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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고 만 2년이 지났다. 종편은 지상파와 다른 차별화 전략을 펼치면서 저널리즘의 

영역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본 연구는 한국 저널리즘 장에서 종편이 차지하는 위치를 중심으

로 경제적 장이나 정치적 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이론적 틀로 부르디외의 저널리즘 장이론

을 빌려서 한국적 맥락에 적용하였다. 저널리즘 장은 내부적으로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으로 권력의 역학

이 구성되어 있다. 저널리즘 장 자체도 외부의 경제적 장이나 정치적 장에 압박을 받으면서 동시에 폭

로를 통해서 외부 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적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의 종편과 비슷하게 기존의 방송

계에 새로 진입한 미국 폭스뉴스채널의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새로운 채널이 정치적 영역에 미

치는 영향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데올로기를 적극 차용하는 점에서 종편과 <폭스 뉴스>의 유사성이 확

인되었고, 정치와 뉴스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

이 광고나 시청률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경제적 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

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패널 선정이나 정파성을 다루는 전략을 통해서 정

치적 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구조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저널리즘 장이 시청률이나 광고 같

은 외부적 힘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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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1년 12월 1일, 네 개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한꺼번에 텔레비전 속으로 들

어왔다. 종편은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과 달리 케이블과 위성, IP-TV 등을 통

해 텔레비전에 방송되지만, 지상파 방송사처럼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

야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방송법 제 2조 18항) 채널

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중심이 되었던 한국의 텔레비전에 일대 격랑이 몰아칠 것은 

분명했다. 종편을 둘러싼 산고와 사회적 진통은 이를 반영한다. 총선을 4개월, 대선

을 1년 앞둔 시점의 방송 채널 신설, 신규 채널 설립의 절차적 정당성과 특혜에 대한 

의혹, 미디어 난개발 우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방송광고시장 등 논란은 끊이질 않

았다. 그 중 가장 첨예하게 충돌한 쟁점은 종편의 보도 기능이 야기할 사회적 효과였

다. 종편의 뉴스 편성은 여타 드라마, 교양, 오락, 스포츠 프로그램의 편성과 달리 민

감하게 받아들여졌다. 종편의 최대 주주인 거대 보수 신문사들이 뉴스까지 포괄하여 

텔레비전으로 진입할 경우 한국 사회의 여론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쟁의 적절성 및 정파적 이해관계를 논하기에 앞서, 텔레비전 

속 새로운 뉴스 채널의 진입은 그것이 종편이었거나 아니거나 늘 사회적 논란거리였

다는 점이 환기되어야 한다. 단적으로 영국의 BBC가 텔레비전 최초로 뉴스를 송출

한 해는 1938년이었지만 일일 텔레비전 뉴스가 정규 편성된 해는 그보다 한참 늦은 

1954년이었다. 시청각 매체의 특성상 뉴스가 개인화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칫 국론을 분열할 수 있다는 지적이 텔레비전 정규 뉴스 편성을 오랜 기

간 지체시켰다. 이는 신문 매체에는 가해지지 않았던 제약이었다(Allan, 2004, 

pp.34∼35). 한국의 경우에 비추어 봐도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불편함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BS에 완전한 보도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최근까지

도 계속되고 있으며(곽상아, 2011. 11. 28), 1995년 보도전문채널 연합텔레비전뉴스

(YTN의 전신)의 출범 당시에도 신규 텔레비전 뉴스 채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

했다. 염려는 지상파 텔레비전 뉴스 속에도 내재한다. 텔레비전 뉴스는 보도하되 주

장하지 않는다는 오랜 불문율이 있다. 신문의 경우 뉴스에 바탕을 둔 사설을 통해 사

회적 의견을 내길 주저하지 않으나 텔레비전은 그렇지 않다. 심야 뉴스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논설위원이 “논평”이나 “해설”이란 이름을 달고 1∼2분 내외의 주장을 펼치

기도 했지만, 이는 시청자들의 주 시청시간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신문의 사설과 

비교해 보아도 주장의 날과 기자의 개성은 무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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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인 것은 한국의 수용자들은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로 텔레비전을 꼽는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2년 언론수용자의식조사에 따르면 5점 만점을 기준

으로 각 매체별 신뢰도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76점 △보도전문채널 3.61점 △종

합편성채널 3.43점 △라디오 방송 3.41점 △전국종합신문 3.37점 △인터넷신문 

3.18점 순이었다. 2012년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1984년에서 2012년까지의 언론진

흥재단 수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지상파 텔레비전 뉴스

에 대한 신뢰도는 신문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앞섰으며, 그 격차는 신문의 매체 신뢰

도 하락과 지상파 텔레비전의 매체 신뢰도 상승과 맞물려 점점 벌어졌다(한국언론진

흥재단 조사분석팀, 2012, pp.119∼123). 이는 지금까지 텔레비전 뉴스에게 보냈던 

우려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요약하자면 텔레비전 뉴스에 대해 한편에는 커다란 사회

적 염려가, 다른 한편에는 시청자의 높은 신뢰가 대칭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걱정과 신뢰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이라 할 수 있

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설적이나마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하겠다. 텔레비전 뉴

스는 분명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위험”이 통제되었다는 것이

다.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오늘의 사회적 염려는 초기 BBC가 뉴스를 텔레비전 안으

로 들여올 때 마주한 사회적 염려와 크게 다르지 않다. 텔레비전 뉴스 시청자는 사실

상 전 국민이며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한다. 그런 이유로 특정 개인에게 사유화되거

나 방송사 자체가 이익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매체보다 훨씬 더 책임 있는 보

도 자세를 요구한다. 더불어 시청각 이미지를 동원하는 텔레비전의 매체 특수성은 

화면구성, 그래픽 이용, 사운드의 활용에 있어 보다 큰 신중함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는 비교적 텔레비전이 뉴스를 전하는 데 있어 신중함과 책임을 잘 지켜 왔다. 이는 

많은 미디어 중에서 지난 십여 년 동안 텔레비전이 가장 큰 신뢰를 받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실제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지상파 텔레비전 뉴스의 신뢰도는 4.04에서 3.76으

로 하락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p.120). 더욱이 신규 종편의 출범은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텔레비전 뉴스에 균열을 가져왔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텔레비전 저널리즘

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저널리즘으로서 지켜야 할 객관성이나 공정성의 규범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

이다. 하지만 일거에 뉴스 보도가 가능한 네 개의 종편이 텔레비전에 더해졌다. 자유 

시장 경쟁의 원리가 가속화되면서 텔레비전 뉴스에도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이 실

험적으로 시도되거나 시각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보도 차별화 전략이 시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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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종편이 수행하는 저널리즘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종편의 저널리즘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텔레비전 환

경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기존의 방송 채널과 차별화를 취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출범 이후 만 2년 동안 부침을 겪으면서 변화

한 종편의 궤적은 전체 텔레비전 저널리즘의 변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편이 정치적 장이나 경제적 장과 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저널리즘 장 속에서 어떻

게 자리매김하는지가 이 연구를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들은 부르디외의 저널리즘 장(Field) 이론을 점검하였다. 저널

리즘 장 이론은 프랑스 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텔레비전의 등장 이후 어떻게 저널리즘 

