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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echnology continues to develop and diffuse rapidly, drastic changes are taking place in various 

areas of our contemporary society, including the media environment and market. Local media, 

including local newspapers and local broadcasting stations are no exception to such change. In 

addition, as the traditional concept of locality, which is based on geographic space and boundary, 

evolves into a more multi-layered and complex concept of locality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local media have been called on to newly establish the 

concept of locality in the changing media environment and required to seek their own way of survival 

and development. Beginning from this background, the current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local newspaper reporters, including reporters from local newspapers and local 

correspondents of nation-wide newspapers. In the interviews with the reporters, the researchers 

asked several pivotal and probing questions, including those regarding the concept of locality they 

have in mind as local reporters,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local media, the current crisis and its 

causes surrounding their medium, and possible alternatives in their struggle for existence. After 

analysis, the researchers found that the interviewees from local newspapers are still sticking to the 

region-based traditional concept of locality and recognize themselves as chroniclers of local issues and 

history, advocates of the local people, and defenders of local interests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one hand, however, they confessed that the current local media crisis was caused not only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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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increase of online news media, portal news, and breaking-news 

competition, but also internal problems, for example, the conservative atmosphere of their 

organization and internal resistance toward work environment changes. In addition, the interviewees 

suggested the necessity of crossover media production and deviations from existing practices. For 

example, newspaper companies need to have the ability to create and provide video content to their 

subscribers through different channels, such as YouTube, even though they have been known as 

newspaper companies through the decades in their respective regions. However, the researchers were 

not able to catch the recognition of neo-localism or hyper-localism, which have been suggested as 

new directions for the local media, from the interviewees. In summary, in order for the local media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and find a new way of survival and prosperity, it is recommended that they 

evolve their conception of locality into a multi-faceted one and become aware of new trends involving 

media localism.

Keywords: local journalism, locality, neo-localism, hyper-lo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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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기술의발달로미디어시장이격변하는가운데, 신문과방송등전통적보도매체들이포털과유

튜브등온라인매체들에차츰그영향력을잃어가고있다. 특히종이신문이용률이지난20여

년동안60%이상감소한가운데(언론진흥재단, 2019a), 지역지는생존위기를절박하게경험

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위기감은발행부수나이용자감소라는단면적인측면만부각된채,

무엇이근본적인문제이고어떻게그해결방향을찾아야할지에관한논의가충분히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프랭클린(Franklin, 2008)은 신문의미래에관한비관론과낙관론을소개하며앞으로의

신문이오락처럼즐거움을제공해야하는지, 아니면공론장제공같은전통적역할을지속해야

하는지에대한의문을던진바있다. 그는일부고급일간지나무료신문을제외한종이신문의

상당수가판매부수감소와광고수익악화로경영상의어려움을겪을것이며, 특히지역지는온

라인뉴스의확산으로인해한층더한위기를경험할것이라고우려했다. 이에대한해법으로프

랭클린은지역지가독자의라이프스타일을감안하여석간으로전환하거나, 새로운제작과유통

기술을적용하거나, 또는시민의제작참여를확대함으로써지속적인독자확보를할수있다고

주장했다.

이와더불어지역언론이그존재의의미로오랫동안천착해온전통적지역성(locality)

개념이변화하면서지역지도이에상응한변화를할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다시말해, 교통의

발달과소통기술의확산이불러온탈공간화가전통적인지역성을복합적이고다층적인개념으로

변화시킨가운데, 지역지를비롯한지역의언론이생존을위한새로운국면에대응해야한다는

것이다(강명현, 2005). 과거지역언론의지역성구현은지리적 ·물리적조건을극복하기가쉽

지않았기때문에특정권역을중심으로지역민들에게지역내의이슈와관심사를제공하고이를

통해지역민들의가치나이해를두루공유하는것을의미했다. 그러나온라인으로전세계와실시

간으로소통할수있는오늘날, 지리적공간은지역성을설명하는하나의차원에지나지않는다

(양선희, 2013).즉, 지리적경계를넘어선새로운지역성을인식하고, 그에바탕해지역언론의

목표와역할을재설정할필요가있다.

물론지역성과그개념의변화, 그리고지역언론의향배에대한분석과제언은그동안드

물지않게제시되어왔다. 1990년대중반의지방자치제부활과지역민영방송태동등은지역성

과 지역 언론의 책무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윤석민·김희진·윤상길·문태준,

2004). 그러나이무렵진행된지역언론과학계의지역성에대한논의는지리적공간을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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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면적차원에머물러있었으며, 언론사가위치한지리적권역내의거주민의요구와관심사

에얼마나부응하는지가주로초점이었다. 2000년대초반에접어들어그간다루어온지역성개

념이과연적절한것인가에대한의문이제기되면서,몇몇연구자들은지역성을재검토하고다른

한편으로그이론적지평을확장시켰다(이근용, 2014). 예를들어사회적공간으로서의지역성

(임영호, 2002a)이나 다층적개념으로서의 지역성(조항제, 2009)이 그것이다. 다른한편으로

일군의연구자들은지역언론인들을대상으로변화하는미디어환경속에서지역성에대한그들

의인식과관점, 그리고이들이생각하는지역언론의현황과미래는어떠한것인지를실증적으

로탐구하였다(김영수·강경수, 2013; 김영수·강경수, 2014; 김영수·김연식, 2011; 김영수·이근

용, 2010; 김영수·임종수, 2011; 김동윤·김성해, 2013;문종대·안차수, 2013).

그러나당시의실증적연구들은지역언론인들의지역성인식이대체로지리적경계를토

대로했던시절에머물러있음을지적한다. 지역방송인들이생각하는지역은방송권역과다르지

않다거나(김영수·임종수, 2010), 지역의관점보다는전통적인뉴스가치를좇는경향(김동윤·김

성해, 2013), 지역이라는물리적공간에치중한뉴스콘텐츠들(윤영태, 2014)을지적한연구가

그러한예다. 즉, 지역언론인들은미디어환경변화와더불어그들이가지고있는지역성의개

념도달라져야한다는것을어렴풋이인식하지만,실천적으로는아직지리적경계에기반한개념

을벗어나지못한것이다. 물론하이퍼-로컬리티등생존을위한지역지의치열한노력(김영수·

강경수, 2013), 단순한지역기반사실보도에서벗어나지역내외를아우르는다양한관점의

심층보도(양선희, 2013) 등 지역지의긍정적인변화를보고한연구들도없지않지만, 그동안

논의되었던새로운지역성개념은아직지역언론에충분히스며들지못한것으로여겨진다.

이연구는두가지목표를가지고다시지역언론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미디어환경의

급격한변화가지역언론에미친영향을심층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중앙언론에비해상대적

으로열악한상황의지역언론은온라인생태계속에서생존의위기에내몰리고있지만, 그에대

한논의는오히려최근충분히이뤄지지않고있다. 이에지역언론이직면한위기를구조적으로

살펴보고그간의학술적공백을채워보고자한다. 더불어이연구는기존연구에서제시되었던

지역언론의문제와한계를다시한번되짚어봄으로써그간의변화를살펴보고발전을위한제언

을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지역지기자, 전국지지역담당기자들과심층인터뷰를수

행하여그들이인식하는지역성과지역언론의존재가치, 위기와그원인에대한인식을알아보

고, 어떤대안을생각하고있는지알아볼것이다. 이어그결과를바탕으로지역언론이나아가

야할방향성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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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배경

1) 지역성의 개념 변화와 지역 언론

‘지역(local)’은다른집단과대별될수있는시대적·문화적가치와이해를공유하는사람들이

모여사는지리적영역이라정의할수있다(McCain & Lowe, 1990, p. 90). 지리적경계에

바탕한지역의전통적의미는지역성에도그대로침윤되었고, 지역성은본디장소또는공간에

근거한개념이었다. 따라서초기의지역성에대한사회적·학술적접근도지리적공간을단위로

하는것이보편적이었는데, 이는생활과문화양식, 사회및정치체제로상징되는지역, 민족,

국가를구분하는데있어지리적경계가우선적인기준이되어왔기때문이다.

지역언론의지역성에대한논의도오랜기간지리적공간을중심으로전개되었는데, 언론

상품혹은콘텐츠의생산·유통및판매가대도시중심의지리적시장을중심으로이루어지면서

그러한경향은더욱고착되었다. 인구와자원이밀집한대도시를지역언론의중심지로삼고인

접한소도시나지역들을하나의지리적커버리지로묶는방식은행정적위계, 산업적·경제적자

원의경로에정보의유통망을일치시킬뿐만아니라상대적으로간편하게한지역을지리적으로

공간화하고지역성을부여하는방법이었다(안수근, 2018).

다른한편으로산업적·기술적제약도지역언론의지역성이지리적공간을벗어날수없게

끔했다. 예를들어지역신문은인쇄장소와그를중심으로한배포범위라는공간적제약에더

해소재지및그인접지주민들의수요를반영한콘텐츠를주로생산하였기에독자시장의범위

또한 그러한 지리적 경계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고, 광고 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였다(임영호,

2013). 이러한산업적측면에서지리적제한은신문만의문제가아니었다. 방송은전파의도달

범위라는기술적제약마저안고있어지리적공간은필연적인고려사항일수밖에없었다(임영호,

2002a). 다시말해지역성에대한지리적공간으로의접근은현실적인제한속에서상대적으로

편리하면서효율적인방법으로한지역을다른지역과구분짓고해당지역민의관심과이해를

도모할수있도록하는토대가되어왔다.

하지만기술의발달은크게두측면에서지리적공간을중심으로한전통적인지역성의개

념에균열을불러일으켰다.첫번째측면은교통의발달이가져온세계의공간적확장이다. 오늘

날과같은이동수단이존재하지않던시절, 자신의거주지를떠나먼타지로의여행은쉽지않

은일이었다. 그러나도로와자동차등운송수단의보급과확산은물리적거리에대한부담을

낮춰주었고, 이와더불어다른공간에대한심리적인거리감마저줄어들게하였다.두번째측면

은커뮤니케이션기술의발달로인한공간의입체화다. 다양한소통매체의등장은사람들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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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등을통해지역이라는공간의구속에서벗어나관심사가일치하는다른지역의사람들과자

유롭게정보를공유하고유대를맺을수있게만들었다. 즉, 물리적경계로서의지역은이제사

람들의공간적인식을규정짓는여러요건가운데하나에지나지않는다. 가령, 서울과부산에

각각위치한사람도두세시간내에만날수있고실시간으로언제나소통할수있게되면서지

리적 거리와 경계는 더는 사람들의 공간적 거리감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노기영·이준복,

2017).

이렇듯지역성개념이지리적으로고립된 ‘공간’에서벗어나확장되면서, 연구자들은지역

성의개념을여러가지층위나차원으로구분하려시도하였다. 예를들어조항제(2009)는지역

성은가장협소한공간인가정으로부터국경을초월하는글로벌단위까지다양한동심원적층위

를이루고있으며, 교통및소통기술의발달로이층위들의거리가압축되고있다고말한다. 즉

지역성은기존의획일적인지리적·행정적지역구분으로는가늠하기어렵고, 개인을중심으로한

상대적인범위와위상을가진다층적개념이라는것이다.

