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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이 보는 언흔

5.

맺음말 : 다시 민주화와 언론

*?

머리닮 : 민주화와 언론

한국에 있어서 보다 민주적인 정권의 탄생 내지는 보다 민주척인 체

제로의 이행의 전망은

어떠한가?

여기서 언론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가? 소위 민주화라고 불리우는 민주적인 체제로의 이행의 문제는 척어

도 지난 수년간 지적 집단과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일반국민들 사
이에서도 도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민주화의 문제는 어쩌면 세
계적인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마 경쟁적인

선거에 의하여

제 5 공화국이 미흉하나

제 6 공화국으로 탈바꿈한 우리에게는 그것

은 단순한 관심사를 념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되어 버렸다.
민주화의 전망을가름함에 있어서 먼저 착수해야할것은현팅튼 (Samuel

P. Huntington) 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종속 변수를 청의하는 일이다 1)

* 3철

이하는 다읍 호에 게재할 예청엉.

1) Samuel P. Huntington , “ Will More Countries Become De mocr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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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우수하며， 흑자는 그것을 인간이 성취할 수 없
는 이상적인 제도로 정의한다. 또 흑자는 정치와 무관하다시피한 영역

이나 제도에 연관시켜서 정의하기도 한다. 예컨대， 배크랙 (Peter Bach-

rach) 은 민주주의 체계에 있어서 정부가 갖는 최대외 목표가 “모든 개
인의

自己發展을

최대화”시키는

Dahl) 도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것이라고

의미를

또

다알 (Robert

“그 모든 시민에게 완전히 흑은 거의 완

전하게 책임을 지는” 체제라고 주장한다 3)

치이론에는 중요한

말한다 2)

이러한 정의는 規範的인 정

갖을지 모르나， 경험적인 분석에는

그렇게

유용하다고 할 수가 없다.

첫째， 그러한 정의는 너무 모호하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에 적용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예컨대， 어떤

정치체제가 개인의 자기발전을

최대화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모든 시민에게 완전하게 책엄을 지고 있
다는 것을 누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둘째，

민주주의는

또

사회정의， 명등， 자유， 진보 둥의 기타 모든 좋은 것들을 포함하는 시
민적 德性과 동일시되도록 광범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와 기타 사회적 목표사이의 관계를 분석하
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고 제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적이

펼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한 예가 헌팅돈이 따르고 있는 숨페터 (J oseph A. Schumpeter) 에서 발견

Political Science Quarterly , Vol. 99, No. 2 (Summer , 1984) , p.195.
2) Peter Bachrach , The Theory of Democratic Elitism: A Critique (Washington ,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1980) , p.24.
3) Robert A. Dahl , Polyarchy: Particiþatíon and Oþþosítí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1971) , p.2.
4) John D. May , “ Defining Democracy: A Bid for Coherence and Consensus,"
Political St udies , 26 (March 1978) , pp.1-14. 또 민 주주의 에 대 한 합리
척 이 고 기 술적 인 개 념 에 대 한 분석 으로는 Jeane J. Kirkpatrick , “ Democratic Elections , De mocratic Government , and Democratic Theory ," in
David Butler , Howard R. Penniman , and Austin Ranney (eds.) , Democracy at the Polls (Washington ,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81) , pp.3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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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어떤 정치체제가 민주적이라고 청의되는 것은 “그 체제의 가
장 강력한 집단적인 결정형성자들이 주커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범위”내에 한한다는 것이다 5) 물론 그 선거에서는 입후보자들이 득표를

위하여 자유롭게 경쟁하며， 또 성인의 시민에게는 누구에게나 투표권이
부여되어 야 한다.

이와 같이 정의한다면，

민주주의에는

즉 경쟁과 참여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이것은

두개의 차원，

다알이 그의 폴리아키

(polyarchy) 의 개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다알에 의하면， 현실주의적인

민주주의는

다음의 여넓가지 제도상의

보장이 있어 야만 가능하다.

1.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하는 자유

2.

표현의 자유

3. 투표쉰

4.

공칙의 피션거권

5.

지지와 투표의 획득을 위하여 경쟁하는 정치지도자의 권리

6. 정 보의 선택 적 인 소오스 (source)

7.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8. 정 책 을 작성 하는 정 부의 기 구가 투표와 커 타 선 태 (preference) 에
대한 표현에 의존 6)

이 가운데 처음 여섯은 언론과 결사에 관한 고전적 민주주의의 권리
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은 평둥이라는 고전적 민

주주의 두벤째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말하자연 이들 권리에 대한 보

장이 경쟁과 참여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현대사회의 매스

미디어와 연관시켜

생각할 때， 표현의 자유와 청보의 선태적인 소요스

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언론이 사회의 公器로서 자유

5) Huntìngton , “ Wìll More Countrìes Become Democratìc?" p.195. 또 Joseph
A. Schumpeter, Capitalism , Socialism , aπ d Democracy (2nd ed.; New
York: Harper, 1947) , p.269.
6) Dahl , Polyarchy , p.3. 또 아헨드 헤이파트 著， 최명 譯， ~民主國家說~(서
올 : 法文社)， p.22.

