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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 explored the features of news organizations related to journalists’ autonomy, burnout,
and misinformation. People try to protect and acquire resources valuable to themselves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thus in situations when they are losing or about to lose the resources, stress or
burnout is likely to occur. Based on the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and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four types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hat may influence journalists’
autonomy and burnout were considered: workload, ads-PR-sales work,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journalists and news organizations, and the degree to which the news organization performs
journalistic roles. I assumed that, for journalists, excessive workload, pressure on promotional work,
and the organization’s ideology are job-demands factors or stressors, but that pride in the social roles
of their news organization is a valuable resource. Thus, I hypothesized that the job-demands would
reduce journalists’ autonomy and increase their burnout. In addition, how the four organizational
factors along with autonomy and burnout are related to journalists’ misinformation was investigated.
Using secondary data from journalists (N = 1,956) provid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a series of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As expected, the higher the work hours (workload) or the
ads-PR-sales work, the lower the journalists’ job autonomy. Also, journalistic role perception increased
autonomy, but ideological differences were not related to autonomy. Regarding burnout, as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es indicated, the three components (emotional exhaustion, cynicism, and reduced
efficacy) of burnout were separately analyzed. Work hours significantly increased emotional
exhaustion and cynicism, as expected, while interestingly, those who worked more time tend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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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higher efficacy in their work. Ads-PR-sales work consistently increased the three factors of
burnout. Ideological differenc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emotional exhaustion but neither to
cynicism or reduced efficacy. The perception of organization’s journalistic roles was negatively related
to cynicism and reduced efficacy but not related to emotional exhaustion. Journalists’ job autonomy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three symptoms of burnout, taking the four organizational features into
account. Also, autonomy moder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ideological differences and cynicism
and between journalistic role perception and reduced efficacy. Finally, those journalists who admitted
that they had made incorrect reports within the year tended to work more, including ads-PR-sales
work, perceive journalistic roles poorly, and suffer from the reduction of efficacy. With these factors
considered, autonomy increased the odds ratio of having incorrect reports. This study showed the
consistent negative impact of ads-PR-sales work, while the possibility of pride in organization as
valuable workplace resource for journalists. These results generally support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and the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journalism studies and
practice.
Keywords: Journalists, Autonomy, Burnout, Misinformation, Job Demands-Resource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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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불러온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언론인의 직무 환경을 여러 측면에서 악화시
켰다. 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할 수 있던 독점적 권력이 무너지고, 이에 따른 독자 수 감소와 매체
간 경쟁 심화는 언론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험난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언론은
독자의 클릭 수에 비례하는 광고주의 선심을 얻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언론산업
의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는 언론인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노동 강도는 증가시켰으며, 이는 언론 신
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로이터가 실시한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스 전반에 대해 신뢰
한다고 응답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율은 32%로 전년에 21%로 꼴찌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꽤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속했다(Newman et al., 2021).1)
기사를 생산, 편집, 배포하는 전 과정의 온라인화는 기자들의 취재 관행과 노동 여건을 근
본적으로 변화시켰다(이건혁·원숙경·정준희·안차수, 2020; 정승호·박선희, 2007). 기자들은 더
많은 일을 더 짧은 시간에 해내야 하는 와중에 회사의 요구, 독자의 평가, 사회적 평판 등 여러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압력들을 지탱하고 있다(김세은·홍남희, 2019; 전오열, 2016; Shin,
Kim, & Joo, 2021). 실제로 한국언론재단이 2019년 실시한 언론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자
의 사기 저하의 원인으로 낮은 임금과 복지, 성취감 및 만족감 부재,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하락, 과중한 업무량 등을 꼽았다. 2017년 미국의 한 리크루팅 회사는 신문기자와 방송종사자가
최악의 직업 1위에 올랐고 신문기자는 연속 3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근무 환경,
수입, 전망, 스트레스 요인 등을 기준으로 200개 직업을 비교한 결과 신문사 기자가 3년 연속 꼴
찌를 한 것이다(CareerCast.com, 2017).2) 낮은 언론 신뢰도를 포함하여 근무 환경의 열악함
까지 한국과 미국은 닮아 있는 모양새다. 2019년 한국 기자들의 하루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13
분으로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줄고 있지만, 법정 근로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한국언론진흥재
단, 2019). 기자 한 명이 작성하는 일주일 평균 기사 건수는 지면 기사의 경우 13.1건, 온라인
기사는 9.7건이었는데, 통신사는 19.1건, 스포츠나 외국어 일간지의 경우 44.1건 작성한다고 조
사되어 매체 유형별 차이가 큰 편이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이 조사에서 진행한 인터뷰
에서, 기자들은 할당된 기사량에 대한 부담으로 온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온라인 기사로

