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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 분석을 통해 살펴본 양극화의 사회 구성

김 상 호․김 병 선

( 구 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계명 학교 미디어 상학부 교수)

이 논문에서는 방송 뉴스가 사회 양극화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가를 살펴 으

로써 방송이 악하는 양극화의 의미와 그 작용의 기제를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자

들은 언론이 사회 계층간 갈등의 구체 인 립 각을 구성해 나감으로써 오히려 갈

등을 사회 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해 나갈 수도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양극화라

는 실 인 상황에 한 보도가 뉴스 제작에서 나타나는 행과 차 혹은 에

의해서 마치 실체 으로 존재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두 개의 집단을 구성해 낼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사회 양극화에 한 논의는 언론의 일반 인 보도 행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 인 보도 행에서 제기되는 ‘일화

사건 심 제작 행’이나 ‘갈등 보도 형식화’ 등의 문제가 양극화에 한 보도에

서도 그 로 재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연구자들은 2001년 8월 23일 이후부터 2006년 3월 29일까지 KBS1, KBS2.

SBS, MBC. YTN의 메인 뉴스 로그램을 심으로 양극화와 련된 기사를 모두

분석했다. 몇 단계의 차를 거쳐 최종 으로 확정한 457개의 방송 뉴스 기사를

상으로 내용 분석을 진행한 결과, 2005년 이후로 방송 뉴스에서 양극화라는 용어가

주요한 수사학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양극화 련된 뉴스 보도의 형식은 주로

일화(逸話) 사건 심 보도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한, 양극화와 련된 방송

뉴스 보도 방식은 사회 불평등 상황에 해 강조하거나 갈등의 강도를 증폭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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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양극화에 한 보도가 언론의 뉴스화 과

정이 지닌 구조 요인으로 인해 근원 이고 구조화된 문제에 한 집 보다는 사회

생활양식과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상에 집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특히 양극화라는 용어가 지닌 포섭범 와 지칭 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오히려

양극화에 한 보도가 이미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의 거리감을 보

다 극명한 것으로 각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방송 뉴스, 사회 양극화, 갈등 보도 형식화, 일화 사건 심 보

도, 갈등의 사회 구성

1. 문제제기: 양극화의 개념과 양극화 보도의 의미

‘사회 양극화’라는 이제는 일반화된 포 개념아래, ‘교육 양극화’ ‘빈부

양극화’ ‘이념양극화’ 등양극화라는 용어는사회 반에걸쳐우리가당면한

갈등과 불평등의 양상을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 양극화라는

용어가 지칭 혹은 설명하고자 하는 상이 정확하게는 무엇인가에 해서는

아직도논의가 분분한상황이며이런 용어의사용자체에 해서 일부는정치

수사학의 하나라고 하는 비 시각을 보낸다. 이는 양극화라는 상이

그만큼 복잡하게 여러 층 의 문제들이 얽 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

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극화라는 개념이 가장 표 으로 사용되는 소득

과 재산 소유의 양극화에 한 문제는 이념 인 정치 성향을 떠나 많은 사

회 역이 그러한 양상의 존재와 그 개 과정의 심각함에 해서 체로 동

의하는듯한분 기이다. IMF의응 처방으로외환 기는벗어날수있었으나

다른 구조 기, 즉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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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에서벌어지는일련의일들은양극화라는 상이더이상어떤 측

이나 망의 문제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 다. 특히 양극화 문제는 경제 성장

률이 높아진다고 풀릴 만큼 간단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작 의심각한 양극화는우리경제, 더 나아가우리체제의 최 문제

으로 지 된다. 양극화의 심화는 노동의욕을 속히 퇴조시키면서 ‘성장원동

력’의 엔진을 껐고 그 결과는 좌 과 망 그리고 비극 인 자살로 이어졌다.

2003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자살인구 24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30 의 사망원인 1 , 40 의 사망원인 3 가 자살이라는 것을 볼 때, 청년

실업의심화와 양극화의 심화에따른 망감확산이자살의 핵심 원인임을알

수 있다. (이내황 등, 2004) 특히 “한국 경제의 양극화는 산업생산과 투자, 수

출, 고용, 소득, 소비, 주가와자산가격등거의모든경제 역에서다양한모

습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소득계층의 확 로 표 되는 빈곤화 상은

이들 다양한 양극화 상이 가져온 모순이 최종 으로 모여드는 집결지”이기

때문이다. (유철규, 2004, p.32) 그러나 양극화에 한 보도는 양극화 개념의

포섭범 를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양극화를 악하는 방식과 응의 방식은

물론 기사의 진행방식과 내용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

1) 양극화의 개념: 그 개념의 상과 성격

우리 사회의 많은 상을 ‘양극화’라는 개념으로 근하지만 실제 그 정확

한 지칭의 상이 되는 상을 하나로 시하기는 매우 힘들다. 특히 양극화

를 경제 지표를 통해 근하면 그 상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소득분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동산, 교육문제 등과 같은 구체 인 사회문제

들이 포 으로 양극화라는 개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때로는 극빈층이 아

닌 하 계층이 지니는 박탈감까지도 사회 양극화의 개념을 구성하는 내

용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미 우리 사회의 구조 변화와 그로 인한

불평등이 고착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들에 따라 양극화를 어떻게 정의하는

가에 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빈곤이나 불평등이라는 용어만으로 포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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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양극화의 문제는 양극화의

구조 인 측면도 요하지만 의식 인 측면도 요하다는 말이다. 이를 명시

이고 분명한 지표나 통계로 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런이유로 양극화논의에서부자들이 가진 것을빼앗자는논리가 아니라 산

층의붕괴를막고좁아지는계층 간의 이동가능성을확 하자는 주장이핵심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는 양극화에 한 논의 그 자체를 곧 기득권층

에 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불편한 심기가 은연 에 드러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언론에서보도하고있는양극화의 문제 제기자체가 오히려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양극화의 문제를 악하는데 있어 그 정확한 내용이나 개념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유는 정부 혹은 언론이 제시하는 양극화의 해법은

정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실제 그 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정치 의도를 언론을 통해서 구 하고 있

다고도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지 않은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매우 큰 간극이

존재하며, 양극화를구성하는실질 내용, 를들어, “빈부격차의확 냐혹

은 빈곤층 증의 문제냐”와 같은 것에 해서도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주도하는 양극화 담론에 해 흔히 말하는 보수 언론

은 사실상 반 하고 진보 언론은 지지하는 입장인데, 이는 양극화라는 양상

그 자체의 내용과의 합치와 불합치라는 것을 떠나 양극화 논의 그 자체가 과

도하게 정치 심 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논의

그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 심 으로 악되는 한 양극화라는 요한 사회

의제에 해 합리 논의가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경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정치 심 이라는 우리 사회의 특징으로 인해서 언론에

서도역시정치논리가과다하게침윤되어있다고생각할수도있다는말이다.

따라서양극화 논의에있어서정치 논리의개입과그 구체 인 지칭의 상

이정확하게드러나지않는부분을포 하고있다는 은이를보도하고있는

방송 뉴스의 분석에 있어서도 여 히 어려운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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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언론이 이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그 상을 지칭하고 있는가를 살펴 으

로써방송이 악하고있는양극화의 의미와그작용의 기제를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구체 인 목 이다.

많은 경제 지표들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상으로 지목되는 것들의 구체

인 상을 시하고 있다. 이는 주로 경제 불평등에 한 것이다. 즉 사회

양극화에 한 논의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 인 내용은 경제 불평등의 확

라고할수있을것이다. 사회의다른많은양극화 상의 기 에는경제 불

평등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하고, 이 경제 불평등에서 다른 사회 양극화

상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극화라고 하는 불평등한

상에 한 근방법은크게두가지로나 수있다. 하나는불평등을양

인 차이, 즉 경제 불평등이라고 보는 차등 근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계 근으로 사회 불평등, 즉 일상 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 인 사회

계의산물이라고 보는 방식이다. 소득, 사회 경제 지 등 양 인 차이에따

른 계를 심으로 사회 불평등을 이해하려는 근 방식은 상 하로 소득

집단을구분하거나통계청이사용하는 10분 혹은 5분 소득계층구분등이

형 이다. 그러나 부분 서베이 조사를 통해서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악

하지만, 자본가들은 이러한 서베이 표본 조사에 포함되기 힘들며, 포함되더

라도정확한소득을밝히기를꺼려하기때문에서베이를통하여계 불평등의

체 인 내용을 알아내기는 불가능하다. 한 자 업자들도 소득을 실제 소

득보다 낮게 밝히거나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 악이 어렵다. 이에

반해 피고용자들은 소득 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부분의 소득 불평등 연구

는 임 소득의 불평등 연구에만 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신 , 2003).