특집 : 한국政治 民主化의 方向연구

90

롭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없다면， 또 선택적 인

정보의 소요스로서의

역할올 수행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체제의 제도적인 조건을 충족시키
지 옷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언론은 어느 정도로 그러한 기능

을 수행하고 있는가?
민주화의 과정을

기술함에 있어서 학자들은 흔히

세 가지의 모델을

거론한다. 하나는 영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고전적인 線形 모렐

이다. 여기서는 시민권이 정치적 권리， 그 다음으로 사회적 권리로 점
차로 확대되연서， 의회의 우위와 내각제 정부가 확립된 경우이다. 둘째
는 전제와 민주주의가 반복되는 週期形 모텔이며， 세째는 그 어느 것도
아닌 변증법적

모렐이다 7)

자유화가 선행한다.
불법적인

어느 경우에나 민주화의 과정에는

여기서 자유화란

국가나 정당에 의해서

뱀해치는

행위로부터 사회집단과 개인을 보호하는 효과적이고 확실한

권리의 수립과정이다.
주의적

그러나

전통의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고전적 요소들，

즉 사적인

이러한 권리보장은 자유

가정생활과 통신의 신성성，

현존하는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운동 • 언
론 및 청원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집단의 수준에서 보면

이러

한 권리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집단적 저항의 표현에 따른 처벨로부터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감독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시민들과

자발적 으로 결사할 수 있는 자유 등과

다고 한다연 언흔의 문제는

같은 것들을

망라한다 "8) 그렇

자유화의 단계에서의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언론의 위상을

언흔의 위상을

밝히는

밝힘으로서

작업이 용이한 일은 아

니나， 여껴서는 한국언론의 구조와 언론청책， 그 변화과정과 현실 동의

문제 를 주로 논의 하고자 한다.

7) Huntington , “ Will More Countries Become Democratic?" pp.209-21 1.
8) 오도넬 • 슈미트 著， 한완상 • 김기환 譯， \i"독채의 극복과 민주화.ll(서울 :
다리

, 1987) , p.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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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구조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의 한국 언론의 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제 5 공화국의 언론구조를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역대의

정부가 제마다의 언론 정책을 갖고 제도언론구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
였지만， 1980년에 시작된 제 5 공화국만큼 독특한 언론정책을 구사함a
로써 철저한 제도언론을 구가한 정권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그것은

언론을

포함한

제 5 공화국의 권위주의적 체제가

1987년 소위 6.29선언을 계기로 약화되어， 적어도 형식적인 민주화로의

이행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6.29선언 이후 언론은 자유경쟁체제

로 돌입하게 되었고， 상당한 자율성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말
하자연， 제

5 공화국이 출범 하면서 철저 하게 공고화된 제 도언론이 와해

되키 시작한 것이 제 5 공화국의 말기었기 때문이다.

[1 J 80년 초의 상활
유신독재아래서 누적되어온 사회모순과 대렵의 구조는

10.26을 계기

로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로 배출되었다. 1979년 10.26 이후 모든 언론 •
출판 • 보도는 계염이라는 상황 때문에 검열올 거쳐 제작되었으나， 유신
아래서의 여러가지 금커사항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9)

우선 신문잡지 등

의 출판매체에서는 그동안 금거의 필자로 간주되던 인사들의 글이 실리
기 시작하였고， 1980년 초에는 특히 신운에서 “펀집권의

독렵”이 중요

한 이슈로 동장하였던 것이다. 펀집권의 독립문제는 유신아래서도 심각
하게 제기된 적이 있었다. 그것은 1975년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소

위 언론파동의 과청속에서도 문제가 되었으나， 그때에는 펀집권에 대한
개념조차 명백하게 정립되지 뭇한채 논의 자체가 긴급조치 제 9 호(1 975

9)

본문의 설명은 청진껴， “80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1 : 80 년대 한국언론의
공과" Ií신문과 방송~(1 989년 9월호)， pp.5-6을 주로 창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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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 13 일)에 의 하여 중단되 고 말았었다 10) 80 년대 초에 자유화의 일

환으로 재연된 펀집권의 독립문제는 유신헌법의 개정과 연관되어 국민
의 기본권흐로 논의되었던 것이다.

자유화의 바람은 방송매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방송은 정치 •

경제 • 사회의 제분야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좌담 • 대담 • 대화의 형식으
로 방영하였으며， 그대표적인 예가 KBS-TV의 “개헌공청회”였다.

개첸공청회”는

1980년 l 월 30일에서

개최 방영한 것 a로서 “정부형태

“ TV

2월 l 일까지 3 회에 걸쳐서 KBS가
“국회

및

지방자치제" “기본권 및

사법권의 독렵”의 제 주제를 내걸고， 주제발표와 로흔， 이어서 방청객
의 질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것은 TV가 특히 정치적 문제에 관하
여 자유로운 대화의 콩개토론장이 되었다는 정에서

큰 의의가 있는 일

이었다.

뿐만 아니라 10'26 이후 언론의 자유화를 위한， 혹은 이와 관련된 로

론회·공청회·세미나등이 잇달아개최되었다. 예컨대 광고문화연구원
주최의 “언론의 자유와 방송"(1 980. 3. 15) , 한국신문연구소 주최의 “ 80
년대 한국언론의 사명"(1 980.4.10"-'12) ，

한국기자협회 주최의

“헌법개

정과 언흔의 자유"(1980. 4. 8) 와 “언론조항에 관한 개헌공청회"(1 980.4.

25) 둥을 들수 있다.
또한 한국신문학회， 정부의 개헌연구반， 국회의 개현특별위원회 둥도

언흔의 자유와 자율성에 관한 세미나를 계획했거나， 그 법적 보장의 방
첨을 밝혔고，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1980년 4월 7 일부터 시작되는 제

24회 신문주간의 표어가 “언론의 자유와 책 임”이었다는 캠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논의가 매우 고조되었음을 나타냈던 것이다 11)
민주화의 과정에 있어서 주기적인 모델이 있다함은 위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 만，

10)

1980년 초의 자유화 운동은

1980년 5월 17 일 비 상계 엄 전

송건호， “韓國現代言論史論" W 言짧파 社會~，
올

: 民聚社， 1983) , pp.273-274.

11) 갱진석， 앞의 글， p.6.

歷史와 基쩔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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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의 필수요건인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기본권은 법률에 의하여도 제약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러한 권리들은 초
헌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력화 되었던 것이다.