1) 2021년 최하위는 29%를 기록한 미국이었다.
2) 가장 최근 발표된 조사(2019)에서는 최악의 직업 3위를 차지했다. https://www.careercast.com/jobs-rated/
worst-jobs-of-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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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마감 시간이 상시화되면서 더 빨리, 더 자극적인 제목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괴
감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자신의 기사에 대한 애착도 감소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편집국
간부의 부당한 간섭도 쉽게 수용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p. 23).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언론인들의 직무 자율성과 직무 소진(burnout)에 영향을 미치는 언
론사 환경 요인을 탐색해 보고, 이러한 환경 요소 및 직무 자율성과 소진감이 오보 여부와는 어
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율성은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갖는 전문성과 권위의 핵심이다(McDevitt, 2003).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언론의 상업화로 인한 경쟁 심화와 경영 악화, 그리고 디지털 환경 적응 실패는 언
론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 스트레스는 증가시키고 있다.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요인으로 광고주, 언론사 간부, 사주·사장 순으로 가장 많이 지목하였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이들은 광고주와 회사의 눈치를 보며 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과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환경 요인으로 광고홍보 업무 및 영업 활동 정도와 개인-조직 간 이
념적 차이에 주목했다. 각각 수익 추구 압력과 사주나 간부의 압력을 대리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근무 시간과 소속 언론사의 언론 역할 충실도도 포함되었는데, 그
동안 과도한 근무량은 기자들의 업무를 대표하는 특징이었다(최승영, 2016). 주 52시간제의 도입
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채윤경, 2018), 과로는 자율성을 해치고 소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전오열, 2016; Bakker, Demerouti, & Verbeke, 2004)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되었다. 언론인들은 언론이라는 조직과 직업의 의미가 공익 추구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직업적 실천에 있어 그 가치가 축소되고 있음을 인정한다(김수영, 2017; 이강형·남재일,
2019). 본 연구에서는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언론인들의 직무 자율성
및 소진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직무 소진, 즉 일로 인해 정서가 메마르고 냉소적으
로 되며,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직무 몰입과 헌신, 만족도는 낮추고(Demerouti, Mostert,
& Bakker, 2010), 비윤리적 행동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Andersson & Bateman, 1997). 높
은 수준의 소진감은 또한 편의주의(Eissa, 2020)나 실수(Prins et al., 2009)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낮은 자율성과 높은 소진감을 경험하는 언론인들은 오보를 낼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
다. 물론 오보는 비윤리적 행동이나 편의주의 결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신혜선·이영주,
2021). 본 연구에서는 언론인의 오보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기사가 생산
되는 기제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9년 언론인 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언론인의 직무 자율성과 직무 소진, 그리고 오보 경험 여부와 관련이 있는 언론사 환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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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언론인 조사 자료는 표본의 크기가 크고 측정한 변수가 많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기존의 언론인 대상 연구들은 주로 직무 만족도 또는 소진과 관련이 있는 변인을
탐색하는 수준에 머무르거나(김동률, 2009; 안차수·이건혁, 2020; 전오열, 2016), 기자들의 인
터뷰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수영, 2017; 신혜선·이영주, 2021; 이충재·김정기, 2015). 본 연구
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인식하는 직무 환경과 직무 조건, 그리고 그 결과적 측면을 포괄적이고 종
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큰 표본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분
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저널리즘 연구와 실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1) 직무 소진: 자원 보존 이론과 직무 요구-자원 모형
자원 보존 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원을 보존하고 새
로운 자원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제에 관한 이론으로 인간의 동기를 자원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접
근한다. 홉폴(Hobfoll, 1989)은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설명하기 위해 이 이론을 개발하
였고, 만성적인 직무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소진 또한 자원 보존 이론으로 바라볼 수 있다
(Hobfoll, Halbesleben, Neveu, & Westman, 2018). 스트레스는 그것을 일으키는 외부 사
건과 그 사건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개인의 내적 상태가 만나서 발생한다. 특히 주어지거나 다가
오는 상황이 개인이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거리가 멀고 그것에 대처할 수 없다는 지각적 판단
이 핵심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인지적 평가에 기반한 모델이 스트레스 이론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예: Lazarus, 1966). 그런데 자원 보존 이론은 맥락과 환경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려하
는 모델이다(Hobfoll, 1989, 2001). 홉폴(Hobfoll, 2001)은 인지적 평가 중심의 스트레스 이
론은 자아를 하나의 독립된 결정체처럼 바라보는 서구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 비판하면서,
개인의 인지적 평가가 사회적으로 공유된 해석 규칙을 자동적으로 따르거나 문화적 스크립트와
일치하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예로, 경기 침체는 우울증이나 불안, 자살률
과 관계가 있다. 즉, 개인은 특정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스트레스는 개개인의 고유한 인지적 판단이라기보다 사회문화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자원은 물건, 개인적 특성, 조건, 에너지 등 소유자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로, 그 자
체로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가치 있는 자원들을 보호하거나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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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이기도 하다(Hobfoll, 2001). 한 개인에게 중요한 자원은 대체로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
게도 중요한데, 자원의 중요도는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이다(Hobfoll, 2001). 이러한 자원의 예
를 들면, 충분한 음식, 신용, 경제적 안정, 만족스러운 결혼생활, 자동차, 건강, 충분한 수면 시
간, 자유시간, 자존감, 성취감, 사회적 인정 등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다(Hobfoll, 1989). 사
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얻고, 보유하고, 보존하고자 노력한다. 자신에게 중요
한 것들을 자원이라고 할 때, 자원 보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스트레스는 자원을 잃을 수도 있
는 상황 또는 실제로 자원을 잃거나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Hobfoll,
2001).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원을 얻는 일보다 그것을 잃는 것에 더 민감하다. 자원을 잃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인들은 그러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
기도 하는데, 바로 개인의 자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예컨대, 자존감, 기본 신념, 자율성
등을 깎아내리는 것이다(Hobfoll, 1989, 2001).
스트레스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자원 보존 이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고, 조
직 맥락도 예외가 아니다(Hobfoll et al., 2018). 특히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을 이해하는 데 유
용하다(Westman, Hobfoll, Chen, Davidson, & Laski, 2004). 직무 소진은 만성적인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냉소주의), 비효율성(효능감 하락)을 특징으로 하는 심
리적 징후이다(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매슬랙(Maslach & Goldberg,
1998; Maslach et al., 2001)에 따르면, 정서적 고갈은 직무 소진의 기본적 특징으로,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정서적 자원이 고갈된 느낌이다. 주로 과도한 업무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진이 빠지고 지쳐, 일하거나 사람을 대할 에너지가 없다고 느껴지는 상태이다. 이렇
게 정서적으로 고갈된 상태의 사람들은 자기 일과 직무상 만나야 하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이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비인격화/냉소주의), 결국 일에서의 유능감이나 생산성, 성취감이
낮아진다(Maslach & Goldberg, 1998; Maslach et al., 2001). 이러한 징후가 발전하는 과
정은, 자원 보존 이론에 따르면, 곧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과정이다(Westman et al., 2004).
사람들은 자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자원을 투입하게 된다.
그런데 이 노력이 손실을 막지 못하면, 자원 손실은 가속화된다. 자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Hobfoll, 2011). 일할 때, 자원이 고갈되는 속도가 그것을 보충하는 속도보다 더 크면
소진은 피할 수 없다(Westman et al., 2004). 따라서 자원 보존 이론에 기반한 연구는 근로자
의 자원을 소모하게 하는 요인과 그 반대 역할을 하는 요인들을 밝혀 왔다. 예를 들면, 긴 근무
시간(김현정·최서희, 2018), 수면 부족(Vela-Bueno et al., 2008), 감정 노동(Brotheridge
& Lee, 2002) 등은 전자의 예이고, 규칙적 운동(Toker & Biron, 2012), 신뢰에 기반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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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적 동료 관계(Halbesleben & Wheeler, 2011), 상사의 정서적 지지(박재춘·김성근, 2018)
등은 후자의 예다. 자원 보존 이론 관점에서 직무 소진 관련 연구들을 취합하여 메타 분석을 한
연구에 따르면(Lee & Ashforth, 1996), 역할 혼란, 역할 스트레스, 업무 과중, 업무 압박 같
은 직무 요구들이 직무 소진과 정적인 관련이 있고 자원을 소비하게 한다. 반면, 기술 숙련도, 상
사나 동료의 정서적 지원, 커뮤니티 유대, 적절한 보상 같은 요인들은 직무 소진과 부적 상관을
보여 자원으로 작동한다. 연구자들은 직무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가치 있는 자원을 소모하는 일
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원 손실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Lee & Ashforth, 1996). 언론인의 경
우라면, 과도한 업무량, 광고나 영업 활동을 할당받는 일,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유지하기 어
려운 비난에 직면하는 것 등은 자원이 소모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 소모를 일으키는 직무 요구가 지속되면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유선욱, 2013; 이
랑·김완석·신강현, 2006). 이렇게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와 접근 가능한 자원의 측면에서 직
무 소진을 설명하기 위해 탄생한 이론이 직무 요구-자원 모형(job demands-resources
model)이다(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자원 보존 이론이 스
트레스 일반에 관한 것이라면, 직무 요구-자원 모형은 직업적 스트레스에 주목한다. 쉽게 말해,
직무 스트레스는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물리적 자원이 충분치 않은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소들은 직장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크
게 직무 요구와 직무 자원이라는 두 범주로 유형화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직무 요구는 신체적이
고 심리적인 노력과 기술을 요구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조직적 요인들이고, 직무 자원은
개인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 직무 요구를 줄여주며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요소들이다(Bakker
& Demerouti, 2007).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 따르면, 직무 요구는 스트레스, 직무 자원은 동
기와 바로 연결된다. 과도한 업무량이나 감정 노동 같이 잘못 설계된 만성적인 직무 요구는 심리
적, 신체적 자원을 소모하게 하여 스트레스와 소진으로 연결되고, 직무 자원은 근로자의 성장과
학습, 발전을 도모하여 직무 열의와 같은 동기를 자극한다(Bakker & Demerouti, 2007). 덧
붙여, 직무 자원은 직무 요구가 소진으로 직진하는 것을 완충(조절)해 줄 수 있다(유선욱,
2013; 이랑 외, 2006; Bakker & Demerouti, 2007; Hakanen, Schaufeli, & Ahola,
2008). 본 연구는 언론인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오보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소진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직무 자율성을 설정하였다.

2) 자원으로서의 직무 자율성
직무 자율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진행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누릴 수 있는 자유도,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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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재량권의 정도로 정의된다(Hackman & Oldham, 1976). 조직 연구자들은 자율성이 직무
동기 및 관여와 같은 성취 관련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고(Langfred & Moye,
2004), 그 적용 범위를 일정 조정 수준에서 의사 결정 과정, 작업 방식, 평가 기준으로까지 확장
해 왔다(Morgeson & Humphrey, 2006). 자율성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건, 실은 모든 사람에
게, 중요한 것이겠지만(Ryan & Deci, 2000), 언론인의 직무 자율성은 전문적인 저널리즘의
실천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사항으로(Reich & Hanitzsch, 2013), 저널리즘적 가치의 핵심이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널리즘이 갖는 정당성이다(김세은, 2017; McDevitt, 2003). 기자가
직무상 누릴 수 있는 자율성은 그의 조직적, 사회적,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고(박홍원, 2011;
Reich & Hanitzsch, 2013), 개인적 수준에서는 소진과 같은 심리사회적 안녕과 연관되어 있
다(정재민·김영주, 2011; Cook, Banks, & Turner, 1993).
이렇게 직무 자율성은 중요한 자원에 해당한다(Bakker & Demerouti, 2007). 즉, 자율
성은 소진을 막아주는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연구에서 자율성과 소진의 직·간접적
관계를 밝혔다(안차수·이건혁, 2020; 조재희, 2019; Bakker, Demerouti, & Euwema,
2005; Schaufeli & Bakker, 2004; Shirom, Nirel, & Vinokur, 2010). 2017 언론인 의
식조사 자료를 분석한 조재희(2019)는 직무 자율성이 직무 만족도는 높이고, 정서적 고갈과 냉
소주의는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안차수와 이건혁(2020)의 연구에서도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화가 자율적이고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답한 기자들은 정서적 고갈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직무 요구-자원 모형을 적용한 리우와 로(Liu & Lo, 2018)의 대만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율성은 정서적 고갈과 냉소주의에는 부적 영향을, 직업 만족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
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직무 자율성과 직무 소진 간 부적 상관을 가정한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이 직무 요구와 직무 소진 간의 정적 관계를 조절하는지도 살
펴볼 것이다. 앞서 직무 자원이 직무 요구와 소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자원으로
서의 자율성은 직무 소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Kim & Stoner, 2008; 김원형·신
강현 ·허창구 ·이종현, 2007). 베커와 동료들(Bakker et al., 2005)은 고등 교육 기관에 종사하
는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 자율성이 소진의 징후인 정서 고갈과 냉소주의에 직접적
인 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시에 다양한 직무 요구들(감정 노동, 업무 과부하, 직장-가정 갈등)
이 소진에 갖는 효과를 완화함을 발견했다. 이와 유사하게, 잰쏘폴루와 동료들(Xanthopoulou et
al, 2007)의 연구에서도 직무 자율성은 물리적, 정서적 직무 요구와 정서적 고갈 및 냉소주의와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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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 자율성과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환경 요인