양극화에 한다른하나의 근방법인 계 근방식은사회 불평등

을 일상 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 인 사회 계의 산물이라고 본다. 사회

불평등을 경제 불평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차원에서 부의 불

평등과 이에 수반되는 사회 지 나 권력의 불평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인 부가 경제 인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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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여가, 교육, 혼인, 문화 등 사회 생활 역으로 확산

되기 때문에 경제 불평등이 주된 사회 불평등의 분석 상이 되어 온 것

으로 본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실제 방송의 보도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양극화

의개념틀 안에는경제 양극화를가장 표 인 양극화의 양상으로지목하

고 있을 뿐, 실제 지 되는 양극화의 상 인 내용들은 부분 사회생활

역의 양극화를 지칭하고 있다. 학력, 주거환경, 소비 수 등에 근거한 문화생

활의 이질화 상이 계 불평등(여기에서는 사회 불평등)을 조장하는 부가

인 요소인데, 수도권 특혜논쟁이나 강남 학군 논쟁 등은 바로 이러한 을

변하는 쟁 이다(최순 , 2004).

사회 불평등, 즉 생활양식의 불평등을 양극화의 주요 내용으로 보자면,

양극화의 문제는 단순한 소득과 재산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 복합 인 사회

불평등의 문제이며, 이는 라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삶의 일상 역에서 가

장 쉽게 등장한다. 물론 이는 양극화의 상 인 징후이지만 가장 쉽게 포착

되고 비 의 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빈부격차를 심으로 한 종

의 계 계는 소득 수 의 진 개선과 함께 완화될 것으로 망할 수도

있고, 한 언론이 그러한 안이나 책을 내놓을 수도 있으나 ‘돈벌이’문제

를 떠난 소비 양식을 심으로 한 계 의 분화는 새로운 계 갈등의 원천이

며, 양극화라는개념이실질 으로지 하고있는내용이다. 이는생각보다

책을 제시하기가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거주지나 직장을 심으로 한 생활공

간의 분리는 라이 스타일의 분화를 통해서 사고, 가치, 행 , 의식체계를 통

하는 문화 격차를 야기함으로써 계 질서를 공고화한다. 따라서 단순한 구

조나 형태의 변화인 경제 양극화 상 보다 더 심각한 것이 양극화가 실질

으로 계 간 단 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일 때이다. ‘노는 물이 다르다’는

라이 스타일의 차이에 의해 분화되는 상-하의 양극 의식은 일상 으로는

쉽게포착되지않을지모르지만계 화감이나 감으로잠재해있다가

결정 인 계기에 표출됨으로써 사회 인 기를 증폭시킬지 모른다. 특히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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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통해 구체 인 립각을 이루는 갈등의 주체가 형성된다면 이러한 험

은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양극화라는 개념의 포섭범

는 경제 불평등이나 산층의 붕괴라는 것을 훨씬 뛰어 넘는, 실제 경제

통계 지표 이상으로 삶의 양식의 문제에까지 펼쳐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2) 양극화 논의의 의미와 요성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양극화의 포섭 범 를 넓 생각해보면, 양극화의 문

제는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유철규(2004)는 그러

한가능성을지 하고있다. “국내소비와생산과연 된국민경제의해체

상은 징후 차원에서 구조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국민 경제의 해체는 내부의 자본간 경쟁과 자본-노동계 간, 더 나아가 다양

한 계층 간의 조정기능을 약화시킨다. 그 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내 인

발 동력을 해하고 외부 충격과 압력에 한 항력을 약화시켜 민주주

의의 발 을 가로막는다. 즉 국민 경제의 해체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를 야

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회 불평등 구조의 확산 즉 소득 자산

분배의심각한편 과소비의양극화 상은사회 괴리감을형성시킴으로써

사회 체 으로는 지배층에 한 불신감으로 연결되어 집단 단 에 의한 해

결방식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서문기, 2004).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의

정당성 그 자체를 하는 상황으로 발 할 수 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

한 자본과 시장의 지배에 해서 정부가 정당한 제어를 행사하지 못할 경우,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의 권능이 의심받게 되고 그 강제력의 행사가 정당성을

띄게 되지 못할 경우, 그 사회의 민주 의사결정과정과 민주주의 자체는 심

각한 을 받게 될 것이다. 하버마스(Habermas, 1975)에 따르면, 기는 사

회 체계의 구조가 체계의 존속 유지를 해 필요한 것보다 문제 해결의 가능

성들을 더 게 허용할 때 생겨난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는 체계 통

합의 지속 인 장애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구성원들이 구조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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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유지에 인 것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사회 정체성이 받고 있

다고 느낀다면, 비로소 기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 양극화의 상황(구

조 변동)은 이러한 정체성의 기와 함께 우리 사회의 기 상황을 래하고

있다. 이러한 기 상황에서 양극화의 해결에 한 논의의 장은 매우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 갈등에 한 환경 감시 기능을 주 임무로 삼고

있는 언론에게는 매우 요한 역할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갈등이 발생할 때

그해결을 한 출발 에서가장 요한것은갈등의주체들뿐만이아니라제

3자의 입장에서도 객 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어진 갈등 상을 한 수

에서 쟁 화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출된 쟁 을 심으로 갈등

당사자 간의 이해 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갈등 해결을 한 논의의 토 가

마련됨으로써 갈등 상에 한 아이디어의 수렴과 여과된 의견 형성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언론의 작용이 양극화의 문제와 련해서 제 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매우 힘들다. 오히려 갈등의 구체 인 립각을 구

성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언론이 갈등을 해소하는 장이 되기

보다는 갈등을 사회 으로 구성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에

서는그원인에 한이론 인논의를 살펴보고구체 인분석을 통해서그러

한 언론이 갈등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2. 뉴스 제작 행과 갈등의 사회 구성

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자각과 각성에 의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

는 힘보다 외부 요인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힘이 더 크고, 이러

한 형성의 과정에는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결정 으로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양극화라는 상에 있어서 양극에 치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스

스로의 치 감각에 의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역할은 사회의 여러 역을 넘나들며 양극화라

는 것에 한 다양한 재 과 담론들을 유포시킨다. 끊임없이 다량으로 유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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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양극화 상에 한재 물들은비록 실 인상황에기반하고있다할지

라도 상당 부분 허상의 이미지가 얹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게 형성된

실과 허상의 이미지 조합이 그 자체로 특정 집단 혹은 사회의 양극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유층과 빈곤층을 재 하는 정체성으로 굳어지고, 이것이 훨씬 더

실 인 내용으로 범 하게 유포될 수도 있다는 이다. 즉 이 논문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양극화라는 실 인 상황에 한 보도가 뉴스 제

작에서 나타나는 행과 차 혹은 에 의해서 마치 실체 으로 존재하면

서갈등을일으키고있는두개의집단을구성해낼수도있다는 이다. 이는

실 인문제에 한진단을통해 안을 모색해야하는주제가 갈등을빚고

있는 립하는 두 집단 간의 반목과 싸움이라는 구도로 바뀔 수도 있음을 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갈등 상황에 한 의미는 자연발생 이거나 선험 으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으로 어떻게 규정되고 인식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문제를 어떤 방식과 시각에서 근

하는가에 따라 그 진단과 처방은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언론은공 에게어떤 특정한쟁 들을문제가되는것으로부각시키고,

어떤 결과들은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기도 하며, 그러한 문제의 해결 과정에

서 등장한 특정한 략들을 한 것으로 규정해 수 있는힘을 가지고 있

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미디어는 이미 개되고 있는 갈등 상황을 재하

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미디어는 어떤 상황을 갈등의 양상을 보이

는 상황으로, 혹은 구체 인 립 주체가 없는 사회의 총제 인 문제 상황으

로도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 상

황에 한 규정력은 흔히말하는 미디어의 이 기능혹은미디어의 실

구성 능력으로 설명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이러한 규정력을 뉴스가 제

작되는 행에서 혹은 그 제작상의 구조 인 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 하

고 있다(Fishman, 1980; Gitlin, 1980; Tuchman, 1978).