장이 변화하였으며, 그것이 다른 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에 주목한다. 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그의 이론적 체계에서 장은 그 자체로 소우주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장들과

의 관련성 속에서 존재한다. 장은 장 자체의 고유한 자원(자본)을 이용하는 내부 행위

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구조의 일종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펼치

기에 앞서 본 논문은 간략하게 미국의 사례를 언급할 것이다. 1996년 출범한 24시간 

케이블 뉴스 방송 <폭스 뉴스 채널(Fox News Channel)>(이하 <폭스 뉴스>)은 설립 

초기 시청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급속히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저

널리즘 장 전체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이를 분석하는 일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의 종편이 나아갈 미래의 가능성으로 제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 종편은 저널리즘 장 내부의 신참자로서 기존의 저널리즘 장을 새롭게 구

조화하는 행위자로 이해할 수 있다. 종편이 저널리즘 장 및 그와 연관된 다른 장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인지 혹은 저널리즘 장 내부의 부실화와 이를 통한 여타 다른 장

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가 부르디외 이론을 통해 조명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특히 종편 출범 후 남다르게 주목받고 있는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려는 대상이다. 결론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며 향후 

종편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제언을 추가하고자 한다.

2. 부르디외의 저널리즘 장 이론

부르디외가 정의한 저널리즘 장(Journalistic Field)은 공간적 영역을 뜻하는 개념인 

장에서 그 의미를 차용하였다. 장은 눈으로 확인 가능한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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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장은 비가시적인 가운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

에 더욱 주위 깊게 살펴야 한다(Olivesi, 2005/2007, p.37). 장은 아인슈타인의 물리

학에 유비될 수 있다. “하나의 물체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될수록 이 물체 주변의 

공간은 더욱 변형되게 된다. 장에 위치한 강력한 요소는 모든 공간을 변형시킬 수 있

기 때문에 모든 다른 공간이 자신의 주변에서 조직될 수 있도록 강제하게 된

다”(Bourdieu, 2005, p.43). 사회적 공간은 각 장에 내재하고 있는 에너지라 할 수 

있는 자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장 내

부의 집단이나 행위자를 가르는 “두 차별화 원칙”인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장 

내부의 갈등을 끊임없이 추동한다(Bourdieu, 1998, p.6), 부르디외에 따르면, 사회

적 공간은 예술, 법, 의학, 정치, 산업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저널리즘은 이들 가운데 

문화생산 장의 한 하위장이라 할 수 있다(이상길, 2004, p.229). 부르디외 이론의 핵

심은 각각의 장 사이의 투쟁과 장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자들의 투쟁이다. 가령 부르

디외는 예술가들이 장 내부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로 나

눠서 투쟁하는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였고, 이미 설정된 경계나 위계도 갈등이 일어나

면 언제든지 전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Bourdieu, 1993). 특정한 장에서 주도권

을 확보하고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투쟁을 통해서 문화적, 경제적 자본을 많이 

축적하는 편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장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차별화하

는 것이다”(Bourdieu, 2005, p.39). 이 때 각각의 자본들은 장의 내부나 외부에 존

재하는 규칙에 따라서 교환되거나 보상받는다(Smith, 2001).

저널리즘 장은 문화생산 장의 기본적 속성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나름의 독자적

인 원리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과 하위장 사이의 관계가 “차이 속의 유사성”

이라 할 수 있는 상동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이상길, 2000, p.18). 작가, 미술가, 음

악가 등이 문화적 장의 규칙을 습득하고 내면화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저널리

스트들도 장에 내재되어 있는 게임의 법칙을 배우고 투쟁에 참여한다. 부르디외는 텔

레비전에 대하여 에서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저널리즘 장에 관한 

주장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 책은 강의를 정리한 것이라서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수준에 그친 아쉬움이 남는다. 저널리즘 장의 

개념을 정리하고 발전시킨 것은 벤슨(R. Benson)과 다른 부르디외 연구자들이었다

(Benson, 2005). 이들은 저널리즘 장의 내부에서 이뤄지는 역학관계와 다른 장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저널리즘 장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부르디외와 후속 연구자들이 발전시킨 저널리즘 장의 개념은 현실 저널리즘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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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다른 사회적 장과 달리 저널리즘 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속성이 있다. 저널리즘 장은 각종 사회적 장들의 권력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른 장으로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저널리즘 장

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공적으로 공유한다(Benson, 1998). 저널리즘 장

은 다른 장의 권력관계를 폭로하는 행위를 통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지만, 

정치적 장이나 경제적 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중적 입장에 놓여 있다. 저널리즘 장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른 장과 맺고 있는 관계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저널리즘 장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

른 권력에 지배를 당하는 역설적 특성이 있다. 부르디외는 저널리즘 장이 가지는 권

력의 역설적 입장을 자율성(autonomy)과 타율성(heteronomy)으로 설명하는데, 외

부적 장에 의한 영향력이 내부적 장으로 미치면서 끊임없는 투쟁의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된다. 저널리즘 장은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장임과 동시에 외부적 힘에 따라서 종속되는 타율적인 소우주이기도 하다

(Bourdieu, 1996).

저널리즘 장에 영향을 행사하는 여타의 장들 가운데 경제적 장이 가지는 중요성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공 저널리즘보다 상업 저널리즘이 주류가 되

어가는 환경에서 경제적 장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

어진 환경의 변화였다. 단기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함께 이루어진 사회 전반

의 이윤 추구 논리의 득세다. 공적 영역에 대한 사유화의 신자유주의적 공세 속에서 

공영 방송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다(Wayne, 2003/2013, pp.128∼130). 부르디외

가 ‘장으로서의 저널리즘 세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점증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이데올로기가 상업논리로 점철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기 때

문이었다(이상길, 2004, p.226). 한편 장기적으로 이는 텔레비전 저널리즘의 전반적 

경향성이기도 했다. “저널리즘 장 내부의, 그리고 저널리즘 장을 관통하는 텔레비전

이 생산한 효과들은 그 강도와 규모에 있어 다른 어떤 문화적 생산의 장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중요하다”(Bourdieu, 1996, p.68). 프랑스 사회에서 텔레비전

은 1950년대 저널리즘 장에 진입한 이후 전 국민을 시청자로 두며 기술적으로 정보

의 대량배포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저널리즘 장의 경제적 장에 대한 종속성 또

한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이상길, 2004, p.231). 그 결과 텔레비전을 매개로 

경제적 평가범주가 저널리즘 장에 유입된다.

경제적 장의 원동력인 시장 점유율과 경쟁이 저널리즘 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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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다. 외부적 힘은 그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논리와 규칙에 맞춰 재변

환된다. 장의 구조와 동력을 통해 매개되어 전환되어서 그 권력이 작동하게 되는 것

이다(Swartz, 1997). 텔레비전 저널리즘에서 경제적 장의 힘은 시청률과 광고로 변

환되어서 저널리즘 장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저널리즘 장은 경제적 압박을 

받으면서 수용자층을 넓히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뉴스 가치가 높은 것보다 

당장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드라마적 요소가 있는 뉴스가 계속해서 생산되고 소비되

는 구조가 형성된다.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의 형식이다. 텔레

비전의 속도와 리듬은 인쇄 저널리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Benson, 1998, p.474). 