(1) 업무량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관련 연구를 종합한 리터와 매슬래치(Leiter & Maslach, 2005)에 따르
면 직무 소진과 관련이 있는 조직적 요인 중 첫 번째가 업무량이다. 과도한 업무는 직무 소진은
물론 직무 자율성과도 관련이 있다(전오열, 2016; Cook et al., 1993; Liu & Lo, 2018;
Reinardy, 2011). 제한된 시간 안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질수록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고, 다른 자원 비축 활동이 어려워지며, 따라서 자원은 빠르게 손실된다. 국내 언
론인의 직무 소진을 조사한 연구에서 과도한 업무량은 소진의 하위 요소 중에서도 정서적 고갈을
잘 설명했다(김동률, 2009; 전오열, 2016). 신문산업 종사자 530명을 조사한 최근 연구에서는
업무 시간과 업무 강도에 대한 인식이 정서적 고갈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였다(안차수·이건혁,
2020). 이와 유사하게 베커와 동료들(Bakker et al., 2004; Bakker et al., 2005)도 업무
부하와 감정 소모를 포함하는 직무 요구 환경은 정서적 고갈의 강력한 예측 요인임을 여러 연구
에서 확인하였다. 업무량이 많아지면 직무 자율성은 낮아진다는 것 또한 언론인(전오열, 2016;
Liu & Lo, 2018)을 포함하여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에게서 발견된다(한광현, 2010;
Shirom et al., 2010). 본 연구에서도 기자들의 업무량이 많아질수록 자율성은 낮아지고 소진
은 높아질 것이라 가정한다.

(2) 언론사의 수익 추구 압력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언론의 상업성에 대해 항상 비판해 왔다(이경
자, 1994; Cohen, 2002; McManus, 2009). 그리고 상업주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더
욱 심각해지고 있다(이상기, 2011; Jo, 2011; Picard, 2019). 뉴스의 상업주의는 새로운 현상
이 아니지만, 온라인 환경이 가져온 뉴스 생산과 유통, 소비 구조의 근본적 변화로 뉴스 매체 간
경쟁이 격화되었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립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으로서의 미디어는 소비자와
광고주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애쓰고 있다(배정근, 2012; 임봉수·이완수·이민규, 2014;
Braun & Eklund, 2019). 험난한 생존 경쟁 상황에서 뉴스 매체들은 고고하게 언론의 공익적
역할 또는 사회적 기능만 고집하는 선택을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코딩턴(Coddington,
2015)은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독립성 못지않게 뉴스-비즈니스 사이의 분리는 저널리즘의 자율
성과 전문적 권위를 지탱해 온 주춧돌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둘 사이에 존재했던 벽이 이제 커
튼이 되어 버렸다고 말한다. 뉴스 만들기와 돈 벌기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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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뽑은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최대 요인은 광고주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Sa,
2009). 조직에서 벌어지는 이윤 추구 중심의 의사 결정으로 인해 언론인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고주나 홍보 담당자들은 무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
으로 기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Koch, Obermaier, & Riesmeyer,
2020; Hanusch, Banjac, & Maares, 2020), 그 영향력은 매우 유효하다(임봉수 외,
2014). 이렇게 기자들이 해야만 하는 회사의 수익 창출 관련 업무는 직무 요구로 작동하여 자원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자들이 관여하는 광고·홍보 또는 영업 관련 업무
정도는 자율성 및 소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자율성은 침해하고 소진감은 높일 것이다.

(3) 이념적 성향
언론인과 언론사에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요인은 무엇보다 정치적
세력이다. 국가 권력이 언론을 탄압하고 규제하던 시절을 지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함께 발
전해 왔으나(Son, Kim, & Choi, 2012), 정치와 언론의 공생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조
항제, 2017). 게다가 정치와 언론은 각각 시민과 독자의 관심을 먹고 살아야 하는 공통점까지
더해져, 두 지형이 맞물린 채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Han, 2018). 물론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론 환경의 양극화는 온라인 매체의 특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Baum & Groeling, 2008; Sunstein, 2009). 이러한 조건에서 뉴스 매체의 이념적 성향은
명확히 구분되고(박영흠·김균, 2016; 송병권, 2019; 함승경·김혜정·김영욱, 2021), 기자들은
자신이 속한 언론사의 정파성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를 하기 어려워진다(김동률, 2005; 서상현·
이연경·김경모, 2015). “자기 검열”은 광고주, 간부, 사주에 이어 기자들이 뽑은 언론 자유 제한
원인 4위였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자기 검열이 이념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
만, 본 연구에서는 회사의 이념적 성향이 기자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가정한다.
정파성 또는 이념적 성향의 구분이 명확한 한국 언론 상황에서 기자들의 개인적 정치적, 이
념적 관점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애초 개인적 성향
과 유사한 조직을 선택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구성원으로서 조직 문화를 성공적으로 내면화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인들은 전문 직업인 또는 개인으로서 가지는 내적 윤리
와 일상적인 직무 활동에 침투하는 조직의 압력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고(Plaisance, Skewes,
& Hanitzsch, 2012), 이러한 갈등은 자율성 하락과 소진을 재촉할 수 있다(황비웅·장환영,
2020; Naus, van Iterson, & Roe, 2007). 직원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조직 문화는 자원을
소모해야 하는 직무 요구로 작용한다. 통과 동료들(Tong, Wang, & Peng, 2015)의 종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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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직원들이 인식하는 자신과 회사의 부조화(misfit) 정도는 역할 갈등과 소진으로 이어짐
을 보여주고 있다. 가톨릭 언론사 기자들은 뉴스 조직의 종교적 성향이 자신의 신념과 갈등을 일
으키면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인식했고(백강희, 2019a), 기자 개인과 언론사 이념 성향의 차이가
클수록 직무 만족도가 낮아졌다(조재희, 2019). 그리고 기자-언론사 이념 성향의 차이는 직무
소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백강희, 2019b).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자 개인과 조직의
이념적 성향 차이가 클수록 기자들의 자율성은 낮아지고 소진감은 높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4) 언론사의 언론 역할 수행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네 번째 언론사 환경 요인은 소속 언론사의 언론 역할 수행도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더 많은 보수와 복지를 제공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다니
는 사람들보다 조직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고 소속감도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환경
에서도 애착이나 소속감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신생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예로 들 수 있다. 경
제적 차원이 아닌, 조직의 비전이나 가치, 성장 가능성과 같은 심리적 차원에서 충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박준기·심재섭, 2017; 이용재, 2012). 즉, 조직의 목적이나 가치와 같은 조직 문화 요
소가 구성원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조직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공감하
는 직원들은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나 만족도와 같은 조직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석·전
상경, 2013). 2019 언론인 조사에 참여한 기자들의 53.6%는 기자가 된 가장 큰 이유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언론사는 일반적인 기업의 이윤 추구와는
다른 종류의 목적과 가치를 가진다. 무엇보다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일 것이다. 언론사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 소속 기자
들은 자신의 조직이 이상적인 언론사의 모습에 가깝다고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은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자기 일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직무 자원으로 작용하여 조직에 대한 몰입은 높이고 소진은 낮출 수 있다(박지영·정예슬,
2020; 유태용·현희정, 2003; Jawahar, Stone, & Kisamore, 2007).
한편, 언론사 역할 수행도에 관한 인식은 언론인의 직무 자율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언론사 편집국장들을 인터뷰했던 이충재와 김정기(2015)의 연구에 따르면, 편집권의 약화는 곧
저널리즘 가치의 약화로 이어진다. 박진우와 김설아(2014)는 편집권 독립과 언론인의 조직 내
자율성 확보는 언론의 공적 책무 이행에 기본 조건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직무 자율성이 높은 언
론인들은 자신 조직의 저널리즘 가치나 언론사로서의 역할 수행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
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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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언론 역할 수행도가 직무 소진 및 자율성과 직접적인 관계
가 있음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언론인들이 인식하는 소속 언론사의 언론 역할 수행도가
직무 자율성 그리고 소진감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살펴볼 것이다.