[2J

언론인 해직과 언론기관 톨록추|소

1980년 초의 자유화의 열기를 일거에 식혀 버리면서 등장한 군부세력
은 정통성없이 출발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제반분야에서 초헨

법적인 정책을 강행하였다. 그것은 언론분야에서

언론인의 해칙이라는

형태로 먼저 나타났다. 그것은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언론인에 대한 통
제였다.

1980년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 한국신문협회 • 방송협회 • 통신협회는
임시긴급총회에서 “언론자율정화 및 언론인의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문”
을 채택하였다.
대한

그리고 여기서

언론계의 참여，

(1) 언론의 국익우선，

(2) 사회정화에

(3) 새로운 언론풍로의 조성， (4) 언론인 재교육

이라는 실천목표를 또한 채택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제 3 항은 “국가보

위 사회정화의 역사척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언론계 자체가 안고있는
저해요인올 과감히 자율적으로 척결하며，

언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

체의 부조리와 비리를 근절하여 새로운 언론풍토를 조성한다”고 선언함

으로써 언론계 스스로 자신이 정화대상업을 자처했다.

이에 따라 각 언

론사별로 언론인을 갱리， 언론계를 떠나게 했다. 그러나 언론인의 해칙
은 당시 개혁주도의 군부세력이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려

는 계획아래서 진행된 것이었다.

즉， 국보위가 발족된지 8 일후인 80년 6월 8일 개혁주도세력은 언흔이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방침을

명의로 “언론계 자체정화계획”을

12)

발표하고，
착성했다 12)

국보위 문공분과 위원회
이 계획에 따르면，

언촌

당시 “대외비”의 이 자료는 80 년 언론인 해직과 언흔기관통폐합의 진상율
규명하기 휘하여 1988 년 10 월에 열련 국회 청문회에서 무소속의 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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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스스로 자율정화토록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그 숙정대
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반체제 용공， 불순한 자 또는 이들과 직간접 동조한 자

-펀집제작 및 걷열거부 주동자 및 동조자
-부조리 부정부패한 자

-특정 정치， 경제인과 유착되어 국민을 오도한 자
-커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등이다.

그리고 여키에는 구체적인 숙청방법이 또한 제시되어 있다. 제

1 단계

(7. 25"'7. 30) 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의 긴급총회롤 소집， 자율
적인 숙청을 결의로록 한다. 제 2 단계 (8.1"'8. 10) 로 각 언흔사는 발행
인 책임아래 언흔자율정화위원회를 설치， 자체숙청을 단행한다. 제 3 단
계 (8. 11 "'8. 30) 로 소기의 성과가 없을 때는 合塊部에서 경영주를 포함
해 조사처리한다는 순서였다.

그러나

언론관계 3개 협회의 결의문이

경 문화방송 • 경향신문에서

채택되기 훨씬 전인 7월 중순

80명이 해직되었고， KBS 에서도

86명이 해

직되었다. 그리고 이미 그 입시 각 언론사의 대표들은 편집국장들을 포
함한 기 자전원의 사표를 7월 말까지 받으라는 지 시 를 받았다는 것 이 다.
그리하여 8월 2 일부터 전국의 모든 언폰사에는 해직의 선풍이 불기 시
작했다.
전원，

해직언론인속에는 계엄검열거부운동을 주도했던
기협 각분회

간부들，

각 언론사의 언론자유결의문

기타 정부에 비판척이거나 비협조적인 펀집부

기자협회간부
초안작성자，

간부， 논설주간 등이 거

의 다 포함되어 있었다.
1988년 10월 문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연 해칙언론인은 모

두 717명으로， 중앙지와 방송의 경우 각사별 해직자는 아래와 같다. 동
아일보 • 동아방송 34명，

중앙일보 • 동양방송이 30명，

조선일보 14명， 신아일보 36명，

합동통신 14명，

서울신문

18명，

동양통신 8명， 기독교

이 공개 한 것 이 다. 본문의 성 명 은 “다큐엔 터 리 5共의 言論受雖 (20) ，"

亞 日 報J1C1 988.11.30) 에 서 발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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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16명， 현대경제 33명， 매일경제 6명， 내외경제 14명， 시사통신 11
명， 경제통신 9명， 산업통신 10명， 무역통신

4명

직 언흔인은 352 명이었다 13) 지방신문의 경우도

등이었다. 지방의 해
일괄사표가

강요된 후

션별적언 강제해끽이 단행되었다고 한다.
해직 언론언을 직급별로 보면， 사장 퉁 언론사 대표급 임원이 24명，

주펄 • 논설위원

24명，

현정 • 보도국장，

153명， 명기자가 480명이었다.

부국장이

41 명， 부 • 차장급이

이와 같은 언흔인 대량해칙은 보안사 언

론 대책반이 중심이 되어 각 직급올 망라하여 조칙적으로 자행되었던 것
이다. 물론 일괄사표제출에 대하여는 일부 기자틀이 저항을 했으나 비상

계염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기자들은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사

표를 썼다는 것이다 14)

1980년의 언론인

대량

해직은

비상계엄의 정치상황에서 언론자유를

쟁취하려던 언론인과 권력과의 충돌에서 빚어진 사건이고， 강압적인 방
법으로 언론인을 순치시키려던 언론정책의 결과였다.
한펀

문공부는

1980년 7월 31 일 각종의 정 기 간행 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172종의 등록을

물론 계엽령아래서 실시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 문콩부는 다음과 같은 이 유의 취 소대 상올 발표했었다.
-각종 비위， 부정부조리 등 사회적 부패의 요인이 되고 있는 간행물
-음란， 저속， 외섣적이거나 뱀죄 및 퇴폐적 내용， 특히 청소년의 건

전한 정서에 유해한 내용을 게재해온 간행물
-계급의식을 조장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퉁 발행목적을 위반했거
나 법정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한 간행물
그러나 등록이 취소된 간행물 가운데는 위의 기준에 해당이 되어서가
아니라， 정부와 칩권세력에 대하여 비판적인 제작태도를

