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담당자는 사람을 두려워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테드 코펠, ABC Nightline 진행자) 



♣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뷰 자체가  
불필요할 정도로 주제와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Nicholas Pileggi, 기자 겸 논픽션 저술가) 



인터뷰 사전 준비 

교육개발센터 



인터뷰 매체 

♣  일간지: 시간과 지면의 제약이 많음 

♣  잡지: 심층 취재가 가능 



인물 조사 

♣ 개인 프로필 조사 

 혈연, 지연, 학연, 가족, 전문 분야 

♣  인명록, 인명 사전, 연감 

♣  신문 자료 

 한국 언론 연구원의 KINDS 

 호평? 비평? 

♣  간접 인터뷰 

 



♣ 간접 인터뷰  

친구 

직장 동료 

부하 직원/상사 



♣  Mike Wallas (CBS 언론인) 

♣ 인터뷰가 결정되면 적어도 60개의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한다 

 



인터뷰이 고려 사항 

♣ 참신성 

♣ 나이  

♣ 심신/정신 상태  



인터뷰 장소 

♣  가장 중요한 변인 

♣  장소에 따라 할 말, 못할 말 

♣  가능하면 취재원의 공간에서 

♣  시간이 없으면 같이 이동하면서라도  

♣  사무실은 … (전화, 비서, 방문객 등 업무 방
해 요소 많아) 

♣  최고의 장소는 집 (타인에 구애 받지 않아) 

 



인터뷰 시간 

♣ 오전은 결재, 업무 지시 등으로 일에 대한 
긴장도 높아 

♣  식후나 오후 늦게 한가한 시간 

♣  기자는 늘 탄력적으로 받아들일 자세 

♣  오후, 밤늦게, 또는 식사 인터뷰  



접촉과 인터뷰  조건에 관한 합의 

♣ 인터뷰는 어디서 보도/방송할 것인가? 

♣  구체적으로 어떤 방송 프로/어느 신문사 
무슨 면, 어느 난에? 언제? 

♣  기사 주제는? 

♣  길이/분량은? 

♣  인터뷰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은? 

 



기자의 마음가짐 

♣  반드시 특종이나 명언을 끌어내겠다는 신
념이 중요 

♣  예의는 갖추되 결코 호락호락하게 보여서
는 안돼 



4가지의 인터뷰 방식들 

1. 깔대기형 인터뷰 

2. 역깔대기형 인터뷰 

3. 터널 인터뷰 

4. 자유 인터뷰 

 

 



깔대기형 인터뷰 

♣ 일반적 주제에서 구체적으로 

♣ 법정의 변호사, 검사가 원고를 상대하듯 

♣ 정치, 사회부성 기사 



역깔대기형 

♣ 세세한 주제에서 넓은 주제로 

♣ 의견, 사고, 가치관을 묻기 위해 

 



터널 인터뷰 

♣ 단일한 주제에 대해 

♣ 일련의 항목들을 질문 



자유 인터뷰 

♣ 시간이 많을 때 

♣ 인물을 탐구하고자 할 때 

♣ 지면이 넉넉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