4) 연구 모형: 언론사 환경 요인, 직무 자율성, 소진, 그리고 오보 여부의 관계
이상과 같은 논의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과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언론인의 업무량이 많으면, 1) 직무 자율성은 낮고, 2) 직무 소진은 높을 것이다.
가설 2. 언론인의 광고홍보영업 업무가 많으면, 1) 직무 자율성은 낮고, 2) 직무 소진은 높을 것이다.
가설 3. 언론인과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의 차이가 크면, 1) 직무 자율성은 낮고, 2) 직무 소진은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언론인이 인식하는 언론사의 언론 역할 수행 충실도는 1) 직무 자율성 및 2) 소진과
관계가 있는가?
가설 4. 언론인의 직무 자율성이 높으면 직무 소진은 낮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직무 자율성은 언론사 환경 요소들과 직무 소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본 연구는 업무 환경의 속성들이 직무 요구나 자원으로 작용하여, 중요한 직무 자원인 직무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직무 소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직무상의 실수나
잘못은 무엇보다 소진과 관계가 깊다(Eissa, 2020; Prins et al., 2009). 직무 수행 시 편의주
의적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을 탐구한 에이사(Eissa, 2020)는 자원 보존 이론에 근거하여 경쟁
적인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진이 편의주의적 조직 행동의 원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
체적으로, 경쟁적인 업무 환경에서 개인은 성과를 최대한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자원 보
존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성과주의 압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라는 중
요 자원을 모두 써버릴 수밖에 없게 되며, 이는 소진으로 이어진다. 소진된 상황에서 이들은 그
나마 남아있는 자원을 아끼기 위해 다양한 책략을 사용하게 되는데(Halbesleben, Neveu,
Paustian-Underdahl, & Westman, 2014), 에이사(2020)는 그 중 편의주의 즉, 비윤리적
인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보 경험이 편의주의나 비윤
리적인 의사 결정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경쟁적인 언론사 환경과 직무 소진이 정확하
지 않은 기사를 내보내는 정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네덜란드 의사 2,115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소진감을 경험하는 의사들은 그렇지 않은 의사들보다 더 많은 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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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했다(Prins et al., 2009). 기자들을 인터뷰한 신혜선과 이영주(2021)는 속보 경쟁 환경에
서 끊임없이 뉴스를 생산해야 하는 압력, 즉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언론사의 경영 방식이 오보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였다. 이렇게 오보 경험에는 언론사 환경 요인과 소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기자들의 직무 자율성과 오보 여부와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무 자율성은 앞서 논의했듯 조직 몰입이나 만족도 같은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높으나, 다른
한편으로 비윤리적 행동을 조장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Lu, Brockner, Vardi, & Weitz,
2017). 물론 모든 오보가 비윤리적인 행동의 결과인 것은 아니지만, 기자 개인에게 주어진 자율
성은 실수 확률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율성을 낮추는 억압적이고 경쟁적인 환경 요
소들이 소진과 함께 오보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정리하면, 소진은 언론인의 오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자율성을 포함하여 소진을 높이는 요인들은 오보 가능성도 높
인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에 포함된 요소들이 오보 여부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탐색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Figure 1>에 간략
히 제시되어 있다.

연구문제 3. 언론사 환경 요소, 직무 자율성, 직무 소진은 오보 여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9년에 실시한 제14회 언론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가
설과 연구 문제를 검증하였다. 이 자료는 언론산업 종사자 중 기자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조화
된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대면 또는 온라인 면접 방식으로 수집한 1,956명의 응답 데이터
를 포함하고 있다. 응답자의 72.8%(n = 1,424)가 남자였고, 전체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40.1
세였으며(SD = 9.92), 대다수는 대학 졸업 (n = 1,448, 74.0%) 또는 대학원 재학 이상(n
= 478, 24.4%)의 학력이었다. 60%의 응답자(n = 1,182)는 결혼한 상태였고, 업무 경력 평
균은 12.15년(SD = 8.97)이었으며,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평기자(n = 1,047, 53.5%)였다.
연 수입이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라고 응답한 기자들이 36.8%(n = 720), 6천에서 7천만
원대는 29.3%(n = 574)였다. 언론사 유형은 지역 일간지가 21.9%(n = 428)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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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온라인 언론사가 19.9%(n = 390)였으며, 전국 종합 일간지는 15.0%(n = 293)였
다. 소속 언론사의 소재는 다수가 서울이었다(n = 1,392, 71.2%). 구체적인 응답자의 기본적
인 인구학적 속성 및 조직 관련 배경 요인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ttributes
n
%
Men
1,424
72.8
Women
532
27.2
Age
20s
279
14.3
30s
782
40.0
40s
490
25.1
50s
350
17.9
60s or older
55
2.8
Education
High school degree
30
1.5
College degree
1,448
74.0
Master’s degree or student
409
20.9
Doctoral degree or student
69
3.5
Marital status
Married
1,182
60.4
Not married
774
39.6
Work experience
4 years or below
464
23.7
5–9 years
491
25.1
10–14 years
317
16.2
15–19 years
283
14.5
20 years or above
401
20.5
Annual income
Around 30 million won or below
768
39.3
Around 40–50 million won
573
29.3
Around 60–70 million won
326
16.7
80 million won or above
289
14.8
Region of organization
Seoul
1,392
71.2
Non-Seoul
564
28.8
Organizational position
Highest level
143
7.3
Mid-high level
129
6.6
Middle level
264
13.5
Low-mid level
380
19.4
Lowest level
1,040
53.2
Types of news media
National daily newspaper
293
15.0
Regional daily newspaper
428
21.9
Economic daily newspaper
200
10.2
Other newspaper(IT, sports, foreign
108
5.5
language)
Three major terrestrial broadcasters
142
7.3
Local/radio broadcasters
134
6.9
General/news cables
117
6.0
News agencies
144
7.4
Online news outlets
390
19.9
Note. Age, education, work experience, income, and types of news media variables were re-categorized. Age and
work experience were measured with the unit of year, and education was measured using seven levels of ordinal
scale. Yearly income was measured with the unit of 10 million won from (1) less than 20 million won to (10) more
than 100 million won. These variables with the original scale were entered in the analyses. Regarding news media
types, IT, sports, and foreign language newspapers were combined into one category, and local broadcasters and
radio stations were also combined into one category for the current analyses.
Variables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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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1) 업무량
언론인 조사 자료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평균적인 기사 제작 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
사의 유형(예: 방송사, 신문사, 온라인 언론사)이나 기사의 유형(예: 사진, 동영상, 단신, 기획
등)에 따라 기사 한 건에 해당하는 업무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업무량을 근
무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응답자들은 일주일 평균 근무 일수(M = 5.25, SD = 0.41)와 하루
평균 근무 시간(M = 9.22, SD = 1.48)에 관한 질문에 답하였고, 업무량 변인을 생성하기 위
해 근무 일수에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을 곱하여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으로 환산하였다(M =
48.59, SD = 10.00).

(2) 수익 활동 압력
언론인 조사 설문에 포함된 문항 중 조직의 상업적 압력에 해당하는 문항은 두 개였다. 하나는
광고 또는 홍보 목적의 기사 작성 정도를 물었고(① 전혀 작성하지 않는다—⑤ 많이 작성한다),
다른 하나는 언론사가 광고 및 협찬 관련 영업 활동을 요구하는 정도를 질문했다(① 전혀 요구하
지 않는다—⑤ 많이 요구한다). 광고·홍보 기사 작성 정도의 평균은 2.53(SD = 0.99), 영업 활
동 요구 정도의 평균은 2.51(SD = 1.23)이었고, 이 두 문항의 평균을 내어 광고홍보영업 업무
변수로 활용하였다(M = 2.52, SD = 0.96, Spearman-Brown coefficient = .68). 이 변
수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 대신 두 문항 척도에 더 적합한 스피어만-브라운
(Spearman-Brown) 계수를 산출하였다(Eisinga, Grotenhuis, & Pelzer, 2013).

(3) 개인-조직 이념 성향 차이
응답자 개인의 이념적 성향은 “ 가장 진보”에서 “⑩ 가장 보수”까지 11점 척도로 측정되었고(M
= 4.49, SD = 1.71), 응답자가 생각하는 소속 언론사의 편집 방침이나 논조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도 같은 척도로 측정되었다(M = 5.50, SD = 1.94). 언론인과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
차이는 두 질문의 응답 점수 차이에 절대값을 취하여 이용하였다(M = 1.84, SD = 1.71).

(4) 조직의 언론 역할 수행도
조직의 언론 역할 수행도는 소속 언론사가 1) 사회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2) 사회 현안
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3)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책 제시, 4) 정부, 공인(국회위원, 고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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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 등)에 대한 비판 및 감시, 5) 기업 활동에 대한 비판 및 감시를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① 전혀 실행하지 않는다—⑤ 항상 실행한다). 5문항의 평균을 구하여
언론사의 언론 역할 수행도 변인을 구성하였다(M = 3.44, SD = 0.75, Cronbach’s α =
.85).

(5) 직무 자율성
언론인 조사 설문에는 기사화 과정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언론인들은 자신
이 1) 기사화 여부를 결정할 때, 2) 기사를 작성할 때, 3) 기사가 최종 보도(기사화)될 때 얼마
나 자유로운지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① 전혀 자유롭지 않다—⑤ 매우 자유롭다). 이 세 문항의
평균을 직무 자율성 변인으로 이용하였다(M = 3.83, SD = 0.82, Cronbach’s α = .92).