언론이보도하고있는사회양극화에 한논의도언론의일반 인보도

행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 인 보도 행에서 제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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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양극화에 한 보도에서도 그 로 재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먼

일반 인 보도의 특성과 그로부터 나타나는 문제 에 해서 살펴볼 것이

다. 양극화라는 상 자체가 지닌 특성, 즉 복합 이고 구조 문제이기 때문

에 양극화에 한 안과 후속 조치에 한 보도가 다분히 갈등 성격을 지

닌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 때문에, 양극화라는 상에 한

보도의 방식은 갈등 보도가 지닌 특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보도의 형식과 특성을 추가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디어의 실 구성: 갈등 보도의 행과 특성

미디어의 실구성력혹은 실상황에 한설정력을설명하는개념인

임은 실의 어떤 측면은 강조하는 반면 다른 측면들은 생략하거나 무시함

으로서 실에 한 일정한 방향의 해석을 유도하는 의미생산의 도구이다

(Entman, 1993). 뉴스 임은 텍스트 내에서 특정한 의미는 허용하면서 다른

의미들은억압함으로써다양하고다 인의미를지니는 실을하나의의미

를 지닌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데 결정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임의 반복

사용은 사회구성원들이 실을해석할 때자신의인식과 단의근거를둘

수 있는 거틀을 제공하게 된다. 많은 연구들이 특정한 임을 사용해 구

성된 스토리는 수용자들의 인식에 향력을 행사해 주어진 사건이나 쟁 에

해 일정한 유형의 단이나 의견을 유발시킨다고 지 하고 있다(Gamson,

1992; Iyenger & Kinder, 1987; McLeod & Detenber, 1999; Rhee, 1998). 특히사회의

구조 이고장기 인문제를논의하는데있어서 요한정책 문제에집 하

는 신, 개별 이고 구체 인 일화 요소들에 집 하는 것은 미디어가 실

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효과를 지닌다. 이를 아이엥거와 킨더(Iyenger &

Kinder, 1987)는 ‘사건 심 이 ’이라 명명하고 있는데, 부분의 갈등보

도는사건 심 임이 지배 이라고 할수 있다 (Iyenger, 1992). 갈등보도에

있어서 이슈보다는 행 를 집 조명하는 행은 구체 인 행동이 가지는 오

락 가치와 언론이 통 으로 지향해온 리즘의 ‘객 성’이라는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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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한다고할수있다 (Ericson et al., 1991). 사건 심 이 에서는 재야

기되고 있는 상황의 원인에 한 설명이 부족하고 그 갈등의 직 원인이

재뉴스에서 다루어지고있는특정 개인이나 집단의행 에있는것처럼보

이게 하며, 그 결과 사회구조 인 측면보다 소수의 개인에게 문제 해결의 책

임이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동시에 사회갈등은 단기 이고 일시 이며 쉽

사리해결될수 있는것으로 표상된다. 이후구체 인분석에서 살펴보겠지만,

여러 복잡한 상황이 얽 있는 문제를 일화(逸話) 인(episodic) 사건 심 제

작 행으로 근하다보면, 역으로 갈등 이지 않은 이슈도 갈등 인 이슈인

것처럼 변형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화 사건 심 인 보도 행이 생

산하는 이슈의 단순화는 갈등을 상반된 견해를 가진 두 집단 간의 충돌로 묘

사하는 행에 의해 더욱 심화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회갈등에는 동일한

상황에 해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리는 다양한 집단이 개입되어 있으며, 갈등

개입자들의 담론이나 이해 계는 하나의 축을 따라 이분법 으로 나 수 없

는 경우가 부분인데 (Ryan, 1993), 복잡한 계층간 갈등의 양상을 한 집단

반 집단 (본 연구의 경우, 부유층와 빈곤층)의 결 구도로 축소시키는 보도

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갈등보도의 다른 특징은 각 집단의 주장을 문화 으로 친숙한 인식틀을

사용해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Gamson, 1992; Gitlin, 1980; Ryan,

1993). 이는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실에 한 의미를 보다 실질 이고 효과

으로 달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갬슨(Gamson, 1992)은 “공감 를 형성할

수있는보편 지혜에의존해특정이슈를 이 하게되면매체수용자들

은 미디어의 담론을 보다 용이하게 자신들의 경험 지식과 연결시킬 수 있

다”고 주장한다 (p.135). 를 들어 양극화라는 애매모호한 실 상황을 ‘과소

비’, ‘극단 궁핍함에서 오는 자살’ 등의 익숙한 상과 가치 지향성이 잘 알

려진 상황을 사용해 의미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즉 양극화라는 다소 복합 이

고구조 인문제를 주변의빈부 격차에서 오는고통과 과소비의 폐해와같은

친숙한 인식틀을 사용하여 의미를 달하려 한다는 것이다. 챈과 리(C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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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1984)는사회갈등보도시에언론인들이의존하는패러다임을규명했는데,

이들에 의하면 언론인들은 갈등의 여러 측면 드라마 인 요소에 집 하도

록사회화되며복잡하고애매한이야기보다단순하고직선 이며간결한이야

기를 선호하도록 길들여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언론인들은 일탈 인 것에 주

목하게 되고 갈등의 복잡한 국면을 단순명료한 것으로 제시하게 된다는 것이

다. 이는 비단 사회 갈등의 보도에만 국한된 뉴스 제작 행이라고 보기는 힘

들다. 오히려 부분의 뉴스 제작과정에서 에서 제시한 사항들은 공통 으

로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언론 매체는 복잡한 실을 뉴스로 달함에 있어서 같은 내용이라도 특정

한 맥락과 에 따라 체 인 뉴스의 이야기 거리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것이일단뉴스 임의차이를만든다(Entman, 1993; Pan & Kosicki,

1993). 즉 복잡하게 얽 있는 실인 사회의 양극화라는 문제를 미디어가 특

정한 과 제작 행상의 방식을 따라 뉴스로 만들게 되는데, 그 결과로 나

타날수 있는 임혹은 뉴스 보도의 양식이 특정한 양식을띄게 된다는 것

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특정한 양식이 갈등 보도라는 양식으로 나타나게

됨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사회의 양극화라는 문제가 갈등 보도의 양식으로

등장할 경우, 같은 사건이나 이슈라 할지라도 그 뉴스를 하는 개인들에게

그사건이나이슈에 한해석은 달라지며 그해석은양극화라는 구체 인문

제에 한 의견에 궁극 으로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Chong, 1996; Nelson,

& Oxley, 1999; Price, Tewksbury, & Powers, 1997).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사회의

요 의제로 설정하려는 의도가 갈등 보도라는 양식에 의해서 자칫하면 갈등

의 두 주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갈등 보도라

는 형식에 등장하는 부분의 요소들은 이미 미디어의 실 구성이라는 방식

에 이미 내포되어 있고, 이보다 더 구체 으로는 미디어가 뉴스를 제작하는

행이 일화 사건 심 보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잘 드러나 있다. 따

라서 일화 사건 심 보도 방식은 갈등보도의 양식을 살피기 해 먼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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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화 사건 심의 보도 방식

뉴스 행은 량의 시사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해 뉴스제작 과정을

단순화하고 고정화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반면에 그와 같

은 행의 효율성은 거의 필연 으로 뉴스 제작 과정의 제약 을 수반한다.

그 제작 과정에의한 제약 은 다음과같다. 첫째, 뉴스 행은 뉴스 제작과정

을 마치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인력과 장비를 조립라인(assembly

line)에 맞춰 배치한 뒤, 생산과정을 반복 으로 되풀이하기 때문에 뉴스 보도

국은뉴스를자동 으로생산해내는 “뉴스공장”이되고만다. 보도국의뉴스

공장 체제에서는 기자들의 창의 인 업무 수행을 한 인력 투자가 이 지지

않고하루하루 주어진뉴스공간이나 시간을효율 으로채우는 일이 우선강

조된다. 둘째, 효율성을우선시하는 뉴스 행은보도국내부에서뉴스를평가

할 때 질 평가 보다 양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일정한 규

격의 도식 인 뉴스 양식, 그리고 제한 인 제작 과정이라는 제약 은 뉴스가

사실을 달하지 않고 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 즉 세상에

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뉴스로 취사선택되는 과정에서부터 특정한 과

시각으로 묘사되기까지 뉴스 행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왜곡의 과정을 겪는

다. 이때 제작 방식이나 행은 뉴스의 내용을 구성하는 결정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정형화된 뉴스의 양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일화 사건 심의 보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상이나 공공 정책,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 등을 보도할 때 이벤트

나 돌출된 이슈 심으로 뉴스를 구성하는 것은 오래된 언론 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에서도 특히 언론의 사건 뉴스 임화는 사회가 어떤 안을

논의할때마치단기 사건을다루듯논의의공간을옥죄는효과를유발한다.

언론들이 장기 정책 사안을 일단 사건으로 구성, 재구성해 나가면 논의의

공간이실제로 그 게돼버려 장기 이고분석 인주제를 거론하기힘

들어지게 된다. 그 결과 사회 안들은 사건에서 시작해서 사건으로 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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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끝나고 만다. 이 에서 분석하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와 같은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장기 안인데도, 언론이 일부 계층의 극단 상황에 한

취재나 자살 사건 등과 같은 일화(逸話) 사건들로 이슈를 끌어감으로써 진

지한 논의공간이 축소 혹은 폐지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사건뉴

스 임, 혹은 일화 사건 심 보도방식이라는 것은 다음의 특징을 지니

고 있다.1)

(1) 형식 사실주의와 선정성

이는 문제 상황이 가진 총체 인 사회 , 정치 의미에 한 부담을 없애

고 그 문제되는 상 자체만을 보도 상으로 삼는 경향을 말한다. 즉 문제가

발생된유 성이있는맥락에서일탈해문제되는사실그자체의 사실성에

해서만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며, 그 사실에 한 진 여부에

한 책임만을 지고자 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기제를 통해 기자들은

상의사건화에내포된 ‘배제를 통한 은폐’를심각하게의식하지 못한다. 이 때

문에사회 무질서 혹은 체사회 인문제로다루어져야 할많은사안들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 당사자들의 도덕 무질서로 틀 지워지게 된다. 한 기

자들은 뉴스가치 구성을 통한 의 극 화를 통해 기사를 선정 으로 구성

하는 직업 능력을 기른다. 이 말은 뉴스가치의 단 훈련이 상의 체

유 성보다 사건의 일탈성의 정도 혹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의 충격이나 도드

라짐이 강한 정도를 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언론기업이

탈정치 상업주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뉴스가치의 단과 사실의 재구성을

통해서자신의기사를크게키우려는기자들의 문직업인주의는내부 경쟁

체제를 통해 선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남재일, 2004. p. 177)는 것이다.