임영호(2002a)는 지역성에 대한 그간의지역 언론 연구의접근이 지리적 공간에기반한

지역성에만몰두해있음을지적하며, 행정구역과인구, 그리고권역을바탕으로한지리적·도구

적지역성에서벗어나사회적공간을중심으로한지역성으로의개념전환을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지리적경계로구분된지역이라는공간은 ‘동질적인실체’가아닌, 여러구성요소들이서

로영향을주고받으며때로는갈등하고때로는융합하는 ‘복합적인과정’이다(281쪽). 그래서지

역성은지리와사람, 정치와경제, 사회와문화등다양한요인들간의관계가중첩된복합적실

체로, 지도위의선들에기반한기존의개념으로는지역성의이러한다면적인성격을이해하기

어렵다는것이다.

이러한사회적공간으로서지역성개념(임영호, 2002a)의 대두는중요한함의를가진다.

이개념은지역성을지리적공간과더불어그속에존재하는여러가지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가서로얽힌가변적실체로보고있다. 즉, 지리적위치만을고려대상으로했던기존의개

념에서벗어나개인들의사회적·문화적·경제적관계와공간이입체적으로중첩되는공간을 ‘지역’

으로간주하는것이며, 이러한개념에서지역성구현은그러한공간을공유하는사람들의이해와

관심을대변하는것이라할수있다. 다시말해지리적인권역내에서발생한이슈로만채운신

문은지리적지역성의관점에서는지역성현현의좋은예가될수있지만, 정작그이슈들이지

역민이향유하고있는사회적공간과유리된것이라면그것은복합적개념으로서의지역성과동

떨어진것이다.

나아가시공간의압축으로상징되는디지털미디어의등장과발전은이러한사회적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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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지역성에 자본과 정보가 흐르는 공간(space of flows)으로서의 개념을 더하고 있다.

(Ali, 2016). 끊임없이유동하는것으로의공간과시간의재개념화를통해디지털미디어는지

리적경계와공간에얽매인전통적미디어기업의급격한퇴조를불러왔고, 지역의저널리즘환

경에도심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즉, 다층적으로확장된사회적공간으로지

역성인식이변화되는가운데, 디지털화는그것을더욱가속화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그간지역언론이사명으로떠받들어온지역성에도변화가필요한것이

아닌가하는의문은필연적이다. 물론이러한새로운 ‘공간’ 속에서지역언론의방향에대한모

색은꾸준히진행되어왔다. 그러한논의가운데주목할만한갈래는새로운개념에기반한지역

성을통해공론장으로서의기능을회복하고, 나아가지역언론이지역민주주의에기여하도록해

야한다는것이다. 일례로던바-헤스터(Dunbar-Hester, 2013)는로컬리즘(localism)을다양

한집단의담론이중첩되는유연한경계들로개념화했다. 그는뉴스를통한지역정보, 안전과

재난정보, 문화적콘텐츠전달같은전통적언론의역할에더해다양한집단의요구와필요를

충족시킬수있는편성을통해공동체의자율성을강화할것을제안했다. 온라인저널리즘환경

에서로컬뉴스의역할을살펴본펌스톤(Firmstone, 2016)은지역미디어관계자와인터뷰를

통해디지털중심으로뉴스환경이변화하더라도지역뉴스는지역의이슈에관한적절한정보와

공중의관점을제공하는역할과더불어민주주의감시견의역할을지속해야한다는공통된인식

을발견했다. 그러나그는이러한전통적역할중심의주류로컬미디어가쇠퇴하더라도다양한

사회집단의관점이투영된시민저널리즘등대안적언론이활성화되어지역언론의공백을메울

것이라전망하였다.

한편메이어(Meijer, 2010)는변화하는환경속에서과연지역미디어가민주주의를유지

하고사회적통합을이뤄내는제도로기능할수있는지에주목했다. 네덜란드의유력지역 TV

방송인AT5에대한수용자조사를통해그는시민들이지역방송에대해지역정보나지역민및

문화등에대한정보제공과같은전통적역할수행과더불어특정사회그룹들에대한이해도

모, 일반시민들의대변, 사회적통합을통한응집성유도등다양한사회의스펙트럼을포용하

는역할을해주기를기대하고있음을발견했다. 이러한시민들의기대는방송사들의프로그램제

작동기에도영향을주고있었는데, 지역방송사들역시시민들의이런기대를파악하고그것을

충족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었다.

요약하자면, 기술의발전은지리적경계에기반한전통적지역성개념을확장시켰으며, 미

디어의발전은확장된지역성을다시다차원·다층적으로분화시킨것으로여겨진다. 이러한환경

에서지역언론은지리적경계를중심으로한수용자뿐만아니라다양한층위와사회적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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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와이해에대응하는콘텐츠를제작하고전달할필요성이제기된다.

2) 로컬 콘텐츠 기획을 통한 지역 언론 위기의 해법

통신기술과교통의발달로인한전통적인지역언론의위기는비단한국만겪고있는특수한현

상이라기보다서구의대다수지역언론들도고민하는전반적추세에가깝다. 하지만이러한구조

적변화가반드시지역언론의쇠퇴나소멸을의미하지는않는다. 고긴등(Goggin,Martin,&

Dwyer, 2015)은모바일미디어의보급과이용이확대되면서역설적으로지역성이오히려되살

아나는현상을주목한다. 그들에따르면미국인의절반가량은디지털기기를통해지역뉴스와

정보에접근하고있는데, 디지털미디어는그쌍방향적속성을바탕으로이용자와콘텐츠를상호

구성(co-constructed)한다는것이다.

상호구성의사례가운데하나는위치기반서비스로, 이서비스는이용자들의위치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가 머무는 지역의 정보와 뉴스, 그리고 광고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글의

<News Near You>는수집된이용자위치데이터를활용해이용자의일정반경이내에서벌어

진사건과관련정보등을제공한다. 특히개인화특성이강한모바일미디어는위치, 지역성과

사회적 관계, 장소와 연관된 문화적 의미를 만들어내며 미디어 소비와 공간을 함께 구성한다.

즉, 뉴스제작자들은지역이슈를전달하면서입체적인지역정보를전달하고, 이용자들은자신

이가지고있는지역정보와의견을공유하면서미디어와장소의재맥락화가이뤄진다. 이처럼

기술의발달은사람들에게그들의현재공간에적합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지역뉴스의가치를

높일수있다. 그래서고긴등은지역뉴스가여전히문화의발전, 미디어, 새로운장소정보의

산업적차원에서충분한잠재력이있다고주장한다(Goggin et al., 2015).

따라서기술발전과그것을활용한다른형태의지역미디어출현은지역언론의위협으로

귀결되는것이아니라지역언론의또다른기회가될수있다. 이러한전망과논의는우리지역

언론에도유효하다. 변화하는지역성개념에대응하여지역언론의지역성에대한현실인식과

향후방안을살핀연구가그간드물지않게진행되었다. 지역성을사회적인공간, 입체적인층위

로서접근한이들연구는지리적구분에기반한지역성을비판하면서한편으로지역언론이눈여

겨볼만한구체적인방향성을제시하였다.

박치완,김기홍그리고신정아(2019)는로컬콘텐츠의기획을통해지속가능한공동체미

디어를제안하였다. 그들은로컬콘텐츠를 “특정지역의정체성을드러내는유무형의문화적자

산”(19쪽)이라규정하며, 그것이지향해야할방향은지역민의삶을매개할뿐만아니라풍요롭

게할수있는내용, 오랫동안쌓여왔던장소의기억들을들춰내는것이라말한다. 그내용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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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들이이야기의옷을입으면서로컬콘텐츠가탄생하며, 그속에는지역을바라보는다양한시

선과감성이담겨있어야한다고말한다. 또한, 로컬콘텐츠를제대로담아낼수있는플랫폼을

선정하고, 지역주민들과의유기적소통속에서로컬콘텐츠를선보일것을제안한다.

한편로컬은구체적일상과경험, 실천과관계되어있기에고유성과자율성을가진공간이

라할수있다. 따라서지역성을다양한각도에서재조명하고, 다시공간의중층적재구성인트

랜스로컬(trans-local)을통해글로벌화와국가중심적사고에가려져왔던다양한문제들을드

러내고 극복할 수 있다(이상봉, 2017). 이런 흐름에서 비판적 지역주의, 하이퍼-로컬리즘

(hyper-localism), 신지역주의등은지역언론을활성화하기위한방안으로최근부각되는논

의들이다.

알리(Ali, 2016)는미국, 캐나다, 영국세국가를비교하며신맑스주의건축가였던케니

스프램톤(Kenneth Frampton)의비판적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가지역언론의지

향점이되어야한다고말한다. 그의주장은불균형적인지리적발전을문제점으로지적하며보편

성과표준화를지향하기보다특정장소의고유한특징을살리는방향에서보편적시민성을살려

야한다는것이다. 이는각각의장소가역사, 행동, 관점, 맥락,담론으로구성되고, 지역성의구

현은지역과글로벌, 지리성과사회적관계사이의대화를통해이뤄지기때문이다. 또한, 알리

는이런측면에서디지털시대의지역성이란공간적속성이나사회적취향에따른커뮤니티의이

분법적구분보다지역의다양성을바탕으로확장된담론이이뤄져야한다고주장한다.

라오(Rao, 2011)도 미디어의글로벌화가지식의생산과분배에서불평등을초래하기때

문에 비판적 지역주의라는 패러다임을 통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네팔의 자낙푸르

(Janakpur)주에서는위성이나라디오방송등을통해외부세계와의미디어접촉이활발하게

이루어짐에도, 지역민고유의정체성이여전히유지되는것을관찰하였다. 그리고그러한정체성

의배경에는물과환경을주요이슈로다루는지역지에대한지역민들의지지가있음을발견하였

고, 이러한지역적연대감이지역민들의문화적정체성형성에주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알아

냈다.즉, 외부와지역미디어의다층적혼재에도불구하고지역미디어들은지역주민들을연결

하며비판적지역주의의기능을수행하고있었던것이다.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퍼-로컬리즘

(hyper-localism)은 국경을넘나드는광역적인지역성을일컫는글로컬리즘과대척점에있는

개념이다(김영수·강경수, 2013). ‘지역’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는 있지만

단순하게는기존의지역구분을더욱세분화한개념이라할수있으며, 마을이나소도시등지리

적으로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뉴스나 콘텐츠 서비스를 일컫기도 한다(Radcli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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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p. 9).

신문과방송은설비비용과허가제도등진입장벽이매우높은동시에, 장비와인력의유지

와콘텐츠생산에많은자원이고정적으로투입되어야하는대표적인고비용산업이다. 지역언

론또한이러한비용의부담에서예외일수없으며, 따라서지역내최대한다수의독자와시청

자를만족시키는최소공배수전략(한진만·박은희·정인숙·주정민, 2017)을택할수밖에없다. 그

러나미디어와통신기술의발달로누구나이러한기술적·경제적장벽을회피하여자신이제작한

콘텐츠를불특정다수에게배포할수있게되었으며, 이는한편으로는지역언론의생존과발전

을위한하나의대안으로하이퍼-로컬리즘이대두된배경이되었다. 하이퍼-로컬리즘은지역이

가진정체성을보다세분화하고이를바탕으로독자와시청자들의지역적콘텐츠의선택성을극

대화하는 롱테일 전략과 부합하는 전략이다(Bergström, Strömbäck, & Arkhede, 2019;

Cha, Kwak, Rodriguez, Ahn,&Moon, 2007).