저널리즘 장에 속한 저널리스트들은 텔레비전의 속도와 리듬에 맞추어 특종을 향한 

경쟁을 지속하면서, 결국 동료 저널리스트를 서로 감시하면서 닮아가게 된다. 저널

리스트들 사이의 이러한 경쟁은 저널리즘 장이 경제적 장에 종속되는 것을 심화시키

고 재생산하게 된다.

저널리즘 장에서 쓰이는 시청률 조사는 정치의 장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유

사하다. 두 개의 장이 비슷하게 시장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운명에 처한다. 대

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선동적 정치가 번성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민주주의나 대중의 이성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대중적 인기의 노예가 되어 버리

는 정치적 장도 역시 경제적 장이 지배하는 권력을 피할 수 없다(Bourdieu, 1996). 

감정에 소구하는 대중 선동정치는 대표적인 시장경제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는 정치

인 것이다.

부르디외는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갈등을 장 내부 및 장과 장 사이의 근본적 

동력으로 보았다. 외부적 힘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면이 있지만, 장은 내부적인 

논리와 법칙에 의해서 작동한다. 저널리즘 장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크게 문화 자본

과 경제 자본인데, 이 두 자본이 서로 교차하면서 저널리즘 장을 형성하고 재구성한

다. 문화 자본은 예술적 자질이나 지적 평가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퓰리처 상의 수상

은 저널리즘 장에서 권위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문화 자본을 많이 쌓

을수록 장 내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며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문화 

자본은 경제 자본으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경제 자본보다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력은 

약하고 장의 내부적 논리에 종속되는 경향이 높다. 경제 자본은 시청률, 광고 수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주로 외부적 힘으로 볼 수 있다. 저널리즘 장의 자율성이 낮

다고 말할 때는 ‘내적 원리’에 비해 ‘외적 원리’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이다

(이상길, 2004, p.233). ‘내적 원리’인 자율적 문화 자본과 ‘외적 원리’인 타율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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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양

경제자본(CE)+ 

문화자본(CC)-권력의 장

경제자본(CE)+ 문화자본(CC)+

문화생산의 장

소규모  대규모

저널리즘

자본종류별 

비율 

사회적 공간(국내)

경제자본(CE)- 문화자본(CC)-

<그림 1> 저널리즘의 구조적 위치(Benson, 1998, p.466)

자본이 충돌하면서 저널리즘 장 내부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저널리스트들과 노련한 저널리스트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도 저널리즘 장을 역동적

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다. 신참자와 고참자의 대립은 타율성과 자율성 사이에 유지되

는 균형을 깨뜨리고 다시 질서를 찾아가면서 저널리즘 장을 바꾼다.

한편 저널리즘 장은 정보의 흐름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장에 미치는 영

향이 크지만, 경제적 장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자본에 취약한 면도 보여준다. 저널리

즘 장 안에서 문화 자본과 경제 자본이 교차하면서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저

널리즘 장의 내부와 외부가 교차하며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 

저널리즘 장에서 권력이 행사되는 것은 내부와 외부가 만나면서 발생하는 관계적 권

력이다. 문화 자본과 경제 자본이 관계를 짓는 것도 저널리즘 내부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으며, 외부적 힘이나 계급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권력은 진공 상태에서 일

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생겨난다. 

저널리즘 장은 이러한 경계를 넘어서는 관계망에 존재하는 역동적 영역이다. 지금까

지의 논의 속에서 저널리즘이 어떠한 구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를 시각적으로 나

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공간은 권력의 장을 포함하며 권력의 장 내부에 문화 생

산의 장이 위치한다. 저널리즘 장은 문화 생산 장의 하위장이다. 여기에서 문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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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은 그것이 아방가르드적 실천 혹은 소수의 제한된 전문가를 위한 문화 생산인

가, 아니면 대규모의 일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생산인가에 따라 두 영역으

로 구분할 수 있다. 대중 매체를 통해 뉴스를 생산하는 저널리즘은 이 중 후자에 해

당한다. 또한 저널리즘 장은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 CC)과 경제적 자본

(Economic Capital, EC)이 장 내부에서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문화적 자본에 대한 경제적 자본의 비율이 높아지

고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전체 자본의 총량이 증가한다. 각 자본의 비율 차이는 저널

리즘 장 내부 행위자들의 선택과 행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를 통

해 저널리즘 장 내부에 역동성이 발생하며 이는 또한 저널리즘 장 바깥의 문화 생산

의 장 및 권력의 장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공간 전체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Benson, 1998, pp.465∼466).

장은 결국 권력들이 작용하는 사회적 공간이고 그 안의 행위자들은 각각의 위치

를 점유하면서 권력 관계를 유지하거나 변형하게 된다(Bourdieu, 2005, p.30). 저

널리즘 장도 마찬가지로 내부 행위자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권력 관

계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필요에 따라서 저널

리즘 장 외부의 힘을 빌려서 전복을 꾀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현재의 권력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서 외부의 힘이 동원되기도 한다. 문화 자본과 경제 자본은 이러한 권력 관

계를 결정짓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분석의 틀은 저널리스트 개인에 해당하면

서 동시에 방송사라는 집단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저널리즘 장 안의 행위자들은 사

회의 문화 자본이나 경제 자본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경쟁을 통해서 움직이고 그 영향

력의 범위도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와 같은 저널리즘 장의 구성은 각 사회의 특성

에 따라 다르게 자본을 배분하기 때문에 이론적 추상으로부터 현실의 구체적 대상으

로 내려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한국적 적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3. 저널리즘 장 이론의 한국적 적용

신자유주의 경쟁의 일반화 속에서 한국 방송 저널리즘도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적 장의 압력은 저널리즘 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저널리즘 장 이론은 한국의 언론학계에서 그동안 주변부에 위치하였

다. 가령 이상길(이상길, 2000; 2004; 2005)은 비교적 일찍부터 여러 작업을 통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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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디외의 이론체계 및 그의 저널리즘 장 이론을 심화하고 한국 언론학계에 알리는 데 

주력해 왔지만, 그를 제외하고는 부르디외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끌어들여 한국 사회 

공간의 구체적 맥락 하에서 저널리즘 장의 동학을 살핀 예는 찾기가 힘들다. 드물게 

한선·이오현(2011)이 저널리즘 장 이론을 통해 지역 신문 장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

고자 했으며, 원용진·홍성일·방희경(2008) 또한 방송 저널리즘 속에서 분기한 소

위 “PD 저널리즘”의 출현과 정착을 저널리즘 장 이론을 통해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들 소수의 논의들에서 수용된 저널리즘 장 이론은 이 글에서 살폈던 

부르디외의 이론적 체계와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한선·이오현은 “지역신문 장의 

경우 지방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일반적으로 부르디외 논의에서 미디어 장

에 적용되는 경제 장의 영향력 증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타율성의 구조

를 갖고 있다”(한선·이오현, p.417)고 파악함으로써 부르디외의 저널리즘 장 논의

의 주요한 축인 경제적 장의 영향력을 축소시켰다. 더욱이 인쇄 저널리즘에만 주목

함으로써 부르디외의 저널리즘 장 이론에서 주요한 변곡점을 가져왔던 텔레비전 저

널리즘은 전체 논의에서 빠지게 된다. 원용진·홍성일·방희경은 텔레비전 저널리

즘에 주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차별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디외가 주목