이럴 경우, 외피에 집 하다 보니 사태의 구조와 본질을 갈 하지 못하게 된

다. 표 인 사례가 1997년 한국경제를 탄에 빠뜨렸던 IMF에 한 언론보

도이다. 경제구조의커다란변동보다외면 인형상, 그리고경제부처 리들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남재일(2004)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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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에만 의존했던 언론들은 IMF를 측하고 경보음을 내는데 실패했다.

(2) 기사 형식의 과도한 정형화

특정 유형의 기사에만 국한되는 상이 아니라 부분의 스트 이트 기사

들이 지나치게 정형화된 형식을 띄고 있다. 심지어 심층성이 강조된 기획 기

사라고 하더라도 정형화의 정도가 매우 높다. 이는 “ 상을 다루는 기사도 사

건기사의 정보구조화 방식인 역피라미드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만큼

한국 언론이 일화 사건 심 보도경향의 지배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있을 것이다. 즉 기사 형식의 정형화는 “‘ 상의 사

건 구성’의 한 징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획기사에서 이런 과도

한 정형화가 나타나는 일반 구조는 첫째, 복수의 사건을 상으로 의사일반

화하며, 둘째, 최소한의 사례 취재와편의 일반화, 셋째, 사실 계의설명이

은일화 사건 심 서술등으로정리할수있다. 즉 이런구조 특징은

역피라미드구조라는사건기사작성방법을따르는것에필연 으로수반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3) 무 한 사실의 편의 범주화

이는 근거로 제시된 사실과 사실 계의 설명이 형식 인 차원에서는 련

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 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성격이 다른 사실

의부분을 체로확 해서하나의범주로묶는의도 범주오류라는것이다.

(4) 문가 인용과 무 한 권의에의 의존

이러한 과정은 주로 개별 인 사건을 통해 사회 인 상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취재로 상을 일반화하려는

략은 ‘사례와 통계수치의 합’을 통해 상을 일반화하려하기 때문에 문가

의 인용과 권 에의 의존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특히 통계수치가 없

으며 련자나 문가 진술로 통계수치를 체하는 ‘사례와 련자 진술의

합’이라는 차를 밟게 된다(남재일, 2004, p. 215). 뉴스 사안이새로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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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련 통계수치가없을수록인터뷰를 통한 직 인용이 많이 들어갈수밖

에없고 문가를통한진단 한많을수밖에없게된다. 체로이런 략을

사용한기사들은문제가 되고있는 상에 한정확한 련성을 지닌 역에

서 권 를 지닌 정보원을 인용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러한 한 권

보다 학교수라는사회 으로확인되고안 하지만다소 련문제와무 한

권 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새로운 상일 경우 특히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화 사건 심의 보도 방식은 결과 으로 의제의 성격을 부당하

게 다른 의제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즉 모든 이슈를 사

건뉴스의 시각으로 근하는 언론의 행은 처음부터 의제를 둘러싼 진실한

정보의추구를 방해하고 의제의본질을왜곡하는효과를만들어 낼수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화 사건

심의보도방식에서빈번하게동원되는해결장치인희생양메커니즘이발동

하게될 수있다. 희생양 메커니즘의 표 인 사례의하나로, 규모자연재

해를 사건 임으로 보도한 언론은 재해의 원인을 이 다하게 찾지 못하고

인재로 몰아가 버린다. 재해의 책임을 놓고 자연에게 물을 수 없게 된 언론

은 신 정부나 담당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억울한 책임을 뒤집어 운다.

한 언론의 사건뉴스 임이 작동되는 동안 사회 세력 는 언론 자신의

정치 입장이나 이해갈등이 노출되기 십상이다. 사회의 양극화와 같은 상

도사건을 둘러싼갈등을어떤식으로든 합할필요가 두되는 상황에서진

실과정의에근거한 해결방식은 필연 으로승자와패자를 만들어내기때문

에 언론을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가 불편하지 않는 해결방식을 찾으려

한다. 일화 사건 심의 보도 방식이 나타내는 이러한 효과는 갈등 보도에

서도 그 로 나타나게 된다. 양극화의 문제가 지닌 다른 특성 의 하나인

갈등 양상에 한 고찰을 해 갈등 보도와 계된 보도의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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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극화에 한 갈등 보도 형식화의 문제

언론은 갈등과 련된 이슈들을 공공의제로 만드는데 요한 치를 차지

한다. 이 과정에서 요한 것은 미디어가 어떻게 실을 구성하고, 실에

해 어떠한 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는지, 는 구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배

제시키는지, 어떤 측면을 부각시키고 은폐시키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디

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가 주요 건이 된다(박정의, 2004).

미디어가 실과 일반 공 사이에서 특정 방식과 을 가지고 개할 때,

이에 해서 수용자는 개인의 경험이나 , 해석 등의 차를 통해 이해하

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재구성된 실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때문에언론이 앞서 지 한일화 사건 심의보도방식으로 상을바라볼

경우, 사건이 진행되어 온 과정보다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극 인 특성들에

만 심을 가지고 보도하게 되고, 갈등 실에 해서 사실과는 다른 구성

된 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즉 언론은 의도성 여부에 상 없이 뉴

스 보도를 통해 갈등의 사회 구성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김동규,

2000) 왜냐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실을 언론 매체가 특정한 맥락이나

에 따라 체 인 뉴스의 이야기 거리를 다르게 구성하여 달하게 되

는데, 이로 인해 이러한 뉴스를 하는 수용자들은 같은 사건이나 이슈라 할

지라도 다르게 해석하며, 더 나아가 달라진 해석은 의견에도 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코헨과 그의 동료들(Cohen, Adoni, & Bantz, 1990) 은 사회

갈등 뉴스 분석을 크게 복합성(complexity), 강도(intensity), 그리고 문제 해결성

(solvability) 등의 3가지차원으로나 어분석한바있다. 이연구에서도원칙

으로 이 3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2)

(1) 갈등의 복합성: 단순화와 일화 사건 심

“복합성이란 갈등의 반 인 상황과 련된 요소이다. 즉 ‘얼마나 많은 사

2) 코헨 등이 실시한 보다 자세한 분석의 방법이나 내용은 김동규(2000) 논의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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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슈는 무엇인지’, ‘이 에도 그런 갈등이 나타났다면

어떠했고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갈등이 미칠 장은 어느 정도 인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김동규, 2000. p.13) 언론 특히 텔 비 보도의 특성

의하나는 단순화라고 할 수 있다. 즉 갈등에 한 설명 제시라는측면에서,

언론보도는갈등을 단 인사건의 집합체나 입장의차이가극명한 두집단

간의 립으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Cohen, Adoni, & Bantz,

1990). 특히신문등의매체와는다른, 텔 비 매체가지니는매체자체의특

수한 성격으로 인해 신문이라는 매체에 비해 단순화라는 이러한 특징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나

원인에 의해서 발되고 발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각 시기별, 단계별

로 사회의 각기 다른 역에서 개입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과정에 한 분석에 해서는 그 내용을 최소화하는 반

면 상 으로 나타나는 내용에만 집 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런 식의

뉴스는 “심층 인 권력 계나 사회 과정을 보여주는데 실패하게 된다.” (김

동규, 2000. p. 13) 이러한단순화의 당연한귀결은 여러 유사한 사건들이 지니

고있는구조 인문제에 한지 보다는 매사건을개별사건화해서보도하

는개별일화 사건 심의보도경향을불러온다. 특히우리나의경우 1999

년 한국언론재단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김동규, 2000, p.15에서 재인용), 사건

의 원인이나 배경에 한 언 이 없이 과정/결과만 나타난 기사가 체의

51.7% 비율로 단편화된 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해외 주요

방송인 BBC의 36%, NBC의 23.4%에 비하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복합 인 기사(원인+과정/결과+반응)의 경우, 앞의 경우와 반 되는 경향을

보 다.