비판적인 내용을 실어왔커

13)

717 명에는 위에서 지척펀

갖고， 따라서

때문에 동록이 취소된 경우도 많았다. 예컨

KBS

86명과

경향신문

• MBC.의 80명이

포항환

것이다. “다큐엔타리 5共의 言짧受難 <4> ，>> Ii"東亞日報~(l 988.10.29).
14) 여영우， “ 80 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2 : 언론구조 개변과 제도언론>> Ii"신문
과 방송~(l 989년 10 월호)，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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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록이 취소된 「뿌리깊은 나무J I 창작과 비평 J I 써 융의 소리」 등은
진보적 경향의 장지였다. 또，

I월간중앙J

등의 간행물도 등록이 취소됐었다.
후에 복간이 되기도 하었지만，

I문학과 지성 J

I기자협회보」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제 6 공화국 이

아무튼 1980년 7월에 폐간된 정기간행물

은 모두 172종으로서 주간 15종， 월 간 104종， 격 월 간 13종， 계 간 16종，

연간 24종이었다.

이것은일간신문과 통신을 제외한 전체 동록정기간행

물 1 ， 434종의 12% 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업잡지로 말하면 등록

취소비율은 훨씬

많아서， 상업월간지

상업 격 월 간지 19종 가운데
8종이 폐간되었다 151

흔 및

293종 가운데 27.3% 인

80종이，

15% 인 3종이 , 상업 계 간지 47종 중 17% 인

1961 년 5-16 쿠데타 직후 집권세력은 “사이비 언

언론기 관 정 화”라는

명 분아래

월 간 • 계 간을

합쳐 서 1 ， 170개 사

(社)의 언본키관을 폐간시킨 척이 있기는 하지만 161 ， 80년의 언론통제는

파시즘아래서의 독일 • 이탈리아 • 일본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171

[3J

언론기관통펴|할

제 5 공화국이 동장하면서 취해진
기관의 통폐합이었다.

또 하나의 희대의 언흔청책은 언론

1980년 11 월 14일 한국신문협회와 방송협회는 각

기 임시 총회를 열고， 신문 • 통신 • 방송사의 통폐합을 主案으로하는 “건
전언론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한국언론의 전
반적인 구조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 결의문에 따르면， “우
리 언흔이 지난 날의 잔재와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공익을 우선시

키는 근대적 공공기관으로서의 체제와 태세를 갖추도록 자기혁신을 단

15) “다큐엔타리 5共의 言짧受雖<12>，" W東亞日報.ll(1 988.1 1. 14) ‘ 다른 자료에
의 하연 172 종 가운데 유가지 가 120 종(전체 유가지 453 종의 26.3%) , 우가
치가 52종(전체 무가지 987 종의 5.3%) 이라는 것이다.

갱진석，

앞의 글，

pp.6-7 을 볼 것.

16)

송건호， 앞의 끌，

17) 깅주언，

p‘ 222.

“제 5 공화국

pp.192-210

창조.

독채권력의 언론통제"

r 신문연구.ll(1989 년

여름) ,

민주화과갱에 있어서 한국언론의 위상

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를 국민앞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첫쩨， 언론은 사회.의 공기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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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그 공익성에 배치되는 언론구

조를 자율걱으로 개펀한다.

둘째， 구미 각국에 비하여 많은 신문 • 방송 • 통신사가 난립하여， 이
것이 국민에게 폐롤 끼쳐왔고 사회적 적폐가 컸커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서 체질강화한다.

세째， 언론기업의 과점화는 공익에 배치됨으로 개인이나 영리추구의
법인이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유하는 언론구조를 개선한다.

네 째， 신문 • 방송 • 통신 등 각사가 서 울과 지 방에
두고 있는

각기 주재 기 자를

“전근대적 취재방식”을 개션하고， “통상적인 역외뉴스를 통

신 ξL로부터” 공급받도록 한다.
다섯째， 국내외 취재와

뉴스공급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신을 설립한다.
여섯쩨，

1981 년 1 월부터 신문올 증변하여 산업사회의 정보수요에

대

응하고 언론인의 처 우를 통시 에 개 선한다.
일공째， 한국언론의

울리성을 재확인하고 윤리심의

기능올

활성화

한다.뻐

이상과 같은 결의의 내용에는 모호한 표현이 없지 않으냐， 그 요지는

(1) 신문， 방송사 사이의 통폐합， (2) 신문과 방송의 검영금지， (3) 중
앙사의 지방주채， 지방사의 서울주채기자제도 폐지，

화，

(4)

통신사의 단일

(5) 상업방송체제의 공공방송제도로의 전환 둥이다. 이것은 우리나

라 언론사상 초유의 대 구조개펀이었고， 자율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

나， 언론인 해직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과 신군부세력의 강
압아래 서 “강요된 자율”결의 의 결과었다.
아무튼 이 결의에 따라 전국의 64개 언론매체(신문 28개사，
개사， 통신 7개사 퉁)

18)

여 영 무， 앞의 글，

가운데

pp.42-43.

신문 14개사(중앙지

방송 29

1, 지방지 11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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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 와 방송사 27개사(중앙

3,

지방

3,

MBC계열

7개사 퉁 모두 45개 매체가 통폐합의 대상이

21),

되었다.

그리고 통신사

이것올 좀 더 구

체적으로 살펴 보면， 중앙지이던 신아일보가 경향신문에 홉수 통합되어
종래 7개지이던 중앙지가 6개지로 축소되었고， 4개 경제지 가운데 서울
경제와 일간내외경제가 폐간되고 한국일보와 코리아 헤랄드에 홉수되었

다. 그리하여 경제지는 매일경제와 현대경제 cr한국경제신뭄J E..로 제호
를 바꿈)의 2개지로 줄었다. 지방치는 1 도 1개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종
래 15개이던 전국 지방지가

10개지로 개펀되는가 하면，

통신은 동양，

합동의 양대통신이 “발전적"..Q.로 해체되고 연합통신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어느 부분보다도 큰 변화흘 겪어야 했던 곳은 방송사였다.