하이퍼-로컬리즘기반미디어는특정지역에근거한뉴스생산조직이라는점에서전통적

지역언론과다르지않다. 하지만하이퍼-로컬미디어는이윤보다지역커뮤니티형성을목적으

로하며공적문제에시민참여를북돋우는역할을할수있다(Chen et al, 2017; Hujanen,

Lehtisaari, Lindén, &Grönlund, 2019). 예를들어시골촌부의일상이나어떤동네혹은

마을공동체의관심사도(김욱한, 2015), 제작에의참여를통해지역민의시선과주장을오롯이

담은콘텐츠도하이퍼-로컬리즘의사례가될수있다(김송희·유종원, 2012). 기존미디어가하

이퍼-로컬리즘의 구현을 통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는 영국의 틴들 뉴스페이퍼 그룹(Tindle

Newspapers Ltd.)을들수있는데, 틴들그룹은인수와합병을통해지역커버리지를키우는

대신기존의커버리지를더욱잘게쪼개는소규모지역밀착전략을통해영국의10대미디어기

업의반열에오르기도했다(허완·정철운, 2013).

또한, 하이퍼-로컬리즘기반미디어는지역의민주주의를발전시킬수있는잠재성을가지

고있다는평가를받기도한다.첸등(Chen et al, 2017)은미국의여러도시에서미디어전문

가와지역정부관계자를인터뷰하여하이퍼-로컬미디어의민주적잠재성을살펴보았다. 일부

의시의회는하이퍼-로컬미디어의확산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며그정당성을인정하지않으

려는반응을보였지만, 다수의지역정부와지역경찰은지역의신뢰를끌어낼수있는하이퍼-

로컬미디어에대해상당히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 전통적인지역미디어들역시하이퍼-로컬

미디어와의콘텐츠협력등지원을아끼지않았으며, 그결과정치과정에서의시민들의참여를

끌어올리며하이퍼-로컬미디어의정치적잠재력을입증하기도했다.

그러나 하이퍼-로컬 미디어들은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커피우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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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pius, Metzgar, &Rowley, 2010)은사업적인측면에서지속가능한모델이될수있는

지를알아보기위해미국의6개도시에있는10개의하이퍼-로컬미디어를분석하고담당자들을

심층인터뷰했다. 이들미디어는지리적으로는좁은지역을커버하고있었지만, 시민저널리즘등

으로전통적인지역미디어가위축되며발생하는공적보도의갭을채우는동시에다양한유형의

콘텐츠를통해높은신뢰도를얻고있었다. 그러나이들미디어의재정적인측면에서의지속가능

성은의문스러웠다. 하이퍼-로컬미디어들은선의의지원자들(angels), 회원들(membership),

그리고광고등을통해재원을마련하고있었지만,콘텐츠를위한비용마련에서한계를절감하고

있었다.

이러한맥락에서기존의지역언론이보유하고있는인력과노하우, 장비는하이퍼-로컬리

즘구현의큰자산이될수있으며, 이를잘활용한다면다양한층위의지역민을지역뉴스이용

자로흡입할수있을뿐만아니라시민참여를바탕으로민주적잠재성을구현할수있다. 그러

나지역언론이지리적개념으로서의지역성에계속천착한다면앞으로도생산될수많은하이퍼-

로컬리티콘텐츠들과의경쟁에서더욱불리한위치에놓이게될것이다.

지역언론을활성화하기위한또다른대안역시존재한다. 경제논리에따라지역방송도

네트워크체제를구축하여규모의경제를실현하여, 생존의문제를떨쳐내고자본의영향으로부

터벗어나는방법이있다. 일례로덜먼등(Thurman, Pascal, & Bradshaw, 2012)은 영국

의사례연구를통해대규모상업자본의지역미디어진출이지역의사회적네트워크, 지역의

정치참여, 지역의시민저널리즘을증가시킬수있다고말한다. 그들은데일리메일&제너럴

트러스트(DailyMail &General Trust)가소유한상업적지역뉴스네트워크가운데비드포

드(Bideford) 등 4개지역의 ‘로컬피플(Local People)’ 사이트를내용분석했다. 이를통해

그들은대형미디어기업이된영국의상업적지역뉴스네트워크가규모의경제를통해지역적

정체성이나지역활동을활성화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한편, 챔버스(Chambers, 2012)는미

국의미디어소유권규제여부가지역내뉴스의다양성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분석했는데,

1972년이래지역신문소유자의수는 79%감소했지만, 지역TV방송소유자는같은기간약간

이나마증가했음을발견했다. 이러한상반된결과는지역언론시장에서미디어소유권의제한이

완화된후, 영세한지역TV방송들이프로그램공유계약을바탕으로규모의경제를이뤄낸것과

무관하지않다. 또한소유규제를완화한이후TV에서의지역콘텐츠방영은1972년에서1998

년 사이 33% 증가하였는데, 외형적으로는오히려 규모의경제가지역적 다양성을증가시키는

현상으로이어졌다.

이의연장선상에서지역언론의위기에대한하나의방안으로제시되고있는것이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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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neo-localism)다. 신지역주의는공간의개념이사회·문화적으로확장되고글로벌단계에

이르기까지층화되면서등장한개념으로, 지역을단순하게지리적·경제적으로구분된공간으로

만인식하는것이아니라구성요소들이역동적으로관계를맺고상호작용하는장으로간주한다

(Das, 2004).따라서신지역주의는지리적인근접성을배제하는것이아니라그것에기반해있

는다양한주체들이자발적으로소통하고협력하여지역적자원의활용을극대화하고이를통해

혁신과발전을이루어내는전략이라요약할수있다(김영수·임종수, 2010). 물론신지역주의가

지리적근접성을기반으로하고있기에기존의지리적지역성개념과크게다를것이없다는비

판도 가능하다(김영수·강경수, 2013). 하지만 지역언론으로서는 지역의 개념적 정의를 새롭게

하고이를바탕으로기존의제한된지리적영역을벗어나인접지역언론과의네트워크화, 지역

내역량있는기업또는콘텐츠제작자와협업, 지역민들의요구와제안을능동적으로수용하고

제작에반영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신지역주의를통한지역성구현을시도

할수있다.

그럼에도신지역주의가변화하는언론환경속에서지역성구현을위한하나의프레임으로

작동하기에는아직미흡한점도없지않다. 김영수와임종수(2010)는심층인터뷰를통해지역

방송인들이신자유주의전략에대해가지고있는인식을살펴보았는데, 지역방송종사자들은여

전히지역과방송권역을동일시하고있으며지역의개념을확장하거나지역내자원활용을극대

화하는데있어소극적임을발견하였다. 더불어이들은지역성구현을위해서는더많은인적·물

적자원이필요하다는지역방송인들의주장을통해지역사회변화의주체가되어야할지역방

송이오히려관찰자의자세를견지하며소극적태도를보이고있음을비판했다. 즉, 신지역주의

기치아래시민과기업, 그리고관(官)은지역에대한새로운개념을바탕으로서로협력하고각

자가가진자원의공유를통해지역의발전을도모하려노력하고있지만, 지역언론만은지리적

지역성이라는프레임에갇혀훈수만두고있음을지적한것이다.

이상과같이변화하는지역성과미디어환경속에서지역언론의활로로제시되고있는몇

몇방안을논의했지만, 이들은오늘날지역언론의현실과는다소동떨어진것일수도있다. 나라

및지역마다미디어환경이차이가있고, 물질적·환경적기반이다르기때문이다. 비판적지역주

의나하이퍼로컬리즘의경우지역성을살리고연대의의미를살릴수있겠지만, 동질성이부족한

측면도있는만큼확장성에서의문이들수밖에없다. 신지역주의역시많은자본과이용자를확

보해야하는현실적문제가존재한다. 따라서오늘날우리지역언론이처한상황을면밀하게살

펴보고어떠한대안이적합할수있을지를탐색하는것은의미있는작업이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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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와연구방법

1) 연구 문제

오늘날의미디어환경변화는지역의물리적경계, 공간적거리, 사회적관계를변화시켰을뿐만

아니라지역언론의위상에도영향을미쳤다. 이연구는이러한저널리즘환경에서지역성의의

미와가치를부산·경남지역언론사기자들과전국지지역담당기자의심층인터뷰를통해살펴

보고자한다. 먼저이연구는현재의매체환경속에서지역신문기자들이생각하는지역언론

의존재가치를알아보고자한다. 이를통해그들이가진지역성에대한인식이어떠한지, 또그

들의기능과역할이변화하는지역성개념과부합하는것인지살펴보고자한다.

이어그들이생각하는지역언론의위기는어떠하며그것의내·외부적원인을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지역신문기자들이생각하는지역언론의위기극복방안은무엇이있는지를알아

볼것이다. 이과정을통해지역언론이당면한작금의문제를이해하고원인을진단하며, 나아

가앞서논의한바있는몇몇지역언론의활로를위한방안에대한그들의현장인식을고려하

여지역언론발전을위한담론을모색하고자한다.

한편그간의지역언론에관한다수의연구는지역언론사소속기자들만을대상으로수

행되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전국매체에소속된지역담당기자들또한지역의언론기능

을담당하는한축이되어왔기때문에이들의지역과지역성에대한인식도더불어살펴볼필

요가있다. 지역언론사기자들이대체로지리적권역에토대를둔지역성개념을가지고있다

고가정할때, 전국매체의지역담당기자들이가지고있는지역성개념은지역언론사기자들

의그것과상대적으로어떠한공통점과차이가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질문들을통해

지역언론이현재가지고있는지역성에대한인식을살피고, 나아가언론시장에서다른층위

에위치한전국지지역담당기자들의그것과비교함으로써지역언론의현실과지향해야할바

에대한좀더실질적인제언이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이에다음과같이연구문제를설정하

였다.

연구문제1.지역의언론인들이생각하는지역언론의존재이유는무엇인가?

연구문제2.지역의언론인들은지역언론의지역성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가?

연구문제3.지역의언론인들이말하는지역언론의구조적문제는무엇인가?

연구문제4.지역의언론인들이생각하는지역언론의위기극복방안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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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연구대상이나현상을가까이서직접관찰하는질적연구는사람들이처한사회적상황과그에

대한행위의본질을이해하고자하는시도라요약할수있다. 이를위해연구자는관찰의대상으

로부터진술을얻을수있는적절한주제를찾아그들의시각에서해당주제를바라보고이해한

후,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이를 해석하고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Jankowski & Wester,

1991/2004, 66-68쪽). 이러한맥락에서이연구는변화하는매체환경속에서지역언론인들

이생각하는지역언론의위기와그현황을진단하고그본질을파악하고자심층인터뷰를연구

방법으로선택하였다.