(2) 갈등의 강도: 극단 인 부유함과 극단 궁핍함의 강조

체로 언론은 갈등 상황에 속해 있거나 그 갈등 보도의 상이 되는 사람

들의 갈등의 표출 강도가 강할수록 집 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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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특히 물리 인 충돌이 있는 갈등 상황의 경우에 형 으로 폭력이나

물리력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집 으로 보도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으

며, 설사 그 게 폭력 이거나 물리 충돌이 일상 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

로 이런 장면만을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양극화의

상황에서 물리 인 충돌은 자주 등장하지 않았지만, 자살, 극단 궁핍, 최악

의 생존여건, 최고가 상품이나 선물 등의 폭력 인 장면과 같은 갈등 강도가

높은 장면들이 체해서 등장하고 있었다. 부유층의 삶에서 항상 드러나는 부

분이 아님에도, 궁핍한 사람들이 항상 그러한 극단 생존조건에 존재하는 것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의 강도가 가장 강한 상을 주목한다는

것은물리력 심의 확 와과장의과정이 다른방식으로변형되어표출된것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갈등의 해결가능성: 근본 인 원인 악의 부재와 미미한 안제시

갈등의 해결가능성은 서로가 추구하는 목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리

고 그 갈등의 주된 참여자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

는 기 치가 어느정도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김동규, 2000, p.20) 그

러나 “어느 사회이든 간에 갈등의 해결가능성에 한 언론의 안 제시는 미

미하며, 있더라도 ‘양보’와 ‘타 ’으로 귀결되고, 진 이거나 근본 인 안

은 잘수립되지않거나 아 제시되지 않는다”고할 수있다. (김동규, 2000. p.

21) 갈등과 련된 이와 같은 차원의 보도는, 이번 연구와 련해서 양극화라

는 상의 원인 악이 제 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그 해결 가능성에

있어서도 다소 막연하고 ‘부유층’의 양보와 미덕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해결방법은 다른 첨 한 갈등을 지닌 양상으

로 변화될 수 있는 ‘세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등의 여러 문제 상

황들을 포 하고 있기 때문에 진 이거나 면 인 안의 제시가 거의 등

장할 가능성이 없으며, 개별 갈등 사안으로 환된 이후에는 양극화라는 체

인문제 맥락에서 벗어나 다른개별화된사건으로 근될가능성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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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논의를토 로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선정하 다.

<연구문제 1> 방송 뉴스의 사회 양극화 련기사는 일화 사건 심의

보도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방송 뉴스에서 사회 양극화를 다루는 방식은 립하는 두

주체 사이의 갈등 보도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가?

연구문제와 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 양

극화와 련된 방송 뉴스를 분석하 다.

3. 연구 방법

1) 연구 상 표집 차

이 논문에서는 KBS1, KBS2. SBS, MBC. YTN의 메인 뉴스 로그램의 양극

화 련 뉴스 기사를 연구 상으로 삼아 분석했다. 연구자들은 해당 방송사

의 뉴스 사이트에서 분석 상이 되는 뉴스 기사들을 검색했다. 분석 상이

되는 뉴스 기사는 YTN의 뉴스 사이트와 KBS1의 <뉴스9>, KBS2의 <뉴스타

임>, MBC의 <뉴스데스크>, SBS의 <8시뉴스>에 등장하는 양극화 련 뉴스

이다3).

연구자들은 정부가 IMF 환난 종식을 공식 으로 선언한 2001년 8월 23일

이후부터 2006년 3월 29일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선정하 다. IMF를 후한 1

년 동안 간층이 상층이나 하층으로 분산되는 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기

존 연구 결과들( 를 들면, 정책기획 원회, 2004)을 분석 기간 선정의 근거로

3) 지상 방송의 경우에는 메인 뉴스 로그램 별로 뉴스 기사가 분류되어 있는 반면, YTN의

뉴스 기사는 로그램 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체 기사를 상으로 분석 상 기사를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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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았다.

언 한 바와 같이, “양극화”라는 키워드만으로는 양극화와 련된 기사를

정확하게 검색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선 양극화와 련된 주요 단어들을

선정한다음, 해당분석 기간동안각방송사뉴스사이트에 속하여기사검

색메뉴를 통해 메인뉴스 로그램에서해당단어들로 검색되는 뉴스기사를

모두 찾아보았다. 이러한 방식의 검색에서 혹시 제외된 뉴스 기사나 잘못 검

색된기사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 분석기간동안메인 뉴스 로그램의뉴

스목록을 하루 단 로살펴보면서양극화와 련된뉴스를 모두 선별하고그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주요 키워드를 다시 검색 키워드에 포함시켰다. 다음

<표 1>에 제시하고 있는것은본 연구에서뉴스기사검색에사용된 검색 키

워드들이다.

<표 1> 분석 상 뉴스 기사 검색 키워드

분 류 검색 Keyword

행 자

고소득층

련

∙상류층, 부유층, 고소득층, 고소득 문직, 고소득자 업자, 사

회지도층, 지도층, 특권층, 고 층, 고 공직자, 고 인사, 부자,

졸부, 재벌

소득층

련

∙하류층, 빈민층, 빈곤계층, 빈민, 극빈층, 빈곤층 (차상 빈곤층,

빈곤층, 신빈곤층, 빈곤층, 최빈곤층), 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노숙자(노숙인), 결식아동

∙체납가구,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임 , 임 노동자

∙ 산층, 서민

양극화 련 단어

∙과소비, 명품소비, 호화, 사치, 탈세, 탈루, 투기, 재산증식, 특혜,

특권, 사교육, 고액과외, 도덕 해이, 외제사치

∙개인 산, 신용불량,생활고, 가계 탄,체납자, 가난, 가난 물림

∙기 생활보호법, 기 생활수 자, 기 생활보장, 국민생활기

법, 구제, 사회 안정망

∙소득양극화, 빈부격차, 소득격차, 소득불평등, 소득불균등, 소비

불균형, 소비불평등,양극화,계층격차, 공정한분배, 소비양극화,

계층양극화, 자산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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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색 과정에서 검색된 기사들 에서 복된 것과 잘못 검색된 것

등을 제외한 총 567 건의 뉴스 기사 가운데, 단신 보도와 형사 사건 보도, 그

리고 사회 경제 양극화를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은 뉴스 기사( 를 들

어 아 트 가격의 양극화, 학 학과 선호도 양극화, 해외 양극화 사례 등)를

제외하고, 분석 상이 되는 기사만을 선별하여 최종 으로 총 457건의 기사

를 추출했다. 추출된 방송 뉴스 기사들의 연도별, 방송사별 건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도 방송사별 양극화 련 뉴스 건수

년 KBS1 KBS2 MBC SBS YTN 총합계

2001
11 0 9 10 0 30

37% 0% 30% 33% 0% 100%

2002
23 3 13 13 2 54

43% 6% 24% 24% 4% 100%

2003
28 16 20 19 13 96

29% 17% 21% 20% 14% 100%

2004
24 10 22 28 20 104

23% 10% 21% 27% 19% 100%

2005
28 9 18 34 20 109

26% 8% 17% 31% 18% 100%

2006
18 1 8 17 20 64

28% 2% 13% 27% 31% 100%

총합계
132 39 90 121 75 457

29% 9% 20% 26% 16% 100%

2) 분석 유목 분석 차

우선, 내용 분석을 해분석 상이되는기사들에 해서방송날짜, 방송

사, 로그램 제목, 기사 제목, 기사의방송순서, 보도기자, 기사의종류와같

은형식 인특성을 분석했다. 이어보도의 형식, 소재, 연속성, 양극화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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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유형, 소재, 기사에등장하는행 자분류, 장르등과같은내용 특성을

분석했다. 구체 인 내용 분석 항목은 다음 <표 3>과 같다

이와 같은 분석 유목에 한 코딩은 1차 으로 2명의 학 4학년생 코더들

에게지침을숙지시킨다음실시한후, 연구자들이이에 한 2차검증을거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확정된 유목에 한 코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해

분석 상 기사를방송사별로 5건씩무작 로 표집하고 코더 2인이각각 코딩

하여상호간의평균일치도를구한 결과, 분석항목들별로다소다르긴하지

만, 평균 84.1 %의 일치도를 얻었다.

앞서 언 한 내용 분석 유목 에서 연구자들이 가장 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양극화 방송 뉴스의 내용 유형이었다. 연구자들은 기사에서 다루어지

고 있는 주요 소재와, 행 자 분류, 장르를 심으로분석 상 기사들을 일차

으로 구분한 다음, 각 해당 기사들을 세 하게 읽으면서 양극화와 련된

뉴스 기사의 내용 유형을 8가지로 분류했다4). 이와 같은 분석 과정에서 각 유

형의 표성을 띄고 있는뉴스 상 서사 특성에 한 질 인 분석을 병

행했다.

4) 양극화 련 기사의 각 내용 유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기사의 주요 소재는 다음과 같았다.

