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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plore the perception and practice of journalism ethics among Korean 

news reporters. According to recent studies of journalists, including the Korean Journalists Survey as 

well as the World of Journalism Study, a considerable gap was found between how journalists 

perceive the codes of ethics as professional journalists and how they maintain those ethical standards 

in practice while newsgathering. To understand this gap, this study categorized journalists’ ethical 

orientation into four types based on theoretical as well as empirical studies about deontology, 

teleology, and virtue ethics: (1) absolutists, who agree with the idea that journalists should always 

adhere to codes of professional ethics regardless of situation and context; (2) situationalists, who 

argue that unethical practices can be justified for more important public interest in some cases; (3) 

eclecticists, who maintain rather a compromising position between absolutists and situationalists, 

focusing more on virtue ethics and who thus consider any report that can harm others is wrong 

regardless of its outcome; and (4) individualists, who believe that what is ethical in journalism is a 

matter of personal judgment. Based on this conceptualization, this study measured journalists’ ethical 

orientation and analyzed how journalists’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morality as professionals 

vary across orientation. For measuring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morality, this study chose the 

six principles, i.e. truth, fairness, independence, transparency,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maintenance of professional integrity, from the journalists’ code of ethics; and five clauses were 

extracted from each principle. A total of 30 items were used to measure how journalists perceive the 

importance of these ethical standards and to measure how they evaluate themselves in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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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principles while newsgathering on the scene. An online survey of 303 Korean journalists was 

conducted. Among the respondents, 86.5% agreed with absolutism, 33.6% eclecticism, 33% 

situationalism, and 25.8% individualism. Results showed that those agreeing with absolutism, when 

compared to others, were more likely to consider most principles important and to rate themselves 

highly in maintaining those ethical standards on the scene. Those agreeing with eclecticism tended to 

perceiv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especially more important than those who disagreed with 

eclecticism, while those agreeing with situationalism tended to perceive maintenance of professional 

integrity, as well as transparency, less important than those who disagreed with situationalism. Also, 

those who agreed with individualism perceived many principles to be less important compared to 

those who disagreed with individualism, while no principles were found to be less significant when it 

came to practice. Moreover, journalists who agreed with situationalism or individualism tended to be 

lenient with reports causing social conflict.

Keywords: ethical orientation, journalists’ code of ethics, perceived importanc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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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019년도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 반의 수행 수 에 한 언론인들의 평

가는 ‘언론의 자유’를 제외한 모든 항목, 즉, ‘신뢰도’, ‘정확성’, ‘ 문성’, ‘공정성’ 항목에서 모두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의 공정성 평가 항목은 10년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소 반

등하 으나 체 평가항목들 에서 계속해서 가장 낮은 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기자들이 보도의 정확성 다음으로 공정성을 가장 요한 원칙으로 꼽았다는 결과를 고려한다면, 

원칙의 요성에 한 인식과 실제 취재보도 장에서 수행하는 수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괴리는, 공정성이 요한 취재보도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잘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

다는 언론인 스스로의 평가라는 에서 일차 으로 자기성찰 인 성격을 갖는다. 역사 으로도 

언론의 공정성을 바라보는 상이한 입장과 맥락이 공존해왔으며, 공정성을 가장 이상 인 수 으

로 실 하기 한 구체 인 방안도 다각도로 논의되어 왔다(김상호, 2007; 홍원식, 2018; 

Kovach, & Rosenstiel, 2014). 결국 언론이 공정성을 비롯한 취재보도의 원칙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은 스스로에 한 객  평가임과 동시에 한국 언론에 한 불신이라는 상

의 본질을 인식하는 출발선이 될 수 있다. 

공정성뿐 아니라 진실보도, 정확성, 책무성, 투명성, 독립성, 인권보호 등 반 인 취재보

도원칙을 기자 개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취재 장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해서는 각 원칙에 하여 심층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언론인들

을 상으로 한 국내외의 연구와 조사들을 살펴보면, 취재보도의 원칙을 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고 해서 취재 장에서도 반드시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행동주의의 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인식과 단 (그리고 선택) 간의 

간극’을 보여 다(Kahneman, Sibony, & Sunstein, 2021).

하지만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과 행동 간의 간극이라는 상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간극에서 일 되게 발견되는 특정 양상이다.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Worlds of Journalism Study> 로젝트(이하 <WJS 조사>)의 최근 조사를 살펴보면, 언론

인들이 취재보도 원칙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보

도의 공익성을 기본 인 취재보도 원칙을 수하는 것보다 더 요시하는 인식이 우리나라 언론

인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자들  “취재보도를 해 정부나 기업 내부의 기

문서를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타인을 사칭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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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차지했는데, 이처럼 높은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Hanitzsch, 

Hanusch, Ramaprasad, & de Beer, 2019; Lee, Frost, & Hanitzsch, 2016).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수행한 <언론인 의식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발

견된 바 있는데,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매체의 유형을 불문하고 기자들이 지나친 취재 욕심으로 

인해 취재윤리를 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지난 2018년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하던 KBS 기자들이 북한 사 에 무단 침입한 의

로 추방되기도 했고, 2019년에는 조  장 의 임명과 사퇴를 둘러싸고 취재 양상이 과열되면서 

피의자에 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두고 팽팽한 논쟁이 화되기도 했다. 언론이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거나 사실 검증을 우선시하기보다 정치권이나 검찰 측의 주장을 그 로 달

하면서 이슈를 정치화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취재

하던 조선일보 기자의 서울시청 무단침입, 조  장  딸의 입시비리를 취재하던 TV조선 기자들

의 공동주거 무단침입, 조선일보의 일러스트 사고, 채 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MBC 기자

의 경찰 사칭, · 직 언론인들의 품수수 등 취재윤리 반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했다. 특히 

일부 기자들의 과도한 취재 의욕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들은 특종을 시하는 결과주의 문화와 

언론사 내부의 행들이 여 히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기자들이 법  처벌의 

상이 되는지는 구체 인 경 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기의 사례들은 언론이 권력 감시의 역

할을 수행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해서라면 법의 소지가 있는 취재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는 인식을 공통 으로 반 하고 있다.

결국 언론윤리규범이 취재 장에서 얼마나 효과 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해서는 이론  연구뿐 아니라 언론인의 의식구조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에 한 실증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의 연구들은 부분 이론 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김상호, 2007; 김세은, 2006; 심훈, 2018; 심훈·김세은, 2020; 이상기, 2011; 이 주, 

2006; 이은택, 2006; 이 웅, 2010; 이 웅, 2017; 임정수, 2008), 일부 연구들만이 Q방법론

을 사용하거나(이은택, 2002) <언론인 의식조사> 자료에 한 이차분석(남재일, 2010; 박진우·

이정훈, 2016; 이강형·남재일, 2019; 이정기, 2019)을 통해 언론윤리의 실천이라는 문제에 실

증 으로 근하 다. 

실제로 취재원이나 데스크와의 계에서, 혹은 동일한 기 을 출입하는 기자단 내에서 윤

리  갈등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개개인의 기자들이 내리는 결정은 사회구조 인 요인에서부

터 언론사 내부의 행, 개인의 신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의 향을 받고 있다. 특히 

언론 신뢰의 문제가 정치  양극화와 맞물려 한국 사회 반에 걸친 제도  문제의 일부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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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사회구조 인 요인에 논의가 집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본질 으로 리즘 교육

이라는 차원에서 개별 언론인들의 윤리  가치 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직 언론인들이 어떠한 윤리  가치 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

고, 그러한 윤리 의 유형에 따라서 언론윤리에 한 개별 규정들의 요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취재 장에서 각 원칙과 규정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

하는지 실증 으로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언론윤리규범이 형성된 배경을 이해하

고, 윤리  가치 에 반 되어 있는 철학  근거들을 이론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선행연구의 검토

1) 언론윤리규범의 형성과 철학  근거

(1) 의무론  윤리 , 목 론  윤리 , 덕의 윤리

언론인의 윤리  가치 에 해 논의하기에 앞서, 문직으로서의 언론인의 직업윤리에 해당하

는 언론윤리 규범의 철학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의 규범윤리학에서는 개인의 도덕  의

무가 무엇이며 옳고 그름의 궁극 인 원칙이 무엇인지에 한 에 따라 윤리  가치 의 철학

 근거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이은택, 2006; Borden, 2007; Merill, 1997). 첫 번째는 

칸트주의(Kantianism)로 표되는 의무론(deontology)  이다. 의무론에서는 어떤 행동

이 내재 으로 옳은지 혹은 옳지 않은지 단하는 도덕률(moral laws)이 있고, 이러한 도덕률

에 따라 행동했는지 여부로 행 의 윤리성을 단한다. 즉, 행 자의 성향이나 이익과 계없이 

도덕  의무감이 동기가 되어 수행하는 것을 도덕  행동으로 규정하며, 행 자의 의도와 개인으

로서의 권리를 바탕으로 선악을 단한다(Plaisance, 2014). 두 번째는 행 의 결과를 단의 

근거로 삼는 목 론(teleology)  이며, 표 으로 공리주의(utilitarianism)가 이 범주

에 속한다. 공리주의는 윤리의 목 이 ‘최  다수의 최  행복’과 같은 결과에 있으며, 어떤 행

가 이러한 결과를 최 화할 수 있는지를 근거로 도덕  단을 내린다.

하지만 의무론과 결과주의는 형이상학  차원에서 윤리의 문제에 근하기 때문에 윤리의 

실천  측면이 간과된다는 비 에 직면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아리스토텔 스의 철학에 뿌리

를 둔 덕 윤리(virtue ethics)가 안으로 등장하 다. 덕 윤리에서는 의무나 행 의 결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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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행 자의 덕성을 강조한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만들고 효용성을 최 화 하

며 직업  윤리규범에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덕(德)이라는 이다(Davis, 1999; 

MacIntyre, 2007; Pellegrino, 1995). 따라서 개개인의 내  특성, 성향, 동기 등 ‘행 자’의 

요소에 주목하며,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허용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단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훌륭하고, 무엇이 칭찬 받을만하며, 무엇이 좋고 나쁜지’ 단하는데 을 둔다

(Borden, 2007; Nussbaum, 1999; Patterson, Wilkins, & Painter, 2018). 

덕 윤리를 강조하는 이론가들은 그 논의의 출발 지 이 공리주의에 한 비  입장인지, 

아니면 칸트주의에 한 불만인지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  원칙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Nussbaum, 1999). 가령, 자의 이론가들은 공리주의자들이 선(the goods)을 윤리  단

의 목 으로 보면서도 그 다원성에 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을 지 하 으며, 공리주의자들

이 윤리  행 의 기 를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 추구 등 비인지 인 개념에만 주목한다는 을 

비 해왔다. 한편, 후자의 이론가들은 칸트주의자들이 행 자의 특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윤리  단을 내리는 것에 반 하며, 문화  상 주의(cultural relativism)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 

이들은 정의(justice)의 문제에 해서도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며, 정의의 문제를 이론

으로 해결하고자 한 표 인 학자 존 롤스의 주장2)에 해서도 견해 차이를 보 다. 일반 으

로 롤스의 이론은 칸트의 정언명령과 사회계약론의 주요 개념  이론  틀을 용했다는 에

서, 그리고 롤스 스스로도 이 이론을 “공리주의  의 안”(p. 20)으로서 제시하고자 했다는 

에서 의무론에 근거한 이론으로 평가된다.3) 롤스의 제자이기도 한 샌델(Sandel, 1982)은 롤

1) 스바움은 자의 덕 윤리주의자들이 보편주의를 추구하며 칸트와 아리스토텔 스의 입장을 충 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후자의 이론가들은 아리스토텔 스보다 흄의 에 가깝다고 단하 다(Nussbaum, 1999, pp. 

536-537). 

2) 롤스는 정의가 “무지라는 장막(veil of ignorance) 뒤에서 작동하는 공정성의 원칙”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정의

란 “시민의 표들이 시민들 체의 특성(종교, 성별, 인종, 능력, 신분, 사회  지  등)에 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

태이며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어떤 혜택을 얻게 될지  알 수 없는 무지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원칙

에 따르는 것”(Rawls, 2003, p. 11)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the greatest equal liberty 

principle)”으로 기본권과 의무의 평등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균등  차등의 원칙이다. 특히 두 번째 원칙에서 롤스는 

사회  경제  불평등이 허용되는 유일한 조건은 사회에서 가장 혜택이 은 구성원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

으로 보상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뿐이라고 주장했다. 