했던 텔레비전 저널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시청률 경쟁 및 광고 수주 압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들에게 텔레비전 저널리즘, 특히 소위 “PD 

저널리즘”은 “현재의 저널리즘 지형에서는 ‘다른 저널리즘’으로 역할을 하면서 사회, 

공론장, 저널리즘의 장에 긍정적 긴장을 제공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저널리즘 장 이론의 한국적 적용에서 나타난 변화 혹은 수정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프랑스와 한국의 사회적 맥락과 자본 배분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첫째로 종편 출범 이전까지 한국에서 텔레비전 저널리즘을 주도했

던 채널은 지상파 채널이었다. 한국의 지상파 채널은 세 개의 공영방송(KBS, MBC, 

EBS)과 1개의 민영방송(SBS)으로 구성된다. 공영방송이 중심이 된 한국의 방송 환

경에서 저널리즘에 미치는 시청률의 압력은 프랑스 및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느슨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광고의 압박도 마찬가지다. 2008년 헌

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기 전까지 이루어졌던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한 지상

파 방송의 광고판매 독점은 방송사들의 광고 수주 경쟁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발

생시켰다(문철수, 2011, p.27). 또한, 한국의 방송은 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분 짓는 

블록 형태의 광고를 유지해 옴으로써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상업적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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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이상기, 2011, p.41). 끝으로 2009년까지 방송법을 통해 유지되었던 

신방겸영불허원칙은 저널리즘 장 내부에서 인쇄 저널리즘과 방송 저널리즘이 서로 

다른 저널리즘 관행을 갖도록 만들었던 주요한 구분선이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처럼 1998년 이래로 텔레비전의 신뢰도는 신문의 신뢰도를 

앞서기 시작해 해가 갈수록 그 격차는 커가고 있다. 1998년이란 시점은 결정적인데, 

1997년 겨울의 외환위기 이후 신문사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하였고 이를 타개하

기 위한 언론의 상업화 전략이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높아진 시

장 압력 속에서 신문사의 자사 이기주의는 저널리스트의 객관성과 공공성의 전문직 

가치를 훼손하기 시작하였으며(김경모·신의경, 2013, p.68; 정동우, 2009, pp.411

∼413), 반면에 공영방송이 중심이 되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장으로부터 덜 영향 받

았던 한국의 텔레비전 저널리즘은 인쇄 저널리즘에 비해 높은 신뢰를 받게 되는 결과

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저널리즘 장의 특수성은 2010년대를 기

점으로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종편의 등장으로 인해 텔레비전 저널리즘의 다공영 1민

영 체제는 사실상 소수의 공영방송을 감싸고 있는 다수의 민영방송 체제로 역전되었

다. 방송의 공공성보다 방송의 경제성이 보다 높은 우선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

조로 변화했다. 더불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판매 독점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민영 미디어렙이 출범하였으며, 종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출범 이후 3년 동안 해

당 언론사에 의한 직접 광고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텔레비전은 경영난에 빠진 

신문의 탈출구처럼 인식되었다(홍지민, 2009). 텔레비전을 매개로 경제적 평가 범주

가 저널리즘 장 전체에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이와 같이 급격하게 변화된 한국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보건데, 어떤 의미에

서 부르디외의 저널리즘 장 이론은 수신자가 미처 받을 준비도 하기 전에 도착해 

먼저 개봉된 편지일 수 있다. 부르디외의 저널리즘 장 이론이 전제하는 입체적인 

장과 장 사이의 관계, 장 내부의 동학 및 자본 배분은 경제적 장의 압력에 의해 빗

장이 풀린 오늘의 방송 환경에서 다시 점검되어 그 이론적 설명력을 검증받을 필요

성이 있다. 이하의 장에서는 부르디외의 논의 속에서 제시되었던 저널리즘 장에 미

치는 경제적 자본의 배분, 저널리즘 장과 정치적 장의 관계, 저널리즘 장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화 전략이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

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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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스 뉴스의 차별화 전략

종편의 분석에 앞서서 간략하게 <폭스 뉴스>의 사례를 살핀다. 이를 통해서 저널리

즘 장의 신참자가 처한 구조적 조건과 압력이 어떻게 방송 행위자의 차별화를 전략과 

전체 방송 저널리즘 장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폭스 뉴스>

가 등장한 후에 텔레비전 저널리즘 장에서 일어난 변화는 부르디외가 저널리즘 장 이

론에서 서술한 상황과 유사하다. 물론 <폭스 뉴스>는 한국의 종편과 반드시 일치하

는 방송은 아니고 더군다나 <폭스 뉴스>는 뉴스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차이

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폭스 뉴스>가 신규 채널로 저널리즘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

과 변화의 추이를 살피는 것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종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규 채널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청자를 확보하고 광고를 유치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폭스 뉴스>는 케이블 뉴스 채널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다. <폭스 뉴스>는 현재 1980년에 출범한 뉴스 전문 채널 <CNN>을 제

치고 미국의 1위 뉴스 채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사실 왜곡, 편

파성, 선정성 등과 같은 어두운 면이 자리 잡고 있다. <폭스 뉴스>가 보수 이데올로

기를 대표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하면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언론으로 갖추어

야 할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선전만 전하는 매체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Brock, Rabin-Havt & Media Matters for America, 2012). <폭스 뉴스> 

자체의 변화도 놀랍지만 그에 따라서 다른 뉴스 매체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기보다는 편향된 의견을 방송하는 <폭

스 뉴스>가 저널리즘의 세계에서 새로운 뉴스 포맷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

닌가에 대한 우려다.

<폭스 뉴스>의 성공 비결로 스타 파워, 보수적 이데올로기, 차별화된 뉴스 장르

의 실험이 꼽힌다(Peters, 2010). 스타 앵커가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목마른 시청자

들을 뉴스 장르 안으로 결집시키면서 <폭스 뉴스>의 시청률이 점차 상승하기 시작하

였다. 창립된 지 십 년도 되기 전에 수익을 내고 시청률에서도 다른 케이블 뉴스를 

제치고 1위의 자리를 고수했다. 이러한 성공 이야기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어지려

면 뉴스 브랜드의 형성과 충실한 시청자가 필수적인 조건인데, 이것을 묶어주는 것이 

바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걸친 일관된 정파적 이데올로기다(Jones, 2012, p.179). 보

수적 매체를 대표하는 주류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고 동시에 비슷한 성향의 시청자에

게 소구하고 이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지금의 <폭스 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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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될 수 있었다. <폭스 뉴스>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와 시청자를 묶어주는 연결고리

로 작용하면서 그 영향력을 점차 키워왔다. 역설적으로 <폭스 뉴스>가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Fair and Balanced)” 뉴스이며, “우리는 보도하

고, 당신이 판단하세요(We Report, You Decide)”다. 그러나 <폭스 뉴스>가 자체

적으로 내건 정체성과 대중이 받아들이는 이미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04년 

11월에 가린－하트－양 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35%가 

<폭스 뉴스>를 보수적 매체로 인식하고 있었다(Turner, 2007, p.442). 학자들이나 

미디어 감시단체들도 <폭스 뉴스>가 과도하게 이데올로기적 내러티브를 보여준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Jamieson & Cappella, 2008).