순번 유형분류 소 재

1 부유층에 한 비
과소비비 , 불법주차비 , 사교육비 , 연 체납비 , 원정출산
비 , 탈세 비 , 특혜 비 , 호화분묘 비

2 빈곤층에 한 동정
가정해체, 극빈층생활양식, 노숙자,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문화소
외, 세 체납, 실업, 교육, 의료, 자살, 주거, 종합 빈곤 문제

3 상 계층과 하 계층의 비교
건강양극화, 경기구조양극화, 교육양극화, 문화양극화, 상여 양극화,
소득양극화, 소비양극화, 인식양극화, 자산양극화, 직업양극화

4
양극화 해소를 한
정부 정책 소개

부유층에 한과세, 정책방향소개, 빈곤층에 한지원, 재원마련
방안, 해결책에 한 논란 소개

5 산층 붕괴와 련된 사실
개인 산, 물가상승, 부동산상승, 소득감소, 산층소득격차심화, 신
용불량, 실업문제, 의료문제, 자 업붕괴, 장기매매, 주거문제

6 산층의 행 에 한 비 과소비, 부동산투기, 원정출산, 탈세

7
양극화 해소를 한
해결책 제시

차세 성장동력확충, 격한시장자유화반 ,종합 해법,조세형
평성, 소득층 지원, 연 문제 해결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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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양극화 련 기사의 내용 분석 항목과 세부 유목

분석 항목 세부 유목

날 짜 년, 월, 일

방송사 KBS1, KBS2, MBC, SBS, YTN

로그램 제목 뉴스 9, 뉴스타임, 뉴스데스크, 8시뉴스

기사제목 기사 제목 직

기사방송순서 첫 뉴스에서 몇 번째에 있는 뉴스인지 입력

보도기자 기자 이름 입력

기사종류

①연설 : 통령,장 ,정부 계의연설 보도기사로만든뉴스

② 보도자료 : 보도 자료를 통해 구성한 뉴스

③취재 (발굴취재) : 기자가아이템을발굴하여취재․구성한뉴스

④ 기획 : 방송사에서 연속물로 기획하여 구성한 뉴스

⑤ 인터뷰 : 특정인물에 한 인터뷰 심으로 구성된 뉴스

⑥ 해설 :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해서 해설을 해 주는 뉴스

보도형식

①일화 사건 심 : 특정한일화를소개하는내용을 심으로구

성된 기사

② 통계 심 : 통계 데이터, 수치 등을 심으로 구성된 기사

③ 해결책 제시 심 : 문가의 의견이나 논리 구성등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기사

④정책소개 심 :정책입안자의정책에 해소개하고있는기사

내용유형

① 부유층에 한 비 : 극단 인 부유함만을 강조하는 기사

② 빈곤층에 한 동정 : 극단 인 빈곤함만을 강조하는 기사

③상 계층과하 계층의비교 : 상 계층과하 계층의차이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는 기사

④ 산층붕괴와 련된사실 : 산층의붕괴를통한계층불평등

의 진행 과정을 부각하고 있는 기사

⑤ 산층의과소비등에 한비 : 산층이부유층의행 를모

방하고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기사

⑥양극화해소를 한정부정책소개 :양극화문제를해소를 한

정부 계자의연설,보도자료등을단순하게소개하고있는기

사

⑦ 양극화 해소를 한 해결책 제시 : 양극화 문제를 해소를 한

해결책을 분석 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사

⑧ 기타 : 에 분류에 포 되지 않는 양극화 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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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항목 세부 유목

소 재 기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소재 입력

행 자 분류
①고소득층, ②고 소득층,③ 소득층, ④ 소득층, ⑤ 소득

층, ⑥ 체계층

장 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기타 내용 직 입력)

4. 분석 결과

1) 방송 뉴스에서 등장한 “양극화”라는 용어

양극화뉴스의내용 분석에앞서, 연구자들은우선 양극화라는용어가방

송 뉴스에서 언제부터 등장하고 있는지를 먼 살펴보았다. 이를 해 우선

“양극화”라는 단어가 구체 으로 등장하고 있는 기사들만을 따로 분석했다.

비교를 해, 양극화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격차”라는 용어가 사용된 기

사들을함께분석했다. “양극화”와 “격차”라는단어가등장하고있는총 179개

의 방송 뉴스 기사에서 양극화라는 용어는 2001년부터 2006년에 걸쳐 비교

지속 으로사용되고있었다. 그런데, 분석한 179개의 방송 뉴스 기사들

부분은 상 계층과 하 계층을 비교하는 내용의 방송 뉴스 기사 는데,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이후부터 격차라는 용어를 쓰는 신에

양극화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사회 계층 간의 차이를 언 하기 해서 주로 사용되던 “격차”라는

용어가 차 으로 양극화라는 용어로 치환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용어사용의변화가어떤원인에서비롯된것인지는정확하게알수는없지만,

이 시기에 공식 ․비공식 으로 언 되었던 정치 수사(修辭)와도 련이

다고도말하기힘들다. 이러한 양상의방송사별 차이는그다지크지않았다.



언론과학연구|제6권3호(2006.9)|99～140面｜124

<표 4> 양극화라는 용어의 등장시기 (뉴스 건수)

KBS1 KBS2 MBC SBS YTN 합계

격차 양극화 격차 양극화 격차 양극화 격차 양극화 격차 양극화 격차 양극화

2001 1 2 2 1 6 3 9

2002 2 1 1 4 1 2 1 8 4

2003 1 3 1 5 2 3 2 4 3 13 11

2004 1 3 1 3 2 3 5 3 3 1 12 13

2005 2 8 1 13 3 14 5 7 10 43

2006 16 1 8 3 10 15 3 50

총합계 6 32 1 7 13 29 17 35 12 27 49 130

2) 양극화 련 뉴스 보도의 형식 특징

(1) 양극화 뉴스의 일화 사건 심성

분석 상이 된 457건의 방송 뉴스 기사는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

이다양한 유형의기사들로구성되어있었다. 이 에서취재기사의 건수(311

건)가 상 으로 많았으며, 방송사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사 형

식을 다시 일화(逸話) (episodic) 사건 심 보도, 통계 심 보도, 해결책 제시

심보도, 정책에 한소개보도로나 어살펴보았을때, 313건 에서 80%

인 250건이 일화 사건 심보도 다. 기획 기사의 경우에도 37건의 기사

89%인 33건이 일화 사건 심 보도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앞서언 한바와같이텔 비 뉴스의짧은길이라는형식 특성과

제작 체계의 특성 등에서 비롯된 보도 형태라고도 말할 수 있다. 1분 30 이

내로 이야기를 완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회 이고 표피 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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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양극화 뉴스 기사의 종류와 형식

기사형식
기사종류

일화 사건
심 보도

통계 심보도
해결책 제시
심 보도

정책에 한
소개

총합계

취재
250 30 21 12 313

80% 10% 7% 4% 100%

기획
33 0 4 0 37

89% 0% 11% 0% 100%

보도
0 0 0 31 31

0% 0% 0% 100% 100%

여론조사
0 4 0 0 4

0% 100% 0% 0% 100%

연설
0 0 0 53 53

0% 0% 0% 100% 100%

인터뷰
0 0 2 2 4

0% 0% 50% 50% 100%

해설
0 5 1 8 14

0% 36% 7% 57% 100%

총합계
283 39 28 107 457

62% 9% 6% 23% 100%

한 사회 양극화 련 기사를 주로 사회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재의 뉴

스 제작 체계이다 보니, 사회부 소속의 다수인 1-2년차 신입 기자들에 의해

작성되는 양극화 련 기사가 기존의 사건 보도 형식을 벗어나기는 실 으

로어렵다는것을 다른이유로지 할수있다. 이외에도장기 인기획기

사를 구성하기 어려운 취재 인력의 부족, 방송 뉴스의 일일 보고(everyday

report) 특성 등을 그 이유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작

여건의 한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화 사건 심 보도 방식으로 인해 양

극화와 같은 오래되고 구조 이며 복합 인 문제가 마치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 집단이 발생한 사건 기사로 취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힘들다. 결

과 으로이러한방송뉴스의취재과정을 통해우리는 뉴스가 실을어떻게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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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극화 뉴스 기사의 갈등 보도형식

앞서언 한바와같이, 언론은갈등상황에속해있거나그갈등보도의

상이 되는 사람들의 갈등의 표출 강도가 강할수록 집 으로 보도하는 경향

이 있다. 언론이 갈등의 강도가 가장 강한 상을 주목한다는 것은 물리력

심의확 와과장의 과정이다른 방식으로 변형되어표출된 것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상 계층과 하 계층을 비해서 비교하

는 방식을 통해서 두드러진다. 구조 인 문제인 사회 양극화 문제는 “무분별

한 상 계층”과 “비참한 하 계층”이라는 실체화된 두 세력간의 결과 갈

등 구도로 치 지워지는 것이다. 뉴스는 무분별한 상 계층을 비 하고, 비

참한 하 계층을 동정하며, 두 세력이 얼마나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구성한다.