(6) 직무 소진
언론인들의 직무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언론인 조사는 총 6문항을 이용하였다. 정서적 고갈은
“나는 업무로 인해 완전히 탈진되었다고 느낀다”와 “업무로 인하여 나는 정서적으로 메말라감을
느낀다”, 냉소주의는 “나는 기자로서 하는 일에 대해 흥미를 점점 잃고 있다”와 “나는 내 일의 중
요성에 대해 점점 회의가 든다”, 직업 효능감은 “나는 기자로서 업무를 아주 잘 하고 있다”, “나는
기자로서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왔다”로 측정되었다(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
다). 직무 효능감 문항들은 재코딩하여 점수의 방향성을 통일한 후, 6문항의 신뢰도를 구하였으
나, 효능감 하락 문항이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6문항-1요인 구조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χ2 = 1,835, df = 9, p
< .001, CFI = .67, TLI = .45, RMSEA = .32). 반면, 정서적 고갈, 냉소주의, 효능감 하
락이라는 3요인 구조로 분석했을 때는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χ2 = 36.2, df = 6, p < .001,
CFI = .99, TLI = .99, RMSEA = .05). 기존 연구에서도 대체로 세 요인을 통합하지 않고
일부만 취하거나 따로따로 분석하고 있기에(예: 백강희, 2019b; 전오열, 2015; Brotheridge
& Lee, 2002; Tong et al., 2015), 본 연구에서도 직무 소진 하위 요인들을 하나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였다. 각 요인의 평균값은 정서적 고갈 3.25(SD = 0.95), 냉소주의
3.06(SD = 0.99), 효능감 하락 2.53(SD = 0.75)이었고, 세 요인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Spearman-Broan coefficients = 순서대로 .84, .8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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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보
언론인들의 오보는 지난 1년간 오보를 낸 적이 있는지의 여부로 측정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오보
를 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05명(20.7%)이었고, 나머지는 없다고 응답했다.

(8) 통제 변수
본 연구의 가설과 연구 문제 검증을 위한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통제 변수로 고려하였
다: 성별(gender), 나이(age), 학력(education), 결혼 여부(marital status), 경력 년수
(work experience), 직위(position), 연봉(income), 언론사 소재지(region), 언론사 유형
(news media type). 통제 변수를 포함한 전체 변수 간 상관관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Correlation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 Gender (Men = 0)
2. Age

-.41

–

3. Education

-.03

.19

–

4. Marital status (Unmarried = 0) -.36

.61

.15

–

5. Work experience

-.33

.86

.27

.56

–

6. Position

-.31

.83

.18

.45

.77

–

7. Income

-.24

.35

.33

.37

.51

.28

8. Region (Seoul = 0)

-.10

.23 -.05

.10

.13

.26 -.29

9. Work hours

.02 -.17

10. Ads-PR-sales work

-.02

.01 -.09 -.10 -.15

.06 -.01

.03

.04

–
–

.07 -.08

.05 -.19

–

.19

.07

–

.11

.15

–

11. Ideological differences

.08 -.13

.01 -.08 -.08 -.15

.04 -.11

12. Journalistic roles

-.07

.09

.04

.10

.07

.08

.04

.00 -.08 -.21 -.30

–

13. Autonomy

-.04

.11

.03

.10

.09

.17

.00

.02 -.11 -.16 -.19

.40

–

14. Emotional exhaustion

.15 -.14

.06 -.11 -.07 -.13

.02 -.01

.32

.12

.15 -.15 -.22

–

15. Cynicism

.08 -.10

.01 -.06 -.03 -.10

.03 -.00

.13

.16

.14 -.27 -.25

.61

–

16. Reduced efficacy

.16 -.24 -.13 -.17 -.24 -.23 -.20 -.02

.01

.11

.09 -.30 -.23

.08

.26

–

17. Misinformation (Never = 0)

-.02 -.11 -.03 -.07 -.09 -.09 -.07 -.00

.08

.06

.03 -.08

.06

.07

.11

.00

Note. r ≧ |.06|이면 p < .01. N = 1,956.

4. 연구 결과
언론사 환경 요소, 직무 자율성, 직무 소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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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도구는 R 4.1.0 버전이 구동되는 RStudio를 이용하였다. 회귀 모형의 첫 번째 독립
변수 블록은 통제 변수들로 구성되었는데, 성별, 나이, 학력, 결혼 여부, 경력, 직위, 연봉, 언론
사 소재지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 블록은 언론사 유형으로, 전체 9개의 유형을 더미 변수로 변환
하였고, 전국 일간지를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세 번째 블록에는 독립 변수인 업무 시간, 수
익 활동 압력, 조직-개인 이념 차이, 언론사 역할 수행도가 투입되었다. 자율성을 종속 변수로
둔 회귀분석에는 위와 같은 세 블록의 독립 변수들이 설정되었고, 직무 소진이 종속 변수인 분석
에서는 자율성과 상호작용 변수가 마지막 블록에 추가로 투입되었다. 직무 소진은 하위 요인별로
별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직무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그런데, 일부 통제 변수에서
공선성이 높게 나타나(나이 VIF = 6.24, 직위 VIF = 3.73, 경력 연차 VIF = 5.07, 지역
VIF = 7.81, 미디어 유형 더미-지역 일간지 VIF = 9.37, 나머지 변수 VIF ≦ 2.85), 상관관
계가 높은 변수 중 경력 연차와 언론사 위치(지역)를 제외하였다. 전자는 나이와, 후자는 미디어
유형 더미 지역 일간지 변수와 강한 상관을 보였다(<Table 2> 참조). 직위도 나이와 강한 상관
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두 변수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기도 하여 독립 변수로 유지하였다
(조정 후 나이 VIF = 4.51, 직위 VIF = 3.50, 지역 일간 더미 = 2.86, 나머지 변수 VIF ≦
2.51).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직무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모든 통제 변수들을 고려한 후, 업
무 시간과 수익 관련 업무, 언론사 역할 수행도는 직무 자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구체
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 광고홍보영업 업무를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소속 언론사가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자율성을 낮추었다. 따라서, 가설 1-1, 2-1, 연구문제 1-1
은 확인되었다. 반면, 개인-조직 이념 차이는 자율성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3-1은 기각되었다.
자율성과 관련이 있는 통제 변수를 살펴보면, 나이가 적을수록(같은 직위인 경우), 결혼을
한 상태인 경우, 직위가 높아질수록 직무 자율성이 높아졌다. 언론사 유형에 있어서는, 지역 일
간지, 기타 일간지, 인터넷 언론, 뉴스 통신사 소속 기자들은 기준 유형인 전국 일간지 기자들에
비해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상파 3사 소속 기자들은 전국 일간지 기자들보다 유의미
하게 낮은 자율성을 보였다. 모든 독립 변수 중에 자율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언
론사의 언론 역할 수행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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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gression Results for Autonomy
Block 1:
Controls

Gender (Men = 0)
Age

b

SE

β

p

0.018

0.041

.010

.656
.024

-0.008

0.003

-.095

Education

0.009

0.018

.011

.603

Marital status (Unmarried = 0)

0.101

0.044

.060

.021

Income

0.015

0.011

.044

.158

Position

0.112

0.024

.173

<.001

Regional daily newspaper

0.177

0.066

.089

.008

Economic daily newspaper

0.080

0.067

.030

.235

Other newspaper

0.190

0.083

.053

.022

-0.380

0.080

-.121

<.001

ΔR2
Block 2:
News media type
(Reference group =
National daily
newspaper)

.036 (p < .001)

Three major terrestrial TVs
Local/radio broadcasters

0.141

0.076

.043

.063

-0.136

0.079

-.040

.086

News agencies

0.312

0.073

.100

<.001

Online news outlets

0.367

0.060

.180

<.001

General/news cables

ΔR2
Block 3:
Job-demands and
resources

.054 (p < .001)
Work hours

-0.004

0.002

-.043

.037

Ads-PR-sales work

-0.115

0.020

-.136

<.001

Ideological difference

-0.011

0.010

-.022

.294

0.362

0.023

.334

<.001

Journalistic roles

ΔR2

.149 (p < .001)

Adjusted R2

.232 (p < .001)