3) 하지만 의 공리주의  통에 따르는 학자들도 언론윤리에 롤스의 을 목시키고자 했다. 를 들면, 패터슨과 

킨스(Patterson, & Wilkins, 2005; Craig, 2020 재인용)는 언론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생존자 혹은 희생자의 유가

족들을 인터뷰하거나 촬 할지 고민될 때 롤스의 ‘무지의 장막’ 개념이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기자와 생존자, 유가족, 독

자 등 이해 계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권리 등의 문제를 더 민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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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평등지향  자유주의 역시 기존의 자유주의이론과 마찬가지로 개인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써 의무론  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비 했다. 개인을 특별한 목 을 갖지 않은 주

체로 보거나 타인 혹은 공동체와 결부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독립 인 주체로 본다면, 과연 이들

이 의도 으로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는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개

인이 자신을 어느 정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부로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에서 개인의 정체성 

자체가 “구성 인(constitutive)”(p. 150)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샌델과 마찬가지로 매킨타이어, 램벳 등 공동체주의(communitarian)를 지지하는 덕 윤

리 의 학자들은 의무론자들에 비해 언론의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인다(이은택, 

2006; Coleman, 2000). 덕 윤리의 은 구체 인 행 의 옳고 그름에 주목하는 의무론이나 

결과주의와 비교했을 때 ‘행 자’에 주목하고 개별 행 가 이루어진 ‘맥락’에 더욱 주목한다는 차

이가 있다(Borden, 2007). 주어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행 의 옳고 그름을 단하는 것

은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윤리가 직업 활동 반에 미치는 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행 자 개개인에 미치는 향 한 고려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덕의 윤리 이 취재 장에서 

실천을 담보하는 윤리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해왔다(심훈·김세은, 2020; 이은택, 2006; Borden, 

2007; Browning, 2015; Craig, 2020; Glasser, & Ettema, 2008; Plaisance, 2011; 

Plaisance, 2013).

(2) 언론윤리규범의 형성 과정  특징

행 의 동기를 강조하는 의무론과 결과를 시하는 목 론, 그리고 이러한 규범윤리의 한계를 보

완하기 해 행 자 개인의 덕성에 주목하는 덕 윤리의 세 가지 철학  은 언론윤리 연구에

서도 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Patterson, Wilkins, & Painter, 2018). 물론 언론윤리는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문직으로 조직화되는 과정4)에서 일반 인 직업윤리를 기반으로 형성되

었을 뿐 아니라 권력 감시와 공익 추구의 가치를 실 하기 해 참여 이고 실천 인 차원의 사

명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의 세 가지 철학  에 반드시 응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언론윤리는 18세기 계몽주의 시 에 규범윤리학의 향으로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언론윤리에 

게 고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덕 윤리의 에서 공동체주의를 지지한 램벳(Lambeth, 1992; Craig, 

2020 재인용)도 롤스의 이론이 언론의 감시견 기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이론  근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언론인들

의 윤리  의사결정을 한 5가지 원칙  하나로 롤스의 정의에 한 을 용했다. 

4) 무어(Moore, 1970)는 문직의 고유한 특징이 특수한 기술, 자율성, 문 인 교육과 훈련,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경쟁시험, 공식 인 집행조직으로서의 기   고유의 행동윤리강령(code of conducts)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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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철학  통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를 들면, 이은택(2006)은 의무론

 에서 언론인의 역할을 강조한 표 인 언론윤리학자로 메릴(Merrilll, 1997)을, 목

론  에서 공동체주의를 강조한 언론학자로 크리스천스(Christians, 2004)와 램벳

(Lambeth, 1992)을 꼽았다. 메릴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을 언론인의 의무에 용하 다는 에서 의무론

 에, 크리스천스와 램벳 등은 지역사회에 한 심과 공동체  의식(communitarian)

을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보다 더 요시하며 정확한 사실을 보도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상처나 피해를 입힌다면 좋은 언론이 아니라고 보았다는 에서 목 론  에 가

깝다고 보았다(이은택, 2006, 149쪽). 

이처럼 규범윤리학의 향으로 탄생한 언론윤리는 철학  사조의 흐름에 따라 향을 받아

왔다. 리즘이 신학, 법학, 의학에 이어 문직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직업윤리의 

확립과 언론윤리규범에 한 사회  논의가 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강명구, 1993; 남

재일, 2010; 이정훈·김균, 2006; Zelizer, 1993). 특히 언론윤리에서 가장 기본 인 원칙으로 

논의되는 진실보도의 원칙은 언론인이 문직으로 자리 잡는데 요한 역할을 했다. 진실보도가 

여 히 언론윤리의 제1원칙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패터슨과 킨스, 페인터(Patterson, 

Wilkins, & Painter, 2018)는 역사 으로 진실이라는 개념에 한 이 어떻게 바 어왔는

지를 설명하면서 진실보도의 원칙과 그 수행 과정에 사회  요구가 반 되어 왔음을 시사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소크라테스 이 의 고  그리스 시 에는 구  문화가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에 진실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고 후 에도 잊  지지 않도록 반복 으로 달 가능

한 것이어야 했다. 진실은 라톤 시 에 이르러서야 인간의 이성  지성과 연결지어 논의되기 

시작했는데,5) 라톤의 형이상학  체계는 이후 세시  신학자들에게도 향을 끼쳐 진실은 

신이나 교회만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종교개 을 거치면서 일반인이 

성직자 혹은 왕을 통하지 않고도 신의 음성을 들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보기 시작했다

(Patterson, et al., 2018, pp. 25-28). 그리고 약 200년 후, 존 턴은 궁극 으로 진실에 

도달하기 해서는 진실에 한 상충되는 개념들이 공존하는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진실을 외부의 사실이나 찰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계몽주의로 이어졌고, 과학  방법론의 등장과 맞물려 결국 진실은 “기록할 수 있고, 

5) 라톤 시 에 진실은 물리 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실 세계에서는 직  경험할 수 없고, 모든 사물의 원형(perfect 

form)이 존재하는 ‘이데아(idea)’의 세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성으로만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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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인간의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p. 29)이라는 이 리

즘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Kovach, & Rosenstiel, 2014).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자, 미국 철학자들을 심으로 실용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이

러한 계몽주의  이 을 받기 시작했다. 실용주의  에서는 가 조사한 것인지, 그

리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한 것인지에 따라 인간이 진실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식

도 실과 마찬가지로 의식의 흐름과 학습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산물이며, 따라서 불변의 

것이 아닌 “개연성 있는 것(probable)”에 불과하다는 것이다(Patterson, Wilkins, & 

Painter, 2018, p. 29). 결국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론  수단으로서의 ‘객 성

(objectivity)’이라는 개념이 비 받게 되었고, 나아가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은 진실이라는 개념

에 회의 인 입장을 취하고 맥락(context)을 가장 시함으로써 리즘의 사실보도 원칙에 

한 철학  근거를 약화시켰다(김상호, 2007; 홍원식, 2018; Kovach, & Rosenstiel, 2014). 

2) 언론윤리규범에 반 된 사회 변화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윤리규범이 형성된 것은 계몽주의 시 로 거슬러 올라가며 

리즘의 핵심 가치와 원칙에는 규범윤리학의 세 가지 을 심으로 한 철학  논의가 반 되어 

있다. 언론윤리에 한 제반 규정들은, 언론에 한 최소한의 기 를 정립하는 책무성

(accountability)에 해 명확히 설명하고 이상 인 언론  언론인의 행동으로 여겨지는 형

에 해서도 제시해주며, 최소한의 법  수 사항을 충족시키지만 때로는 법의 역 바깥에 있

거나 (準)법률  성격을 갖기도 한다(Elliott-Boyle, 1985).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표 인 해외의 언론단체들은 진실 추구와 정확성을 제1의 윤

리강령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내의 언론인들도 보도의 정확성  진실 보도가 가장 

요하다는 에 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정근 등, 2019;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진실 보도의 원칙은 리즘의 본질에 비추어보나 역사 으로 보나 언론윤리에서 가장 

핵심 인 원칙으로 다루어져왔는데, 여기에는 의무론  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마이

어스(Meyers, 2011)는 진실 보도뿐 아니라 상이한 윤리  가치들 간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건부 의무론을 주장한 로스(Ross, 1930/1988)의 제안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로스

가 제안한 직  의무(prima facie duty)의 개념6)에 의하면, 윤리  가치 충돌은 ‘ 으

6) 직  의무는  의무(absolute duty)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성실, 보상, 정의, 감사, 선행 등과 같이 그 자

체만으로도 독립 으로 옳은 행 이나 더 요한 의무가 생기면 보류할 수 있는 의무를 의미한다. 부분의 의무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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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등한 의무’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 가능한 직  의무’들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마이어스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직  의무들 간의 우선순 를 정해야한다고 주장

했다.7)

의무론  이 보도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뒷받침하는 철학  근거로서 활발하게 논의된 

것에 비해(Meyers, 2011; Ross, 1988) 목 론  은 주로 보도의 공익성  공공성을 뒷

받침하는 근거로 논의되었다(이강형·남재일, 2019; 이승선, 2000; Duffy, & Freeman, 

2011). 2003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수행된 <언론인 의식조사>의 결과를 시계열 분석한 이

강형과 남재일의 연구(2019)에 따르면, 한국의 기자들은 공익  보도를 목 으로 하는 문직

으로서의 인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보도의 공익성을 해서라면 취

재과정에서 신분 장이나 문서 도 등 실정법을 반하는 것에 해 상 으로 하고, 합

법 인 선에서 취재를 목 으로 취재원을 괴롭히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

었으며, 이러한 성향이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6쪽). 하지만 “내부 정보를 얻기 

해 장 취업 는 취재하는 행 ”에 한 인식이나 “편지·사진 등 사  문서를 허가 없이 사용

하는 행 ”에 한 인식은 연도별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리즘 원칙에 한 기자

들의 인식 변화를 시사하며 앞서 소개한 <WJS 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 즉, 의무론  에 

동의하는 기자들이 다수이지만 일부 가치가 충돌하는 윤리  딜 마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원

칙에 어 나는 취재 방식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단하는 목 론  도 상당히 발견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언론윤리에 한 제반 규정에도 반 되어 왔다. 배정근 등의 연구

(2019)에 의하면, 해외 주요 언론단체들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사회  약자  인권보

호, 인류애, 인간 존엄성의 수호,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등을 언론윤리규정의 주요 원칙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윤리규정들은 “과거에 언론이 가장 우선시하던 보도의 공공성  

공익성과 배치되거나 충돌하기 쉬운 가치들”(25쪽)이다. 가령, 2011년도에 국에서 결성된 

리즘윤리 네트워크(Ethical Journalism Network)는 5  원칙  제4원칙 “인류애

은 모든 의무가 ‘개인 인 계나 사회 인 계로부터 비롯된 의무’와 ‘일반 인 지나 제약의 형식을 띤 의무’로 구분

된다고 보았는데, 로스는 여러 가지 의무들 에 가능한 한 많은 선을 행할 의무도 포함된다는 극 인 입장을 취했다. 

7) 마이어스는 직  의무들의 우선순 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규칙을 따를 것을 제안했다. 여러 의무들 에

서 더 크고 요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도출해야 하고, 당히 지킬 수 있는 의무보다는 더 깊은 숙고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분명한 의무에 더 을 두어야 하며, 다수의 양심 인 사람들이 갖는 견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효

과가 나타난다는 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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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y)”를 제시하며 “우리가 보도하는 내용이……( 략)……타인의 삶에 향을 미친다

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 1996년도에 윤리강령을 개정한 미국의 문기

자 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는 제2원칙으로 새롭게 “ 해의 최소화

(Minimize Harm)” 원칙을 추가했으며, “윤리  리즘은 취재원, 보도의 상, 동료들, 공

의 구성원들을 존 받아야 할 인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언론 련 단체들이 

요한 근거로서 참고하는 포인터연구소(Poynter Institute)의 포  리즘 윤리원칙은 

“진실 추구”, “독립성”, “ 해 최소화”의 세 가지 는데, 2014년도에 개정한 결과 “독립성”을 “투

명성” 원칙으로 체하고 “ 해 최소화”의 개념을 확장하여 “공동체 참여”의 원칙으로 체했다. 

이제는 언론사뿐 아니라 시민이나 비 리단체, 심지어 기업 취재원들도 직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복잡한 환경이 되었고 언론사들도 정부로부터 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독립성보다는 투명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배정근, 2020). 이처럼 과거에 ‘국민의 

알 권리’와 보도의 공익성을 앞세워 뒤로 려나 있었던 가치들, 즉, 사회  약자에 한 보호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가치를 언론윤리의 원칙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언론윤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큰 변화이며  언론윤리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다(Atay, 2016; Hossain, 

& Aucoin, 2018). 