당

시까지 방송은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이라는 2원체제의 운영 구초를 갖고
있었는데，

통폐합 개펀에

따라 공익우선의

콩영방송체제로 전환되어

KBS와 MBC의 2 대 방송으로 개펀되었다. TBC의 TV와 라디오는
에 인수되 어

KBS

제 2TV와

KBS

제

3 방송으로， TBC

FM으로 각기 개 펀되 었고， 또 DBS는 역 시 KBS가

FM은

인수하여

KBS ‘

KBS
KBS

제2
제

4

방송， 라디오 서울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CBS는 일체의 뉴스보도와 광
고기능올 상실하고 복음방송만 하게 되었다.

방송의 경우에 KBS와 MBC로 2원화되었다고 하였으나， 내용에

서는 KBS가 MBC의 주식의

있어

65% 률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공영체제로

일원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것도 표연상으로는 “공영”이지만， 내용
상으로는 “정부경영체제”가 된 것이다.쩨
언론사통폐합의 이유는 무엇인가? 스스로 통폐합의 책임자라고 밝힌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던

“사이비 언흔인은

허문도는

1988년 국회문풍위의 증언에서

없어져야 언론이 창달될 수 있으며，

사회적 강자인

재벌과 언론을 분리해야 한다는 소신에서 통폐합올 주도했다”고 강변하
였다. 그는 또 “집념을 가지고 재벌과 언론의 분리， 사이비기자의 일소，

19) “다큐멘타리 5共의 言論受難 (9) ，" W東亞日報.lIC1 988년 11 월 5 일).

민주화과정에 있어서 한국언론의 위상

언론의 과당경쟁방지 둥을

당시

99

전두환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하였

다 20) 허문도의 추장처럼 사실 그러한 의도아래서 통폐합이 추진되었다
고 하더라，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

나 통폐합의 진갱한

목적은

“재벌과 언흔의 분리”도

아니고， “언론의

과당경쟁방지”도 아니었다. 1988년 10월 「한국일보」가 입수하여 공개한
“건전언흔육성종합방안”이라는 자료는 위와는 정반대의 목적을 지닌 것
이었다. 이 자료는 1980년 10월 초에 허문도가 직접 작성하여 대통령에
게 건의한 언론통폐합 컬재서류였다.

이에 의하면

“계엄령하의 보도검

열과 협초유도작용A로 타윷척 협조체제를 유도하고 있￡나， 30%의 저
항세력이 잠재해

계엄령해제， 정치활동재개 이후엔

저항세력이 표연화

할 것무로 예상된다”고 하고 있어서 사실상 언론통폐합은 “저항세력제
거”가 그 목척이었음올 밝히고 있다 21) 요컨대， 통폐합조치는 보도검열

을 가능케 했던 당시의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언론을 효과적 A로 통

제함A로써 제 5 공화국의 집권안청올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통폐합에 의하여 중앙일간지의 지방주재기자 제도가 폐지되고， 따라
서 신문사의 지방부도 없어졌다.

이로 인하여 300명 이상의 지방주재가

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는데， 통폐합과 지방주재기자제도의 폐지로
말미아마 제 2 의 대량해직사태가

발생하였다. 또 방송통폐합으로 민간

방송에 서 KBS로 간 인원은 TBC 681 명 , DBS 139명 , CBS 106명 둥 모

두 1 ， 105명인데， 이가운데 200여명은 통폐합에 적웅하지 못해서 새로운
직장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22)

언론사 통폐합의 부작용은 이에 끝난 것이 아니다. 통신사는 경쟁이
없는 단일 통신무로 개펀되면서， 지방에서는 연합통신과 KBS 및 MBC
기자만이 취재활동을 할 수 있었다.

1개의 통신은 그나마

에서 모두 정부권력에 크게 영향을

받아 사실상

20)
21)
22)

여 영 우，

앞의 글，

pp.42-43.

11한국일보.!I 0988 년 10 월 25 일).
여영무，

앞의 글，

p.45.

인사와 보도

국영통신이나 다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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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되었다. 보도와 논평 등의 公正性의 문제는 통신에 국한되지 아니

하였다. 보도와 논평이 그 주기능인 종합 TV 방송과 라디오방송은 사실
상 모두 KBS에 흡수통합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정부의 목소리”로 일
원화되어 버린 셈이었고， 공영화는 실제로 명목뿐이었고， 방송은 정부
와 여당의 “홍보방송”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게 되었다.

KBS와 MBC

의 보도가 갖던 펀파성은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여， 특히 KBS의 경우

는 그것이 시청료거부라는 시민적 저항운동의 도전도 받았다. 이와 같
이 언론통폐합은 정부가 신문 및 방송매체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체제홍보수단으로 최대한 이용하자는 청책이었다 231

[4J

법률적 언론억압 : 언론기본법

제 5 공화국의 언론구조를 고찰함에 있어서
치는

언론기본법의 제정이었다.

가장 특정적인 법률적 장

이것은 언흔인해직，

언흔사 통폐합에

이어졌던 일련의 연쇄조치로서 위에서도 잠시 지적한 바와 같이 계엄해
제후의 언흔대책으로 추진 제정된 것이다.

언흔기본법이 법률적인 언롱

자유의 억압장치임은 뒤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이미 이에 앞셔

제정된

제 5 공화국 헌법은 역대의 어느 헨법에도 없던 불필요한 언론조항을 채
택함 c 로써 언론자유에 대한 불길한 정조를 보인 바 있다. 그것은 1980
년 10월 22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 5 공화국 헨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 ...... 를 가진다"(제 20초 제 l 항)고 규정하고， 이어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언흔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대에는 피해자

는 이에 대한 배상올 청구할 수 있다"(제 20조 제 2 항)고 명문규정올 둠
ξ로써 언론의 내재적 한계와 피해자의 피해보상권을 명시하였다.