N = 1,956

2) 직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 소진의 첫 번째 하위 요인인 정서적 고갈과 관련 있는 요소들을 분석해 본 결과, 업무량(업
무 시간)이 많아지고, 광고홍보영업 활동이 증가하고, 개인-조직 이념 차이가 벌어지면, 정서적
고갈의 정도도 높아졌다(<Table 4>). 반면, 소속 언론사의 역할 수행도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
다. 이 결과는 가설 1-2, 2-2, 3-2를 지지하고, 연구문제 1-2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
나아가, 직무 자율성이 높으면 정서적 고갈은 낮아져, 가설 4도 지지되었다. 정서적 고갈을 가장
많이 설명한 독립 변수는 무엇보다 업무 시간이었다. 통제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
성보다 그리고 학력 수준 및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이 심해졌고, 기타 일간지(스포
츠, 외국어, IT 등) 기자들의 정서적 고갈 정도는 전국 일간지 기자들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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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gression Results for Burnout
Emotional Exhaustion

b

SE

Cynicism

β

p
<.001

b

Reduced Efficacy

SE

β

p

0.053

.062

.010

b

SE

β

p

0.040

Controls
Gender
Age
Education

0.268

0.050

.125

-0.003

0.004

-.033

.056

.016

.446 -0.005

0.137

0.004 -.046

.305 -0.006

0.096

0.003 -.085

.053

0.060

0.021

.063

.005

0.011

0.023

.011

.637 -0.044

0.017 -.059

.009

-0.058

0.053

-.030

.268

0.013

0.056

.007

.813

0.042

.017

.527

Income

0.031

0.013

.077

.018

0.031

0.014

.075

.025 -0.039

0.010 -.123

.000

Position

-0.025

0.029

-.034

0.031 -.052

.194 -0.039

0.023 -.065

.097

Marital status

2

ΔR

.388 -0.041

.045 (p < .001)

0.027

.080 (p < .001)

.018 (p < .001)

News media type a)
Regional newspaper
Economic newspaper

0.154

0.080

.067

.055

0.064

0.085

.027

.455 -0.074

0.064 -.041

.246

0.001

0.081

.000

.989 -0.167

0.087 -.051

.054 -0.047

0.065 -.019

.467

-0.317

0.101

-.076

.002 -0.215

0.107 -.050

.045 -0.126

0.080 -.038

.117

0.001

0.098

.000

.993

0.104

.060

0.045

0.078

.015

.566

Local/radio broadcasters -0.008

0.091

-.002

.935 -0.094

0.097 -.024

.332

0.006

0.073

.002

.934

General/news cables

-0.003

0.096

-.001

.978

0.009

0.102

.002

.931

0.022

0.076

.007

.774

News agencies

0.140

0.089

.038

.118

0.031

0.095

.008

.744

0.076

0.071

.026

.283

Online news outlets

0.045

0.073

.019

.535 -0.094

0.058 -.001

.971

Other newspaper
Three terrestrial TVs

ΔR2

0.195

.015 (p < .001)

.051

0.078 -.038

.226 -0.002

.003 (p = .143)

.016 (p < .001)

Independent variables
Work hours (A)

0.026

0.002

.273

<.001

0.007

0.002

.071

.001 -0.003

0.002 -.046

.034

Ads-PR-sales work (B)

0.077

0.024

.077

.001

0.136

0.026

.133

.000

0.019

.060

.014

Ideological diff. (C)

0.029

0.013

.052

.021

0.005

0.014

.009

.712 -0.013

0.010 -.028

.214

Journalistic roles (D)

-0.036

0.030

-.028

.234 -0.225

0.032 -.172 <.001 -0.226

0.024 -.226 <.001

Autonomy (E)

-0.163

0.028

-.140

<.001 -0.139

0.030 -.115 <.001 -0.124

0.023 -.135 <.001

(A) x (E)

0.004

0.002

.043

0.000

0.002 -.003

.910

0.000

0.002 -.004

.861

(B) x (E)

-0.018

0.024

-.016

.453 -0.012

0.026 -.010

.640

0.006

0.019

.007

.739

(C) x (E)

-0.015

0.014

-.025

.287 -0.040

0.015 -.064

.008 -0.016

0.011 -.033

.164

(D) x (E)

0.046

0.030

.036

.133 -0.006

0.032 -.004

.858 -0.058

0.024 -.057

.017

.050

0.047

ΔR2

.126 (p < .001)

.105 (p < .001)

.093 (p < .001)

Adj. R2

.177 (p < .001)

.129 (p < .001)

.167 (p < .001)

N = 1,956, a) Reference group = National daily newspaper

냉소주의를 종속 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업무량이 많아지고, 광고홍보영업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언론사가 언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냉소주의는
높아졌다. 자율성이 높아지면 냉소주의는 낮아졌다. 가설 1-2, 2-2, 연구문제 1-2, 그리고 가설
4는 확인되었고, 이념 차이에 관한 가설 3-2는 확인되지 않았다. 덧붙여, 여성인 경우와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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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우 냉소주의가 높아졌다. 기타 일간지 기자들은 전국 일간지 기자들에 비해 냉소주의가
더 낮은 편이었다. 냉소주의에는 수익 활동, 언론사 역할, 직무 자율성이 비슷한 강도의 영향력
을 보였다.
직무 소진의 마지막 요소인 효능감 하락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요인은 업무 시간, 광고홍
보영업 업무, 언론사 역할, 직무 자율성이었다. 가설이 예측한 대로, 광고홍보영업 업무를 많이
하는 것(가설 2-2), 언론사가 역할 수행을 잘못하는 것(연구문제 1-2), 직무 자율성이 낮은 것
(가설 4)은 효능감 하락과 관련이 있었다. 반면, 업무량이 적은 것은 효능감 하락의 증대와 관련
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 업무량이 많으면 직무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가설 1-2가 설정한 방
향과 반대되는 결과다. 이념 차이는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과는 유의미한 연관이 없어, 가설 3-2
도 지지되지 않았다. 덧붙여, 여성 기자인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 수입이 낮은 경우는 효능감
하락이 심해졌고, 언론사 유형은 효능감 감소와는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3) 직무 자율성의 조절 효과
연구문제 2는 직무 자율성이 언론사 환경 요소와 상호작용하여 직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자율성의 상호작용 효과 결과는 <Table 4>에 포함되어 있다. 자율성은 이념 차이
와 상호작용하여 냉소주의에 영향을 미쳤고, 효능감 감소에는 언론사 역할 수행도와 유의미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 자율성 점수 중간값을 기준으
로 높은 집단(n = 1,199)과 낮은 집단(n = 757)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별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자율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이념 차이가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력
(β)이 .04, 자율성이 낮은 집단은 .10으로, 이념 차이가 냉소주의를 악화시키는 효과는 자율성이
낮은 집단에서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역할 수행도와 효능감 하락의 관계(β)는 자율성
이 낮은 집단이 -.22, 자율성이 높은 집단이 -.28로, 자율성이 높은 경우, 언론사 역할이 효능감
하락에 미치는 부적 효과가 조금 더 강했다. 요약하면, 자율성이 높은 경우, 이념 차이와 냉소주
의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언론사 역할 수행도가 효능감 하락을 막는 효과는 커졌다.

4) 오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주목한 변수들이 언론인들의 오보 경험 여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
보았다. <Table 1>의 배경 변수 전체를 포함하여, 가설에 설정된 변수들이 오보 유경험자와 비
경험자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오보 경험 여부
에 따라 차이가 있는 변인을 살펴보면, 오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없다고 한 응답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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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이가 어렸고, 이에 따라 업무 경력도 더 짧았고, 직위도 더 낮았다. 무엇보다, 오보 유경험
자들은 근무 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고, 광고홍보영업 업무도 더 많이 했고, 언론사 역할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정서적 고갈, 냉소주의, 효율성 하락 점수도 더 높았다. 언론사 유형 별
로 보면, 지상파 3사 및 지역 방송과 라디오 방송사 기자들의 경우, 오보 경험 비율이 전체 평균
보다 적은 편이었고, 경제 일간지와 뉴스 통신사, 종편/뉴스 전문 채널의 경우 조금 높은 편이었
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고, 주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 Differences Between Those Having Reported Incorrect News and Those Not
Respondents never
having reported
incorrect news
Number of cases
Gender

Men
Women

Age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degree

Marital status

Respondents ever
having reported
incorrect news

1,551 (79.3%)

405 (20.7%)

1,123 (78.9%)

301 (21.1%)

428 (80.5%)

104 (19.5%)

40.7 (9.95)

38.0 (9.97)

22 (73.3%)

8 (26.7%)

1,143 (78.9%)

305 (21.1%)

Master’s degree or student

328 (80.2%)

81 (19.8%)

Doctoral degree or student

58 (84.1%)

11 (15.9%)

966 (81.7%)

216 (18.3%)

Married
Not married

Statistics

χ2 = 0.60, df = 1, p = .44

t = 4.73, df = 1,954, p < .001
χ2 = 1.92, df = 3, p = .59

χ2 = 10.38, df = 1, p = .001

585 (75.6%)

189 (24.4%)

12.57 (9.01)

10.53 (8.67)

t = 4.08, df = 1,954, p < .001

4.74 (2.40)

4.31 (2.19)

t = 3.48, df = 681.6,a) p <.001

1,103 (79.2%)

289 (20.8%)

448 (79.4%)

116 (20.6%)

2.01 (1.28)

1.72 (1.14)

t = 4.48, df = 692.7,a) p < .001

News media type National newspaper

235 (80.2%)

58 (19.8%)

χ2 = 24.1, df = 8, p = .002

Regional newspaper

335 (78.3%)

93 (21.7%)

Economic newspaper

148 (74.0%)

52 (26.0%)

83 (76.9%)

36 (23.1%)