사회  약자에 한 보호와 공동체주의는 앞서 기술한 세 가지 윤리  가치  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덕 윤리의 을 반 한다. 역사주의  덕 윤리학자로 불리는 매킨타이어

(MacIntyre, 2007)는 덕이 공공선을 증진시키며 해를 방지하기 해서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언론 활동 역시 궁극 으로 윤리 인 목 에 한 감각을 바탕으로 력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한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샌델, 매킨타이어, 램벳 등 공동체

주의의 을 지지하는 덕 윤리 의 학자들은 ‘옳고 그름(wright or wrong)’을 넘어서서 

언론의 사회  책임까지 강조하는 입장을 보인다. 가령, 덕 윤리에서는 취재 시 사생활 침해 혹

은 상 조작과 같은 문제들을 언론인의 의무라는 범주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사명이

라는 맥락에서 “좋은 언론인이 되는 것”에 주목한다(Borden, 2007). 따라서 언론인들이 때로는 

명시 으로 주어진 의무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지키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김세은, 2006; 심훈·김세은, 2020; 이은택, 

2006). 김세은(2006)은 한국 언론이 신뢰의 기를 극복하기 해 차  정당성과 같은 형식

 측면에서의 약 을 보완해야 한다는 진단 하에 ‘좋은 리즘’보다는 ‘옳은 리즘’을 더 지

향해야할 규범으로 평가했지만, 궁극 으로는 ‘다원성’에 기 한 자유주의와 ‘공공선’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주의 언론 의 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72-75쪽). 이은택(2006)은 의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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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론을 기반으로 한 통  윤리 이 해결하지 못한 태도와 행  간의 불일치 문제를 ‘행 자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덕 윤리’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심훈과 김세은(2020)은 

언론이 이념  편향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의 기능을 실 하기 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

인 연 와 력을 통해 상호 호혜를 추구할 수 있는 유가  덕목으로서의 용(中庸)”(9쪽)의 

가치를 직업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언론인의 윤리  가치 이 취재에 미치는 향

요컨 , 의무론  가치 , 목 론  가치 , 덕의 윤리 은 언론인의 윤리  형성에도 향을 미

쳤고 언론인들 간 사회  합의이자 시민에 한 공약으로서 제반의 윤리규정에도 반 되어 왔다. 

나아가, 윤리규범에 한 기자들의 인식과 윤리  가치 이 인식론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취재 장에서 단을 내리는 행동  차원에도 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Hanitzsch, Hanusch, Ramaprasad, & de Beer, 2019; Plaisance, Skewes, & 

Hanitzsch, 2012). 그 다면 언론인 개개인의 윤리 은 취재보도 장에서 윤리  가치의 우

선순 를 단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어느 정도 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에 답하기 해서는 실

증 연구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지심리학 이론에 기반한 언론인 개인에 한 인식  태도 연구는 미국을 심으로 활발

하게 이루어졌으며(Lee, Coleman, & Molyneux, 2016; Plaisance, 2006; Wilkins, & 

Coleman, 2005), 유럽에서도 <WJS 조사>8)와 <Media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Europe> 조사9) 등을 심으로 국가 간 비교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

다(Harro-Loit, 2015; Plaisance, et al., 2012; Standaert, Hanitzsch, & Dedonder, 

2019). 언론윤리 분야에서 언론인 개인의 윤리 을 실증 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사회심리학자

인 포사이드(Forsyth, 1980)의 이론을 주로 활용해왔다(Plaisance, 2006; Plaisance, et 

al., 2012). 포사이드는 이상주의와 상 주의라는 두 축을 기 으로, 비윤리  행동에 해서 

맥락을 시하는 상황주의, 도덕  단을 내리기 해 보편 인 윤리원칙을 사용하는 주의, 

도덕  단은 우선 으로 개인의 주  가치에 의거해야 한다고 보는 주 주의, 도덕  단에

서도 인 원칙에 외를 허용하는 외주의의 네 가지 윤리  을 구분했다(<Table 1> 

참조). 

8) https://worldsofjournalism.org

9) http://www.mediaac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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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사이드의 구분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 잔스는 학생들이 언론윤리 수업을 듣기 시작

한 반과 후반에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 비폭력성 등 윤리  가치에 한 우선순 가 달라지

는 것을 확인하 다(Plaisance, 2006). 비록 학생들의 윤리 에서 발견된 변화가 실제 행동  

차원에 미치는 향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윤리 에 따라 구체 인 사회 문제나 쟁 에 해 

동의하거나 반 하는 정도를 측할 수 있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후 <WJS 조

사>에도 참여하여 언론인의 윤리 에 해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는데, 연구 결과 

기자 개개인의 윤리 은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의 이념 , 문화 , 사회  요인들에 의해 계

으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laisance, et al., 2012). 

반 인 윤리에 한 이념이 아니라, 그 에서도 책무성에만 을 두고 기자들의 유형

을 분석한 실증 연구도 있었다. 해당 연구는 유럽  아랍권 14개국에서 총 1,215명의 언론인들

을 상으로 한 <Media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Europe> 조사의 자료를 이

차 분석하 는데, 언론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상이 구인지에 따라 권력 지향  집단, 

통지향  직업공동체 지향  집단, 규범 지향  집단, 공  지향  집단, 종교 지향  집단의 다

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Harro-Loit, 2015). 이 다섯 가지 유형의 분포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국가 간 비교 연구는 언론윤리의 실천에 한 문제에서 기자들 개인의 윤리  이외에도 사

회구조  요인들이 어떻게 복합 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기에 매우 효과 이지만, 윤리  가치

충돌의 상황에서 기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  신념이나 단 기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살펴보기는 어렵다. 사회구조  요인들, 특히 언론사 내부의 조직문화나 행, 특정 사

건과 련하여 형성된 여론과 사회  의견기후, 사회제도  특성 등 환경  요인들에 의해 개인

의 윤리 이 갖는 효과가 희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Plaisance, et al., 2012). 결국 취재

장에서 가치충돌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기자 개인이므로 기자 개인이 언론

Relativism

High Low

Idealism

High Situationists Absolutists

Low Subjectivists Exceptionists

From  “A taxonomy of ethical ideologies”, by Forsyth, 1980,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1), p. 176. All rights of the source are protected.

Table 1. Forsyth’s Taxonomy of Ethical Ideologies



198 한국언론학보 65권 4호 (2021년 8월)

윤리문제를 바라보는 은 여 히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에 따라 취재 과정에서 내리는 그들의 단과 결정

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은택(2002)은 콜버그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기반으로 국내 언론인의 유형을 실주의형, 보편  도덕추구

형, 이상주의형, 법 시형, 실존주의형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언론인

들의 도덕발달단계는 체 6단계 에서 4단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언론인 유형도 실주

의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이 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수 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실존주의형은 도덕발달단계의 가장 높은 6단계에 가까운 유형으로 

콜버그는 이들이 다른 언론인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개인의 도덕과 양심을 시”하고 “개인의 자

율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해 램벳(Lambeth, 1992)은 높은 도덕발달단계에 있다

고 해서 반드시 윤리 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 했으며, 이은택(2002)은 응답자들의 태

도와 실제 행동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언론인의 윤리 을 이보다 구체 이고 상세하게 측정한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년마다 

수행하는 <언론인 의식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직 기자들의 윤리의식을 구체

으로 측정하기 해 ‘편지·사진 등 사  문서를 허가없이 사용하는 행 ’, ‘기업·정부 등 비 문

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 ’, ‘비  정보를 얻기 해 돈을 주는 행 ’, ‘내부 정보를 얻기 해 

장 취재하는 행 ’,‘취재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행 ’, ‘비보도(off the record)를 약속

하고 이행하지 않는 행 ’, ‘취재원과 합의된 보도시 (엠바고)을 지키지 않는 행 ’ 등 취재 과정

에서 언론윤리를 수하지 않는 8가지 행 를 제시하고 각각에 한 정당성을 5  척도로 측정

하고 있다. 이 자료에 해 이차분석을 수행한 이강형과 남재일(2019)은 기자들이 보도의 객

성이나 차  합법성보다 보도의 주제나 내용의 공익성과 탐사성을 더 요시하는 경우 취재 과

정에서 법  행동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언론인의 윤리

의식과 태도는 취재 과정에서 윤리  단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가장 근본 인 측

변인으로 볼 수 있다. 기자 개개인이의 윤리  가치 에 따라 취재보도 원칙의 요성도 다르게 

인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윤리  단의 행동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을 상할 수 있다.

실질 으로 문제  취재보도 방식을 정당화하고 이를 고수하는데 윤리  가치 이 향을 

미치는 것을 일부 밝 낸 연구도 있었다. <WJS 조사> 자료에 해 이차 분석을 수행한 홀링스

와 하니츠쉬, 발라수 라마니안(Hollings, Hanitzsch, & Balasubramanian, 2019)은 문제

 취재보도 방식 13가지에 한 요인분석 결과, 취재원이나 언론인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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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방식(individual risk)과 뉴스 소비자  언론사 조직에 해가 될 수 있는 취재방식(social 

risk)으로 구분된다고 기술했다. 특히 자와 같이 개인 인 차원에서 험 요소를 안고 있는 문

제  취재방식을 정당화하는데 ‘주 주의 윤리 ’이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덕  

단은 우선 으로 개인의 주  가치에 의거해야 한다는 에 동의한 기자들일수록 개인  차

원에서의 험 요소가 있는 문제  취재방식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 다. 반 로, 윤리  단에 

있어서 맥락과 상황의 특수성을 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주의 윤리 ’에 동의한 기자들은 이러한 

취재방식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단했다. 하지만 그 외에 ‘ 주의’  ‘ 외주의’ 윤리 과 

련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를 해서는 결국 언론인의 윤리  가치 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할 것인지

가 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윤리  단에서 보편  가

치와  도덕률을 가장 우선시하는 주의, 의무론  과 목 론  의 충  입장

으로서 타인에 한 해를 최소화하고 인권의 가치를 시하는 덕 윤리 의 특징을 보여주는 

충주의, 상황에 따라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윤리  기 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상황주의, 

그리고 갈등의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주체로서 개인의 자율에 윤리  단을 맡겨야 한다고 보

는 개인주의의 네 범주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홀링스 등(Hollings, et al., 2019)이 기자 

개인  차원에서 험 요소를 안고 있는 문제  취재 방식에 한 인식이 윤리  가치 의 유형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에 근거하여 윤리  가치 의 유형에 따라 언론윤리 제반 규

정에 한 요도 인식과 수행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 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지 까지 문헌 연구를 통해 언론윤리규범이 형성된 배경을 이해하고, 의무론, 목 론, 덕 윤리의 

세 가지 철학  입장이 언론윤리규범에 미친 향에 해 이론 으로 고찰하 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언론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괴리 상의 특징은 무엇

인지, 즉, 언론윤리규범에 한 인식과 수행 수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에 특정한 양상이 발견되

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해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따라서 언론인 

개인의 윤리의식과 실천 간의 계를 실증 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목표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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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 번째로 취재보도 원칙의 요도 인식에서 기자의 윤리  가치 에 따

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 실행 수 에서 기자의 윤리  가치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언론인의 윤리  가치 을 주의, 충주의, 상황주의, 개인주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윤리 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후, 이 네 가지 

윤리 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의 정도에 따라서 취재보도 원칙의 요도 인식  실행 수 에 어떠

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연구문제에서는 기자들의 윤리 이 기자 경

력, 보직 경험, 그리고 소속매체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취재보도 원칙의 요도 인식은 기자의 윤리  가치 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1-1. 취재보도 원칙의 요도 인식에서 주의 윤리 을 가진 기자들과 그 지 않은 

기자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취재보도 원칙의 요도 인식에서 충주의 윤리 을 가진 기자들과 그 지 않은 

기자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3. 취재보도 원칙의 요도 인식에서 상황주의 윤리 을 가진 기자들과 그 지 않은 

기자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4. 취재보도 원칙의 요도 인식에서 개인주의 윤리 을 가진 기자들과 그 지 않은 

기자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취재보도 원칙의 실행 수 은 기자의 윤리  가치 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1. 취재보도 원칙의 실행 수 에서 주의 윤리 을 가진 기자들과 그 지 않은 기

자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취재보도 원칙의 실행 수 에서 충주의 윤리 을 가진 기자들과 그 지 않은 기

자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3. 취재보도 원칙의 실행 수 에서 상황주의 윤리 을 가진 기자들과 그 지 않은 기

자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4. 취재보도 원칙의 실행 수 에서 개인주의 윤리 을 가진 기자들과 그 지 않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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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기자의 윤리  가치 은 경력, 보직 경험, 소속 매체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가?

