제작진들은 우리 사
회가 안고 있는 제문제들이나 국제문제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반면 〈생방송 섬야토론〉에는 타 방송사에 비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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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주제가 한 번도 없었으며， 에t!OC 100분 토론〉의 경우 교육과
판련훤 토론이 환 *뼈!도 없었따는 것도 주목활 딴하다.

시챙차의 사각에서 불 때， 물폰 쭈 시청시간대의 뉴스 프로그햄의 시청
이나 신문 읽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으나， 당대의 여러 시

사문제들 중 토론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아젠다， agl없da)가 시청
자들로 히여금 그 주제와 판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하거
나， 나..o}가 그 주제롤 디른 사회적 현안보다도 더 중요한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3) 시사토혼 프로그램의 힘여자 구성 비교
각 벙송사들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에 출연하여 토론에 침여한 패널들

의 구성은 어떠한가? 이 칠문에 립하기 위하여， 먼저 시사토론 프로그램
에 침여한 출연진들을 사회적 · 직업적 특성에 띠라 유목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집단유목을 구성하였고1 이 집단유목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침여지들은 “기타” 유목으로 분류하였다:5개 집단유목은 행정부의

관리나 공무원틀이 속하는 “행정부” 유목， 각 정당을 대표하여 토론에 참
여한 정치인들인 “정딩f정치” 유목， 자신들의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
기 위해 토론에 침여한 이익집단이나 압력단체에 소속된 개인이나 시민

단체를 대표하는 개인들이 속하는 “사회단체” 유목， 토론 주제와 관련하

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툴인 “교수” 유목， 그리고 교수집단
이외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 연구소 위원들이나 언론인들로 이
루어진 “전문가” 유목 둥이다.
이상의 참여자 유목을 기준으로1 각 방송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출
연진틀의 빈도와 상대빈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58

국어쿄육연구 제8집

〈표

%

%

씨 ∞m
대
ωm

4

6-10월)

깡 뼈

$
낌

ι
”

l

m
m
m

(2001 번

職 總織織

때

g

%
%%
%
?@ %
a%
%
싸
n

4

m

ηι

기타

%
m% %
%
M
mm

3

￠

전문가

X$

잃

교수

m%
m%

mω ￡

사회단체

”H
rω

정당?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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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간 동안에 방송 3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는 총 짧명이 패널

로서 토론에 참석하였다. 각 프보그램별로 보면， KBS의 〈생빙송 심야토

론〉의 경우는 매회 평균 6.0명의 패넬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OC
의 <100분 토론〉은 평균 4.7명

<SBS

토론 공방〉은 평균 5.2명의 패널이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생방송 심야토론〉이 비교적 많은 인원을 패널로
토론에 참여시켰음을 보여주고 었다.
〈표 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출연자 상딩수는

교수나 전문가들이 차지하고 있q(ffi.1%). 이러한 경향은 각 방송사별로
보더라도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이 같은 결괴는 세 프로그램들이 거의
동일한 패널 구성 방식을 따른다는 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즉 방송사

에서는 우선 주제별로 해당되는 정책관계자나 관련자들올 프로그램에 참
여하도록 요청하고 나머지 패빌들은 주제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
람들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패널을 구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교
수나 전문가의 상대적 비율이 주제의 유형과 관계없이 높게 나왔다고 볼
수있다.

“교수”나 “전문캐’ 유목 이외의 유목에 속한 사람들의 패널 참여의 정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비판척 시청과 미디어교육척 함의 • 깅내원

59

도는 어떠한가?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디루어진 주제는 방송사간에 서

로 성이하므로， 토론에 참여하게 되는 패널의 구성 역시 서로 다르다. 예
를 틀어， 국내 정치에 관한 토론일 경우 정당정치인틀이 많이 참석을 하
게 되고， 경제와 관련된 토론일 경우는 경제관련 부처의 공무원이나 교수