언론

의 자유도 절대척인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언본에 의한 권리침해는 만법상의 불법행위

23)

위의 플，

p.45.

혹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의

민주화과정에 있어서 한국언론의 위상

요건을 구성하는 것이다 24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은 언론의 공적 책임올 더욱 강조하고

101

명문규정을 둔

이를 통하여 언론자유의 제한

을 용이하게 하자는 저의를 보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관제의

입법회의에

의하여

1980 년 12월 26 일에

제정되어

198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 언론키본법은 표면상으로는 언론의 공적 책
임을 강조한 법률이기는 하나， 언론자유의 탄압을 위한
한 법률이었다. 한 논자는 우선

조항들을 포함

그 제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언거법제정에는 현직

언론인 동의 의견이 반영되지 뭇했고 신군부세

력의 지휘를 받는 몇몇 행정부 관리들만이 기초에 참여했을 뿐더러 이
를 심의통과시킨 입법회의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법안의 기초에서부터 제정， 통과에 이르키까지 모두 정당성없는 입법과
정을 거쳤다 "25)

이제 그 내용올

간단하게 살펴 보면， 우선 언론기본법은 “국민의 표

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키

여함을 목적 A로 한다"(동법， 제 l 조)고 규정하고 있다.
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와 국민의

이어 제 2 조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러

한 “자유와 권리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
한다”고 하면서， 제 3 조에서는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러한 규정만을 보면， 언론기본법은 언흔자유의 창달올 위한 기본법인
것과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은 가혹한

언흔규제플

위한 법

률인 것이다 261

첫째， 언론기본법이 영문화하고 있는 가장 가공할 언론규제는 언론기

관의 존폐를 문공부장관이 결정한다는 조항들일 것이다.

24)
25)
26)

김철수， Ii'신헌법학개흔~(서울
여영우， 앞의 글， p.49.

:

박영사，

언론기본법 제

1980) , p.398.

박권상， “言說基本法융 해부한다" li신문연구~(관훈클럽， 1987 년 여름)，
pp.75-89. 언론기본법에 관한 본문의 설명은 이 글을 주로 참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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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에 의하면， 정치간행물은 일갱한 요건을 구비하여 문화공보부에 “동

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견하여 풍록은 필요한 요건을 갖추
연 “신고”사항과

같이 보이 나， 실제 로

그것은

문공부장관의 재 량권에

속했던 것이다. 언흔기본법이 말효하고 있던 기간중， 일간신문이 동록
된 것은 한 件도

없으며， 잡지는 더러 퉁록된 바가

있 A나， 문공부의

“사전허가”를 얻은 자에 한청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퉁록요건의 껴채

사항인 “발행목적과 발행내용”이

정치적인 성격의

경우에 천청부적인

것이 아니연 사실상 “사전허가”도 받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청기간

행물의 동록에는 일청한 시설기준을
조)， 상당한 재 산이 있지

않S 연

갖추어야 하기 때운에(동법 제 21

출판물올 발간할 수 없게 되 었 A며 ,

이러한 규청온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는 규정인 것이다.
둘째， 둥록 보다도 더욱 언론규제의 보도(寶刀)로 이용휠 수 있는 조
항은 “둥록의 취소”에 관한 것이다.
“공적 책 임 ”을 포함하여

7개 항의

언론기본법은 제 24조에서

언론의

사유에 해 당될 대 , 문공부장관은 그

청기간행물의 폐간이나 청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청하고 있다. 문공
부장관의 재량으로 청기간행물의 둥록취소룰 가능케 한 것이 전형척인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인

것은 물론이다. 특히

정기간행물의

둥록취소

사유 제 4 항이 규정한 “정치간행물의 내용이 둥록된 발행목척이나 제 3

초 제 4 항에 의한 공적 책임을 반복하여 현저하게 위배한 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규정 무로서 문공부의

주관적 판단에 의 한 둥록취 소의 가능

성을 높였다.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일간지가 발행정지

또는 풍록취소의 제재를 받

은 일은 없었다. 그러나 잡지에 대하여는 두 건의 동록취소와 한 건의
갱간사건이 있었다 27) 이러한 사건이 많은 것은

아니었으나， 정커간행

27) 1985 년 문공부는 계간지 『실천운학』이 발행복척융 “반복하여 현저하게 휘
배”하였다는 이유로 둥록을 취소했고， 같은 해 12월 우크지 『창작과 비평』
융 발행하던 창작과 비형사의 동록융 취소했다. 이유는 우크치가 청기간행

물의 형식을 띠었다는 것이었다:5ε 월간 『기독교 사상』은 자진갱간의 형
식으로 6개월동얀 갱간했다. 청진석， 앞의 글， p.8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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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둥록취소의 권한이 문공부의 수중에 있는 한， 그것윤 특히 간행물
의 제작자에게 심리적인 압력 a로 작용했고，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항
상 “自 E빼制”나 “自己檢關”을 행하게 한 효력을 지녔었다 28)

세째， 언론기본법이 언론통제플 위하여

명운화한 또 하나의 조항은

“펀집인과 광고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과중한 책임을 물는 제 22조
제 4 항이다. 즉， 이 조항은 펀칩인 둥이 “정기간행물올 펀집하거나 광

고함에 있어서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올 배제할 의무가 있다”고 규청하
고， 이를 방송의 펀성책 임자와 광고책 엄자에게 준용하고 있다. 그려고
이들에게 대하여 형사책임(제 53조)을 규청하고 있다. “범획흘 구성하는