심층인터뷰는인터뷰대상자들의 “생생한경험과그경험으로부터만들어내는의미를이

해”함으로써사회적현안에대한통찰을얻을수있게한다(Seidman, 2006/2009, 31-34쪽).

이연구역시지역언론이당면한문제, 각이슈에대한관점, 해석등을지역언론기자들의생

생한경험을중심으로파악하고자했다. 그것을바탕으로지역언론이당면한문제상황을사회

적으로재구성할때심층인터뷰조사방법은적절한접근법이될수있다(Gläser &Laudel,

2009/2012).

심층인터뷰대상자는부산·경남지역의지역지(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상일

보, 부산일보) 기자 6명과 전국지(동아일보, 한겨레)의 부산, 경남 지역 담당 기자 2명이었다

(<Table 1> 참조). 이들의 섭외는 연구자의 지인을 통하거나 부울경 언론노조의 도움을 얻어

‘스노우볼(snow ball)’방식으로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2019년 10월에먼저이들가운데 1명

에대한파일럿(pilot) 인터뷰를실시, 지역언론의현황과관련한주요쟁점을수집했다. 이어

2020년1월부터2월까지 4명에대한인터뷰를수행, 지역지기자들의지역언론위기에관한문

제인식을파악하였다. 그리고2020년 7월부터 9월까지지역지기자, 전국지지역담당기자의

추가인터뷰를통해수집된대상자들의진술을다시정리하고해석하였으며, 전국지지역담당

Type of media pseudonym Area of report Age group
Years in career

(approx.)

Local daily
newspaper

A General news Mid 40s 20

B General news Early 50s 30

C Politics, local news Late 40s 20

D Digital news Late 40s 23
E Local press union Late 40s 20

F Local news Mid 40s 20

Nat’l daily
newspaper

G Local news Early 40s 10
H Local news Early 50s 25

Table 1. Description of Interview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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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지역언론에대한관점과이해를지역언론기자들의그것과비교했다.

연구자들은심층인터뷰에앞서이메일이나SNS등을통해대상자들에게간략한질문지를

미리전달하였는데, 제시된주요질문에는 “주된지역보도유형과내용”, “지역보도의과거와

현재차이”, “주목받거나소외되었던지역보도”, “지역보도의영향력”, “편집권영향요소”, “지역

언론의발전아이디어” 등이포함되었으며, 대부분의인터뷰참여기자들은사전에이러한질문

들에대한대략적인답변을준비해왔다. 그러나심층인터뷰에서중요한것은 “연구참여자가

말하는것을따라가야한다는것”(Seidman, 2006/2009, 174-175쪽)으로, 실제인터뷰는사

전질문들을이용한방향적(directive) 질문으로시작, 점차그들이중요하다고생각하거나관

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나 분야에 대해 자유롭고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비방향적

(non-directive)질문으로진행되었다. 이과정에서연구자는필요에따라추가질문(probing)

을통해그들의진술을구체화하고확인하였다.

인터뷰시간은인터뷰대상기자들의스케줄, 라포(rapport)형성을위한시간적여유, 그

리고진술내용의범위와분량에따라각각달랐는데, 짧게는약 1시간가량에서길게는식사시

간을포함하여6시간까지도이어졌다. 심층인터뷰의모든내용은대상자의사전동의를얻은뒤

녹음되었으며인터뷰가끝난후이를녹취록으로작성하였다. 그리고연구자들은이녹취록을반

복해서읽으며진술을유형화하고분석하였다.

인터뷰의분석과결과에대한논의과정에서중요한것은수집된진술의타당성혹은신빙

성을확인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다양한자료와방법들, 다른연구자들의논의와이론등

타당한증거를충실하게확보하여대조하는과정이필요하다(Cresswell, 2007/2010). 그래서

이연구는연구결과를서술하며진술의맥락과관련한연구문헌, 언론보도, 집계자료, 다른

시각의교차확인등을통해분석내용의타당성을확보하고자했다.

4. 연구결과

1) 지역 언론의 존재 가치

요즘같은글로벌시대에지역언론이굳이필요할까?온라인공간에서전국의소식을곧바로알

수있는데, 지역언론이존재할이유가있을까? 지역언론의뉴스를보지않고도지역시민들이

불편함을못느낀다면지역언론의존재가치는무엇일까?어쩌면경쟁력있는콘텐츠를갖춘전

국권언론사로도충분하지않을까? 이런의문에서연구자는지역지기자들에게왜지역언론이

필요한지를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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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사의 E 기자는지역성을지역의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라고말했고, F

기자는 “우리독자는우리취재권역내에있는사람들”이라는표현을했다. 중앙언론사의지역

담당기자G는지역성을지역민의삶, 지역정치나경제, 지역비전이라고말했다. 이들기자모

두지역을전통적인지리개념으로바라보았고, 지역언론또한그러한지역성을갖춘언론이었

다. 지역의취재기자들은이러한지리적개념의지역성에근거해서지역언론의존재이유를지

역의기록자, 지역민의대변인, 지역이해의수호자로설명했다.

(1) 누가지역을기록하는가: 지역의 ‘사관(史官)’

지역지기자들은자신들이아니면누가지역에서발생하는일들을찾아다니며기록하겠냐며되

물었다. E기자는전국지가매일36면에350여건의기사를실어도우리지역관련기사는서너

건에불과하지만, 지역지는 24면이라도지역기사가 200여건이나실린다고말한다. 지역지는

필연적으로지역에관심을가질수밖에없으며(F), 지역 언론이사라지면지역에대한기록도

사라질수밖에없다는논리였다. 또한지역지기자들은지역언론이사라지면지역민의시각과

기억을발굴하지못할수있다고주장한다. A기자는일본어느지역마을공동체가같은지역

역사학과학생들과협력, 특산술에지역의역사를결합하여전국적인상품으로만든과정을떠

올리며지역언론이바로그러한역할을할수있다고이야기했다.

뉴스의홍수시대라고하지만, 지역소식을오히려더찾기어려워진상황에서지역언론마

저지역의기록자사명을저버린다면지역사람들의경험과생각은더는보존되거나확장될수

없다(C). 이명수(2017)는 개체성, 개별성, 역동성을통해장소와그안의대상또는사물들의

관계를살피는것이사람들이남기는흔적에접근하는방법이라고했다. 하지만그장소를상대

적으로외지거나낙후되었다는이유로우리인식에서배제한다면, 지역의개별성과역동성은사

장(死藏)되고나아가그지역의문화와유산마저버리는것이라고주장한다. 이러한맥락에서지

역언론은지역의관점에서공식적, 비공식적으로역사와문화, 경험과기억을기록할수있는

수단이될수있고, 이렇게축적된자산은지역뿐만아니라지역을초월해서활용될수있다.

(2) 이지역에도사람이살고있다: 지역민의대변자

이른바 ‘전국’ 매체들도각지역에담당기자를두고지역이슈를보도한다. 하지만C기자는중앙

언론의보도나포털뉴스에서엿볼수있는서울중심적시각을비판한다. 가령, 어촌지역에서지

역민들에게날씨란매우중요한정보지만, 전국매체의날씨보도는서울위주라는것이다. 또한,

어떤기자는전국지의지역담당기자들이지역의문제나애로점을찾고개선하려는노력이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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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도지적한다(B).즉지역내특정지점에서사고가자주발생하더라도전국매체는 ‘큰문제’

만다룰뿐, 이런문제의본질을찾아내쟁점화시켜개선하는방향으로나아가지못한다는것이다.

A기자는지역언론이없으면창원의스타필드이슈처럼누가지역의관점에서지역의제

를설정할수있는지를반문했다. 신세계그룹계열사스타필드가창원의어느군부대가떠난자

리에대형유통복합물건립계획을밝혔을때, 교통혼란과지역상권의위협을제기한것은지

역언론뿐이었다는것이다. 물론전국매체가창원의스타필드이슈를외면하지는않았다. 비록

시의원의문제 제기를인용한형태였지만 연합뉴스도이문제를 보도했으며(이정훈, 2020, 9,

22), 오마이뉴스도시민단체와소상공인단체들의지역상권피해우려를전했다(윤성효, 2018,

8, 1). 다만이사안의문제점을처음제기하고공론화한것이지역언론임은분명하다. 경남신

문은창원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의주장을근거로스타필드가지역상권을위협할수있다는첫

보도를내보낸뒤지역상권침해문제를후속보도를통해본격적으로제기했다(이슬기, 2017,

4, 26). 이과정에서뉴시스와연합뉴스,노컷뉴스등전국매체들도보도를통해지역의우려와

비판적시각을전달하였지만(예:강경국, 2017, 6, 5), 창원스타필드에대한비판적여론을앞

장서서확산시키고공론화한것은지역언론이었다.

C기자는지역언론만이지역민들의불편함을단신이아닌지속적보도로다룰수있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폐쇄이후큰병치료를위해서울로가야하는서부경남지역민들의어

려움을지역언론만이꾸준히말하고있다는것이다. 물론뉴스가치에대한판단은매체마다다

를수있지만, 지역언론의기자들은지역민의생활과밀접한사안들을지역언론만이문제제기

하고지속적으로다룰수있다고지적한다.

(3) 중앙언론의프레임에대항하라: 지역이해의수호자

최낙진(2004)은 2003년방사선폐기물처분시설설치문제에관한중앙정부와지역언론의갈

등프레임을분석한바있다. 이연구에따르면, 해당시설의설치를반대했던광주일보와매일

신문은중앙정부대항프레임을구성하며 ‘핵폐기’라는용어를자주사용한반면, 이시설의유

치를통해지역발전을희망했던전북일보는경제효과를중심으로뉴스프레임을구성했고 ‘핵폐

기’ 대신 ‘방사성/방폐장’이라는주제어사용을늘려갔다. 이들지역지의뉴스프레임비율은시

설설치에따른정부의편익제공발표에따라달라지며지역의이익을대변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지의어떤기자들은지역언론이지역문제에관해지역시민의시각과이익을중심으

로중앙언론의프레임에대항하는역할을한다고생각했다.즉전국권매체들이어떤사안에대

한지역주민의여론을지역이기주의로몰아가는프레임을형성할때지역언론은지역민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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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필요한논리와적절한근거를공론화하며대항프레임을만든다는것이다. 가령, E기자

는동남권신공항입지를두고부산·경남지역과대구·경북언론의주장이엇갈리는가운데두

지역의언론들은안정성과경제성, 지리적근접성을따져가며서로가주장하는입지의적절성을

논했지만, 전국매체들은이러한보도를지역이기주의로만몰아갔다고비판했다. E기자는중

앙언론들이동남권신공항의건설이인천공항의동북아허브화를위협한다고보도했지만, 지역

민들이항공편을이용할때수도권에거주하는사람들보다시간과비용을더들여야하는문제점

에관심을기울인적없었다고주장했다. 그래서지역의숙원해결을위해서중앙정부의도움이

필요할때, 이를위한여론을조성하는것은지역언론의책무이며(E), 이과정에서지역의시각

으로사안을해석하고이야기하는것은지역이기주의가아니라필연적이라는것이다(F). 밀양

송전탑건설을놓고중앙정부와지역주민이갈등할때지역언론이먼저지역주민의시각에서

자료와논리를제공하는역할을했으며(A), 지역주민의합리적인의사가제대로반영되는진정

한풀뿌리민주주의를위해서는지역언론이일종의 ‘공공재’라는정부인식이필요하다는주장

(D)도지역대변자로서지역언론의위치를생각하게한다.