나 전문가률이 주로 참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세 프로그램별 “행정부” “정탱쩡치” “사회단체” 유목에 속하는 사람들
의 꽤널구생 빈도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올 것이다. 뼈S의 〈생방
송 심야토론〉의 경우， “사회단체” 유목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이나 압력

단체에 소속된 개인이나 시먼단채를 대표하는 개인들의 비율이 다론 두
토론프로그램에 비해 높다. 이는 〈생방송 심야토론〉에는 “행정부”나 “정
탱정치” 유목에 속ξ}는 사랑들보다는 “사회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더 빈

번하게 토론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하는 집단임을 뭇한다. 반면， MBC의

<100분 토폰〉과 SBS의

<SBS 토론 공방〉에는 “정당/정치” 유목에 속하

는 입법부 소속 정치인들이 토론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한 경우가 상대

적으로 많았음올 알 수 있다.

4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챙의 미디어교육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미디어교육을 미디어 내용이 제작되

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거나，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

용에 대한 평가나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 정의하였
다. 나。까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수용자들을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시민시청자로 키워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교
육에 대한 정의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구성상의 특성들을 요약 • 정리하고 미디어교육 치웬에서의 의미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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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록하겠다.

먼저 벙송 3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형식상의 기본 구성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정이 냐타난다. 첫째， 프로그램 진행상 후반부에 예정된 쟁점

들일수록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시간 배정이 상대적으로 짧다. 이는 주어
진 편성시간 내에 토론을 이루어내야 하는 진행자의 진행미숙으로 볼 수
도 있으며， 참석 패널틀의 얼방적인 의견 개진과 같은 변인들에 의한 결
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들이 주로 논의되는
마지막 쟁점이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만일 방

송사의 의도적 시간 배정이 아니라면， 앞으로 재고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즉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는 건7}?'’에 대한 토론이나 논쟁이 충분하지 않
기 때문에， 시청자의 입장에서눈 문제의 본질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해

도 그 문제에 관한 인지적 • 행봉적 관여의 정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
이다. 둘째， 주로 행정당국이나 정책입안자 교수， 전문가 둥의 사회적 엘

리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패널뜰의 의견을 듣거나 그들간의 논쟁이 이루
어지는 시간량에 비해， 시청자나 방청객들을 위한 시간배정이 짧으며 반
론의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사

들이 내세우는 “토론의 장”이나 “대화의 장”으로의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침여라는 것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실

천되지 봇히는 취지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청자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침뼈가 프로그램에 반
영되고， 그탤 논쟁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때에야 비로소 시사토

론 프로그램이 공론장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교육의 궁극적

인 목적도 바로 미디어를 통한 시민시청자의 정μ출에 있는 것이다.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주제유형과 패널구성에 대한 분석은 비판적 시청
차원의 평가를 해 볼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먼저， 주제유형에 따른 체계

적인 분석 결과는 방송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시사토론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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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들의 상당수가 정치， 사회， 경재에 판련된 내용을 주제로 다루었다. 또

한 분석기간에 해향}는 기간 동안 시사적 자1 가 있눈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첸과 그에 대한 보복전쟁과 같은 이슈가 있어， 시사토론 프로그램
의 “국제 정치”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거l 나왔다. 이는 우리니라 병송사
를올 포함한 언론틀。1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비교적 자세하고 많은
분량을 할얘히여 보도한 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뉴스 보도가

많았던 것처럼， 방송사틀은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판단하고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주제로 선쩡하였융올 의미히는 것이다. 특히

<SBS

토론 공

방〉의 경우 3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토론을 벌였을 정도

였다 주제 자체의 국제적언 심각성이 방송사가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주

제를 선정함에 있어 크게 작용을 했겠지만， 그와 더불어 풍부한 자료화면
의 사용이 가능했다는 점이나 ‘유익성’보다는 ‘흥미성’ 위주로 주제가 선
정된 것은 아니었는가 동}는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5) 둘째， 패널구성

상의 특성에 대한 분석의 결파를 보면 셰 프로그램 모두 교수나 전문가

의 비울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1 이는 벙송사의 패널을 구성하는 관행이
지나치게 이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여
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교수나 전문가집단들이 아무래도 토론