내용의 공표”에 대한 “不排除罪”는 막연하고 애매한 “범죄”를

인갱한

것이며 남용의 소지가 큰 “독소조항".E，.로 간주 되었었다 29)

이 밖에 언론기본볍윤 방송통제의 근거롤 마련한 규정 둥을 포함하고
있어서 “전형척인 권위주의 체제의 언론통제률 입법화”한 법률이었고30)
군부세력이 구상했던 대언흔연쇄조치의 법률척 보루였다.

i[5]

행정권에 의한 억암 : 보도지힘

제 5 공화국은 언론통제흘 강화하기 위하여 행청권의 발동을 또한 능

사로 삼았다. 물론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구성된 방송위원회， 방송심의

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연구원， 한국방송광고공사 동의 기구
를 통하여 운화공보부는 간접적 인 방법 E...로 언흔을 홍제하기도 하였으
나， 문공부 자체커구인

소위 “홍보조정질(후에 홍보청책실로 개칭)"을

통하여 언론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흘 자행하였던 것이다.

당시 문콩부 칙제에 의하변， 홍보청책실에는 별청칙 1 급상당의 국가
공무원인 실장맡에

홍보청책관 1 명， 홍보기획관 3명， 홍보심의관 1 명，

홍보담당관 7명이 있었으며， 정책관윤 홍보청책의

기획조청올， 기획관

28) 팽원순， “제 5 공화국의 언론청책>> Il'신품연구~(관훈클럽， 1987년 겨울)，
pp.69-70.
29) 위의 글， p.70.
30) 박권상， 앞의 글， p.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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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홍보활동의 초청을， 심의관은 홍보활동의 성과의 분석과 평가를， 홍
보담당관은 언흔인의 취 재 및 보도활동에 대한 분적 과 평 가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1981 년 9월 당시 문공부 공보국장은 한 세미나에서 “홍

보조정실용 언론기관에서 하는 일을 다소 도와주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언흔에 전달， 협조를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였다지만311

홍보정책실이 보도통제의 일일지칩올 마련해 전화로 각

언본사의 펀집

국 간부들에 게 시 달했음을 감안할때 문공부직 제 가 규정 하고 있는 소위
“홍보정책의

기획 ·조정

“홍보활동의 조정

평가”가 어떤 작업인가는 쉽게

알 수 있는

“홍보활동 성과의 분석

일이었다 32)

요컨대 홍보정

책실은 제 5 공화국 언론통제정책을 대변하는 소위 “보도지첨”의 산실이
었고， 동시에 청와대와 안거부에서 내려온 언론관계의 보도지침을 개별
언론사에 전달하는 창구였다.

그리하여 홍보정책실이 설치된 이후 언론

에 대한 규제가 정차로 심하여쳐서 “협조”라는 미명아래 “강요”로 변해
갔다는 것이다.
1986년 9월 민주언론협의회가 발행하는 『말』의 특집호는 1985년 10월

부터 1986년 8월까지 모두 520건의 보도지침이 홍보청책실에서 각 언온
사에 시달되었음을 밝힘으로써 홍보정책실의 정체와 제 5 공화국의 제도

언론의 실상을 폭로하였다. 한

언론인은 『말』에

게제된 보도지첨의 내

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는데 , 다소 걸지 만 여 기 에 인용한다.
“이 보도치칩은 대중조작올 위해 정부에서 시달한 것으로 전체 보도지갱
운데

‘불가’로 치시한 사례가

44.3% 에

가

달해 제 5 풍화국정권의 비밀주의적 성

향올 드러내고 있다.

‘불가’ 지시가 내려진 대상으로는 민주화운동이 26.2% 로

가장 높고 대외관계

18.7% , 여론 • 언론 17.7% , 야당 10.5% , 개헌주장 8.5%

의

순이었다.

보도지첨은 보도의 내용 또는 형식올 규제하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중략) 보도내용규제는

전체보도지침의 67.7% 로 보도형식의

2배를 념었다. 보도내용규제에는 ‘철대불가’

31)
32)

여영복，

앞의 글，

규제 (32.3%) 의

‘별도치침이 있을때까지 불가’ 등

p.5 1.

민주언론운동협의회， li'말~， 특집 호， 1986 년 9 월 8 일，

p.2.

민주화과갱에 있어셔 한국언론의 위상
으로 지시된 것이 4 1. 6% 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같이 주운한 홍보· 션전성보도가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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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게， 척절히， 크게’ 퉁과

24.5% ,

‘신중히， 단순하게’ 등의 단

서가 붙은 축소보도는 16.1% 였다. 또한 보도용어규제도 6.9% 였다.
사진통제도 철저해셔

‘반드시 사진울 실올 것，’ ‘이러이러한 요건율 갖춘 사

진만 허용핍，’ ‘사진불가’ 퉁으로 지시되었다. 보도형식올 통제하는 보도지칩은

‘ 1"-'3단으로 착게，’ ‘눈에 띄게’ 등으로 기사 크기롤 지시하고 컷 • 제목 • 해설
치사의 유우까지 일일이 간섭했다. 기사의 성격융 권력의 필요에 따라 규청하
기 위해

‘갱치연은 안되고

외신 • 사회면에 실을 것’ 또는 ‘눈에 띄지 않게 간

지에만 실융 것’ 풍으로 요구했다.