2) 연구방법

(1) 표본의 수집

의 세 가지 연구문제에 근하기 해 본 연구는 직 기자들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조사는 기존에 언론인을 상으로 한 문조사들을 여러 차례 수행해 온 문조사업

체에 의뢰하여 2021년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총 6,265명에게 이

메일을 발송하여 최종 으로 303명 응답자의 답변을 수집하 다. 최종 응답률은 약 4.8% 고, 

표본의 특성은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number %

gender
male 215 71.0%

female 88 29.0%

age

20s 15 5.0%

30s 153 50.5%

40s 90 29.7%

50s 34 11.2%

60s or more 11 3.6%

years of 

employment as a 

journalist

less than 5 yrs 28 9.2%

5 – 10 yrs 74 24.4%

10 – 15 yrs 103 34.0%

15 - 20 yrs 38 12.5%

20 - 25 yrs 27 8.9%

25 - 30 yrs 20 6.6%

more than 30 yrs 13 4.3%

appointment
no experience 168 55.4%

with experience 135 44.6%

media type

newspaper(nationwide) 97 32.0%

newspaper(regional) 90 29.7%

terrestrial broadcasting network 35 11.6%

non-terrestrial broadcasting channel 36 11.9%

online newspaper 45 14.9%

Total 303 100.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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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으로 총 303명의 응답자들 에서 71%가 남성 기자 으며, 연령 는 30 가 가장 

많았고, 기자 경력 면에서는 10년 이상~15년 미만이 34%,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4.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체로 15년차 미만의 연차 기자들이 반 이상이었다. 응답자들 에 약 

44.6%는 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소속 매체 유형 면에서는 국일간지 기자가 32%, 

지역일간지 기자 29.7%, 인터넷언론사 기자가 14.9%, 종편과 보도 문채  등 문방송채 의 

기자들이 11.9%, 그리고 지상  방송 기자들이 11.6%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 개념의 측정 척도

연구문제를 한 분석에 활용한 주요 지표는 세 가지, 즉, 언론인의 윤리 , 취재보도 원칙의 

요도 인식  실행 수 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가. 언론인의 윤리 (ethical orientations of journalists) 측정

직 언론인들의 윤리 을 측정하기 해 <WJS 조사>의 국가 간 시계열 조사에서 활용하고 있

는 윤리 (ethical ideology) 척도를 기본 틀로 하되, 본 연구의 이론  논의에 맞추어 재구성

하 다. 원래의 척도는 주의, 상황주의, 주 주의, 외주의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이론  논의에 의거하여 <Figure 1>과 같이 6개 항목으로 확  

 변형하 다. 항목 ①과 ②는 주의 윤리 , 항목 ③은 충주의 윤리 , 항목 ④  ⑤는 

상황주의 윤리 , 항목 ⑥은 개인주의 윤리 을 각각 측정한다. 특히 항목③은 주의 윤리

에도 가깝지만 취재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권을 시하는 덕의 윤리 에서 발견되

는 표 인 이므로 ‘ 충주의’ 윤리 으로 정의하 다.

Figure 1. Measurement of journalists’ ethical orientation



언론인의 윤리  가치  유형에 따른 취재보도 원칙의 요도 인식  수행도 비교 203

이처럼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언론인의 윤리  지표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각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  척도10)로 측정하 으며, 각 항목에 “ 체로 그 다(4 )” 혹은 “매우 그 다

(5 )”로 응답한 이들( 정응답자)을 해당 윤리 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 다. 특히 항목②나 항

목④의 경우 서로 다른 윤리 이 혼재된 성격을 띠므로 이를 고려하여, ①의 정응답자는 

주의 윤리 , ③의 정응답자는 충주의 윤리 , ⑤의 정응답자는 상황주의 윤리 , ⑥의 

정응답자는 개인주의 윤리 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 다. 가령, “타인에게 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취재보도는 그 결과에 계없이 항상 잘못된 것이다(③)”의 문장에 해 “ 체로 그 다” 혹은 

“매우 그 다”라고 응답한 기자들은 다른 항목에서 응답한 결과에 계없이 덕의 윤리 을 가진 

기자들로 구분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분포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즉, 주의 윤리

(①)의 응답자가 86.5%로 가장 많았고, 충주의 윤리 (③)의 응답자는 33.6%, 상황주의 

윤리 (⑤)의 응답자 33%, 개인주의 윤리 (⑥) 25.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윤리  집단별 차이 분석을 수행하기 한 최종 인 구분은 <Table 4>와 같다. 연

구문제에 한 분석을 해 각 유형의 윤리 에 동의하는 응답자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아울러 각 윤리 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취재보도 원칙에 한 요도 인식

과 실행 수 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상 계수를 도출하고자 하 다. 

10) 각 문장에 해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 5  척도(1 :  그 지 않다, 2 : 별로 그 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체로 그 다, 5 : 매우 그 다)로 조사하 다. 

Ethical Orientation Operational Definition number %

Absolutism
Journalists should always adhere to codes of professional ethics, 

regardless of situation and context.
262 86.5%

(Absolutism_suppl

ementary item)

Journalists should avoid any unethical practice even if that is the 

only way to cover news.
188 62.0%

Eclecticism Any report that can harm others is wrong regardless of its outcome. 102 33.6%

(Situationalism_su

pplementary item)
What is ethical in journalism depends on the specific situation. 172 56.8%

Situationalism
In some cases, unethical practice can be justified for more important 

public interest. 
100 33.0%

Individualism What is ethical in journalism is a matter of personal judgment. 78 25.8%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Independent Variable: Ethical Ori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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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론윤리규범에 한 요도 인식과 실행 수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종속변인은 언론윤리규범에 한 요도 인식과 실행 수 이다. 먼

 각 변인을 측정한 후, 최종 으로 두 변인 간의 차이를 산출하여 인식과 행동 간의 격차를 분

석하기 해서 두 변인 모두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언론윤리규범은 국내의 경우 언론 련 단체에서 제정하고 재 활용되고 있는 규정들이 약 

25개가 넘고, 개별 언론사들이 선언한 윤리강령  보도 칙 등을 모두 포함하면 그 분량이 매우 

방 하다. 한 행 규정들 에는 기술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반 하지 못한 채 사문화된 

규정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행 규정을 모두 활용하는 것은 비효율 이라고 단하

다. 이에 최근 배정근 등(2019)이 제안한 언론윤리규정의 포 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자 한

다. 해당 연구에서는 언론윤리에 한 국내외의 행 규정들을 고려하여 언론환경의 변화를 반

한 리즘 원칙 시안을 제안하 는데, 진실 추구,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 배려와 존 , 품

유지의 6가지 원칙과 각 원칙별 8~10개의 구체 인 실행 칙들로 구성되어 있다(53-63쪽). 

본 연구는 이 시안을 골자로 하여 진실 추구,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 인권보호, 품 유지의 6가

지 취재보도 원칙을 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응답의 피로도를 이기 해 각각 5개씩 구체 인 

주요 실행 칙들을 선별하여 각 원칙에 한 기자들의 요도 인식  실행 수 을 측정11)하

다. 단, 인권보호의 원칙에서 네 번째 항목 “피의자가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존 한다”의 경

우, 실행 수 의 측정 시에 정확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공인을 제외한 형사 피의자에 해

서는 익명보도의 원칙에 따라 실명과 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로 문장을 구체화하 다.

마지막으로 각 원칙별로 요도와 실행 수  간의 격차를 분석하기 해서는 두 척도 간의 

응표본 차이검정을 수행하 다.  분석을 해 인구사회학  속성인 성별, 연령과 함께 기자 

11) 설문지는 부록으로 첨부하 다.

Agree Disagree

Absolutism 262 41

Eclecticism 102 201

Situationalism 100 203

Individualism 78 225

Table 4. Number of Respondents: Four Types of Ethical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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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보직 경험 유무, 소속 매체 유형( 국일간지, 지역일간지, 지상 방송, 문채 방송, 인

터넷)의 변인들을 활용하 다.

4. 연구의 결과

1) 체 표본의 분석 결과

먼  본격 으로 연구문제에 한 답을 찾기에 앞서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언론인의 윤리  측정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해 각 항목 간의 상 계를 살펴보았다(<Table 5> 참조).

그 결과, 주의 윤리 에 해당하는 ①과 ② 간에 정  상 계(r = .179, p < .005)

가 나타났고, 상황주의 윤리 에 해당하는 ④와 ⑤ 간에도 정  상 계(r = .209, p < .005)

가 나타났다. 충주의 윤리 은 주의 윤리 ②와는 정 인 상 계(r = .271, p < 

.005), 상황주의 윤리 ⑤와는 부 인 상 계(r = -.196, p < .005)를 보 다. 윤리  항목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주의 윤리 ①의 경우 나머지 윤리 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의 윤리 ②의 경우 상황주의 윤리 ⑤와는 부 인 상

계(r = -.298, p < .005)가 확인되었다. 한편, 개인주의 윤리 의 경우 상황주의 윤리 과는 

모두 정 인 상 계를 보 으며 나머지와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Absolutism Eclecticism Situationalism Individualism

⓵ ⓶ ⓷ ⓸ ⓹ ⓺
⓵ Journalists should always adhere to codes of 

professional ethics, regardless of situation and 

context.

.179**

⓶ Journalists should avoid any unethical practice 

even if that is the only way to cover news.
.179** .271** -.298**

⓷ Any report that can harm others is wrong 

regardless of its outcome.
.271** -.196**

⓸ What is ethical in journalism depends on the 

specific situation.
.209** .246**

⓹ In some cases, unethical practice can be 

justified for more important public interest. 
-.298** -.196** .209** .237**

⓺ What is ethical in journalism is a matter of 

personal judgment.
.246** .237**

**p < .01 (empty cell: not significant)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Ethical Orientation



206 한국언론학보 65권 4호 (2021년 8월)

한 체 응답자를 상으로 개별 취재보도 원칙에 한 요도 인식과 실제 실행 수  간

의 차이를 확인하기 해 응표본T검정을 수행하 다(<Table 6> 참조). 

분석 결과, 진실추구의 원칙에 해당하는 항목들 에서는, “모든 기사의 출처를 분명히 밝

히며, 취재원의 안 을 해 익명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데스크에 취재원을 밝힌다” 항목에서만 

요도와 실행 수 이 모두 낮게 나타났고, 그 외의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는 요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면서 실행 수 과의 격차가 발견되었다. 공정성의 원칙 에서는 “재 에 부당한 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하지 않는다” 항목의 경우 요도가 낮게 평가되어 요도와 실행 수

 간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외 나머지 항목에서는 실행 수 이 요도에 미치지 못하는 

격차가 발견되었다. 독립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모두 요도와 실행 수  간 격차가 유

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취재원과 유착을 경계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항목이 요도와 실

행 수  모두 상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투명성의 원칙 에서는 “보도에서 기록과 자료, 

상 등을 변형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항목의 경우 요도와 실행 수 이 모두 높게 나타나 유

의미한 격차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외 나머지 항목들 모두 실행 수 이 요도 인식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보호의 원칙에서는 모든 항목의 요도와 실행 수 이 높았지만 “지

역 간, 계층 간, 성별 간, 인종 간,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를 제외한 나머

지 항목에서만 요도와 실행 수  간 유의미한 격차가 나타났다. 마지막 품 유지의 원칙에서도 

모든 항목의 요도와 실행 수 이 높았지만, “취재 시에는 신분을 밝히고 타인을 사칭하지 않는

다” 항목과 “취재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항목의 경우 실

행 수 이 요도와 유사한 수 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항목들의 경우에만 요도와 실행 수  

간 격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체 항목들 에서 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실수와 오류가 발견되면 솔직히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고, 실행 수 이 가장 높은 항목은 “취재원의 안 이 태롭거나 부당하

게 불이익을 받을 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이권개입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다.  요도와 실행 수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은 

“엄격한 사실 확인과 명확한 근거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보도한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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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ed s T-test (Perceived Importance – Performance Level)

Paired 

Differences t

M SD

T

R

U

T

H

Report accurately based on rigorous fact-checking and clear evidence. 0.442 0.697 11.044***

When citing, convey the exact remarks and purpose faithfully, and do not 

arbitrarily modify or adapt the words.
0.165 0.732 3.925***

Give the full picture of the matter and provide sufficient context for the facts. 0.277 0.811 5.949***

When mistakes and errors are discovered, be honest and correct them quickly. 0.409 0.812 8.770***

Identify all the sources clearly, and even when anonymized for the safety of 

the source, identify it to the desk.
n.s.