Three terrestrial TVs

130 (91.5%)

12 (8.5%)

Local/radio broadcasters

114 (85.1%)

20 (14.9%)

86 (73.5%)

31 (26.5%)

News agencies

108 (75.0%)

36 (25.0%)

Online news outlets

312 (80.0%)

78 (20.0%)

Work experience
Income
Region

Seoul
Non-Seoul

Position

Other newspaper

General/news c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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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 0.01, df = 1, p = .92

Respondents ever
having reported
incorrect news

Statistics

48.16 (9.84)

50.24 (10.45)

t = -3.73, df = 1,954, p < .001

2.49 (0.96)

2.64 (0.97)

t = -2.79, df = 1,954, p = .005

Ideological difference

1.81 (1.68)

1.93 (1.80)

t = -1.22, df = 1,954, p = .22

Journalistic roles

3.47 (0.76)

3.32 (0.71)

t = 3.57, df = 1,954, p < .001

3.83 (0.83)

3.84 (0.76)

t = -0.18, df = 677.7,a) p = .85

Respondents never
having reported
incorrect news
Job demands and Work hours
resources
Ads-PR-sales work

Autonomy
Burnout

Emotional exhaustion

3.22 (0.96)

3.36 (0.92)

t = -2.67, df = 1,954, p = .008

Cynicism

3.02 (0.98)

3.19 (0.99)

t = -3.10, df = 1,954, p = .002

Reduced efficacy

2.48 (0.75)

2.69 (0.76)

t = -4.03, df = 1,954, p < .001

Note. Frequency (ration) or mean (SD) are presented.
a)
The equal variance assumption was not met.

상호작용 변수를 제외하고 <Table 4>의 회귀 모형과 동일한 독립 변수를 투입하여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체 회귀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았다(Hosmer & Lemeshow
test: χ2 = 16.9, df = 8, p = .03). 따라서 모형을 다시 구성하였는데, 투입된 변수 중 성별
과 나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제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아 성별, 나이를 제외한 모든 통제 변수를
제외하고 독립 변수는 모두 포함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모형 또한 적합도 검정 결
과가 좋지 않았다(Hosmer & Lemeshow test: χ2 = 17.0, df = 8, p = .03). 이어서 유의
미하지 않은 독립 변수 중 영향력이 가장 작은 순서대로 제외하면서 모형 적합도 검정을 실시하
였고, 이념 차이와 정서적 탈진 순서로 제외된 후에야 적합도 검정을 통과하였다(Hosmer &
Lemeshow test: χ2 = 12.3, df = 8, p = .14). 최종 모형에는 성별과 나이, 업무 시간, 광
고홍보영업 업무, 언론사 역할 수행, 자율성, 냉소주의, 그리고 효능감 하락 변인이 포함되었다
(<Table 6>).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간략한 모형이 복잡한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유
의미하게 낮아지지 않아(Δχ2 = 19.7, Δdf = 14, p = .14), 최종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최종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 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오보 경
험 가능성이 낮아졌고, 업무량과 광고홍보영업 활동이 많으면 오보 가능성이 커졌다. 소속 언론
사가 언론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보 경험 확률이 낮았지만, 효능감 하
락은 오보 경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였다. 흥미롭게도, 직무 자율성이 높은 것은 오보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한 눈에 파악하기 쉽게 시각화하여 그림으로 제시하
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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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Misinformation
b
Controls

p

Odds ratio

95% CI for odds ratio
LL

UL

Gender (Men = 0)

-0.466

0.142

.001

0.627

0.474

0.826

Age

-0.031

0.007

.000

0.970

0.957

0.983

0.015

0.006

.007

1.015

1.004

1.026

Job demands and Work hours
resources
Ads-PR-sales work
Journalistic roles
Autonomy
Burnout