보도형식에 규제률 가장 많이 당한 대상은 학생운동으로 전체의

당

15.8% ,

야

14.0% , 정부 • 여 당이 12.6% 둥이다. 갱부 • 여당 등 집권세력과 관련된 기

사형식규제는 ‘크게， 또는 머리기사로 질을 것’에 국한되며
아 볼수

‘불가’는

거의 찾

없다 "33)

이러한 언흔통제는 제 5 공화국 집권세력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지침이 100% 이행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펀집국내 기자들파 간
부들이 “보도지침의 정당성을 따지고 반발기사를 쓰거나， 요구하는 기

사를 작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한 조사에 의하연

보도지침이

70""80% 정도는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34) 그러나 보도지첨은 강제성을
따고 있었￡며， 그 증거로는 “보도지첨을 어겼을

경우에는

야간에까지

전화플 하거나 기관원이 펀집국에 나타나 확인하고 신문사의 존폐문제
를 내세워 협박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언론기본법에 근거하여 문공부

장관이 언론사의 정간이나 둥록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올 가졌기 때문

에 보도지침을 통한 통제가 구조적으로 가능했던 것이고， 언론사는 그
러한 통제정책에 순응하지 않올 수 없었다는 것이다 35)

제 5 공화국의 군부세력은 정당성없는 정권올 만들고， 이롤 유지하기

33) 검주언， 앞의 글， pp.207-8. 또한 보도지침가운메 내용규제률 제 5 공화국
지배체제의 지배유형과

연관시쳐

분섹한 것으로는

한국사회언론연구회，

“ 1980년대 한국 언론청책의 성격，" n980 년대 한국사회와 지배구조.!I(서울 :
풀빛，

34)
35)

1989) ,

여영우，
위의 글，

pp.177-178올 참조활 것.

앞의 글，

p.53.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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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언론을 순화시키지 않A연

안되었다. 그리하여

채벌과 언흔의

분리， 사이비 언론인 청리 동의 명분을 내걸고 위에서 언급한 각종의
방법 A로 철저하게 자유언흔올 유련했었다.

(6J

언론인 회유

청권이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물리척인 강
제력을 사용하거나 법률척인 방법에 의촌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언흔을 간접척으로 통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언흔인들에게 물질척 보
상을 포함한 다양한 이익을 제공함S로써 그들올 회유시키는 것이다.
언흔인에 대한 회유정책은 특히 언흔인들이 부패했올 때 더욱 효과척이
고， 비단 이러한 방법의 구사는 제 5 공화국에서

제 5 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인에 대한 회유갱책은 보다 체계척이고

조칙적이고 제도화된 측연이 없지 않았다.
첫째， 신문협회의 약청형식으로 되어 있는 신문사들의 카르탤올 통해
신문의 연수와 가격을 동일하게 정해 놓고， 또 발행부수와 관계없이 광

고료를 동일한 비율로 책청함￡로써

독자의 션돼권을 박탈합은 물론，

광고주와 소비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면서 신문사들의 독점적 인 이
윤을 청부가 보장했던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신문사의 수를 줄이고

신문기업에 새로이 참여할 기회를 봉쇄한 것
대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올 것이다 36)

뿐만

자체가 카르탤에 대한 최
아니라，

“각 언론사들로

하여금 카르탤올 통해 집중구초를 이루어 연합통신을 비훗하여 한국신
문잉크 퉁 제반 언론관련산업의 독정권을 보장해 주면서 개별 언론사들

의 잡지， 출판 및

관련업계로의 진출 동율 통해 자본실현올 용이하게

하는 다각경영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37)

이것은

언론기업인에 대한 특

혜제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6)
37)

팽핸순，

앞의 글，

p.72.

한국사회언론연구회， 앞의 글，

p.178. 또한 특혜에 짜른 언론기엽의 성장
에 관하여는 검영곤， “80 1컨대 한국언론의 위상 3 : 언론기엽의 성창과 기술
의 발달" lí신문과 방송 J (1 989년 11 월)， pp.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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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언흔인에 대한 회유는 소위 공익자금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언
론기 본법 에 의 하여 설 렵 련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광고대행 수수료의 일부
를 정수해서 그것을

“공익자금"~로 운영하는 “세계적부로 그 유례가

거의 없는 톡특한 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그 존립자체도 문제지만， 공
익자금의 사용이 더 큰 문제가 되었었다 38) 공익자금은 언흔기관 및 언

론단체 운영지원， 언흔인 연수 및

해외시찰 풍에 쓰여졌을 뿐 아니라，

무주택 언론인 주돼 자금융자， 언론금고의 생 활안청 자금대부， 언론인 자
녀의 학자금지원，

언론인 휴양시절의 건립 퉁에도 쓰여졌다.

세째， 언론인에 대한 회유책으로는 그들에게 정부의 고위직올 제공하
는 방법도 크게 이용되었다.
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언론인들의 정계진출은 제 3 공화국 시절부

현상이지만， 아무튼

1980년에

진출해 있던 언론인은 100명에 달했 A며， 85년에는

정계와 관계에

152명을

넘어섰고，

87년에는 144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39) 집권세력이 언론인을 기용함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 A 나， “정치권력의 신임을 얻었거나， 은밀한 협력
의 공을 인정받았거나， 동원이용가치가 있을 만큼 명성이나 능력이 있
었거나， 무마·유화해야할 필요가 있을 만큼 반골적”인 경우였올 것이
며， 일단 기용된

전직언론인들이 “고비마다 반언흔적인 악역올 담당해

왔다”는 것이다. 또 출세를 염두에 둔 “다른
에 잔류， 잠복하여

언론인들은

언론기관내부

청치권력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최고경영자의 제작방

침에 영합하여 신문 • 방송 메시지를 제작하고 "40) 집권세력에 의한 부

름을 커다리고 있었올 가능성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흔인에 대한 회유는 금전이나 향용의 제공방법도 있었
으며， 제 5 공화국 출범직후 사회청화란 명목아래 일시적오로 그러한 관
례는 사라진 듯 하였으나， 그러한 관례는 그후 다시 고개를 들커 시 착
하여 촌지 퉁의 명옥무로 정례화되다시피 되었다는 것이다 4J)

38)
39)
40)
41)

팽원순， 앞의 글，

p.7 1.

김주언， 앞의 글， p.205.
위 의 글， pp.205-206.
위 의 글，

p.206.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