F
A
I
R
N
E
S
S

Report not to be biased by any particular party, group, or opinion. 0.340 0.838 7.063***

Avoid using subjective and biased expressions while dealing with facts. 0.175 0.745 4.086***

Don’t do any report or critique that influences the trial unfairly. n.s.

Neither do select sources tendentiously nor highlight them in the report. 0.274 0.830 5.742***

Reflect the views of different stakeholders faithfully and do not leave them out 

unreasonably.
0.323 0.781 7.207***

I
N 
D
E
P
E
N
D
E
N
C
E

Refuse any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solicitation, or conciliation that 

influence the report unfairly.
0.287 0.802 6.236***

0.320 1 5.573***
Do not deliver any message from the authority such as advertisers or the 

government unilaterally. 

Do not reproduce or plagiarize any article published by other press without 

confirmation.
0.290 0.815 6.205***

Be aware of collusion with sources and keep your distance from them. 0.158 0.79 3.491**

Develop your own distinctive news story actively. 0.376 0.912 7.182***

T
R
A
N
S
P
A
R
A
N
C
Y

Disclose any source of the report transparently. 0.119 0.813 2.543*

Unnamed sources can be used exceptionally only for justifiable reasons. 0.188 0.826 3.962***

Disclose sources, grounds, and verification methods of your story as much as 

possible.
0.149 0.747 3.463**

Communicate with readers actively when they raise questions about the report. 0.267 0.766 6.072***

Do not alter or distort records, data, amd images in the report. n.s.

H
U
M
A
N
I
T
Y 

If your sources can be endangered or at risk of being unfairly disadvantaged, 

their identity shall not be disclosed.
0.116 0.612 3.288**

Avoid reporting that causes conflicts between regions, classes, genders, races, 

or religions.
n.s.

When covering a disaster or accident, show your courtesy to victims and their 

families.
0.221 0.742 5.189***

Respect the right of the accused to a fair trial.

/Do not disclose real names and portraits of criminal suspects except public 

fig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nonymous reporting.

0.106 0.815 2.256*

Protect the rights of the disadvantaged and do not have prejudice against 

them.
0.112 0.681 2.867**

Table 6. The Gap between Journalists’ Perceived Importance and Performance Level of Each Principle (N=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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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분석

본격 으로 연구문제의 분석을 해 첫 번째로 취재보도 원칙의 요도 인식에서 각 윤리 에 따

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Table 7> 참조).12) 

먼  취재보도 원칙의 요도 인식에서는 주의 윤리 에 동의한 기자 집단과 나머지 

기자 집단(동의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간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 

주의에 동의한 집단은 진실추구, 인권보호, 품 유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의 항목에 해 

나머지 집단보다 더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의 원칙에 해

당하는 항목들 일부에 해서도 더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립성, 투명성, 

품 유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타 집단보다 더 요시한 것은 주의에 동의하는 집단

뿐이었다.

하지만 주의에 동의한 집단 이외에 충주의, 상황주의, 개인주의에 각각 동의한 기

자 집단에서는 그 지 않은 집단과 요도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 항목이 극히 일부 다. 충

주의에 동의한 기자 집단에서는 인권보호의 원칙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공정한 재 을 받을 권

리를 존 한다” 항목과 “사회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에 한 편견을 갖지 않는다” 항목

의 경우에만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요도를 보 으며, 상황주의에 동의한 기자 집단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 하고 부당하게 락시키지 않는다” 항목, 개인

주의에 동의한 집단에서는 “모든 기사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며, 취재원의 안 을 해 익명으

로 처리할 경우에도 데스크에 취재원을 밝힌다”항목에 해서만 다른 집단보다 더 요하게 인

식하고 있었다. 

12) <Table 7>과 <Table 8>은 각각 주의 윤리 에 동의한 집단과 나머지 집단 간의 차이, 충주의 윤리 에 동

의한 집단과 나머지 집단 간의 차이, 상황주의 윤리 에 동의한 집단과 나머지 집단 간의 차이, 개인주의에 동의한 집단

과 나머지 집단 간의 독립표본차이검정(independent t-test) 결과를 요약 으로 제시한 표이다. 

I
N
T
E
G
R
I
T
Y

Do not use your identity as a reporter to intervene in the interests or take 

advantage unfairly.
0.083 0.653 2.198*

When interviewing, reveal your identity and do not impersonate others. n.s.

Refuse any favor or convenience provided by sources or stakeholders. 0.149 0.773 3.346**

Do not use information, obtained during reporting, for your own personal or 

group interests.
0.129 0.686 3.268**

Collect information in the right way and use it correctly while reporting. n.s.

***p < .001, **p < .01, *p < .05, n.s. =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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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st (Group agreeing to – Groups disagreeing to each 

orientation)
Absolutism Eclecticism Situationalism Individualism

T

R

U

T

H

Report accurately based on rigorous fact-checking 

and clear evidence.
2.121* 　 　 　 　 　 　

When citing, convey the exact remarks and purpose 

faithfully, and do not arbitrarily modify or adapt the 

words.

　 　 　 　 　 　 　 　

Give the full picture of the matter and provide 

sufficient context for the facts.
4.329*** 　 　 　 　 　 　

When mistakes and errors are discovered, be honest 

and correct them quickly.
2.622* 　 　 　 　 　 　

Identify all the sources clearly, and even when 

anonymized for the safety of the source, identify it 

to the desk.

2.544* 　 　 　 　 2.727**

F
A
I
R
N
E
S
S

Report not to be biased by any particular party, 

group, or opinion.
　 　 　 　 　 　 　 　

Avoid using subjective and biased expressions while 

dealing with facts.
　 　 　 　 　 　 　 　

Don’t do any report or critique that influences the 

trial unfairly.
　 　 　 　 　 　 　 　

Neither do select sources tendentiously nor highlight 

them in the report.
2.912** 　 　 　 　 　 　

Reflect the views of different stakeholders faithfully 

and do not leave them out unreasonably.
2.274* 　 　 2.275* 　 　

I
N 
D
E
P
E
N
D
E
N
C
E

Refuse any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solicitation, or conciliation that influence the report 

unfairly.

2.487* 　 　 　 　 　 　

Do not deliver any message from the authority such 

as advertisers or the government unilaterally. 
　 　 　 　 　 　 　 　

Do not reproduce or plagiarize any article published 

by other press without confirmation.
2.508* 　 　 　 　 　 　

Be aware of collusion with sources and keep your 

distance from them.
　 　 　 　 　 　 　 　

Develop your own distinctive news story actively. 2.253* 　 　 　 　 　 　

T
R
A
N
S
P
A
R
A
N
C
Y

Disclose any source of the report transparently. 　 　 　 　 　 　 　 　

Unnamed sources can be used exceptionally only for 

justifiable reasons.
2.533* 　 　 　 　 　 　

Disclose sources, grounds, and verification methods 

of your story as much as possible.
　 　 　 　 　 　 　 　

Communicate with readers actively when they raise 

questions about the report.
　 　 　 　 　 　 　 　

Do not alter or distort records, data, amd images in 

the report.
3.524*** 　 　 　 　 　 　

Table 7. Independent T-test: Perceived Importance of Journalism Principles (N=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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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취재보도 원칙의 실행 수 에서 각 윤리 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Table 8> 참조). 취재보도 원칙의 요도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의 윤리 을 가진 기

자 집단이 그 지 않은 기자 집단에 비해 높은 실행 수 을 보인 취재보도 원칙들이 다른 윤리

의 기자 집단보다 많았다. 주의에 동의한 기자 집단은 그 지 않은 집단보다 “엄격한 사실 확

인과 명확한 근거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보도한다” 항목(진실추구), “타사 기사를 확인 없이 옮기

거나 무단 표 하지 않는다” 항목(독립성), “취재원의 안 이 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항목(인권보호), “공인을 제외한 형사 피의자에 해

서는 익명보도의 원칙에 따라 실명과 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항목(인권보호), “사회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에 한 편견을 갖지 않는다” 항목(인권보호),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이권

개입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항목(품 유지), “취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집단

의 이익에 활용하지 않는다” 항목(품 유지)에서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타 집단보다 많았다.

이에 비해 충주의에 동의한 기자 집단은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더 잘 수행하고 있다

T-test (Group agreeing to – Groups disagreeing to each 

orientation)
Absolutism Eclecticism Situationalism Individualism

H
U
M
A
N
I
T
Y 

If your sources can be endangered or at risk of 

being unfairly disadvantaged, their identity shall not 

be disclosed.

2.661* 　 　 　 　 　 　

Avoid reporting that causes conflicts between 

regions, classes, genders, races, or religions.
2.236* 　 　 　 　 　 　

When covering a disaster or accident, show your 

courtesy to victims and their families.
2.070* 　 　 　 　 　 　

Respect the right of the accused to a fair trial. 　 　 2.395* 　 　 　 　

Protect the rights of the disadvantaged and do not 

have prejudice against them.
3.046** 2.157* 　 　 　 　

I
N
T
E
G
R
I
T
Y

Do not use your identity as a reporter to intervene in 

the interests or take advantage unfairly.
3.082** 　 　 　 　 　 　

When interviewing, reveal your identity and do not 

impersonate others.
2.488* 　 　 　 　 　 　

Refuse any favor or convenience provided by 

sources or stakeholders.
　 　 　 　 　 　 　 　

Do not use information, obtained during reporting, 

for your own personal or group interests.
2.619** 　 　 　 　 　 　

Collect information in the right way and use it 

correctly while reporting.
2.325* 　 　 　 　 　 　

    ***p < .001, **p < .0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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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한 취재보도 원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주의에 동의한 기자 집단은 그 지 않은 기자 집단에 비해 “실수와 오류가 발견되면 솔

직히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항목(진실추구)  “보도에서 기록과 자료, 상 등을 변형

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항목(투명성)에서 더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개인주의에 동의한 집단은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항목이 총 5개로, 주의에 동의한 집단(총 7개 항목에서 다른 집단보다 더 잘 수행하

고 있다고 평가)에 이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재원 말을 인용 시 정확한 발언과 취지를 

충실히 하며 임의로 수정·각색하지 않는다” 항목(진실추구), “모든 기사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

며, 취재원의 안 을 해 익명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데스크에 취재원을 밝힌다” 항목(진실추

구), “자신만의 독자 이고 고유한 기사를 극 개발한다” 항목(독립성), “보도의 출처와 근거, 

검증방법 등을 최 한 공개한다 ”항목(투명성), “보도에 한 독자의 문제제기에 극 으로 소

통한다” 항목(투명성)에서 타 집단에 비해 더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T-test (Group agreeing to – Groups disagreeing to each 

orientation)
Absolutism Eclecticism Situationalism Individualism

T
R
U
T
H

Report accurately based on rigorous fact-checking and 

clear evidence.
4.956*       

When citing, convey the exact remarks and purpose 

faithfully, and do not arbitrarily modify or adapt the 

words.

      5.116*

Give the full picture of the matter and provide sufficient 

context for the facts.
        

When mistakes and errors are discovered, be honest and 

correct them quickly.
    4.830*   

Identify all the sources clearly, and even when 

anonymized for the safety of the source, identify it to the 

desk.

      9.989**

F
A
I
R
N
E
S
S

Report not to be biased by any particular party, group, or 

opinion.
        

Avoid using subjective and biased expressions while 

dealing with facts.
        

Don’t do any report or critique that influences the trial 

unfairly.
        

Neither do select sources tendentiously nor highlight them 

in the report.
        

Reflect the views of different stakeholders faithfully and 

do not leave them out unreasonably.
        

Table 8. Independent T-test: Performance Level of Journalism Principles (N=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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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st (Group agreeing to – Groups disagreeing to each 

orientation)
Absolutism Eclecticism Situationalism Individualism

I
N
D
E
P
E
N
D
E
N
C
E

Refuse any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solicitation, or 

conciliation that influence the report unfairly.
        

Do not deliver any message from the authority such as 

advertisers or the government unilaterally. 
        

Do not reproduce or plagiarize any article published by 

other press without confirmation.
5.281*       

Be aware of collusion with sources and keep your distance 

from them.
        

Develop your own distinctive news story actively.       6.466*

T
R
A
N
S
P
A
R
A
N
C
Y

Disclose any source of the report transparently.         