SE

0.131

0.060

.029

1.140

1.013

1.283

-0.191

0.087

.027

0.826

0.697

0.979

0.248

0.078

.002

1.282

1.101

1.497

Cynicism

0.088

0.062

.151

1.093

0.968

1.234

Reduced efficacy

0.270

0.082

.001

1.310

1.115

1.541

N = 1,956, Nagelkerke R 2 = .06

Figure 1. Summary of the results
Note. Bold faces and plus and minus symbols represent significant associations. a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all
the three components of burnout, e Signifiant association with emotional exhaustion only, cr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cynicism and reduced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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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언론인들의 직무 자율성과 직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환경 요인을 탐색해
보고, 이러한 언론사 환경 요소 및 언론인의 직무 자율성과 소진감이 오보 경험 여부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9 언론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무 시간,
광고홍보영업 업무, 개인과 조직 간 이념적 성향의 차이, 그리고 조직(언론사)의 언론 역할 수행
충실도를 언론사 환경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광고홍보 및 영업 업무가
많아지는 것, 그리고 언론인과 언론사 간 이념적 성향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스트레스 및 소
진과 관련이 있는 직무 요구로 보았고, 언론사 역할 수행도는 언론인들에게 가치 있는 직무 자원
으로 가정하였다. 직무 자율성 또한 직무 요구와 관련이 있고 소진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직무 자원으로 가정하였다. 덧붙여, 성별, 나이, 학력, 결혼 상태, 수입, 직위, 그리고 미디어 유
형의 영향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근무 시간, 광고홍보영업 업무, 이념 차이는 직무 요구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직무 요구는 직무 자율성 및 소진과 차별적인 연관성을 보였다. 그 중, 긴
업무 시간은 여러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는데, 낮은 자율성, 정서적 고갈, 냉소주의와
관련이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에 따른 예측 및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전오열, 2016; Cook et al., 1993; Liu & Lo, 2018; Reinardy, 2011) 무엇보다 업무량은
본 연구에서도 정서적 고갈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였다(Leiter & Mslach, 2005). 그런데,
긴 업무 시간은 소진의 하위 요인 중 하나인 효능감 감소와는 예측과 반대 방향의 결과를 보였
다. 즉, 더 오랜 시간 근무하는 언론인은 효능감 증가, 성취도 향상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지치고 냉소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을 해내고 있
다는 성취감, 효능감 향상에는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효능감 감소가 직무 소진이라는
구성체의 전체 신뢰도를 낮추었던 이유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기자들의 광고홍보영업 업무는 예측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모든 종속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
력을 보였다. 자율성을 낮추고, 정서적 고갈과 냉소주의, 효능감 하락을 가져왔다. 많은 저널리
즘 연구들이 그동안 저널리즘의 상업성을 비판해왔는데(배정근, 2012; 임봉수 외, 2014; Sa,
2009), 상업성은 저널리즘의 질뿐만 아니라 언론인의 심리적 상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광고홍보영업 업무 변수는 협찬 기사 작성 정도와 언론사의 영업 활동 요
구 정도 질문을 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협찬 기사를 기회가 주어지면 작성하는 정도 이상이라고
응답한 언론인 비율은 53.3%였고, 소속 언론사가 광고나 협찬 관련 영업 활동을 요구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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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8%였다. 절반 정도의 언론인들은 언론사의 수익 창출에
관여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직무 자
율성을 낮추고, 정서적 고갈, 냉소주의, 효능감 감소라는 소진의 모든 요소와 직접 연결되어 있
음을 보여주었다.
기자 개인과 기자가 인식하는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 차는 정서적 고갈과만 유의미한 관계
가 있었다. 개인적인 정치적 지향과 조직의 지향점이 다르면 자율성이 낮아질 것이라 예측하였으
나(백강희, 2019a),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한 경우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상관관계 수준에서만 이념적 성향의 차이가 크면 직무 자율성이 낮아졌다(r = -.19). 본
연구에서는 이념의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차이의 크기에만 초점을 두었는데, 어느 방향이든 차
이가 커지면 개인에게 그러한 조직 환경이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서상현
외, 2015; Naus et al., 2007; Plaisance et al., 2012). 이념적 성향의 차이 점수는 평균
1.84였고, 기자들은 자신을 조직보다 더 진보적이라 평가하는 편이었다. 11점 척도라는 점을 고
려하면 1.84는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인들은 대체로 자신과 회사의 이념적 성향
을 유사하다고, 그리고 자신을 조금 더 진보적인 편이라고 지각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이는
언론인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평가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직의 성향을 그 구성원이 자신과
매우 다르다고 평가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인지 부조화),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조직의
가치를 성공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나이와 이념 차이의 상관관계 r = -.13), 애초
에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언론사를 선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자신과 조직의 이념적
성향이 다르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정서적 고갈 정도가 높았다. 즉, 다른 환경 요인을 통제하면
이념 차이의 영향력이 감소하지만,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백강희, 2019b; Tong et al.,
2015), 여전히 소진의 핵심 요인인 고갈과는 유의미한 연관을 보였다.
마지막 환경 요소는 조직의 언론 역할 수행도였다. 소속 언론사가 얼마나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기업이나 사회,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을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기자 개인의 평가는 그의 자율성, 냉소주의, 효능감 하락 각각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예측하
였다. 언론사의 언론 역할 수행도는 조직에 대한 자부심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박준기·심재섭,
2017). 조직 자부심은 가치 있는 자원으로서 언론인의 자율성은 높이고, 냉소주의와 효능감 하
락을 방지하는 자원 보존의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는 조직에 대해 긍정
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크고,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Rho, Yun, & Lee, 2015). 덧붙여, 기자 입장에서 언론
사가 언론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하는 것은 기자들 스스로에 관한 평가를 어느 정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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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이는 언론의 역할 수행이 자율성, 냉소주의, 업무 효능감과 상대적으로 강한 상관관
계를 보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Table 2>).
직무 자율성은 언론사 환경 요소를 통제하여도 소진의 하위 요소와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자율성이 낮은 언론인들은 정서적으로 지쳐있고, 냉소적이고, 일에서의 성취감이 낮아지
고 있었다. 이 결과는 낮은 자율성이 높은 소진감과 관계가 있다는 기존 발견을 지지한다(안차
수·이건혁, 2020; 조재희, 2019; Liu & Lo, 2018). 또한 직무 자율성은 앞서 언급했듯 언론
사 환경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근무 시간이 길고, 광고홍보영업 업무가 많고, 언론사 역할 수행
도가 나쁘면 자율성은 낮아졌다. 따라서 직무 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뉴스 제작 업무에서
의 자율성 증대만으로도 언론인의 직무 스트레스나 소진을 완화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것으
로 해석된다. 그리고 자율성은 언론사 환경 요소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
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이념적 차이가 냉소주의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는 않았으나, 자율성이
낮으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자율성이 낮은 언론인들은 회사의 이념이
자신과 많이 벌어질수록 냉소적인 태도가 강해지는 것이다. 또, 자율성은 언론사 역할 수행도가
효능감 감소를 완충해 주는 효과도 조절했는데, 쉽게 말해, 자율성이 높은 경우는 낮은 경우에
비해, 언론사 역할 수행도가 좋아지면 업무 효능감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율성은
소진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언론사 직무 환경의 부정적 요인들의 효과를 완충하는 기
능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덧붙여 직무 자율성은 언론사 유형 간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였다.
전국 일간지와 비교해 지역 일간지, 기타 일간지 기자들, 그리고 뉴스 통신사나 온라인 언론사
기자들의 자율성은 높은 편인 반면, 지상파 3사 기자들의 자율성은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리고
나이와 직위가 상호작용함을 알 수 있었는데,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으면 자율성이 높아졌지만
(<Table 2>), 직위가 통제된 상태에서는 나이의 효과가 반대로 나타났다(<Table 3>). 같은 직
위일 경우 나이가 많으면 자율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오보 경험 예측 요인을 탐색해 본 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이, 나이가 적을수록, 업무 시간이
길고 광고홍보영업 업무가 많을수록 오보 경험 확률이 높아졌다. 또, 언론사 역할 수행도가 나쁜
것과 효능감 하락도 오보 가능성을 높였다. 경쟁적이고 성과 중심적이며 장시간 일해야 하는 근
무 환경에서 쉬운 선택을 하거나 실수하는 일은 불가피할 것이다. 오보의 빈도나 의도는 제외하
고 경험 여부만을 측정하였기에, 정교한 분석은 하지 못하였으나, 업무 경험이 적은 것과(나이),
업무량이 많은 것은 오보를 했다고 보고할 확률을 높였고, 언론사가 언론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
하거나 자신의 성취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언론인은 오보를 내지 않았다고 할 확률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 요구와 자원이 실수나 편의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자원 보존 이론 및 직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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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모형에 부합한다(Eissa, 2020; Prins et al., 2009). 한편, 자율성은 오보 가능성을
높였다. 이 결과는 뉴스 제작 과정에서 언론인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경우 오보 확률이 높아
짐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자 개인에게 주어진 자율성이 갖는 양날의 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뉴스 제작과 출판 과정에서 기자 개인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
는, 즉 게이트 키핑 과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언론사는 언론인 개
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오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할 것
이다.
주목할 만한 통제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성차가 두드러지는 편이었다. 여성 기자는 남성
기자와 비교하여 자율성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소진감은 더 컸고, 오보 경험은 더 적었다. 수입
이나 직위, 결혼 유무, 경력의 효과는 대체로 나이의 효과와 같은 방향의 결과를 보였다. 자율성
은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었고, 소진 및 오보 경험도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사 유형
별 세부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추후 연구에서 자세히 비교 분석해 볼 만한 차이를 드러냈
다. 예컨대, 방송사는 전반적으로 자율성이 낮고 오보 경험 비율이 낮은 데 반해, 종합편성/뉴스
전문 채널 방송의 경우 예외였다.
본 연구의 한계 중 하나로, 오보 여부는 응답자 자신이 인정한 오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
다. 오보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오보를 예측하는 회귀 모형의 설명력도 낮은 편이기에
본 연구가 발견한 유의미한 예측 변수는 오보를 낸 경험 유무의 매우 작은 부분만 설명하며 인과
적 방향성도 모호하다. 오보를 인정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광고홍보영업 업무를 했다고 인정
하는 경향도 높고, 자율성도 높은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자기보고식 설문 및 횡단 조사가 갖
는 한계에 해당한다. 이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모든 결과는 인과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 연구는 2차 자료 분석이 갖는 한계도 가지는데, 측정 도구가 엄밀하지 못한 것이 그 예다. 소
진은 요인별로 2문항씩으로만 구성되었고, 또 광고홍보영업 활동은 별개의 두 문항을 합산하였기
에 신뢰도가 충분히 높지 않다. 특히, 주로 서비스 업계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직무 소진 척도를
압축한 여섯 문항으로, 언론인들이 경험하는 직무 소진을 측정한 것은 타당도 측면에서 한계가 크
다. 추후 언론인이라는 직업 고유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소진이라는 구성체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연구를 한다면, 실무적·이론적 측면 모두에서 유용할 것이다. 덧붙여 언론인 조사 자료는 언론사
구분을 하고 있지 않아, 조직(언론사) 수준의 영향력을 통제하거나 고려하지 못했다.
몇 가지 뚜렷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표집된 다수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조직 심리
학의 이론적인 예측에 근거한 검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언론인들의 자
율성과 소진, 그리고 오보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직무 요구 및 자원이 무엇인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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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및 소진에 관해서는 자원 보존 이론 및 직무 요구-자원 이론이 가리키는 방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발견을 하였고, 언론사 환경 요소나 오보 여부를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자기보고식 자료
가 갖는 한계가 있으나, 오보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결과가 우리 언론인의 근무 환경 그리고 언론 환경의 변화, 발전에 관한 논의와 실천에 도
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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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언론인의 자율성, 소진, 그리고 오보
자원 보존 이론과 직무 요구-자원 모형의 적용
진보래
(조교수, 중부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9 언론인 조사 자료(N = 1,956)를 활용하여 언론인들의 직무 자율
성과 직무 소진(burnout), 그리고 오보 경험과 관련이 있는 언론사 환경 요소를 탐색하였다. 자원 보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치 있고 유용한 자원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그러한 자원을 잃을 위
험이 닥치거나 실제 손실되는 것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이와 유사하게 조직 맥락의 자원에 초점을 둔 직
무 요구-자원 모형에서는 근로자들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직무 요구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조직 내 자원이 소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언론인의 직
업적 가치의 핵심이자 중요한 자원인 직무 자율성이 근무량, 광고홍보영업 업무, 개인과 조직의 이념적 성
향 차이라는 직무 요구와 소속 언론사의 언론 역할 수행도라는 직무 자원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
았다. 그리고 이 네 종류의 언론사 환경 요인들(근무량, 광고홍보영업, 이념 차이, 언론 역할 수행)과 자
율성은 직무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조사하였고, 오보 경험 여부와의 관련성도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 직무 자율성은 근무량과 광고홍보영업 업무가 많으면 낮아졌고, 언론사가 언론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하고 있으면 높아졌다. 직무 소진은 하위 요인별(정서적 고갈, 냉소주의, 효능감 감소)로 분석하였는데,
광고홍보영업 활동이 많아지는 것은 소진을 높이고, 언론사가 언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소진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 요인 모두와 관련이 있었다. 업무량이 많아지면 정서적 고갈과 냉소주의가 높아졌으
나, 업무 효능감은 오히려 높아졌다. 반면, 개인-조직 간 이념 차이는 정서적 고갈과만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을 보였다. 직무 자율성은 소진의 세 하위 요인 모두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였고, 언론사 환경 요인과
소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업무량이 많고, 광고홍보영업 일도 많고, 언론사
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직무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은 오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고, 흥미롭게도 직무 자율성이 높은 것은 오보 확률을 높였다. 본 연구는 조직 심리의 차원에서 언론
인들의 자율성과 소진, 그리고 오보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직무 요구 및 자원이 무엇인지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핵심어 : 기자, 직무 요구-자원 모형, 자율성, 소진,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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