한편중앙언론의지역담당기자들도그들이판단하는지역의뉴스가치나접근프레임이

지역언론과다를수있다는점을인정했다. 지역에관한기사의양도현저하게차이가났을뿐

만아니라뉴스가치역시지역언론과크게다르다. 중앙언론의지역담당기자는정치, 사회,

경제, 행정등다양한분야를망라해취재하는까닭에각자의취재분야와지면을가지고있는

지역기자들과뉴스가치의판단기준이다르며(H), 전국적으로관심을가질만한사안에가장

비중을둔다고말했다(G). 즉, 지역민들에게국한된사안과이해관계는전국매체가우선시하는

뉴스가치가아니라고볼수있다.

이와같은전국지와지역지의보도차이는중앙정부의정책보도에서도발견할수있다.

지역지들은정부부처등에담당기자를배치하고지역관련정책정보를취재·보도한다. 환율

정책등은전국지가상세히보도하기때문에굳이지역매체가취재하지않을수도있지만, 지역

경제와밀접한부동산등의정책기사는꼭보도해야한다(E). 한지역언론의기자는지역언론

이이러한경제이슈외에도여러이슈를지역의이해득실관점에서다루고해석하는것이당연

하다고말한다(F). 이처럼지역취재기자들은전국매체와지역언론사이에는지역사안에관

한뉴스가치판단과프레임에어떤경계가존재하며, 지역언론의기자들은그경계를지키고

대변하는것이지역언론의역할이라고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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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언론의 위기와 그 원인

지역지기자들은지역언론의위기를초래한요인들에대해외부적으로는지역경제의쇠퇴, 포

털중심의뉴스유통환경재편등을꼽았다. 그결과지역언론은점차경영난이심화되며,콘텐

츠의질은떨어지고, 다시뉴스이용자들로부터외면받는악순환이반복된다는주장이다. 하지

만어떤기자들은외부적·환경적요인이지역언론위기의큰변수임에틀림없지만지역언론사

내부요인에대한성찰도필요하다고지적한다.

(1) 지역언론위기의외부요인1: 지역경제의위축

지역언론의경영여건은줄곧 ‘흐림’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9b)의 연감에따르면 2018년

기준부산의국제신문의자본금은–128억여원, 대구의매일신문은–96억여원으로자본잠식

상태다. 또한같은해매일신문(17억여원), 광주일보(3억여원), 경남신문(2천만원) 등은당

기순이익을기록했지만, 부산일보(68억여원), 국제신문(47억여원), 경인일보(20억여원)등

적자를기록한곳이더많다. 지역방송역시상황이다르지않다.MBC지역계열사16군데모

두적자를기록했으며, 그폭도이전해인2017년보다더커졌다. 지역지기자들이토로한자사

의경영난과그체감수준은심각했다. A기자는자사의누적된적자로자사가금융거래조차도

쉽지않은형편이라고했다. 이러한상황에대한배경으로는우선지역불균형발전과지역경제

의쇠퇴를들수있다. B기자는지역의큰광고주인건설업이침체되고, 자영업마저어려운환

경에서지역언론에광고할업체를찾기가점차어려워졌다고말했다. 게다가지역인구의유출

과고령화로인해감소한구독자숫자는다시광고매출의하락요인이된다.

녹록치않은경영환경은지역언론보도의품질과도연결된다. 지역지기자들은경영이그

나마안정되었던 2000년 무렵의뉴스콘텐츠질이현재보다높았다고입을모았다. B 기자는

과거동료기자들이발품을들여어렵게인터뷰를하고기사작성에도큰노력을기울여한달에

한두건정도의특종을터트렸지만, 현재는그럴인력도지원도없어보도자료수준의기사를

출고하는실정이라털어놓았다. A기자도2000년대초반에는편집국인원이120여명에달했으

나, 매출이줄고인력수급마저어려워지면서 70여명으로줄어든취재편집인력만으로는보도

의질을유지하기어렵다고말했다. 즉, 지역지기자들은보도품질하락의원인으로열악한지

역언론의경영환경을지목하고있었다.

지역언론의경영난은한언론기업의곤란에그치는것이아니다. 지역경제가기울면서

지자체가지역언론의최대광고주가되었고, 지자체로부터의광고나이벤트협찬은생존수단이

되었다. 언론의중요한임무가운데하나가감시견의역할이지만이러한경영환경에서지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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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지역의공공기관과의회를비판하는것은결코쉬운결단이아니다. A기자는전임지자체

장시절지자체에대한비판기사를쓴후 5년동안해당지자체로부터광고를받지못했는데,

그 기간자사의경영부담이상당했다고털어놓았다. B 기자도지자체의행정과정책, 예산에

대한비판성보도의강도가보도자료수준을넘을수없는이유가지역언론의경영과무관하지

않다고지적한다. 지역언론의주요기업에대한비판역시쉽지않다. C기자는과거에가감없

이산재사고를보도했지만, 어느순간부터이런보도에서기업명을이니셜만쓰게되었고, 어떤

경우에는사회면에서취급하기어렵다고말했다. 지역언론의경영환경이어려워지면서지역언

론의지자체나대기업에대한직접적비판은조심스러운일이되었고, 비판강도역시낮아졌다.

윤주성과이오현(2011)은 지방정부나자치단체장이다양한형태로지역언론을통제하고

있다는점을지적한바있다. 지방정부가광고예산과사업등을이용하여지역언론사사주와

유착한다거나, 지역언론사와언론인을차별적대응이나포섭을통해통제한다는것이다. 이연

구에참여한기자들역시광고중단과같은노골적인대응의경험토로와정책기사가보도자료

수준에지나지않는다는자평을통해지역언론인으로서의자괴감을엿볼수있었다.

(2) 지역언론위기의외부요인2: 포털의뉴스유통시장장악

포털중심의뉴스유통환경변화는지역언론위기의중요한원인으로지목되었다. A기자는온

라인저널리즘환경에서뉴욕타임즈의성공이모범사례로거론되지만미국과환경이판이한우

리지역언론시장은다른각도로접근해야한다고주장했다. A기자의말처럼미국과한국의언

론시장, 특히뉴스이용의비중이큰온라인뉴스시장은구조적환경에서차이가있다. 미국최

대포털인구글은뉴스를아웃링크형식으로제공한다. 하지만한국은포털들이뉴스를생산하

지않으면서도온라인뉴스시장의 80%이상을점유하고있고(한국언론진흥재단, 2019a), 이

뉴스를대부분인링크형식으로제공하고있다.즉한국의언론보도는포털뉴스에서노출되지

못하면뉴스가유통되기어려운환경일수밖에없다. 이러한상황에서지역언론에게세계적인

유력지인뉴욕타임즈의콘텐츠품질경영을배우라고하는것은지역언론기자들에게탁상공론

이아닐수없을것이다.

종이신문구독률은 1996년 69.3%에서꾸준히감소해 2019년에는 6.4%까지줄었다(한

국언론진흥재단, 2019a). 지역지기자들은종이신문열독률이추락하는가운데포털을통한기

사노출의기회마저사라졌다고주장한다. 즉포털중심의환경에서지역언론은철저히배제되

고있다고지역언론기자들은주장한다. 물론포털과언론간의불평등한관계에대한논란은

비단지역언론에만해당하는것은아니다. 이완수(2018)는언론사가아닌네이버와다음이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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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브랜드가되면서이슈에대한언론의영향력이약화되었고, 수익성또한악화되었다고말한

다. 결과적으로뉴스를생산하지도않으면서뉴스유통을장악한포털과언론사간에이미갑을

관계가형성된것이다.

그런데포털중심환경에서지역언론인들은상대적으로더큰어려움을겪고있다. 지역지

기자들의주장은아무리기사를빨리, 많이쓰고, 질좋은기획기사나특종을보도해도포털뉴

스에서노출조차되지않고배제된다는주장이다. A기자는지역에서사건·사고가터졌을때, 포

털뉴스리스트에서전국매체가쓴기사만노출된다고주장한다. 지역매체가사건뉴스를더

빠르고많이그리고깊게쓰더라도아예포털에서노출될기회조차없다는것이다. 다른지역언

론기자들도비슷한문제점을지적했다. 어떤기자들은지역관련기획기사를써도연합뉴스나

전국매체가쓴유사한기사에밀려포털에서는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검색결과순위에서조

차몇페이지뒤로밀려나는일이많다며포털의뉴스게시알고리즘을비판한다(D, E).

포털중심의뉴스환경에서지역언론보도의제한적유통은지역언론의매출구조에도영

향을미친다. D기자는지역이슈를힘들게발굴해기사를작성해도검색결과에서는아래로내

려가기때문에애드센스광고수입마저사라져버린다고말한다. 기사를쓰지도않는포털은뉴스

로많은이익을거두면서도뉴스를공급하는언론사들에게는이익보다훨씬적은저작료를배분

하는데, 이과정에서페이지뷰가상대적으로작은지역언론은더적게받게된다는것이다(C).

D기자는포털과의검색제휴를통해뉴스이용자가아웃링크로자사웹페이지에들어오면광고

수익을얻을수있지만배너하나당 10~20원에지나지않아큰도움은되지못한다고말한다.

게다가지역언론기자들은포털의위치광고서비스에도매우비판적이었다. C기자는포털측

이지역언론의기사에는위치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면서광고에만그것을적용하며지역언론

광고의상당부분을흡수하는문제점을지적했다. 이처럼지역지기자들은포털과제휴를맺고

있지만,콘텐츠에대한대가를제대로보상받지못하고있음도토로했다.

자사의콘텐츠를가져가면서도메인뉴스리스트에서노출을배제하는포털알고리즘에대

한지역언론사의반발은연합뉴스같은뉴스통신사와전국매체에대한불편한심경으로전이

된다. 이재신, 이영수, 그리고이민영(2009)은포털중심의뉴스유통환경에서통신사와일반

언론사의관계를분석한바있다. 뉴스도매상과소매상의관계로상징되던이들이포털환경에

서는경쟁관계가되었고, 이과정에서통신사의포털뉴스시장잠식을일반언론사들은불편해

하면서도심층보도등차별화전략을모색하는계기로삼았다는것이다. 이연구에서지역지기

자들은뉴스통신사와전국매체들에대해일종의불편함을느끼고있었다. C와 D기자는지역

언론이먼저쓴기사를전국매체가최초보도의출처도제시하지않은채후속취재를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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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올린다고비판했다. E기자도지역지들이1보를쓰면전국매체는그1보들을모아서쓰

기도한다고주장한다. 지역언론이먼저보도한사건은포털에서직접검색하지않으면보이지

도않는데, 연합뉴스가쓰면곧바로포털에노출되는것에C와D기자는섭섭함을감추지않았

다. C기자는심지어국가의지원금을받는뉴스통신사가왜지역언론에위협이되는현실이

되어야하는지이해할수없다고말한다.