Unnamed sources can be used exceptionally only for 

justifiable reasons.
        

Disclose sources, grounds, and verification methods of 

your story as much as possible.
      4.590*

Communicate with readers actively when they raise 

questions about the report.
      4.351*

Do not alter or distort records, data, amd images in the 

report.
    4.362*   

H
U
M
A
N
I
T
Y 

If your sources can be endangered or at risk of being 

unfairly disadvantaged, their identity shall not be 

disclosed.

5.528*       

Avoid reporting that causes conflicts between regions, 

classes, genders, races, or religions.
        

When covering a disaster or accident, show your courtesy 

to victims and their families.
        

Do not disclose real names and portraits of criminal 

suspects except public fig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nonymous reporting.

6.054*       

Protect the rights of the disadvantaged and do not have 

prejudice against them.
5.551*       

I
N
T
E
G
R
I
T
Y

Do not use your identity as a reporter to intervene in the 

interests or take advantage unfairly.
8.067**       

When interviewing, reveal your identity and do not 

impersonate others.
        

Refuse any favor or convenience provided by sources or 

stakeholders.
        

Do not use information, obtained during reporting, for 

your own personal or group interests.
4.019*       

Collect information in the right way and use it correctly 

while reporting.
        

    ***p < .001, **p < .0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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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흥미로운 부분은 공정성의 원칙을 타 집단보다 더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집단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다. 공정성의 원칙 에서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

하고 부당하게 락시키지 않는다” 항목은 주의 집단  상황주의 집단에서 모두 요하다고 

평가한 원칙인데, 실행 수 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인권보호의 원칙  

품 유지의 원칙은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의 집단에서만 나왔다는 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앞서 취재보도 원칙별 요도 인식에 한 분석 결과와 종합해볼 때, 인권보호의 원칙

을 다른 집단보다 더 요시한 응답자는 주의  충주의에 동의한 응답자들인데 실행 수

에서는 주의에 동의한 응답자들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 다. 

지 까지 두 가지 연구문제에 답하기 해 취재보도 원칙의 요도 인식과 실행 수 에서 

각 윤리 에 동의하는 집단과 나머지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를 더 명확하게 살

펴보기 해서 추가 으로 이 네 가지 윤리 에 각각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서 취재보도 원칙의 

요도 인식과 실행 수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성별과 연령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편상 계 

분석(partial correlation)을 수행하 다(<Table 9>, <Table 10> 참조).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r) Absolutism Eclecticism Situationalism Individualism

T
R
U
T
H

Report accurately based on rigorous fact-checking and 

clear evidence.
0.203 ***     -0.101 **

When citing, convey the exact remarks and purpose 

faithfully, and do not arbitrarily modify or adapt the 

words.

0.195 **       

Give the full picture of the matter and provide 

sufficient context for the facts.
0.316 ***     -0.188 **

When mistakes and errors are discovered, be honest 

and correct them quickly.
0.203 ***     -0.146 *

Identify all the sources clearly, and even when 

anonymized for the safety of the source, identify it to 

the desk.

0.150 **     0.111 +

F
A
I
R
N
E
S
S

Report not to be biased by any particular party, group, 

or opinion.
0.143 *       

Avoid using subjective and biased expressions while 

dealing with facts.
0.176 **       

Don’t do any report or critique that influences the trial 

unfairly.
0.130 * 0.142 * -0.126 *   

Neither do select sources tendentiously nor highlight 

them in the report.
0.181 **       

Reflect the views of different stakeholders faithfully 

and do not leave them out unreasonably.
0.139 *       

Table 9. Partial Correlation: Ethical Orientation and Perceived Importance of Journalism Principles (N=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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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r) Absolutism Eclecticism Situationalism Individualism

I
N
D
E
P
E
N
D
E
N
C
E

Refuse any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solicitation, 

or conciliation that influence the report unfairly.
0.160 **     -0.105 +

Do not deliver any message from the authority such as 

advertisers or the government unilaterally. 
0.128 *       

Do not reproduce or plagiarize any article published by 

other press without confirmation.
0.148 *       

Be aware of collusion with sources and keep your 

distance from them.
0.130 *       

Develop your own distinctive news story actively. 0.184 **       

T
R
A
N
S
P
A
R
A
N
C
Y

Disclose any source of the report transparently. 0.124 *   -0.136 *   

Unnamed sources can be used exceptionally only for 

justifiable reasons.
0.208 ***   -0.109 +   

Disclose sources, grounds, and verification methods of 

your story as much as possible.
        

Communicate with readers actively when they raise 

questions about the report.
0.146 *       

Do not alter or distort records, data, amd images in the 

report.
0.268 ***     -0.153 **

H
U
M
A
N
I
T
Y 

If your sources can be endangered or at risk of being 

unfairly disadvantaged, their identity shall not be 

disclosed.

0.184 **       

Avoid reporting that causes conflicts between regions, 

classes, genders, races, or religions.
0.177 **   -0.193 ** -0.153 **

When covering a disaster or accident, show your 

courtesy to victims and their families.
0.226 ***   -0.134 **   

Do not disclose real names and portraits of criminal 

suspects except public fig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nonymous reporting.

0.139 *       

Protect the rights of the disadvantaged and do not 

have prejudice against them.
0.202 *** 0.117 *    

I
N
T
E
G
R
I
T
Y

Do not use your identity as a reporter to intervene in 

the interests or take advantage unfairly.
0.227 ***   -0.11 + -0.175 **

When interviewing, reveal your identity and do not 

impersonate others.
0.210 ***   -0.12 *   

Refuse any favor or convenience provided by sources 

or stakeholders.
0.183 **       

Do not use information, obtained during reporting, for 

your own personal or group interests.
0.203 ***   -0.136 *   

Collect information in the right way and use it correctly 

while reporting.
0.252 ***   -0.167 **   

   ***p < .001, **p < .01, *p < .05, +p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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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 계 분석 결과, 앞서 차이검정 분석 결과보다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더 많

이 발견되었다. 특히 부분의 취재보도 원칙을 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주의에 동의하

는 수 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충주의에 동의할수록 “재 에 부당한 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하지 않는다” 항목(공정성)과 “사회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에 

한 편견을 갖지 않는다” 항목(인권보호)이 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늘어났다. 

반면, 상황주의에 동의할수록 “재 에 부당한 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하지 않는

다” 항목(공정성), “보도의 출처와 취재원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항목(투명성), “익명 취재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외 으로 사용한다” 항목(투명성), “지역 간, 계층 간, 성별 간, 

인종 간,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항목(인권보호),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

할 때 피해자, 희생자  그 가족에게 한 의를 갖춘다”항목(인권보호), 그리고 품 유지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의 항목에서 요도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인용한 

홀링스 등(Hollings, et al., 2019)의 연구 결과에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윤리

 단에 있어서 맥락을 요하게 고려하는 상황주의 윤리 을 가진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취

재원이나 기자 개인이 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  방식13)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 는

데, 이는 본 연구의 “품 유지” 원칙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시한다는 결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해서는 체 분석 결과를 종합한 뒤에 후술하도록 하겠다.

한 개인주의에 동의할수록 “엄격한 사실 확인과 명확한 근거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보도한

다” 항목(진실추구), “사안의 모를 밝히고 사실에 한 맥락을 충분히 제공한다” 항목(진실추

구), “실수와 오류가 발견되면 솔직히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항목(진실추구), “보도에 

부당하게 향을 미치려는 내외부의 압력이나 청탁, 회유를 거부한다” 항목(독립성), “보도에서 

기록과 자료, 상 등을 변형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항목(투명성), “지역 간, 계층 간, 성별 간, 

인종 간,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항목(인권보호),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이권개입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항목(품 유지)의 요도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홀링스 등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데, 도덕  단이 우선 으로 개인의 주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14)에 동의한 기자들(즉, 본 연구에서 개인주의로 명명

한 가치 을 보유한 기자들)일수록 취재원이나 기자 개인이 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  취재방식

13) 홀링스 등은 이에 해당하는 문제  취재방식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는 것, 사 에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 장 취업  장 근무, 허가 없이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 원하는 정보를 얻기 해 취재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 타인을 사칭하는 것’ 등을 분석에 사용하 다.

14) 해당 연구자들은 이를 주 주의(subjectivism) 윤리 으로 명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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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 는데, 본 연구에서도 “품 유지” 원칙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반하는 

것에 해 한 입장을 보 다는 에서 일 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개인주의에 동의할수록 요도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유일한 원칙은 “모든 기

사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며, 취재원의 안 을 해 익명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데스크에 취재원을 

밝힌다” 항목(진실추구)이었다. 후술하겠지만, 이 항목의 요도와 수행도 모두 개인주의 가치

이 정  향을 미치는 결과가 일 되게 나타났다.

취재보도 원칙의 실행 수 에 해서도 체로 이와 유사한 경향이 발견되었다(<Table 

10> 참조). 주의에 동의할수록 반 인 취재보도 원칙의 실행 수 이 높아진 반면, 상황주

의에 동의할수록 품 유지 원칙이나 인권보도 원칙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심으로 실행 수 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충주의의 경우, 요도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재 에 부당한 

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하지 않는다” 항목(공정성)과 정 인 상 계(r = .133, p < 

.05)를 보 다.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r) Absolutism Eclecticism Situationalism Individualism

T
R
U
T
H

Report accurately based on rigorous fact-checking and clear 

evidence.
0.159 **       

When citing, convey the exact remarks and purpose faithfully, 

and do not arbitrarily modify or adapt the words.
0.107 +     0.119 *

Give the full picture of the matter and provide sufficient 

context for the facts.
0.131 *      

When mistakes and errors are discovered, be honest and 

correct them quickly.
0.158 **      

Identify all the sources clearly, and even when anonymized for 

the safety of the source, identify it to the desk.
      0.176 **

F
A
I
R
N
E
S
S

Report not to be biased by any particular party, group, or 

opinion.
        

Avoid using subjective and biased expressions while dealing 

with facts.
0.138 *       

Don’t do any report or critique that influences the trial unfairly. 0.107 + 0.133 *     

Neither do select sources tendentiously nor highlight them in 

the report.
        

Reflect the views of different stakeholders faithfully and do 

not leave them out unreasonably.
0.108 +       

Table 10. Partial Correlation: Ethical Orientation and Performance Level of Journalism Principles (N=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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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r) Absolutism Eclecticism Situationalism Individualism

I
N
D
E
P
E
N
D
E
N
C
E

Refuse any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solicitation, or 

conciliation that influence the report unfairly.
0.101 **       

Do not deliver any message from the authority such as 

advertisers or the government unilaterally. 
        

Do not reproduce or plagiarize any article published by other 

press without confirmation.
0.127 *       

Be aware of collusion with sources and keep your distance 

from them.
0.146 *       

Develop your own distinctive news story actively.         

T
R
A
N
S
P
A
R
A
N
C
Y

Disclose any source of the report transparently.     -0.147 *   

Unnamed sources can be used exceptionally only for 

justifiable reasons.
0.149 *   -0.145 *   

Disclose sources, grounds, and verification methods of your 

story as much as possible.
        

Communicate with readers actively when they raise questions 

about the report.
        

Do not alter or distort records, data, amd images in the report.         

H
U
M
A
N
I
T
Y 

If your sources can be endangered or at risk of being unfairly 

disadvantaged, their identity shall not be disclosed.
0.160 **       

Avoid reporting that causes conflicts between regions, classes, 

genders, races, or religions.
    -0.171 **   

When covering a disaster or accident, show your courtesy to 

victims and their families.
0.156 **       

Do not disclose real names and portraits of criminal suspects 

except public fig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nonymous reporting.

