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 언론? 사적 언론?



시사 저널

 1989년 창간

 당시 노태우 정권 출범 이후

 언론 자유화 허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창간
잇달아

 ‘언론의 봄’ 시기 도래



2006년 7월

 ‘이학수 부회장 권력, 너무 비대해졌다’

 금창태 당시 사장이 무단 삭제

 이현철 기자, 편집권의 독립 주장하며 파업 시작

 편집 국장 및 동료 기자들의 동참

 이후 ‘시사 저널’ 측은 직장 폐쇄 후

 외부 인력으로 자체적으로 제작



 CBS가 여론 조사 기롼인 ‘리얼미터’에 의뢰

 당시 분규가 발생한지 1년째

 61.4%가 처음 듣는 이야기

 특히 20대는 83.4%가 몰라



공공 저널리즘 I

 Public journalism/civic/community 
journalism

 민주주의 위기론에서 대두

 언론이 시민의 교육자이자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전통 신화 붕괴

 언론의 공적 기능 상실

 공동체 보도에 소홀한 기존의 시장 논리
저널리즘에 대한 반발

 기자는 특종 관심, 일반인은 공공보도 관심

 독자, 시청자의 감소로 언론 산업의 경제적 위기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사상 최악의 낮은
투표율 기록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의식 고조

 언론의 보도 자세에 대한 문제 지적

 지역 사회에서의 본질적 역할 제고



민주주의의 쇠퇴

 투표율 및 참여율 감소

 정치에 대한 무관심 심화

 개인주의

 1인 미디어의 발달

 정부의 신뢰도 추락

 갈수록 바빠지는 생활과 경제난

 언론 기업의 거대화, 독점화



공공 저널리즘 II

 언론에 보도 이상을 주문

 정치, 사회적 이슈에 ‘관찰자’가 아닌 ‘해결사’ 
요구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시민과 함께 하는 언론

 쌍방향 언론

 대화 언론

 언론의 공적 기능 상실



 1993년 뉴욕 주 로체스터의 WXXI-TV

 시장 선거전에서 일반 시민 초청

 시장 후보들에 대한 질문

 동네 소음 문제, 집 잃은 개 처리(기자와 다른 질문)

 1998녀 빌 클린턴 대통령 신시내티 방문

 지역 사회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질문 여론조사

 성추문 질문자는 거의 없고 중국 방문을 앞둔
대통령에 중국 정책, 고용, 환경 문제 등



탐사 보도와의 차이

 탐사 보도는 부조리, 비리, 부정·부패 고발

 공공 저널리즘은 지역 공동체에 관한 의제



공공 저널리즘 III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 지면에 반영

 지역 사회 이슈 해결 위해 주민 참여, 토론의 장
마련해야

 전통적인 객관성과 중립성 포기 요구

 오래된 전통적 저널리즘일 뿐, 새로운 것은
없다는 비판

 편집인의 의제설정 기능 포기 요구는 곧 소비자
중심의 저널리즘 발호라는 비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