<표 6> 연도별 양극화 련 기사 내용 유형

유형분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합계

부유층에 한 비
4 22 16 10 5 0 57

7% 39% 28% 18% 9% 0% 100%

빈곤층에 한 동정
4 2 20 28 26 4 84

5% 2% 24% 33% 31% 5% 100%

상 계층과 하 계층의
비교

12 11 23 21 37 22 126

10% 9% 18% 17% 29% 17% 100%

산층 붕괴와 련된 사실
1 8 11 13 10 0 43

2% 19% 26% 30% 23% 0% 100%

산층의 과소비 등에
한 비

4 5 3 1 0 13 26

0% 31% 38% 23% 8% 0% 100%

양극화 해소를 한
정부 정책 소개

9 4 17 26 24 27 107

8% 4% 16% 24% 22% 25% 100%

양극화 해소를 한
해결책 제시

3 4 2 2 9 20 40

0% 15% 20% 10% 10% 45% 100%

기타
0 0 0 1 4 2 7

0% 0% 0% 14% 57% 29% 100%

총합계
30 54 96 104 109 64 457

7% 12% 21% 23% 24% 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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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극화와 련된 뉴스의 유형을 분류해 보았을 때, 연도에 따라 이와

같은갈등구성방식이반 되고있었다. <표 6>에서볼수있듯이, 2002년부

터 2003년사이에 상 으로가장많이등장하고 있었던부유층에 한비

기사는 이후 차츰 어들고, 신 빈곤층의 극단 생활을 강조하는 동정 기

사와 산층 붕괴 기사가 상 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이르러서

는 이와 함께 상․하 계층을 비교하는 기사가 상 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흥미롭게도 상․하 계층을 비교하는 기사가 가장 많이 등장

하고 있는 시기는 “양극화”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하

고 있었다. 한편,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한 정책 소개 뉴스는 2004년 이후

거의 유사한 빈도로 등장하고 있었고, 양극화 해소를 한 본격 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뉴스들은 2006년에 들어서야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와같은내용변화는방송뉴스에서양극화의문제를 차 으로상 계

층과 하 계층 간의 갈등의 틀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면 양

극화보도는구체 으로어떠한방식으로갈등을구성하고있는지살펴보도록

하자.

3) 양극화 보도를 통한 갈등의 사회 구성

(1) 부유층에 한 비 과 빈곤층에 한 동정 보도

부유층에 한 비 (57건)은 모든 기사가 일화 사건 심 보도의 형식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러한 부유층에 한 비

은 주로 부유층의 과소비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 원정출산, 탈세

등과 같은 도덕 문제에 비 의 시각을 보이고 있었다. 과소비를 다루고 있

는부유층 비 기사는주로 고 품에 한일부사람들의선호를부정 으로

바라 으로써 사회 불평등의 양상을 강조한다.

를 들어, <이름만 슈퍼>라는 제목의 기사(KBS2. 뉴스타임. 2003.01.15)에

서는 강남 타워 팰리스의 슈퍼마켓을 아이템으로 다루며, 고 식재료들의 과

도하게높은가격을 소개하고 이곳에오면 “아 돈 감각이마비”가되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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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찾는 고객들이 붐비고 있어. 과소비를 부추기는 곳이 될지 우려의 시선

이 쏟아”지고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 뉴스에서 실제 “(잠재 비

의 상인)타워 팰리스의 주민”은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으며, 상은 “명품

을 찾는 고객들”이 붐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과소비를 부추기는 곳이

될지 우려의 시선을 쏟아놓는 사람들”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비 의 상이

되는 계층은 실체가 없이 구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표 7> 연도별 부유층에 한 비 보도의 세부 내용

분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합계

과소비 3 12 10 5 4 34

불법주차 2 2

사교육 1 2 3

연 체납 1 1

원정출산 2 1 2 1 6

탈세 2 1 3 6

특혜 1 1 2

호화분묘 1 2 3

총합계 4 22 16 10 5 57

이러한 기사 구성 방식은 다른 뉴스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일

부 수입품과 고 소비재의 과도한 가격을 먼 소개하고, 그러한 상품의 소

비에 해 정 인 입장을 지닌 인터뷰 상자(주로 매자)와 그 지 않은

인터뷰 상자들을 하게 비시켜 배치함으로써 이러한 상품의 소비가

“계층간의 화감”을 부축이면서 나아가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

고 경고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는 IMF 직후의 경기회복기

에서부터 2005년에이르기까지지속 으로 등장하고있는데5), 아마도 뉴스제

5) 이러한 기사의 를 들어 보면, <27억짜리 아 트>(MBC 뉴스데스크, 2001.11. 2), <100만원

고가 화장품 잇따라 출시>(SBS 8시뉴스, 2002.1.28), < 도나도 명품 열풍>(KBS1 9시뉴스,

2002.3.20), <차한 에 7억원>(MBC 뉴스데스크, 2004.6.16), <한 에 수천만원 귀족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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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들은이와같은아이템이의외성과인간 흥미를불러일으킴으로써방송

뉴스에 한 시청자의 주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유층 련뉴스와정반 의내용을담고있지만거의유사한형식을나타

내고 있는 것이 바로 빈곤층에 한 동정 보도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84건

의 빈곤층에 한 동정 보도 기사 빈곤층의 생활 여건에 한 통계 데이터

를 심으로 보도한 3건을제외한 나머지기사는 모두일화 사건 심 보도

의 형식을 띄고 있었다. 이러한 기사들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빈층

의 생활 문제나, 노인, 노숙자 문제, 빈곤층의 의료 문제 등에 주로 을 맞

추고 있었다. 기사는 주로 극단 빈곤층의 삶을 구체 으로 묘사함으로써 사

회 불평등 양상을 강조하고 시청자의 심과 도움을 호소하는 형식으로 표

된다.

를 들어, <쪽방 생활자 국에 1만명>(SBS. 8시뉴스 2006.01.18)이라는기

사를 보면, 기자는 우선 빈곤층이 거주하는 “쪽방”의 모습을 세 하게 보여주

면서이러한 빈곤층 생활의문제는 “미래의 망을 암울하게하는” “양극화의

단면”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이와 같은 기사 구성 방식 역시 부분 정형화되

어 있다. 즉, 극단 인 궁핍과아픔을 겪고있는사례를 상과 함께 구체 으

로보여주고, 아직도우리사회에는그러한사람들이 “상당히” 많이있으며이

러한가난과궁핍의 문제는사회가양극화 되고있다는 요한증거이기때문

에 지속 인 “ 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순서로 기사를 구성하고 있는 것

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의 뉴스에서 취재

상의 가난과 궁핍을 드러내는 방식이 거의 모두 재 진행형으로 표 되고

있다는것이다. 먹을 은 하필 (뉴스 상을촬 하고 있는그순간에) “방 ”

떨어지고(<끼니 거르는 사람들>(KBS1 9시뉴스, 2004.12.20), 노숙자는 바로

“이틀 ” 숨졌으며(<노숙자 문제 ‘심각’… 책 마련 시 >, KBS1 9시뉴스,

2005.1.24), 빈곤한 일가족은 바로 “오늘” 자살(<일가족 동반자살② 탈출

제>(KBS1 9시뉴스, 2005.2.3), <3천만원짜리 ' ' 식탁...'부자마 ' 살>(SBS 8시뉴스, 2005.

6. 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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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없다>, MBC 뉴스데스크, 2003.7.18)한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사건이발

생한 직후에 이를 기사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한 국

면에서발생한 특정한사건은일반 인사회 양극화문제로 확장되어 “엮어

지고” 있는 것이다.

<표 8> 연도별 빈곤층에 한 동정 보도의 세부 내용

분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합계

가정해체문제 3 3

극빈층생활문제 4 4 2 2 12

노숙자 2 4 2 8

노인문제 2 2 1 4 9

문화소외 1 1

세 체납 1 1 1 3

실업문제 3 3

아동문제 1 5 3 9

여성문제 1 1

의료문제 2 4 3 1 10

자살문제 3 2 5

장애인문제 1 1 2

정책비 3 4 3 10

교육문제 2 1 1 4

주거문제 1 1 2 4

총합계 4 2 20 28 26 4 84

빈곤층에 한 동정 뉴스들은 주로 2003년 이후부터 차 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형식을 수사학 으로 확장시킨 상․하 계층의 비교 기사

역시 유사한 시기에 차 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2) 상 계층과 하 계층의 비교

상․하 계층의 비교 기사는 보다 직 으로 사회 양극화 양상을 드러낸

다. 이러한 기사(126건)들 부분(92건)은 일화 사건 보도의 형식을 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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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하 계층 비교 기사에서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소재는 소득 양극화 문제 으며, 이외에도 교육 양극화와 소

비양극화가 주요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통계청에서 발표된 가구 조사의 가구별 평균 소득 자료를 살펴보면(통계청,

가계조사데이터, http://www.nso.go.kr/), 2001년이후하 계층가구 20%의 평

균소득은가계조사가실시된분기별로뚜렷한감소추세를보이지는않는다.

오히려 미약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6). 상․하 계층간의 차 으

로 확 되고 있는 소득 격차는 이보다는 상 20% 계층의 평균 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양극화와 련된

방송 뉴스들은 이와 같은 상․하 계층간 소득 격차 데이터를 기본 자료로

제시하면서, 그 주변부에 하 계층이 체감하는 상 박탈감에 한 인터뷰

자료를 배치함으로써 하 계층의 몰락에 의한 사회 불평등이 진행 이

라는 상황을 강조한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통계 데이터를 제시하는 방식에

서 다소 간의 변형을 가하기도 한다7).