0.132 *       

Protect the rights of the disadvantaged and do not have 

prejudice against them.
0.178 **       

I
N
T
E
G
R
I
T
Y

Do not use your identity as a reporter to intervene in the 

interests or take advantage unfairly.
0.187 **       

When interviewing, reveal your identity and do not 

impersonate others.
0.128 *       

Refuse any favor or convenience provided by sources or 

stakeholders.
0.189 **   -0.145 *   

Do not use information, obtained during reporting, for your 

own personal or group interests.
0.146 *       

Collect information in the right way and use it correctly while 

reporting.
0.160 **       

   ***p < .001, **p < .01, *p < .05, +p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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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주의의 경우, “취재원 말을 인용 시 정확한 발언과 취지를 충실히 하며 임의로 

수정·각색하지 않는다” 항목(진실추구)에 한 실행 수 과 정 인 상 계(r = .119, p < 

.05)를, “모든 기사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며, 취재원의 안 을 해 익명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데스크에 취재원을 밝힌다” 항목(진실추구)의 실행 수 (r = .176, p < .01)과 정 인 상

계를 보 으며, 이 외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 연구문제에 답하기 해 기자의 윤리  가치 은 경력, 보직 경험, 소속 매체 유형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주의, 충주의, 상황주의, 개인주의 이 네 가지 윤리 에 동의

하는 수 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별, 연령, 기자 경력, 보직 경험, 소속매체 ( 국일간지, 지역

일간지, 지상 방송, 문채 방송, 인터넷언론사)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선형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 주의, 충주의, 상황주의 윤리 을 유의미하게 측한 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개인주의 의 경우, <Table 11>과 같이 성별과 기자 경력이 유의미한 측 변인

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개인주의 윤리 에 동의하지 않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자 경력이 많아질수록 개인주의 윤리 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매체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방송채  소속의 기자들이 개인주의 윤리

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문방송채 의 경우, 보도 문채 , 종합편성채 , 종교

방송채  등 매체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Model Summaryb

Model R R sq.
Adjuste

d R sq.

Std. Error 

of the 

Estimate

Change Stastistics
Durbin-

Watson

R sq. 

Change
F Change df1 df2 Sig. F Change

1 .267a 0.071 0.046 1.132 0.071 2.815 8 294 0.005 1.772

a IV: (constant), online newspaper, gender, terrestrial broadcasting network, non-terrestrial network, appointment, 

years of employment, regional newspaper, age

b DV: Individualism

ANOVAa

Model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1 Regression 28.836 8 3.605 2.815 .005b

Residual 376.418 294 1.28

Total 405.254 302

a DV: Individualism

b IV: (constant), (constant), online newspaper, gender, terrestrial broadcasting network, non-terrestrial network, 

appointment, years of employment, regional newspaper, age

Table 11. Multiple Regression Equation Predicting Individu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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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논의

본 연구는 언론인의 윤리 을 주요 개념으로 측정하기 해 먼  기존의 언론윤리강령이나 취재

보도원칙에 내재된 철학  논의를 바탕으로 언론 활동에 있어서 합의된 규범이 형성된 배경을 이

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직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가치 을 주의, 충주의, 

상황주의, 개인주의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각 윤리 의 유형에 따라 언론윤리

에 한 제반 규정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해당 규정들을 실제로 얼마나 잘 수행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 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언론윤리에 한 인식과 실천 간의 격차에 있어서 기자의 윤리 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에 해서도 추론해보고자 하 다. 

연구문제에 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자 개개인의 윤리 에 따라 취재보도 원칙의 

요도 인식  실행 수 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  요도의 인식 면에서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95.0% Confidence 

Interval for B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Lower 

Bound

Upper 

Bound
Tolerance VIF

(constant) 2.438 0.546 4.462 0 1.363 3.513

gender -0.352 0.156 -0.138 -2.261 0.024 -0.658 -0.046 0.847 1.18

age 0.026 0.015 0.197 1.751 0.081 -0.003 0.056 0.249 4.024

years of 

employment
-0.003 0.001 -0.268 -2.395 0.017 -0.006 -0.001 0.252 3.961

appoitment 0.236 0.151 0.101 1.559 0.120 -0.062 0.534 0.747 1.338

regional 

newspaper
0.111 0.171 0.044 0.652 0.515 -0.225 0.448 0.693 1.443

terrestrial 

network
0.09 0.225 0.025 0.403 0.687 -0.351 0.532 0.82 1.219

non-terrestrial 

network
-0.411 0.224 -0.115 -1.835 0.067 -0.852 0.03 0.805 1.242

online 

newspaper
-0.017 0.213 -0.005 -0.081 0.935 -0.436 0.401 0.739 1.354

a DV: Individualism

Table 11. Multiple Regression Equation Predicting Individualism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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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동의하는 기자들이 다른 기자들에 비해 여러 가지 취재보도 원칙의 요도를 높게 평

가했고, 실행 수 도 체로 더 높게 나타났다. 충주의 에 동의하는 기자들은 다른 기자들

에 비해 인권보호의 원칙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요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주

의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재 에 부당한 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하지 않는다”

는 공정성 항목에서 요도와 실행 수 이 모두 높아졌고, “사회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

에 한 편견을 갖지 않는다”의 인권보호 항목에 한 요도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정들은 언론 활동을 윤리  목 을 향해 상호 력하고 노력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MacIntyre, 2007) 공동체주의의 을 지지하고 언론의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김세은, 

2006; 심훈·김세은, 2020; 이은택, 2006; Lambeth, 1992; Sandel, 1982) 덕 윤리의 

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각종 범죄에 한 언론 보도에서 피해자의 인권에 둔감한 취

재 방식과 가해자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보도로 2차 피해, 3차 피해가 발생하는데 해 

언론이 많은 비 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볼 때, 덕의 윤리 은 언론윤리의 실천에 있어서 

극 인 가치 단을 견인할 수 있는 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공리주의로 표되는 상황주의 윤리 에 동의한 기자들은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 하고 부당하게 락시키지 않는다”는 공정성 항목

을 요하다고 평가했고, “실수와 오류가 발견되면 솔직히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는 진

실추구 항목과 “보도에서 기록과 자료, 상 등을 변형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는 투명성 항목에

서 실행 수 이 높았다. 특히 상황주의 집단에서 수행도가 높았던 이 두 항목의 경우 다른 집단

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실수와 오류가 발견되면 솔직히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항목15)은 <Table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체 조사 상 언론인들이 요도는 

높게 평가하지만 실제 수행 정도는 매우 낮아 결과 으로 요도와 수행도 간 격차가 매우 큰 항

목들  하나(t = 8.770, p < .001) 다. 주의의 가치 에 동의할수록 이 원칙의 수행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되나 “경우에 따라 더 요한 공익을 해서라면 언론 윤

리에 어 나는 취재보도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상황주의 가치 에 동의한 집단이 반 한 집단

보다도 이 원칙의 수행도가 더 높게 나타난 은 흥미롭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윤리  측정 척

도를 보다 정교하게 개념화하여 후속 연구를 수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이러한 일부 원칙 이외에는 상황주의 윤리 에 동의하는 수 이 높아질수록 요도  실

15) 정정보도  반론보도의 의무와 련된 이 항목의 경우, 차이검정 시에는 상황주의 가치 에서만 수행도가 높게 나

타났고(<Table 8> 참조) 상 계수는 주의 가치 에서만 수행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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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수 이 낮아지는 항목들이 많았으며, 특히 품 유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한 요도

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행도 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일부 항목, 즉, “보도

의 출처와 취재원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익명 취재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외 으

로 사용한다”, “지역 간, 계층 간, 성별 간, 인종 간,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

다”, “취재원이나 이해 계자가 제공하는 호의  특혜나 편의를 거부한다”의 네 개 항목에서만 발

견되었고 부분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9>과 <Table 10> 비교). 즉, 상황

주의 집단은 품 유지의 원칙 등을 모든 상황에서 꼭 수해야 하는 요한 원칙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다고 해서 제 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이런 에서 

보면, 홀링스 등(Hollings, et al., 2018)의 연구에서 상황주의 윤리 의 기자들이 상과는 달

리 문제  취재방식에 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을 납득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

해서, 상황주의 윤리 을 가진 기자들은 품 유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요하다고 생각

하지는 않으나 공익을 해 해당 규정들을 반하면서까지 취재해야한다고 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홀링스 등의 연구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  취재방식’에 한 기자들의 수용 정도를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 한 기자들의 요도  실

행 수 을 분석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지 이다. 즉, 문제  취재방식에 

한 인식을 조사하느냐, 원칙  취재방식에 한 인식을 조사하느냐에 따라 해석의 방향성이 달

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상황주의 윤리 의 척도를 단일척도가 아니라, 복합척도로 

구성하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한편, 언론 윤리에 한 단을 으로 개인의 자율성에 맡기는 개인주의 에 동의하

는 기자들의 경우, “모든 기사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며, 취재원의 안 을 해 익명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데스크에 취재원을 밝힌다” 항목(진실추구)의 요도  실행 수 이 다른 집단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개인주의 에 동의할수록 이 항목에 한 요도 인식과 실행 수 이 모두 일

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응답자들은 이 항목에 한 요도와 수행도를 모두 낮

게 평가하여 인식과 실천 간 격차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항목들  하나(<Table 6> 참

조) 는데, 주의 집단에서는 요도만 높았고(차이검정  상 계분석의 경우 모두) 요

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은 개인주의 집단뿐(차이검정  상 계 분석의 경우 모두)

이었다. 즉, 윤리  단을 언론인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 개인주의 에서는 이 

원칙을 요하다고 여길 뿐 아니라 실제 실행 수  한 높았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

인주의 집단은 언론사라는 조직이나 제도  차원에서 기자들의 윤리 규정 수를 강제하거나 언

론사 등의 조직이 기자 개인의 취재보도 과정에 극 으로 개입하는 것에 해 회의 인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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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것으로 단되는 바, 기사의 출처  취재원에 한 정보를 데스크에 공유한다는 최소한의 

원칙에 해서만 동의한다는 소극  태도로 해석된다. 

한 개인주의 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취재원 말을 인용 시 정확한 발언과 취지

를 충실히 하며 임의로 수정·각색하지 않는다” 항목(진실추구)의 실행 수 이 높아졌다. 반면, 

이 외의 원칙들에 해서는 개인주의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요도를 낮게 평가한 경우가 

있는데, 진실추구 원칙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들과 “보도에 부당하게 향을 미치려는 내외부의 

압력이나 청탁, 회유를 거부한다” 항목(독립성), “보도에서 기록과 자료, 상 등을 변형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항목(투명성), “지역 간, 계층 간, 성별 간, 인종 간,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항목(인권보호),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이권개입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

는다” 항목(품 유지)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인주의 집단에서는 나머지 집단에 비해 잘 수

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유의미하게 평가한 항목이  없었다. 즉, 윤리  단에 있어서 취

재기자 당사자 이외에 조직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합의된 공동의 원칙보다는 개인의 신념과 경험

에 따른 자율  단을 요시하기 때문에 언론사  련 단체에서 제정한 규정들을 극 으로 

수행하지 않을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요컨 , 기자 개인의 성향이나 이익과 계없이 언론인으로서의 도덕  의무감에 의해 수

행하는 행동을 도덕 이라고 단하는 주의 윤리 은 규범  행동 양식으로서의 언론윤리가 

정립되는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의 에 동의할수록 반 인 취재보도 원칙의 

요성에 공감하며 실행 수  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공익성이나 다수의 알권리와 같

은 결과를 요시하는 상황주의 에 동의하는 기자들은 품  유지, 투명성 등에 해당하는 취

재보도 원칙에 해 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 지만 실행 수 까지 낮은 것은 아니었

다. 다만, 상황주의 윤리 에 동의할수록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에 해서는 한 경향을 보

으며 “취재원이나 이해 계자가 제공하는 호의  특혜나 편의를 거부한다”의 원칙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자 개인의 이해 계에 따라 윤리  단에 향을 받는 정도가 다른 

의 기자들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도 <WJS 조사>에서 우리나

라 언론인 응답자의 90%가 “취재원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

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답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 다는 결과를 고려한다

면, 상황주의 윤리 에서만 발견되는 이례 인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상황주의 윤리 의 측정 척도를 더 정교하게 고안하고 리즘 원칙에 한 태도보다는 문제

 취재방식에 한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더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도덕  단에 있어서 기자 개인의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에 동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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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집단은 그 외의 집단에 비해서 “독자 이고 고유한 기사를 극 개발”하는 원칙의 실행 수

이 높았지만,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에 한 경향을 보 으며, 개인주의 에 동의하는 정도

가 높을수록 진실 추구의 원칙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덜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은 앞서 패터슨 등(Patterson, et al., 2018)이 제시한 바와 같이(<Table 2> 참조) 

실용주의 시 에는 진실을 개개인의 지각을 통해 걸러진 ‘제한 인 결과물’로 보는 시각과 맞물려

있다. 즉, 진실 혹은 실이 고정되어 있거나 으로 변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의식의 흐름과 

학습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그럴듯한 것’ 정도로 이해하는 실용주의  이 재 탈진실의 

시 를 변하는 가치 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기자 경력이 많아질수록 개인주의 

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고려해볼 때, 윤리  가치충돌의 문제에 한 단을 

으로 취재기자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실 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과 경험

을 반 한다고 해석된다. 