이나 토론문화에 다소 익숙한 집단어며， 아울러 비교적 손쉽게 섭외가 가
능한 집단이라는 점이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토론에 참여하는 패널이

나 참석자의 구성을 볼 때 아쉬운 점은， 앞서 논의했듯이， 시사토론 프로
그램에서 방청객이나 시청자가 하나의 토론자 유목으로 설정되지 않고

5)

테러 사건보도 사점에 있어， 실제 Sffi의 시청률은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중가세를

구가했다. 테러에 의한 wrc의 붕괴장면을 지속적으로 방영한다거나，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컴퓨터 그래픽이나 시청각적으로 자극적인 효파를 많이 사용히여， 언
론 본연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보도를 하는데는 소훌했다는 지적들이 있었대언론
학회 라훈드 테이블， 때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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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점이다. 물론 시사토론 프로그램을은 매회 4-7명의 출연 패널 이

외에 방청객의 의견을 듣거나 시청자들을 전화로 연결함으로써， 일반 공
중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제작의도의 효율성이나
효과는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지 않디는 제한점이 있긴 하지

만， 지금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구성방식과는 달리 시청자가 중요한 패
널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 대중이 패널의 일부로 향져할 기회가 주어진디는 것은 미디어 수용
자들이 민주시청자 나。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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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야X總t

Critical Viewing of Television Debate Programs and its
Implications on Media Education

없r빙， Nae-얘\01

깐le 때'eSeI1t
대맹rams

study

ex때ored

on current

ways of

)JI뼈ic 짧삶'S

by

αitil띠l 찌ev이ngofthe 따e찌sion
않없꾀ing

m뺑"a!!lS-Late Ni방JtD:빼뼈Sim-ya-to-rorÙ，

ron) , 때
MBC,

100

brα값:ast

the three

πle criti얹]

æbate

뻐nute I뼈te(1따kαHo

Offer않ruense D:뼈te(To-ron-gong-뼈19)- 뻐-ed re없rtively

뻐d

debate

tel뼈sion

by KBS,

pr맹때rn

was
exclusively 聊$뼈 in resprt of n빼a 없ucation which was 1..IIlOO'S따:xi in the
띠R웠1t su빼， as the 띠$다ce to enhaoce 뼈 audience' s a바lity to df웠XIe， ev해uate，
머ld analyze the m최ia 따1따ltsand 뼈ir )JI며uction prα:esses， as well as to
cultivate n빼a 뻐ers with civic 때 뾰m:ratic 빼Is.
πnæ specific re짧"Ch questions v뺑'e as~어: firstly, 때18t were 뼈 벼외c
SBS.

m맹때n fonmtiα1
뼈'e

the

or structure of

chara뼈1stics

how did the debate
these

ques뼈lS，

Thbate, 빼

a

in

eé닙1mααast

뼈cs

따뼈s con밍st

따혀

of 61

The 벼sic

I엉S，

of in

미맹'll!ll

II맹때n? 않m떠ly，

debate

뾰 뼈æ

α뺑cun? TI빼y，

)JI명r겐rn?

To answer

Ni양1t D:h뼈，

100 Minute

debate

units frun Late

June to

what

0::뼈Jel" 때1 뼈'e

secured

MBC, 때 SBS.

)JI뺑cun struc뻐'eS

of each

de밟tepr맹rarn

따rer 뻐th 뼈nor v:없i때때s. 않hpr명rarn

여B삐g αmrents

æbate

or subjects of each debate

Offl없었:efenseI뼈te 때-ed frαn

frorn the VÆb sites of
each

viewing of the

intnx:lucing the sp:rific debate

was

were

fO\lJ띠 ana1맹O\.lsto

s때뼈

때:lÍcs

and

with

f.뼈itators’

a짜:eaIir핑

to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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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oce's

in떠-ests.