한편소비양극화 교육양극화등을소재로다루고있는기사들은부유층

6) 를 들어 2003년 1사분기에 비해 2004년 1사분기의 체가구 하 20%의 평균소득은

43,430원(6.2%) 증가했으며, 2005년 1사분기에는 13,374원(1.3%), 2006년 1사분기에는 17,990원

(2.3%)씩 증가했다. 이에 비해 상 20%의 평균소득은 2004년 1사분기에 295,498원(5.4%),

2005년 1사분기에 457,383원(7.96%), 2006년 1사분기에 25,6177원(4.1%) 씩 증가하고 있다.(통

계청, 가계 조사 결과 데이터)

7) 그래픽을 통해서 소득 간 격차가 수치에 비해 많이 나고 있는 것처럼 표 하기도 하고, 소득

간 격차를 나타내는 통계 데이터를 서로 상이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방송사별로 차이를 나타

내기도 한다. 를 들어, 2005년 8월 2일 통계청의 가계 조사 결과를 이용한 기사에서, 2005

년 2/4분기 최상 20%와 최하 20%의 월평균 소득의 차이를 MBC와 KBS는 7.24배로 보도

하고 있지만, SBS는 도시 근로 가구 데이터를 근거로 5.13배, YTN은 상하 10%를 따로 떼어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체가구의 가구소득을 5

분 로 나 어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기 때문에 2003년 이 의 기사에서 상․

하 계층간 소득 격차는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을 기 으로 산출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

득격차는 체가구 소득격차에 비해 상 으로 작다. 를 들어 2006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격차는 5.8배인데 비해, 체가구 소득격차는 8.36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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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합계

건강양극화 1 1

경기구조양극화 1 1 3 4 9

교육양극화 1 4 5 5 6 21

문화양극화 1 1 1 3

상여 양극화 2 2

소득양극화 5 7 8 4 20 9 53

소비양극화 4 3 6 5 4 2 24

인식양극화 2 1 3

자산양극화 1 4 1 1 1 8

직업양극화 1 1 2

총합계 12 11 23 21 37 22 126

에 한비 과 빈곤층에 한동정보도를 하게배합하여사회불평등의

양상을 효과 으로 노출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를 들어 소비양극화

와 련된 기사 < 구는 비싼 것, 구는 싼 것>(SBS 8뉴스. 2003.10.18)이

라는 기사에서는, 기자는 서울 강남의 한 백화 매장에서 매되고 있는 값

비싼생수의 가격을 그래픽까지 동원하여 “하루에한 병씩만 마셔도 한 달물

값이 45만원, 1년이면 540만원”이라고계산하여소개하고나서, 이와는직

으로 계없는 한 패 리 스토랑의 할인 마 행사를 “서민들의 닫힌 지

갑을 열기 한” 것으로, 부분의 제품을 3천원에 는 가 화장품 가게를

“ 이가 지 못한 학생과 주부들”을 상으로 하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표 방식을 통해 “ 이 양극화에서 보여 지는 빈부 격차”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과 함께 “ 산층 붕괴를 막기 한

책”을 호소한다. 소비양극화와 련된 기사는 이처럼 부유층에 한 비

시각을 보다 강조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기사 구성 방식은 상․하

계층의 사교육비 차이를 제시하고 있는 교육 양극화와 련된 기사에서도 거

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연도별 상 계층과 하 계층의 비교 보도의 세부 내용



방송 뉴스 분석을 통해 살펴본 양극화의 사회 구성｜133

5. 분석 결과의 요약 결론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순간 최 의 화두로 떠올랐던 ‘양극화’라는 문제는 그

범주를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인가 혹은 어느 상을 구체 으로 지칭하고, 문

제시된 양극화라는 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그 실체 인 내용은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의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양극화

라는 것이 하나의 담론의 형태로 혹은 슬로건의 형태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양극화라는

담론들이 언론의 보도, 구체 으로는 방송 뉴스에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

고 그것이 구성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다. 방송 뉴스가 일상 인

뉴스의 제작 행에 따라 양극화에 련된 상을 취재,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

반 뉴스제작 행에서비롯되는양식화된형식과내용이그 로되풀이되고

재 됨을 살필 수 있었다. 한 이 과정에서 이 연구가 문제의식으로 추 한

것은, 언론이 갈등을 해결하는 장이 되어야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한 토론을

유도할 주제를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양식화의 결과가 오히려 갈

등 으로첨 하게 립하는 두주체를선명하게그리고 생산해낸다는

이다. 이러한 측면은 어느 정도 분석의 구체 인 결과에서 확인하고 있다. 즉

언론이오히려양극화라는것을부유층과빈곤층이 립하고갈등하는상황으

로 구성해 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가능하게 한 구체 인 연구 결

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2001년 8월 23일 이후부터 2006년 3월 29일까지 KBS1,

KBS2. SBS, MBC. YTN의 메인 뉴스 로그램을 심으로 양극화와 련된 기

사를분석했다. 몇가지 차를거쳐최종 으로확정한 457개의방송뉴스기

사를 상으로 내용 분석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2005년 이후 상 계층과 하 계층을 비교하는 방송 뉴스 기사에서는

거의 부분 양극화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 왔다. 이 용어는 주로 계층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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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언 하기 해서사용되던 “격차”라는용어가 차 으로치환된것으

로보이는데, 이는 2005년이후로방송뉴스에서양극화라는용어가주요한수

사학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양극화 련된뉴스보도의 형식은주로일화(逸話) 사건 심 보도

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빈곤층의 박한 상황과 부유층의 과소비 행태 등

과 같은 사실을 일화의 형태로 구체 으로 시함으로써, 이러한 뉴스는 양극

화와 같은 오래되고 구조 이며 복합 인 문제는 마치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발생한 사건 기사로 취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 으로 이러한 방송

뉴스의 취재 과정을 통해 사회양극화라고 하는 실을 어떻게 심각하게 왜곡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양극화와 련된 방송 뉴스 보도 방식은 사회 불평등 상황에 해강

조하거나 갈등의 강도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즉, 방송사들

은 최고가의 상품이나 선물 등의 소비, 극단 궁핍과 최악의 생존여건의 강

조 등을 통해 이를 보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강도가 가장 강한

상을 주목한다는 것은 물리력 심의 확 와 과장의 과정이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어 표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상 계

층과 하 계층을 비해서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두드러지고 있었다. 이러

한 방식을 통해서 사회 양극화의 개념 틀 안에는 경제 양극화를 가장 표

인 양극화의 양상으로 지목하고 있을 뿐, 실제 지 되고 있는 양극화의

상 인 내용들은 부분 사회 생활 역의 양극화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 , 사회 불평등의 심화 상에 한 논의는 ‘ 산층의

붕괴’, ‘사회격차의확 ’, ‘양극화’ 등다양한방식으로언론에등장해오고있

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는 단순한 용어의 선택이라는 문제를 넘어

지 벌어지고 있는 상을 어떤 방식으로 근해가고 있는가에 한 근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분석을 통해 결론 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의 양극화라고 하는

상의 가장 기 에 놓여있는 분명한 물 , 경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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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양극화에 한 보도는 언론의 뉴스화 과정

이 지닌 구조 요인으로 인해 근원 이고 구조화된 문제에 한 집 보다는

사회 생활양식과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상에 집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극화라는 용어가 지닌 포섭범 와 지칭 상의 모호함으로 인

해 오히려 양극화에 한 보도가 이미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과 격

차의 거리감을 보다 극명한 것으로 각인시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에 한 보도나논의가극단 인 척 에놓여있는 삶의 방식에 한

논의가아니라 공동체의 목표와삶에 한 진지한근거를살피는 방향으로나

아가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양극화라는 개념이 항상 존재해 왔

던 사회 불평등에 한 오늘날의 표 방식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근간을 할 수 있는 험요소라는 에서 더욱 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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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aning and the functional

process of social polariz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broadcasted news. Since there are many various phenomena and

perspectives concerning social polarization, it is very difficult to

depict the very fact (what is going on?), the meaning ('what

social polarization really means?) and the subjects ('who are

each polar?) of social polarization phenomenon. When news

media figures out conflicts among various social group as the

social polarization, it could serve a social constructing process of

social polarization rather than serve a field for discussion. This

study suggests the journalistic routine as a key factor for the

journalistic construction of social polarization. The journalistic

routine in this study mostly indicates ‘episodic frame’ and

‘conflict reporting frame.’ By following journalistic routine, news

media constructed the concrete conflict of each social pola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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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s and the riches. To examine this, this study analyzed main

news reportings of KBS1, KBS2, MBC, SBS and YTN concerning

social polarization from August, 23, 2001 to March, 29, 2006.

The result shows they mostly rely on the episodic frame and

inflate the strength of each polar's conflict by focusing social

inequal situation. It means news media generally focus on the

social inequality in life style or trivial happenings rather than

on more basic and structural problems. As a result,

broadcasting news coverage has the possibility that it could

inflate the inequality and the gap among social groups than

they really are.

Key Words: Broadcasting News, Social Polarization, Episodic

Frame, Conflict Reporting Frame, Social

Construction of Confli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