반면전국지의지역담당기자시각은이러한지역지기사들의불편한인식과거리가있는

듯하다. G기자는전국지의지역기사는타깃이지역민에한정되지않고전국의뉴스이용자를

대상으로하기에뉴스의선택기준이지역언론과다르다고말한다. 또한전국지의지역보도는

지역언론이지적할수없는지자체등의문제점도다룰수있다고말한다. 다른전국지지역담

당기자인H기자는좋은기사가포털에서노출되지않는것은지역지만의문제가아니라고주

장하며뉴스유통구조개선은모두가고민해야할문제라고지적한다. H기자는연합뉴스가광

범위하게뉴스를다루는통신사고, 또전국지가관심가지는지역이슈와지역언론의관심사가

같지않기때문에갈등이나경쟁관계로바라보지않는것이필요하다고첨언했다. 이처럼전국

지의지역담당기자들은지역언론의콘텐츠가포털에서소외되는이유가뉴스유통플랫폼의

문제일수있다는점에동의했지만, 통신사나전국매체의지역뉴스에대한관점은다소차이가

있음을강조하며갈등적구도에는말을아꼈다.

한편전국언론노동조합은네이버가모바일뉴스채널리스트를전국매체중심으로만구성

하고, 지역언론사들을배제했다며강경대응방침을밝힌바있다(황희진, 2019, 4, 4). 2019년

5월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지역언론학회,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방송협의회가네이버본사앞에서지역언론배제를규탄하는기자회견을열어,모바일에제공되

는 44개언론사가운데지역언론사는한곳도없다고규탄하기도했다(이왕수, 2019, 5, 23).

또한같은장소에서뉴스서비스의지역차별을철폐하라고촉구하는1인시위가벌어지기도했

다(김희돈, 2019, 7, 1). 그러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강원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등 세 지역지를 네이버 뉴스 구독 채널에 포함시켰다(박수선, 2019, 8,

12). 이과정만보더라도포털은뉴스유통과정에서지역뉴스를다루면서도정작지역언론보

도는소외시키는구조적관행이있었음을짐작할수있다.

(3) 내부의요인: 변화하지않는사내문화와인식

어떤기자들은지역매체에사람들의시선을끄는뉴스콘텐츠가부족하다고지적한다. 전국지

지역담당기자H는지역지의콘텐츠는질이상대적으로낮고재미가없다는인식이있다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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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에서팔리는뉴스가되기위해서는질높고이목을끄는콘텐츠를만드는것이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지역지기자들도이를부인하지는않는다. E기자도지역뉴스가재미없다는점을부

분적으로인정한다. 가령, 지역조선소가친환경선박의상용화에성공했는데, 전문용어로기사

를채우다보니일반인들에게와닿지않는다는것이다. 즉, 뉴스 이용자들의눈높이에맞추고

뉴스이용자가가려워하는부분을긁어주는서비스정신이부족하다는것이다.

지역언론사의보수적문화도전통적저널리즘관행을탈피하지못하는요인이될수있다.

우선외부필진이나시민기자의편집·제작참여는콘텐츠의변화를꾀하는하나의방법이될수

있지만지역언론내부에서적극적인호응을얻지못했다. 물론지역신문발전기금을받아시민

기자제도를운영하지만지역지기자들은이에대해회의적인시각을숨기지않았다. 지역신문

이확보한외부필진의인력풀도충분하지않은데다, 새로이외부인사를섭외하기도쉽지않다

는주장이다(A). 시민기자기사의경우기사등록을위해퇴고를거쳐야하는데, 그과정에서

더많은시간과에너지가들기때문에차라리취재기자한명을더두는것이업무가효율적이라

며호소했다. D기자는마을신문등더작은규모의언론사와뉴스제휴를맺는것도좋은방법

이지만, 팩트체크인력이필요해지기때문에한계가있다고주장했다. 지역지기자들은 ‘전문직’

정체성때문에작업의완성도를중시했고, 그로인해지역구성원들을신문제작에함께참여시

키거나협력하는방안에소극적이라여겨졌다.

또한지역언론사의보수적인데스크도도마에올랐다. D기자는데스크나고참기자가뉴

스영역에서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카테고리를고수하는데다지역정책, 정치인들에만집

중하고지역민의이야기를등한시하는지역언론의내부문화를비판했다. B기자역시지역보

다중앙정치이야기에매몰된취재보도관행에대한각성이필요하다주장했다. 전국지지역담

당기자는대통령, 국회등중앙정치뉴스를전국매체에맡기고지역언론은좀더지역에밀착

한뉴스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H).

한편 지역지 기자들은 지역뉴스가 지역에서조차 소외되는 것에 대해 지역민들의지역에

대한무관심과서울중심적인환경을지적했다. E 기자는지역민들이수도권의지자체장은잘

알면서내가사는곳의단체장이누구인지정책은무엇인지잘모르며, 그들의생활에지속적으

로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보다는일시적인사건·사고에더관심이많음을우려했다. C기자

역시그나마주목받는지역뉴스는성, 스포츠, 연예인관련콘텐츠라며지역민들이지역정보에

무관심하다주장했다. D기자또한지자체비판기사를써도해당관청공무원외에관심을가지

고보는경우는드물다고말했다. F기자는이에덧붙여지역뉴스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의정

보로인식되는경향이있다며, 이러한인식때문에지역에만집중하면뉴스가치를제대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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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할우려가있다고주장했다.

“사람들이,정보의질을가지고언론의질을판단하는경향이있는것같습니다. 지역뉴스를보

다좀더낮은차원의정보라고인식하는경향이강한것같아요. 1면에지역뉴스를올렸을때

보다는중앙에서돌아가는우리국가적인아젠다를올렸을때사람들의관심이더많은것이사

실인데…그런걸좀더고급정보라고생각하는경향이강한것같아요. 그래서우리는무조건

로컬로만간다라고하면, 어쩌면 2류정보로계속취급받을수있는, 우리네문화에서는그런

위험성이있다고생각하고, 자기가이언론을통해서보다고급정보를소비하고있다는만족감

을주기위해서는어쨌든적절히잘조화를해야한다고생각해요.” (지역지F기자)

지역언론이저널리즘보다사주(社主)나회사의이해관계가앞서지않았는지도돌아볼필

요가있다. 어떤기자는신생지역언론의설립의도가가끔의심스러웠다고말했다(G). 신문사

의경우, 신고제인데다진입장벽도상대적으로낮아광고비를챙기거나권력을얻는수단으로만

들어진다는것이다. B 기자도지역영세언론의난립은지자체광고의분배몫을줄여오히려

양질의지역언론사를어려운환경에놓이게한다고지적했다. E기자는일부기업이사업의방

패막이로활용하기위해지역언론을소유한다는의혹은오래전부터있어왔다고전했다. 어떤

지역에는지역일간지모두가특정업종기업들의소유라덧붙이며, 여전히지역언론가운데에

는사이비도있고,토착비리, 부패,권언유착도남아있다고지적했다.

3) 지역지의 위기: 대안과 저널리즘적 한계

지역언론사와지역지기자들은위기돌파를위한나름의방향을생각한다. 대표적으로콘텐츠의

질을높이는방법, 탈지역적콘텐츠발굴, 사업의다각화등이그것이다. 임종섭(2017)은포털

중심의온라인뉴스환경에서생존을위해서는독자적인흡인력을갖춰야한다고제언했다. 즉,

단순전달보다깊은통찰에바탕한보도, 쟁점을글외에다양한방법으로도어필할수있는능

력이필요하다. 하지만지역언론기자들의진술들을종합하면, 획기적인변화를기대하기어려

운악순환의고리가이미만들어진것은아닌지우려된다. 경영난에탐사보도등수준높은콘텐

츠제작에투입할인력과비용이없어질은계속내려갈수밖에없고, 그결과지역언론구독자

는줄게되고, 이용자의감소는다시경영난을부채질하는것이다. 녹록치않은현실에부딪힌

지역언론인들의사기저하는더큰문제다. 다른한편으로지역언론기자들은지역언론의돌

파구마련을위해포털중심의뉴스유통플랫폼해체나지역할당제를요구하기도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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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종이신문구독을정부가지원하는방안이지역언론에도움이될거라판단했다.

(1) 사업다각화vs. 저널리즘가치

지역지들은뉴스가아닌, 생존을위한대안들을모색중이다. A기자는자신이소속된지역지가

마라톤처럼지자체예산이지원되는행사를늘려살림을꾸려가지만, 지자체의협찬이언제까지

지속될수있을지의문이라고말했다. B 기자는소속신문사가수억대의시설비용을투자하며

새인쇄사업을진행중이라고했다. 지금의윤전기로는책자를인쇄할수없어서추가로시설을

도입해외주인쇄를맡으려한다는것이다. 노동조합에서는이사업의수익성에의문이있지만,

자사가어떻게든자구책을마련해야하는상황을알기에강하게반대하지못한다고덧붙였다. C

기자는지역언론사들의사업투자, 이벤트성행사가바람직하지는않지만, 다각화를통해경영

환경을안정시켜야편집권도자율성을확보할수있다고믿었다. 그러나모지역언론사의호텔

투자실패사례가전해지면서기자들의우려가더강해졌다고했다. 이에E기자는지역언론이

경영논리로만치우치면언론으로서의역할을잊게되고, 콘텐츠도엉망이될수밖에없어정부

지원등다른처방이필요하다고역설했다.

지역지로서는생존을위한다각화도필요하지만, 결국에는언론의본질에충실해서위기를

돌파할수밖에없다는의견도있었다. A기자는 2006년봄비정규직노동자들이GM대우창원

공장에서굴뚝고공농성을벌인당시를상기했다. 사측의출입금지조치직전공장에먼저들어

가현장상황을보도했고, 타언론사들은A기자의보도를바탕으로후속기사를송고했다고한

다. 실제로당시지역기자3명이유일하게현장에있었으며, 뒤늦게KBS촬영팀이추가로진

입한것으로알려졌다(이시우, 2006, 3, 23). 이이슈는지역에서발생한비정규직이슈를전국

화시킨사례로알려지면서지역언론에대한많은호응이있었으며, 이러한사례가축적된다면

결국지역언론에대한관심도높아질수있다는기대를했다(A).

하지만 문제는지역지가 당면한악순환의 고리(아래 <Figure 1> 참조)를 벗어날 뾰족한

방법이보이지않는다는것이다. B기자는경영이어려워지면서빠져나간인력이충원되지않고,

결국급여는같은데업무는더늘어났다고말했다. 좋은기사를쓰려면취재에시간과노력을더

쏟아야하지만매일매일할당된지면을채우기도벅차다고토로했다. D기자또한난무하는온

라인매체들과의차별화를위해서는비판과해설이충실한기획기사가필요한데, 그럴여유가

없다고털어놓았다. A기자는지금의급여수준으로는유능한인력을유치할방법이없다고지

적했다. 뉴스타파같은성공사례가대안으로언급되지만, 유명PD나기자같은고급인력이적

은급여를받고왜지역언론에들어오겠냐고반문했다.내부인력을투입해특종이나심층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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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작성하려면에이스급기자몇명이차출되어야하는데, 그러면다른지면마저부실해질수밖

에없다는것이다. 덧붙여 A기자는만약인력을투입해기획보도로특종을하더라도, 비판적

보도내용때문에지자체나대기업광고가끊어지면오히려인력을줄여야하는아이러니한상황

이생길수있다고지적했다.