출범 초기 방송국 및 시청자 확보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겼었던 <폭스 뉴스>는 

2001년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미국 사회의 

보수화 분위기와 그 요구를 대변할만한 가장 적합한 매체로 <폭스 뉴스>가 인식되었

고 경쟁 케이블 뉴스사였던 <MSNBC>와 <CNN>을 차례로 넘으며 2002년에 1위 케

이블 뉴스 방송사가 되었고 아직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객관성, 공정성의 준수

보다 보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시청자를 모은 <폭스 뉴스>는 저널리즘의 방향을 

바꾸었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정치적 신념에 비슷한 뉴스를 선택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Stroud, 2011), <폭스 뉴스>는 보수적 시청자들의 뉴스 소비의 혜택

을 누리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폭스 뉴스>가 득세하기 이전에는 뉴스와 정치가 거

리를 유지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관례였지만, <폭스 뉴스>는 보수 정치인을 직접 프

로그램에 출연시키고 선거에도 직접 관여하여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폭스 뉴스>는 단순히 뉴스와 의견을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서 커뮤니케이션

을 주도하고, 기금 모금을 하며, 공화당원을 동원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다(Brock, Rabin-Havt & Media Matters for America, 2012, p.17).

<폭스 뉴스>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한쪽에서는 새로운 저널리즘의 출연으로 평

가하는 의견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저널리즘 가치의 추락으로 보기도 한다. 이

러한 논란에도 분명한 사실은 <폭스 뉴스>가 뉴스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폭스 뉴스>에 자극받아 <MSNBC>는 진보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시청자를 모으

고 있고, <CNN>도 의견 중심 프로그램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폭스 뉴스>와 

<MSNBC>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케이블 뉴스는 정파적 

성격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Pew Research Center, 2013). 이것은 정치권과 뉴스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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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 뉴스>는 한국 종편이 직면한 현실과 유사한 점이 있다. 종편의 경우 절차

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립 때문에 야당과 진보적 인사들의 보이콧이 있었는데, <폭스 

뉴스>도 민주당과 진보인사들의 출연거부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정파를 중심으로 

뉴스 시장이 이합집산하면서 저널리즘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뉴스나 시사 프로그

램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있으며, 정치와 저널리즘의 간극이 좁

혀지고 있는 것은 부르디외가 예견했던 상황이다. 이하에서 살펴볼 부르디외의 저널

리즘 장 이론은 공공 저널리즘에서 상업 저널리즘으로 흘러가는 프랑스 상황을 통해 

저널리즘 장이 다른 사회적 장에 야기하는 변화를 설명한다. 저널리즘 장 내부가 변

화할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 장이 정치나 경제와 보다 긴 하게 연계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측면은 <폭스 뉴스>나 종편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부르디외의 저널리즘 

장 이론의 핵심이 된다.

5. 저널리즘 장 행위자의 차별화 전략: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

저널리즘 장에 미치는 경제적 장의 영향력은 구독률/시청률(audience rating)의 매

개를 통해 이루어진다(Bourdieu, 1996, p.54). 높은 구독률/시청률은 보다 많은 광

고 유치와 높은 광고 단가를 의미하고 이를 통해 저널리즘 장의 경제적 장에 대한 종

속도는 심화된다. 광고가 저널리즘 장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장의 구속력이라면 

구독률/시청률은 저널리즘 장에서 변환된 경제적 장의 간접적인 구속력이다. 서구 

사회의 경우 텔레비전의 출현은 저널리즘 장의 경제적 장에 대한 종속을 보다 심화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 인쇄 매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텔레비전의 수용자 도달력

은 사실상 전 국민을 시청자로 두는 것을 의미했으며, 저널리즘 장 전체의 행위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구독률/시청률 투쟁(struggles settled by audience)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종편은 서구와 달랐던 한국의 저널리즘 장에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시장 

논리를 구조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승인 계획을 발표

하며 내세운 4대 정책 목표는 ①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적극 대응, ②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③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④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였다. 앞의 

두 개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적응과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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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규제 기준

지상파 TV

프로그램 광고 방송 프로그램(광고 포함) 시간의 10/100 이내

중간광고 불허

토막광고 1분30초 × 2회이내

자막광고 10초 × 4회이내 *화면 1/4 이내

시보광고 10초 × 2회이내

시간당 계 10분

종편

프로그램 광고 12/100

중간광고 허용

토막광고 1분 40초×2회)

자막광고 10초 × 6회 *화면 1/4 이내

시간당 계 평균 10분 *매시간 12분 초과 금지(시간당 광고총량제)

출처: 유승희 의원실(2013. 10. 29), 국감보도자료/20131029. 방문진 코바코 MBC 국정감사. p.9

<  2>  의 적   

자의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뒤의 둘은 방송을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 속

에서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지상파 방송

이 다공영 1민영 체제 하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였던 것에 반해, 종편은 “유

료방송 시장 안에서 송출 및 시청자에 대한 기술적 접근에 있어 유료방송 플랫폼 사

업자에 의존해야 하는 ‘채널사용 사업자(PP)’ ”(김동원a, 2013, p.10)로서 그 출발선 

자체가 지상파와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텔레비전의 직접수신비율이 전

체 가구의 10% 남짓에 불과한 상황에서 종편과 지상파의 전송 방식의 기술적 차이에 

의한 시청층의 분리는 사실상 무의미했다. 신규 채널임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직접 광고를 유치할 수 있게 된 종편은 수시로 광고주들과 만나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며 공격적인 광고영업에 나서고 있다(원성윤b, 2013. 5. 15). 지상파와 동일

하게 사실상 전 국민을 시청자로 삼고 있지만, 종편과 지상파 사이의 규제는 비대칭

적이다.

경제적 장의 강력한 영향력은 종편의 뉴스 보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JTBC의 경우 ‘기사별 시청률’을 보도국 기자의 인사고과에 반영키로 하는 방안을 추

진해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받았다(김도연·곽상아, 2013. 2. 25). 이

는 결국에는 관철되지 못했지만, 종편의 저널리즘이 높은 시청률 압박을 받는다는 것

을 드러낸 일화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24 방송통신연구 2013년 겨울호 (통권 제85호)

뉴스가 좋은 뉴스가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이들에게 시청되는지가 좋은 뉴스를 결정

하는 기준이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종편이 현재 확보하

려는 시청률이 그리 높은 시청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종편 출범 이후 1년 동안 종편

의 평균 시청률은 평균 0.5% 미만이었으며(김영주·정재민, 2013, p.152), 최근에

야 1%대에 도달하였다(남빛나라, 2013. 9. 3). 종편의 당면 과제는 최소한의 시청자 

확보에 달려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저널리즘 장의 자율성을 보증했던 저널리즘 관행

을 위협하는 요소다. 저널리즘 장의 독자적인 규범으로 정착한 가치와 사실의 분리, 

객관주의 보도 기법은 실은 수용자 층의 확대를, 다시 말해 신문의 정파성에 따른 편

협한 수용자층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일반적 수용자층(general readership)을 포함

하려는 시장 확대의 동기에 따른 것이었다(Allan, 2004, pp.15∼16).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종편에게 중요한 것은 일반적 수용자층이 아니라 충성도가 높은 고정적 시

청자의 확보다. 이에 따라 종편의 텔레비전 저널리즘은 종편이 운용되기 위한 최소 

시청자 확보를 위해 보다 자극적/선정적이고 정파적이며 주창적인 논조를 띨 가능성

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의 뉴스 프로그램이 기존 저널리즘 장의 규범 체계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는 없었다. 오랜 기간 공고히 수립되어 온 뉴스 보도 방식은 여전히 

가치와 사실의 분리, 객관성과 같은 저널리즘 장의 내부적 논리를 종편에게 강제한

다. 장의 신규 진입자인 종편의 정파성과 주창성이 온전히 발현된 것은 종편이 새로

운 텔레비전 뉴스 장르로 부각시킨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뉴스 대담 프

로그램은 기존의 지상파 중심의 텔레비전 방송 저널리즘에서는 낯선 뉴스 장르였다. 