때th

Then,

or without showing a brief

mαxrt:iα10f 뼈 때101e α뺑(lffi

어i때

material, rmst

was allαa때 fcπ de밟tes
뼈 하gwrenta.tions across 얹ch pmel coIl1XÌ빽 4 to 7 1):빼e for 빼αn
fa데itators presen뼈 main 따1troversi외 issues. In the midst of the debate,
facilitators askf었 seVI없l 와:xrtators in tl뻐r st뼈ios and intnxluæ::l a couple of
찌e뼈S 때10 want어 to show tl1잉r opiniαlS on the 며lOOe.
T때cs coverOO in the de1벼.te pr<쟁rams were diverse ctrrl뀐1t public aff빠s and
issues frαn the 5띠alin聊t of the filrn Friend (αlÎn-goo) to the North-Soutl1
issue. S뼈fically， the 뼈cs were identi뼈 into 혀xca탱ories such as iss뾰S of
따restic politics, in따national poIitics, ecαIOIIlÎC5， 앉riety， cul뻐-e， 와ld trlucation.
Table 1 양lOwed 따며nant αuportion of 5따al， 없X뻐nc， ar피 poli빼1 (따restic
뼈 intemation머
kno때려geable α1

tl10se issues as

For

t:iIre of OO- lal

뼈nutes

iss않s. Presurr빼y， de벼tepr맹하n 찌ewers 때d

the issues

잃lient

야lean외ysis

of

빼ch

national
뼈

W얹-e pr뼈뼈 occ뼈ing

the

뼈Jate pr맹rams 빼1t

뼈 conceIve

ag앉때as.

COlllX>SÏtion of

to

witl1

læcorre

CiE뼈lte 따뻐5，

five

ca맹ories

of

grOtlIlS

뼈뻐s ’ $잉al 뼈 0CCl뼈ltional c뼈CIC따istics: 망뼈S

hαnthe 빼며nistration， 뼈itical

parties, soci머

org뻐izations (ir뼈-est

groups, civil

etc.l, αηtfes었"s， 뼈 e찌Jerts. The 뼈ng showtrl that 따JPTQ엄mately
ff.J'/Ó of the 떼101e 대n밍s of the thræ debate pr맹rams were professαs 없피 않따ts
(앉:e Table 2) , in뼈icatir쟁 that the three debate pr맹<lIIlS <:OI11Xl뼈 뼈I떼 nm빼S
witl1 왜1버ar 0CCl뼈tional b<빼grounds and αufessors ar떠 앉없ts were 잃sy to

아g없izations，

따"suade

to

particiç딩.te

in

par1els.

The fir띠ings 뼈I벼 sever하

implications in terms of critical

vie때ng， 뼈

of

n빼a 어ucation 뼈ectiVI얹，
stru다ures，

spectators

tl1e

fir뼈ng

빼 꺼eWI앉"S

each debate pr맹뻐n， asthebrα!dcasting
con聊lÎes err빼s때， functiOIlt녔 as a public s마없 ora 때lere for debate or
comrrrunicatiα1 in α밟 to have their viewers vigorously 따ticiIBte in brα!dcast

rmnbers

m:뼈e

of brαidcast de밟te α뺑<lIIlS. First, related to pr뺑"aJll
that the 띠re allocation 뼈 뼈tici~on format for
were very rrruch 뼈때 cClIlJaI"f(l to tl10Se flα 뼈I뻐

it

따l밟ul w뾰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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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뼈않s.

j뼈밍ngfromthe 때alysis

of pmel corIlXJSition,

67

spæta뼈S

뼈

viewers were r빠 regru뼈 as a irrçol때nt cα1Stituent of the pmel who were
IIU1Ch engaged in tc뼈CS. To have 뼈re of the gel암때 public be involved as par뻐
rrm뼈'S

con잉OUS
citi졌lS

in de벼tes
of

or

뼈

p:>t뼈려ly

indicates to rr빼e vie，뼈's of d뼈te II명때ns rrrre

get engaged in

밟nx:r없C

viewers.

버벼r

public life

뼈 lX1blic

issues as

etrJlXlweI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