결론 으로 취재보도 원칙을 얼마나 요하다고 인식하는지와 실제 취재 장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의 행동 간에는 간극이 나타나는데, 언론윤리 반에 한 의 차이가 이와 같

은 간극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쉽게도 소속매체의 유형에 따

른 윤리 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두 가지 서로 방향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하나는 연구방법상의 문제로, 실제 언론사의 소유구조나 매체 형태가 다양화되어 

소속매체의 구분을 보다 세분화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보

다 본질 으로 언론윤리의 문제는 직업  규범 양식과 련한 문제이므로 소속 매체의 유형에 따

른 차이가 실질 으로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후자의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먼

 언론윤리의 실천에 해 보다 다양한 실증 연구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자들의 윤리 을 주의, 충주의, 상황주의, 개인주의의 네 가지로 구분하

여 각 윤리 이 실천에 미치는 향을 포 으로 분석하 는데, 상황주의 가치 을 가진 기자들

의 행동 양식  윤리  실천에 해 통계 으로 명확히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WJS 조사> 등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언론인의 윤

리 을 단일 척도로 측정하는 경우 윤리 의 각 유형이 상호배제 으로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발

생하고, 이로 인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윤리 을 단

일 척도가 아닌, 복합 척도로 구성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분석과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아울러, 취재의 장에서 기자들이 언론윤리를 반하여 조사를 받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

하면서 언론윤리의 문제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들은 자체 으로 내부 조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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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과방송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보다 근본 으로는 언론윤리에 한 제반 규

정들을 기자들이 실제 취재 장에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 이고 명확하게 만들어야 

하며 기자들의 언론윤리 수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단된다(심석태, 

2021). 실제로 지난 2019년 11월에는 매체의 유형을 불문하고 · 직 언론인들과 련 문가

들을 상으로 수행한 질  연구에서 언론윤리에 한 행 규정들이 부분 추상 이고 선언

이어서 취재 장에서 실질 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 이 공통 으로 제기된 바 있다(배정

근 외, 2019). 한 2020년 10월에는 방송기자연합회에서 방송기자 300여 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한 결과, 자료 화면이나 상의 활용에 해 구체 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느낀

다고 응답한 방송기자가 체의 88.4%, 기자들의 소셜미디어 활용에 해 구체 인 가이드라인

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방송기자가 69.6%로 나타나기도 했다(정제 , 2021). 즉, 기술

의 발 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부분의 기자들이 가능한 한 구체 이고 실효성 있는 

윤리 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계 내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과 

시 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언론윤리에 한 행 규정들을 반 으로 재정비하고 

보완하는 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인의 윤리 에 따라 취재보

도 원칙들을 이해하고 용하는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비록 취재윤리 

반의 문제를 특종 주  결과주의에 매몰된 행으로부터 완 히 분리시켜 이해하는 것은 불

가능하지만 분명한 은 윤리 문제를 정치 으로 해석하기 이 에 보다 근본 으로 언론인으로

서의 가치 에 한 철학  고찰과 성찰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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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설문지

언론인 윤리규범 인식조사  

1. 다음은 기자로서 지켜야 할 일반 인 언론윤리(진실 추구,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 인권보호, 

품 유지 등)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장에 해 동의하는 정도를 1 에서 5 까지 평가

하여 해당되는 수에 √표 해주십시오.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⑴ 상황이나 맥락에 계없이 모든 언론인들이 으로 

지켜야 하는 언론 윤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⑵ 만일 어떤 사안을 취재하기 한 방법이 언론 윤리에 

어 난다면, 그것이 유일한 취재 방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⑶ 타인에게 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취재보도는 그 결과에 

계없이 항상 잘못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⑷ 경우에 따라 더 요한 공익을 해서라면 언론 윤리에 

어 나는 취재보도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⑸ 리즘 분야에서 무엇이 윤리 인가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⑹ 취재보도 과정에서 언론 윤리에 한 단은 으로 

언론인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기자로서 지켜야 할 언론윤리 에서 진실 추구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장에 

해 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 에서 5 까지 평가하여 해당되는 수에 √표 해주십시오.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체로 

요하다

매우 

요하다

 ⑴ 엄격한 사실 확인과 명확한 근거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보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⑵ 취재원 말을 인용 시 정확한 발언과 취지를 충실히 

하며 임의로 수정 는 각색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⑶ 사안의 모를 밝히고 사실에 한 맥락을 충분히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⑷ 실수와 오류가 발견되면 솔직히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① ② ③ ④ ⑤

 ⑸ 모든 기사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며, 취재원의 안 을 

해 익명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데스크에 취재원을 밝힌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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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기자로서 지켜야 할 언론윤리 에서 진실 추구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장에 

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에서 5 까지 평가하여 해당되는 수에 √

표 해주십시오.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별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체로 

수행하고 

있다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

 ⑴ 엄격한 사실 확인과 명확한 근거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보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⑵ 취재원 말을 인용 시 정확한 발언과 취지를 충실히 

하며 임의로 수정 는 각색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⑶ 사안의 모를 밝히고 사실에 한 맥락을 충분히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⑷ 실수와 오류가 발견되면 솔직히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① ② ③ ④ ⑤

 ⑸ 모든 기사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며, 취재원의 안 을 

해 익명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데스크에 취재원을 밝힌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기자로서 지켜야 할 언론윤리 에서 공정성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장에 해 

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 에서 5 까지 평가하여 해당되는 수에 √표 해주십시오.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체로 

요하다

매우 

요하다

 ⑴ 특정 세력이나 집단, 견해에 편향되지 않는 보도를 

지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⑵ 사실 계를 다루면서 주 이고 편향 인 표 을 

사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⑶ 재 에 부당한 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⑷ 보도에 등장하는 취재원을 편향 으로 선택하거나 

부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⑸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 하고 

부당하게 락시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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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기자로서 지켜야 할 언론윤리 에서 공정성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장에 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에서 5 까지 평가하여 해당되는 수에 √표 해

주십시오.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별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체로 

수행하고 

있다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

 ⑴ 특정 세력이나 집단, 견해에 편향되지 않는 보도를 

지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⑵ 사실 계를 다루면서 주 이고 편향 인 표 을 

사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⑶ 재 에 부당한 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⑷ 보도에 등장하는 취재원을 편향 으로 선택하거나 

부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⑸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 하고 

부당하게 락시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기자로서 지켜야 할 언론윤리 에서 독립성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장에 해 

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 에서 5 까지 평가하여 해당되는 수에 √표 해주십시오.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체로 

요하다

매우 

요하다

 ⑴ 보도에 부당하게 향을 미치려는 내외부의 압력이나 

청탁, 회유를 거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⑵ 고주나 정부 같은 권력자의 입장을 일방 으로 

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⑶ 타사 기사를 확인 없이 옮기거나 무단 표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⑷ 취재원과 유착을 경계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⑸ 자신만의 독자 이고 고유한 기사를 극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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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기자로서 지켜야 할 언론윤리 에서 독립성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장에 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에서 5 까지 평가하여 해당되는 수에 √표 해

주십시오.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별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체로 

수행하고 

있다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

 ⑴ 보도에 부당하게 향을 미치려는 내외부의 압력이나 

청탁, 회유를 거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⑵ 고주나 정부 같은 권력자의 입장을 일방 으로 

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⑶ 타사 기사를 확인 없이 옮기거나 무단 표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⑷ 취재원과 유착을 경계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⑸ 자신만의 독자 이고 고유한 기사를 극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다음은 기자로서 지켜야 할 언론윤리 에서 투명성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장에 해 

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 에서 5 까지 평가하여 해당되는 수에 √표 해주십시오.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체로 

요하다

매우 

요하다

 ⑴ 보도의 출처와 취재원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⑵ 익명 취재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외 으로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⑶ 보도의 출처와 근거, 검증방법 등을 최 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⑷ 보도에 한 독자의 문제제기에 극 으로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⑸ 보도에서 기록과 자료, 상 등을 변형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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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기자로서 지켜야 할 언론윤리 에서 투명성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장에 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에서 5 까지 평가하여 해당되는 수에 √표 해

주십시오.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별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체로 

수행하고 

있다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

 ⑴ 보도의 출처와 취재원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⑵ 익명 취재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외 으로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⑶ 보도의 출처와 근거, 검증방법 등을 최 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⑷ 보도에 한 독자의 문제제기에 극 으로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⑸ 보도에서 기록과 자료, 상 등을 변형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은 기자로서 지켜야 할 언론윤리 에서 인권 보호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장에 

해 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 에서 5 까지 평가하여 해당되는 수에 √표 해주십시오.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체로 

요하다

매우 

요하다

 ⑴ 취재원의 안 이 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⑵ 지역 간, 계층 간, 성별 간, 인종 간,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⑶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피해자, 희생자  그 

가족에게 한 의를 갖춘다
① ② ③ ④ ⑤

 ⑷ 피의자가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존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⑸ 사회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에 한 편견을 갖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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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기자로서 지켜야 할 언론윤리 에서 인권 보호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장에 

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에서 5 까지 평가하여 해당되는 수에 √

표 해주십시오.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별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체로 

수행하고 

있다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

 ⑴ 취재원의 안 이 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⑵ 지역 간, 계층 간, 성별 간, 인종 간,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⑶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피해자, 희생자  그 

가족에게 한 의를 갖춘다
① ② ③ ④ ⑤

 ⑷ 공인을 제외한 형사 피의자에 해서는 익명보도의 

원칙에 따라 실명과 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⑸ 사회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에 한 편견을 갖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은 기자로서 지켜야 할 언론윤리 에서 품  유지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장에 

해 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 에서 5 까지 평가하여 해당되는 수에 √표 해주십시오.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체로 

요하다

매우 

요하다

 ⑴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이권개입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⑵ 취재 시에는 신분을 밝히고 타인을 사칭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⑶ 취재원이나 이해 계자가 제공하는 호의  특혜나 편의를 

거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⑷ 취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활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⑸ 취재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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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기자로서 지켜야 할 언론윤리 에서 품  유지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장에 

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에서 5 까지 평가하여 해당되는 수에 √

표 해주십시오.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별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체로 

수행하고 

있다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

 ⑴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이권개입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⑵ 취재 시에는 신분을 밝히고 타인을 사칭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⑶ 취재원이나 이해 계자가 제공하는 호의  특혜나 편의를 

거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⑷ 취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활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⑸ 취재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인구통계학  질문입니다.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DQ2. 귀하의 몇 년 생이십니까?      (            )

DQ3. 귀하의 기자 경력(타 매체 경력 포함)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개월)

DQ4. 귀하가 기자로 첫 입사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        년)

DQ5. 귀하가 재 소속 언론사에 입사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        년)

DQ6. 귀하는 보직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DQ7. 귀하의 소속 매체는 어디입니까?

① 일간지( 국)
② 일간지(지역)
③ 주간지
④ 지상 방송( 국)
⑤ 지상 방송(지역)
⑥ 종합편성채
⑦ 보도 문채
⑧ 인터넷언론사
⑨ 기타 (__________________)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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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언론인의 윤리적 가치관 유형에 따른 취재보도 원칙의 

중요도 인식 및 수행도 비교

오 경

(서울 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

본 연구는 언론윤리규범에 한 언론인들의 인식과 실천에 해 실증 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 으로 한

다. 최근 언론인들을 상으로 한 국내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재보도의 원칙에 한 요도 인식은 

실제 취재 장에서 이를 수하는 실행 수 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

을 이해하기 해 본 연구는 먼  의무론  , 목 론  , 덕 윤리를 심으로 한 이론  논의  

실증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언론인의 윤리  가치 을 주의, 상황주의, 충주의, 개인주의의 네 유

형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각 윤리 에 따라 취재보도 원칙의 요도 인식  수행도 평가에서 어떠한 차

이를 보이는지 분석하 다. 국내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자들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n=303)를 

수행하여 분석한 결과, 주의 윤리 에 동의하는 기자들일수록 반 인 취재보도 원칙의 요성에 공

감하며 실행 수  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의 에 동의하는 기자들은 다른 기자들에 비해 

인권보호의 원칙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요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황주의 윤리 에 동의하

는 기자들은 다른 기자들에 비해 품  유지, 투명성 등에 해당하는 항목에 해 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상이 두드러졌다. 개인주의 윤리 에 동의하는 기자들의 경우,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요성을 낮게 

평가한 원칙은 많았지만 수행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원칙은 없었다. 한편, 상황주의  개인주의 윤리 에 

동의한 기자들은 공통 으로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에 해 한 경향을 보 다. 

핵심어 : 언론인의 윤리 , 취재보도 원칙, 요도, 수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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