심재웅·고성국·서상민(2012)은 지상파 텔레비전에서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제작

되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나라 방송 저널리즘의 특징에서 찾는다. 지상파 텔레비전 

저널리즘은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라는 전통적인 기자의 취재를 통한 정치정보 전

달에 주력했다. “즉, 정치적 뉴스나 관련 프로그램에서 보도와 해석은 기자의 영역이

며 그 과정에서 정치평론가는 중요한 취재원이자 정보원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심

재웅 외, p.137). 지상파 뉴스 프로그램을 닮은 종편의 뉴스 프로그램 또한 이와 같

은 텔레비전 저널리즘 장의 내적 논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반면에 새롭게 등장한 종

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출연진의 발언을 통해 기자의 매개를 거치지 않은 정치 평

론가 및 시사 비평가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한다. 이들은 종편에 의해 선택된 이들

로서 종편의 이해관계와 무관할 수 없다. 부르디외는 이를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하

였다. “저널리즘의 힘과 조작은 훨씬 미묘하게 행사될 수 있다. 트로이의 목마처럼,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과 그 효과  25

저널리즘의 힘과 조작은 타율적 행위자들을 자율적 세계로 끌고 온다. 외부의 힘(저

널리즘)에 의해 지지됨으로써,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가) 동료들로부터는 얻을 수 없

었던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Bourdieu, 1996, p.59; 괄호는 역자 삽입). 실제로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평론가의 겹치기 출연이나, 제대로 여과되지 않은 발언, 엔터테

인먼트화되어 가는 정치평론 문화 등의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송종현, 

2013, p.14)가 종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텔레비전 저널리즘 장르의 출현은 경제적 장의 구속력으로 설

명 가능하다. 종합편성채널 4사는 출범 첫 해 총 2,754억 원의 당기순손실(적자)을 

기록했다(원성윤a, 2013. 4. 10). 낮은 시청률은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고 이로 인

해 종편의 프로그램 제작 방식 자체도 바뀌었다.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드라마, 

예능, 스포츠 프로그램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정적인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이 늘었다. 이에 따라 보도전문채널이 방송통신위

원회에게 종편의 과도한 보도 프로그램 편성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서를 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YTN과 뉴스와이는 방통위에 낸 건의서에서 “<TV조선>·<채널

A>·<MBN> 등 종편 3사의 주중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중은 전체 방송 시간에서 

60∼70%(2013년 8월 평일, 6시∼24시 기준)에 육박한다”며 “종편들이 드라마나 교

양 프로그램 투자는 뒤로 한 채 뉴스 생산에만 매달리면서 기존 보도채널의 광고 영

업에 지장을 주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문현숙, 2013. 10. 17). 

표면적으로는 종합편성 채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자신의 본 역할을 다 해 달

라는 주문처럼 보이지만 실은 종편의 과도한 뉴스보도 및 시사대담 프로그램 편성에 

따라 시청자를 빼앗긴 보도 전문 채널의 볼멘 목소리였다.

여기서 역설적인 것은 종편의 자율성이 동시에 경제적 장의 구속력으로부터 발생

했다는 것이다.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자본의 한계로 인해 편중될 수밖에 없었던 종

편의 텔레비전 시사대담 프로그램 제작은 결과적으로 종편의 문화 자본을 배가하였

다. 2013년 10월을 기준으로 종편이 방송하고 있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총 14개로 

주중 매일 편성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의 개별 방송 시간은 적게는 55분에부터, 길

게는 90분에 이른다. 본방을 기준으로 주간 편성 시간을 합산하면 <채널 A>가 1,500

분으로 가장 많았고, <TV 조선> 1,475분, <JTBC> 880분, <MBN> 750분의 순이었

다(송종현, 2013, p.3). 이것은 재방송과 재편집본 방영시간을 제외한 것이다. 이를 

통해 종편은 더 많은 시사적 발언을 방송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종편의 집중적인 텔레비전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은 방송 저널리즘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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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자인 종편을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차별화하는 요소가 되었다. 단지 양적

인 차별화만이 아니었다. 종편은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른 장들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한다. 부르디외는 프랑스의 직업 소설가를 살피며 문화자본의 일

반 법칙을 제안한 바 있다. “문화 생산자가 자율적이고, 자신이 위치한 장 내에서 특

수 자본이 풍부하며, 그의 경쟁자만을 고객으로 하는 제한된 시장으로 배타적으로 향

할수록, 그는 점점 더 저항적으로 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문화생산자가 대량

의 시장을 지향하여 그의 문화 상품을 생산할수록, 그는 (수필가, 작가－기자

(writer-journalist), 체제 순응적 소설가처럼) 더욱 더 외부 권력, 국가, 교회, 정당 

그리고 오늘날 저널리즘이나 텔레비전과 협력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요구와 주

문에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Bourdieu, 1996, p.62). 이 지점에서 종편의 위상은 

독특하다. 종편은 텔레비전에 속함으로써 다른 장들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권력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종편은 동시에 저널리즘 및 텔레비전 내부에서도 차별적

인 위치를 점유한다. <그림 1. 저널리즘의 구조적 위치>에서 저널리즘은 문화 생산

의 장에서 대규모의 수용자를 겨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속에서 종편은 낮은 

시청률로 인해 지상파 방송사와 달리 “그의 경쟁자만을 고객으로 하는 제한된 시장

으로 배타적으로” 향해 있다. 더불어 거대 보수 신문사를 대주주로 둔 종편은 지상파 

방송사와는 다른 특수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과 종편 사이의 비대칭 규

제는 문화 생산자로서의 종편에 자율성을 부과한다. 따라서 종편은 저항적인 속성을 

보여주는데, 이 때 저항의 대상은 저널리즘 장 내부의 논리다. 다시 말해, 종편은 저

널리즘과 텔레비전으로서 외부의 장에 대한 요구와 주문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

면서도 동시에 기존의 저널리즘 및 텔레비전의 내부적 논리와는 충돌하는 문화자본

을 행사하는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다.