콘텐츠의질하락이독자감소, 이것이다시경영악화로이어지는패턴의반복은이미벗

어날수없는덫으로인식된듯하다. C기자는자신이애써쓴기사들을보는사람들이없다고

생각하면의기소침해지고취재에쏟을열정마저사라진다고말한다. 덧붙여경영이안정되지못

하니편집권독립도제약이있을수밖에없다고털어놓는다. 광고주의눈치를보는상황에서비

판을빼면제대로된기사쓰기는더어렵다고주장한다. D기자는이런지역지의현실때문에

경제적지원을더받기위해지자체의보도자료를더받아쓸수밖에없다며, 악순환을선순환으

로뒤집는계기가있어야한다고주장한다.

“생산현실은안그렇다해도그걸안듣는거예요. 산업구조에대한분석없이산업을바꿀수

있어요? 개인탓을하는거예요. 괜히역량부족이렇게나오는거예요. 콘텐츠에대해서문제

를제기하면이해를하는데계속콘텐츠로가는거예요. 산업전반은전혀그렇지않은데. 어떻

게애들먹고살지? 왜떨어지지?질은떨어지는데양은팽창하지?이런질문은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신문안팔리니까디지털저작료받을수없으니까월급은떨어지고, 좋은인력들어

와요?그럼콘텐츠질떨어지고.” (지역지A기자)

(2) 새로운콘텐츠에대한기대

지역지기자들에게새로운콘텐츠모색은밀린숙제와같다. E기자는이용자가선호하는지역

의여행, 음식등의콘텐츠를늘리고내용도좀더이해하기쉽게만들면좋겠다는구상을했다.

사내에새로운콘텐츠전담팀이꾸려졌다는F 기자는그팀의지역특화콘텐츠가지역뿐만아

니라전국적으로호응을얻고있다고전했다. A기자는지역이슈라도교육이나비정규직문제

등은관심이커서전국뉴스로충분히키워낼수있다고말한다.

이처럼지역언론은지역에밀착한콘텐츠뿐만아니라전국적관심을모을콘텐츠도생산

할수있는잠재력이있다. 또한, 유튜브처럼포털을대체할다른온라인플랫폼은지역언론에

게또다른기회가될수있다. 그러나A기자는영상콘텐츠맞춤인력을키워내려면3년은걸

리기때문에, 팔리는상품을곧바로만들어내기란쉽지않다고걱정했다. B 기자도유튜브의

잠재력을높게평가했지만, 다른한편으로는신문사가무슨방송을하느냐는데스크의시각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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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있었다.

부산·경남지역지의유튜브채널을살펴보면,콘텐츠가다루는내용에따라조회수는들쭉

날쭉하다. 전국적화제가될수있는큰사고.태풍처럼지역민들의삶과밀접한정보, 문화공연

이조회수가상대적으로높다. 기획콘텐츠가운데부산일보의 ‘형제복지원’은수십만회의조회

수를거뒀지만, 경남도민일보의 ‘2020 우리고장역사문화탐방’은두자리조회수에그쳤다. 지

역지의유튜브채널만놓고보면교양적요소가강한지역프로그램은조회수가상대적으로낮

고, 전국적가치가있는사고소식이나공연녹화는이른바 ‘평타’, ‘형제복지원’처럼폭로성탐사

보도는매우높은조회수를기록한다.

“수익의일환으로유튜브를해야하지않나…이야기는하는데잘안되는. 인력문제가있고요,

데스크의문제도있어요.정통신문사인데무슨그런방송을하느냐, 자존심에금간다그런거죠.

우리는가입자가600명밖에안될거예요. 그나마유튜브담당자도그만뒀거든요. 그이후대체

인력을못구해서. 뽑는데지원을안해요. 여기가낡은도시라서. 잘알다시피미디어전공자

도없고.” (지역지B기자)

A기자는하이퍼-로컬리즘기사나피처성기사를늘리며변화를시도했지만큰효과는없

었다고말한다. 지역의특종은밀양송전탑이슈처럼전국급 ‘꺼리’가되어야한다고말한다. 그

런특종을캐내기위해서는기자가핵심자료를찾고분석할수있는능력이필요하다고지적한

다. 하지만그런유능한인력을지역에서찾기란쉽지않다고A기자는주장한다.

“광역단위사업의감시능력을키워야하고요. (중략) 기존의워치독가지고는씨알도안먹힌

다, 아주수준높아야한다, 코어자료를어떻게확보하고, 입수하고볼수있는능력을키워야

하고, 전혀공개안하는경우가많거든요.정보공개신청을한다는것은탐사보도를하겠다는

거고요. 불을더지피든지. 국회의원부터자료를, 구글링하든지, 그런것들을탐사보도를…. 너

무비공개가많아서. 통계청도자료가이원화되어있어서. (중략) 그정도는써줘야대중들한테,

탐사보도전문으로갈수있다고생각해요. 데이터저널리즘공부할게너무나도많기때문에.

실제탐사보도는수준높아야죠.” (지역지A기자)

F기자는의욕있는기자들이새로운영역을자율적으로일궈내면좋은평가를받을수있

도록내부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 자신의회사는그런시도를장려하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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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있어서, 그나마몇가지프로젝트가크게히트도치고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상도받

을수있었다고말한다.

(3) ‘지역언론은공공재’, 제도적해법필요

편집권독립을위한사업다각화는양날의검이라고지역지기자들은지적한다. 사업을통해수

익을일궈콘텐츠에투자한다면현재의경영과편집의악순환을개선할수있지만언론본연의

임무보다사업을우선시하거나새로운사업이실패한다면더나쁜귀결이될거라는판단이다.

A기자는현재포털중심의뉴스유통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면지역언론을차라리준공공재

로접근하는제도적전환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C기자도포털의행태를바로잡을수없다면

법으로콘텐츠노출기회의차별을금지하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

덧붙여지역지기자들은위치기반서비스를이용해지역민이뉴스플랫폼에서지역소식을

볼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주문했다.덧붙여C, E기자는온라인플랫폼지역별

권역할당제의필요성도역설했다. 이들은기준을만들어지역마다포털에서지역언론사3~4개

를선정하고, 위치기반서비스를켜면그언론사의뉴스가나올수있도록하자고제안했다.

“포털에서여행, 우리동네콘텐츠를보면위치기반서비스가있어요. 지역에있는사람들에우선

적으로노출되게해줄테니우리와계약을하자, 대신에이슈라든지지역이슈를우선적으로생

산해라, 그래야메인에실어줄수있으니까. (중략) KTX를타고가면, 구독이아닌상태에서는

지역언론사를우선적으로실어줄게, 대신에클린정책깨끗하게, 광고넣지말고, 지역의이슈

를디테일하게, 이런제휴관계가형성되면누가안하겠습니까. (중략) 포털이만약자기들이공

생관계마인드가있다면….” (지역지D기자)

E기자는우선정부가선진국처럼지역언론을재정적으로지원하는것이절실하다고주장

한다. 이미정부는지역사회균형발전과여론다양화를위해 2004년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을6년한시법으로제정한바있으며(류한호, 2006), 2018년개정을거치며지속된이법에근

거한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5년부터지역언론사에지원되고있다. 2019년기준사업별기금

사용현황을보면, 기획취재지원약4억 8천여만원, 지역신문제안사업약 9천5백여만원, 지

역민참여보도23억 8천여만원, 소외계층구독료지원10억 2천여만원, 지역신문활용교육지

원 9천 9백여만원등총 47억 2천여만원등이다(지역신문발전위원회, n.d.). 하지만지역의

기자들은지역언론의숫자가많아생존을위해서는지원의확대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 E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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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특히소외계층구독지원사업이좀더확대될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직접적인재정지원

은특혜시비도있을수있기때문에정부가구독료를대신납부하는우회시스템을확대하면노

년층과저소득층등의정보소외계층까지지원할수있는일석이조의효과가있다고주장한다.

“정부가신문을공공재라는인식을가질필요가있거든요. 사기업, 제조업이아니고언론, 진정

한풀뿌리민주주의를만들고, 모든정책, 사회를비판할수있는, 공공재인식을심고, 그것에

대해정부의과감한투자가있어야하거든요. 프랑스이런쪽은3,000억투자하고그러거든요.

근데우리는그런게전혀없다보니까우리가자생을하면서풀뿌리민주주의를살려야해서

현실적으로어렵죠. 과감한정부의투자,예산지원이반드시있어야합니다.” (지역지D기자)

5. 결론및논의

미디어의발전과확산은우리사회의여러부분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 지역언론도그예외는

아니다. 또한교통과통신의발달로촉발된지역성의개념변화는디지털화와함께지역언론이

앞으로어떻게나아가야할것인지에대해물음표를던진다. 이연구는지역지와전국지지역담

당기자여덟명과의심층인터뷰를수행하여그들이생각하는오늘날지역언론의의미, 그들이

겪고있는현재의위기와그원인, 그리고그들이생각하는대안을살펴보았다.

먼저 지역지와 전국지 기자모두 지역성이 지리적 경계로부터 배태하는 것으로인식하고

Figure 1. Vicious cycle of local news paper under online journalism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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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특히지역지기자들다수는그들의보도권역을지리적인배포권역과동일시하고있었

다. 이들에게지역성은권역내의정보와사람을묶어주면서, 그권역밖의힘(특히중앙권력)

에대항하는것으로요약된다. 지역이슈를발굴하고그것을전파하며, 나아가지역민들의이해

관계를대변하는것이지역언론의당연한사명임을부인하기는어렵다. 그러나지역이라는제도

적·지리적 ‘영역’을그안에머무는사람들의사회적·심리적영역과일치시키는것이과연작금에

도적절한지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 거주지와일터가각각다른도시에있는사람에게,

그리고어떤대도시인근소도시에살지만자신은그대도시사람이라고생각하는사람에게지역

언론인들이생각하는 ‘지역성’은과연어떻게해석될까? 지역언론의이러한평면적인지리적공

간에의몰두는지역의인구및경제규모감소와더불어언론스스로그들의활동범위와시장을

좁히는결과로귀결되고있다.

이어인터뷰에참가한지역지기자들은지역의사관, 대변자, 그리고지역이해의수호자로

그들을존재이유를제시했다. 이는로컬리즘을담론적공동체로접근하며지역미디어의필요성

과역할을강조한기존로컬리즘연구들에서제시된것들과크게다르지않다(Dunbar-Hester,

2013; Firmstone, 2016; Meijer, 2010). 그러나지역언론이한걸음더나아가기위해서는

지역성에대해변화된관점을적극적으로수용할필요가제기된다. 다시말해지리적공간이라는

토대위에, 사회·문화·심리적인공간으로지역의개념을확장해나가는것이다(임영호, 2002b).