6. 종편의 차별화 전략이 가져온 효과

이와 같은 종편의 독특한 위상이 두드러지게 부각된 것은 종편 출범 후 이어진 총선

과 대선이었다. 종편이 출범한 이듬해인 “2012년이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이른바 선

거의 한해라는 점이, 넘쳐나는 정치평론가 시대를 연출하는 데 결정적인 한 몫을 했

다”(심재웅 외, p.91).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시사 평론가 및 정치 평론가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였으며, 개국 후 낮은 시청률로 어려움을 겪던 종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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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종편은 다수의 뉴스 

프로그램 및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선거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문화 자본을 

사용하였다.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지난 대선 직전 8일간 종편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MBN은 72.5%, 채널A 65.5%, TV조선 58.1%, JTBC 

36.4% 등을 기록해 20%대에 머무른 지상파 3사의 편성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김동

원b, 2013, pp.14∼15).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종편의 출범 자체를 반대했으며 출

범 이후에는 종편의 보수적 논조에 불만을 가졌던 제1 야당은 당론으로 자당의 정치

인 출연을 금지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보이콧은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패널을 여

당 편향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그 결과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정치적 색조를 보수화

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2012년의 선거 국면에서 종편의 보도 행태는 정파적이었고 주창적이었다. 이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 발간한 <선거 방송 심의 백서>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종편 4사의 방송 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는 27건으로, 이는 지상파의 5건을 

압도한다(김세옥b, 2013. 2. 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대

선 기간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정당의 후보자 측에 유리하게 편

중된 패널 구성,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후보자 등을 비하하는 내용, △대선결과에 

대한 역술인들의 단정적 예측 등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고 밝혔다(선거방송심

의지원단, 2013. 1. 18). 기간을 종편 출범 후부터 2013년 10월까지 확대하여 살펴

본다면 종편 4개사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규정과 선거방송심의규정 위

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 받은 건수는 모두 37건이었는데, 여기에 적

용된 관련 심의규정 조항은 모두 59개였다. 이 중 가장 빈번하게 제제를 받았던 항목

은 품위유지로 총 26건(44.1%)이 해당되었다. 본 논문이 주목하고 있는 정파성과 주

창성을 규제하는 중립성/공정성/형평성/공적책임/객관성을 함께 묶어보면, 이를 위

반한 것으로 심의되어 규제를 받았던 것은 총 14건(23.7%)으로 이는 전체 규제 건수

의 1/4에 해당한다. 지상파가 2012년을 기준으로 관련 항목이 11.6%에 그쳤다는 것

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지상파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종편의 강한 정파성과 

주창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해석 할 수 있다(손영준, pp.13∼14).

상황이 이처럼 전개되자 정치적 장은 저널리즘 장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없게 되

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자신의 패인 중 하나를 종편 출연 거부에서 찾

았다. 그에 따라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종편 출연금지 당론을 해제하고 이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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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및 정치인의 자율적 재량에 맡겼다(양성희, 2013. 4. 1).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한 종편의 영향력과 다른 장에 미치는 종편의 상징 자본을 가늠할 수 있는 

일화이다. 물론 전통적으로 저널리즘은 종편 출범 이전에도 정치적 장에 강력한 영

향력을 행사하였다. 저널리스트는 다른 장의 행위자를 매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화적 자본을 통해 정치적 장에 직접 진입하기도 한다. 한국적인 맥락 하에서 폴리

널리스트의 출현은 저널리즘 장이 정치적 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

여주는 말일 것이다. 폴리널리스트는 정치인(politician)과 기자(journalist)를 우리 

식으로 합성한 단어로, 정치를 감시하고 견제하던 저널리스트가 돌연 기자직을 버리

고 그들이 감시했던 정치인으로 변신했을 때, 이들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국

회의원만 따져봤을 경우 전체 299명 중 2000년엔 45명이, 2004년과 2008년엔 40명

이 언론인 출신이었다(김세옥a, 2012. 2. 21). 우리나라의 전체 직업 숫자를 생각해

본다면 기자 출신은 과잉 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선거에서 떨어진 이들, 정부 

각료로 영입된 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어떻게 이들이 손쉽게 

정치계로 진출하거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가를 따져 보니, 그 이유는 이들

이 기자로 일하며 독자나 시청자로부터 얻었던 신뢰도, 대중성, 영향력 덕분으로 이

것은 그들 개인이 실제로 믿을 만하고, 매력적이며 설득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기자

라는 직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기자들에게 상징자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저널리즘 장이 정치적 장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뉴스 자체에도 나타난다. 이는 이

중적인데 하나는 직접 정치인이나 이데올로기를 등장시켜 그들의 발언을 노출시킴으

로써, 다른 하나는 뉴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가능하다. 두 번째 

방식은 앞서 경제적 장과 저널리즘 장과의 관련성 속에서 상술된 바 있다. 종편의 경

우 경제적 장의 논리에 따라 주창적이고 정파적인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한편 첫 번째 경우는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강력한 힘을 정치

적 장에 발휘하는 중이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은 종편 출범 후 1년이 넘게 야당이 종

편 출연을 거부함으로써 패널 선정에 있어 한정된 선택지가 종편에 부과되었다는 측

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치적 성향의 인물만을 텔레비전에 출연시킴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특정한 시

각의 편향을 가져왔음을 지적해야 한다(강찬호, 2013; 김동하, 2012. 10. 22; 송종

현, 2013; 심재웅 외, 2012). 한정된 몇몇 정치 평론가들이 채널을 오가는 토론자로 

섭외됨으로써 정책을 검증하기보다는 논쟁을 촉발하고, 판세를 분석하며, 누가 주도

권을 쥘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정책보다는 여와 야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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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논리를 통해 시청률을 확보하려는 종편의 경제적 장에 대한 구속으로부터 멀리 떨

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부르디외가 “시장 논리의 힘에 점차 종속되는 저널리즘 장은 

(특히 여론 조사와 같은 합리화된 수단을 통해 대중 선동이 야기될 때) 대중 선동의 

유혹에 의해 항상 사로잡힌 정치적 장에 대하여 끊임없이 영향력을 증가시키며, 이 

영향력은 정치적 장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Bourdieu, 1996, p.77).고 일찍이 간

파했던 효과다.

물론 모든 종편이 동일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차별화 전략은 종편 

내부에서도 발생한다. 불과 2년여 밖에 되지 않은 종편의 변화를 가늠하기는 이르지

만 JTBC의 행보는 주목을 요한다. 다른 종편과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았

던 JTBC는 기존에 진보적인 인사로 평가받던, 다시 말해 진보적 상징자본이 컸던 손

석희 교수를 보도본부 사장으로 영입하면서, 뉴스경쟁력 강화 방안, 취재시스템 개

선, 보도국 인력 충원, 뉴스 시간대 변경 검토 등을 통해서 새로운 차별화 전략을 내

세우고 나섰다(원성윤c, 2013. 6. 12). 변화한 JTBC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볼 경

우 하나의 주제를 두고 리포트와 대담이 8∼10분 동안 연속으로 이어지는 입체조명 

뉴스를 시도하고 있다(이대호b, 2012. 3. 21). 단순 나열식 뉴스에서 짧게 보여줄 수 

없는 사건의 흐름과 맥락에 미묘한 의미까지 전달하려는 노력이다. 종편 뉴스가 차

별화 전략으로 긴 시간을 활용해서 논평까지 가미된 분석뉴스를 시도하고 있는 셈이

다. JTBC가 종편 4사로 구성된 한국종합편성채널협의회를 사실상 탈퇴하고 콘텐츠

와 시청률 차이를 통해서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 역시 다른 종편과 차이나는 지점이

다(이대호a, 2012. 7. 11). 이러한 차별화 전략이 다른 종편 방송사에서 시도되지 않

은 것임은 분명하다.

더불어 최근 JTBC 뉴스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수용자를 늘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종편만으로는 시청자의 급속한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자 JTBC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자사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JTBC가 

한정된 정파적 종편 수용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시청자(general reader-

ship)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편에 덧씌워진 

편파성, 주창성, 선정성이라는 부정적 비판에 대해 JTBC는 일정한 선을 긋고, 오히

려 지상파 방송사의 저널리즘과 경쟁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종편 내부의 차별화 전략은 종편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방송 저널리즘 장 내에

서 저널리즘의 정당성과 주도권을 쥐려는 투쟁의 과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최

근 몇 년간 지상파 텔레비전 뉴스의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JTBC의 실험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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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저널리즘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사도 적극적으로 종편의 

저널리즘에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KBS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이 2013년 가을 개편을 통하여 형식과 심층성을 강화한 배경으로 JTBC 뉴

스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김수정, 2013. 10. 10), 지상파 방

송 또한 그동안 제작하지 않았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종편의 그것과 본격

적인 경쟁에 나서고 있다. 종편의 저널리즘이 촉발제가 되어 전체 방송 저널리즘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종편이 취한 차별화 전략은 부르디외 관점에서 살펴보면, 문화 자본이나 상징 자

본의 기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널리즘 장 속에서 차별성은 행위자들 사이에서 물

질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표상하는 상징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정당한 것

으로 받아들여진 표상은 이윤을 낳는 상징자본으로 기능한다(Bourdieu, 1978/ 

2013, p.22). 종편의 차별화 전략은 저널리즘 장 내부의 다른 행위자와 관계를 통해

서 드러나며, 나아가서 정치적 장이나 경제적 장의 물질적 재화와 관계를 통해서 이

중적으로 결정된다. 새로운 저널리즘 행위자로 등장한 종편은 비교적 자유로운 규제

를 기반으로 해서 상징 자본을 꾸준히 축적해 나가고 있다. 수익원이 되는 광고를 적

극 활용하고, 정치적 장에서도 표현력의 범위를 확장하며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

다. 이렇게 확보한 상징자본은 신참자로서 불안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종편의 정

당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종편이 취한 차별화한 전략은 독특한 형태의 방송사

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등 상징자본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7. 나가며

필자들은 지금까지 부르디외의 논의에 기대어 종편 출범 후 변화하고 있는 한국 방송 

저널리즘 장과 이것이 다른 장들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점검하였다. 한국의 저널리

즘 장 역시 저널리즘 장의 내부적 역학뿐만 아니라 외부의 경제적 장과 정치적 장의 

영향력 속에서 역동적으로 재구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상파에 비해 상

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는 종편의 저널리즘 장 진입은 경제적 장의 영향력을 저널

리즘 장 내부에 급속하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종편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집중 편성은 종편에 미친 경

제적 장의 압력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종편의 대응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종편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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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즘 영역 이외에도 나름의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정치적 영역에 대한 

종편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정치평론가를 비롯해서 정치인을 직접 출연

시켜 정치적 사안을 논하는 장을 확대하면서 정치적 장에 대한 상징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종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종편의 차별화 

전략이 정치적 장이나 경제적 장에 대한 영향력과 외연을 확보하는 면이 있었지만, 

저널리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반대급부를 수반하고 있

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부르디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일 필요가 있겠다. 그는 오늘의 문제적인 미디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

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널리즘 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강화하고, 언론인들로 

하여금 보편의 덕목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사회적 기제의 확립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 제안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부르디외는 저널리즘 장의 입장

과 퇴장에 관한 최소한의 규칙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Bourdieu, 1996, 

pp.64∼67). 물론 저널리즘 장의 내부 규칙을 강조하면서 외부 신참자의 진입을 통

제하는 것은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무런 문턱도 없이 

저널리즘 장을 열어놓는다면 저널리즘의 수준을 스스로 격하시키게 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종편 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를 내어주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이뤄진다면 최소

한의 규칙도 따르지 않는 무분별한 저널리스트를 양산하게 되어서 저널리즘 장 자체

의 질적 저하라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저널리즘의 장이 혼탁해지지 않기 위한 장의 진입장벽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편

적으로 추구해야 할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칙은 구성원의 동의를 통해서 

이뤄진다. 저널리스트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법칙에 기반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여 

“입장료”를 부과하고 퇴장의 의무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언론인들의 오류와 이

기주의를 규제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봉사를 진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인들의 권력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직업윤리의 

규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정한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언

론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이고, 어떤 금기(표절이나 왜곡 등)의 위

반자에게는 거의 자동적으로 제재가 가해지며 ‘퇴장의 의무’까지도 부과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저널리즘 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규칙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며, 습

득한 규칙을 반복해서 어기면 퇴장당하는 것은 저널리즘 장의 기본이다. 종편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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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 장에도 이러한 관행이 역사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직면하였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저널리즘 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덕목과 규칙을 어기면 퇴장당해야 

저널리즘이 유지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널리즘 장 전체를 뒤흔드는 예

외주의로 작용하여 지상파, 케이블 방송까지 무법지대로 퇴행할 수 있다. 저널리즘 

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종편 저널리즘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중요하다. 때

마침 종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새롭게 출현한 종편이 

저널리즘 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퇴장의 의무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널리즘 장에서 시청률이라는 기준은 다분히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시청률은 대중들의 의견이나 관심을 반영하는 틀이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적 덕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

에 대중이 모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주제

를 단순히 시청률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 된다. 퇴장의 의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시청률을 민주주의와 혼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저널리즘의 고유한 가치와 

덕목에 위반하느냐가 그 기준으로 제시되어야만 한다. 아무리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방송사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적 원칙에 위협이 된다면 제재가 이뤄져

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부르디외가 주장한 저널리즘 장 이론에 나온 문화 자본과 경제 자본을 

이론적 틀로 한국 종편의 현 상황을 평가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종편이 나아가

야할 제도나 규율에 대한 연구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짧은 종편의 

역사 속에서 정당한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지만, 향후 연구를 통해서 종편의 한계와 

발전방향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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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last 2 years, TV journalism has been changed since the inception of 

Korean comprehensive cable channels in 2011. Commercial comprehensive cable 

channels have employed a differentiation strategy for their survival in this new com-

petitive environment. This paper investigates comprehensive cable television chan-

nels’ relation with the economic and political fields. As a theoretical tool, we modify 

Bourdieu’s journalistic field theory so as to use it in Korean contexts. According to 

Bourdieu, two competing resources - cultur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 are 

essential to gain control of any field, including the journalistic field. Before moving 

onto analysis, we briefly review how the U.S. Fox News Channel has influenced on 

the political field. In terms of active use of ideology, comprehensive cable channels 

and the Fox News Channel are shown to share a similarity. Additionally, the boun-

dary between news and politics has been blurred. This study analyzes how current 

events shows in comprehensive cable channels are influenced by the economic 

field through ratings and advertisements. We also examine the impact of the politi-

cal field by considering how the programs or their panelists’ political positions are 

biased. Finally, we suggest that the growing power of external forces such as poli-

tics or economics might break the internal logic of the journalistic field.

Key words comprehensive cable channel, Bourdieu, journalistic field, current 

events progra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