입체화된지역성으로인식을전환한다고해서인터뷰참가자들이제시한지역기록의생산과지

역을대변하고중앙에대응하는역할을할수없는것은아니다. 오히려이러한관점전환을통

해지역과지역민에대한한층풍부한기록을남길수있으며, 더욱다양한시민들의요구를들

을수있는것이다.

지역언론이겪고있는문제에대해지역지기자들은포털이장악한뉴스유통구조와그로

인한수익성의악화, 그리고경영난과인력난으로인해경쟁력있는콘텐츠를생산할수없게되

는, 이른바악순환의고리(<Figure 1>참조)를제시하였다. 지역매체이용자급감과그로인한

영향력약화, 광고감소, 재정의지자체의존심화, 지역언론의기능상실등을겪는가운데, 포

털중심의뉴스유통환경이이뤄지면서그들에게선택받지못한지역언론의보도는더욱외면

될수밖에없다. 우리나라에서는다른나라와달리포털중심의뉴스유통환경이형성되었고,

뉴스이용자대부분은포털을통해유입된다(김위근, 2014; 송해엽·양재훈, 2017). 종이 신문

의정기구독률이급감하는현실에서지역언론이포털뉴스에서마저소외된다면지역언론의생

존환경이척박해지는것은당연하다.

포털에도지역발뉴스가없는것은아니다. 그러나첫번째문제는대부분의뉴스들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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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중심의연성뉴스라는점, 두번째문제는포털에걸린지역발기사는뉴스통신사혹은전

국매체의보도라는점이다. 같은이슈를놓고수많은언론사가속보경쟁을벌이는상황에서넓

은지리적커버리지, 이슈의부족, 빈약한취재자원을가진지역언론이이들을상대로힘을발

휘하기는더어렵다. 이와관련, 인터뷰참가자들이제시한모순적한계는곱씹어볼만하다. 다

양한관점과질높은콘텐츠에익숙한이용자들에게지역에천착한지역언론은외면받을수밖에

없고, 다른한편으로지역의경계를넘어중앙의정치나사회기사를다루면지역밀착형보도를

원하는지역민들이등을돌릴수밖에없는상황이다. 또한지역언론의위기요인들은이에그치

지않는다. 디지털단말기와온라인플랫폼의확산에따른취재보도환경의변화, 지역언론사

내부의보수적조직문화와작업관행등이그것이다.

물론지역언론역시콘텐츠질을높이는등의자구적노력이필요하다. 실제지역언론기

자들도지역밀착, 비정규직문제처럼전국적으로이슈화시킬수있는지역뉴스의발굴, 이용자

들이좋아하는연성뉴스콘텐츠확대, 이해하기쉬운뉴스를지향한다고말한다. 예를들어지

역언론의유튜브채널을보면좋은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여러가지노력의흔적을볼수있

다. 하지만지역언론기자들은광고가예전처럼들어오지않는상황에서인력을줄이고비용을

절감할수밖에없는데기획탐사보도, 새로운콘텐츠시도에자원을투입할여력이없다고호소

한다. 그결과는뉴스이용자가더줄고, 경영환경은더어려워지는악순환의반복이다.

뉴스이용자가호응하는콘텐츠에매달리는것이저널리즘적가치와충돌할수있는점도

지역언론의입장에서는고민이아닐수없다. 하컵과오닐(Harcup&O’Neill, 2017)은 2014

년기성언론과소셜미디어가중시하는뉴스가치가서로다를수있음을지적했다. 이러한지적

은지역언론사유튜브채널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우리고장역사문화탐방’과같은지역

밀착형교양콘텐츠는조회수가두자리에불과하지만, 자극적인사건뉴스는훨씬높은조회

수를거두는것이다. 이러한현실에서지역언론으로서는저널리즘적가치와뉴스이용자의흥미

를조화시킬수있는뉴스가치에대한고민이많을수밖에없다.

이러한상황에대한대안도있다. 지역언론사들의배타적제작관행을지양하고, 지역구

성원들과협력적네트워크를구성하는것도한방법일수있다. 하나의방법론으로제시되는하

이퍼-로컬미디어모델은지역커뮤니티를형성해시민참여를늘려간다는특징이있고, 궁극적

으로는 지역 민주주의를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Chen et al, 2017; Hujanen et al.,

2019). 그러나지역언론의기자들은이에대해회의적인시각을숨기지않았다. 그들은더많

은노력과자원의투입이필요한시민기자제의비효율성을그이유로지목한다. 하지만지역언

론이공공재적성격을주장하기위해서는풀뿌리민주주의의육성에도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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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통적인출입처중심의뉴스제작관행과전문직주의를고수하기보다는지역구성원들과의

협력을통해지역언론친화적인커뮤니티들을만들어가는것이절실하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역시지역언론이이러한연대를추진하고강화할수있도록실질적인여건을만들어주는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언론의위기극복은지역민과이용자들의지지속에그가치를인정받을때

가능하다.

지역언론기자들이제기한보수적인사내풍토도극복할장애물이다. 수십년간이어온취

재편집조직과관행을뒤집기는쉽지않다. 예를들어한겨레는1990년대후반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외신부 등을기능에따라 다시구분해정치경제부, 민족국제부, 민생인권부, 여론매체

부, 사회교육부로만든바있다. 그러나수십년간이어져온출입처중심의취재관행으로인해

이러한시도는결국수포로돌아갔다(이인우·심산, 1998, 97-99쪽; 임영호, 2013, 157쪽에서

재인용). 그러나미디어환경의변화는통합뉴스룸구축등새로운변화를다시몰고왔다(정동

우, 2007). 몇몇신문사가편집국만각자운영하고제작이나영업은공동으로운영하며경영난

을극복한미국의사례에서도볼수있듯, 언론조직도다른조직과마찬가지로환경변화에민

첩하게대응해야만생존을약속받을수있다(임영호, 2013).

만약지역언론이순환적위기에서자력으로탈출할방안을마련하지못한다면, 그러한상

황에서는앞서논의했던신지역주의가또다른하나의해법이될수도있을것이다. 지역내기

업또는콘텐츠제작자, 그리고관(官)을비롯여러사회단체와지역언론사가소통하고협력하

여각자가가진자원을활용, 하나의지역콘텐츠네트워크를형성하고이를바탕으로새롭게지

역언론으로서의역할과위상을정립하는것이다(김영수·임종수, 2010). 지역을구성하고있는

다양한주체들의참여를통한협업은지역언론으로하여금보수적인분위기를쇄신하게하고,

나아가지역과더욱긴밀하게상호작용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줄것으로생각된다.

요약하면, 이연구의심층인터뷰에응한지역언론기자들은여전히지리적경계에기반한

전통적인지역성의개념에천착하고있었다. 그들이제시한지역언론의가치는영역에기반한

지역성으로부터배태하고있었으며, 이는자신들의활동반경을고착시키는것으로귀결된듯하

다. 그러나작금의지역언론위기는언론내부적요인보다외부적요인이더많이작용했다. 지

역경제의쇠퇴로광고수입이점차감소하는상태에서지역언론은뉴미디어환경에적응하는데

실패했다. 포털뉴스의알고리즘에서구조적으로배제되었을뿐만아니라앱이나유튜브채널을

시도했지만제대로된결실을거두지못했다. 이는지역언론의경영난, 영향력약화를가속화시

켰고, 결국콘텐츠의질이하락할수밖에없는환경을만들었을뿐만아니라지역언론의역할

붕괴를초래했다. 그럼에도지역언론기자들은자구적노력을통해악순환의고리를끊고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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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강한의지도엿볼수있었다. 다만위기에대한구체적인해법은아직추상적인단계에머무

르고있다. 지역언론이생존하기위해서는그만큼보수적인내부편집문화를탈피해하이퍼로

컬리즘처럼다층적인지역민의요구와융합할수있는도전과실험정신이필요하다.

덧붙여, 지역언론의위기에현장의생생한목소리를담고자이연구는심층인터뷰를방

법으로선택했으며, 이를통해지역언론의위기의구조적측면을지역언론인의시각에서살펴

볼수있었던것이나름의수확이라판단된다. 이연구는지역언론문제에관한지역언론인들

의시각을정리하면서진술의검증과보완을위해관련자료나문헌등을활용해기술했지만, 지

역언론인의진술에비중을높이면서진술에관한비판적분석이나다른관점제시는다소미흡

한점이있다.따라서이연구가다룬내용을심도있게밝혀줄추가적논의가필요하다.

그리고이연구는지역지및전국지지역담당기자들과의인터뷰를통해지역언론의위

기를극복할해결방향도탐색하고자했다. 연구자들은지역언론인들이구조적문제에대해서는

확고한생각을가지고있음을발견하였으나아쉽게도하이퍼-로컬리즘이나신지역주의등대안

에대해그들이가진인식을명확하게밝히지는못한아쉬움이있다. 이러한대안들에대해그들

도지역주민과의접촉활성화나지역의다양한측면을조명하여독자의범위를확장해야한다는

원론적취지에는동의했지만, 여러현실적인문제로인해적극적으로나설수없다고말하고있

었다. 결과적으로지역언론의위기를극복하기위한대안논의가좀더면밀하게이뤄지지못한

점은이연구의아쉬움이자후속연구의과제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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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역 언론의 구조적 악순환과 전략적 대안

강주현

(부산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강사)

최창식

(부산대학교교육인증원강사)

지리적공간에기반했던전통적개념의지역성이교통과통신등의발달로인해다층적이고복합적인지

역성 개념으로진화하고있다. 지역 언론역시달라진 매체환경속에서새로이 지역성을확립하고그들

나름의생존과발전을모색해야할상황에처했다. 이연구는지역지기자, 전국지지역담당기자들과심

층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현재 인식하는 지역성의 개념, 지역 언론의 존재 가치, 지역 언론의 위기 인식

및원인진단, 그들이생각하는대안을살펴보았다. 그결과, 지역지기자들은우선전통적인공간중심의

개념으로지역보도에접근했으며, 스스로를지역의사관(史官), 지역민의대변자, 지역이익의수호자로

인식했다. 그러나 포털중심의온라인저널리즘환경이형성되면서지역언론이배제된뉴스유통구조가

지역언론의영향력약화와지역언론의경제적토대를붕괴시키는원인이되었다고진단했다. 또한, 지역

언론내부문제점으로는변화에기민하게대응하지못하는편집국의보수적문화, 지역뉴스이용자의참

여한계등을토로했다. 지역 언론의 생존방안으로지역기자들은동영상콘텐츠등을 제작하며종래의

틀을벗어날필요성을제기하였다. 이어지역언론의새로운활로로제시되어온신지역주의나하이퍼-로

컬리즘에관한지역언론인들의인식을알아보았다.

핵심어: 지역언론, 지역성, 신지역주의, 하이퍼로컬리즘


	지역 언론의 구조적 악순환과 전략적 대안
	1. 들어가며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논의
	References
	국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