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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iplomacy in the Global Age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14 / June 16, 2014
- Speaker: Yu Hyun-seok, President, Korea Foundation It is my great pleasure to have this opportunity to speak with the
journalists from all over the world under the theme of public diplomacy
in the global age.
We are now living in an era of public diplomacy. Whether weak or
strong, many countries are reinforcing public diplomacy activities to
enhance their national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you are well aware, the term ‘diplomacy’ means a country’s external
activities to secure its national interests. If restricted to the traditional
definition, such diplomatic activities can be said to include ‘bilateral
diplomacy’ that a country pursues its national interests in relations with
certain countries, and ‘multilateral diplomacy’ that a country pursues its
national interests by working on environmental issues, controll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creating systems or norm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mparison with this, ‘public diplomacy’ is a relatively new concept. It
is a series of activities of a country’s government to enhance diplomatic
relations by directly engaging a foreign public, rather than their
government, thereby building trust and increasing understanding about
the country’s history, tradition, culture, arts, value, policy and vision. It
also aims at increasing the country’s international influence by
improving its national image and nation brand.
The primary background for the emergence of a new paradigm for
diplomacy called public diplomacy lies in the fact that the existing
government-centered diplomacy revealed its obvious limitations. The
September 11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in 2001 made many
countries clearly feel that it was not easy to win the heart of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ust by resorting to the
traditional way of diplomatic activities. And they naturally turned their
eyes to public diplomacy, a way of improving national image through
the new elements of national power, such as culture, arts and media.
Recently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shown increasing interest i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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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iplomacy, and it is now high on the agenda because there are
physical limitations for us to participate in the existing hard power-style
competition of getting bigger in such areas as military forces.
Coincidentally,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pop culture, also known as
Hallyu or Korean wave, has been sweeping the world. And the South
Korean experienc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is a topic
that may attract the attention of many people in the world. Public
diplomacy is an effective means to satisfy such attention, and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ows interest in public
diplomacy.
Evolution of Public Diplomacy
Although short in history, public diplomacy has been evolving in its
content. The evolution of public diplomacy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stages in terms of actors, targets, major means, and goals: Public
Diplomacy 1.0, Public Diplomacy 2.0, and Public Diplomacy 3.0. Public
Diplomacy 1.0 is a concept in the early stage of public diplomacy. It is a
government’s engagement with a foreign public through media to
publicize and advocate its own country unilaterally.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various countries’ propaganda activities prevalent
during the Cold War period, such as Voice of America, the
representative external broadcast i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Evolved to a higher level than this, Public Diplomacy 2.0 is a way of
diplomatic engagement with people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countries have currently adopted. Transcending the simple advocacy of
a country, it principally aims at enabling a foreign public to realize the
charms of a country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interactive
communication under the name of ‘exchange’ of culture, arts and
people. The basic premise of Public Diplomacy 2.0 is that it makes
possible to enhance the national image of a country involved in
exchange and create favorable diplomatic environment.
Some good examples of Public Diplomacy 2.0 are South Korea’s King
Sejong Institute and China’s Confucius Institute of which number has
competitively increased these days. The profound charms of a country
can be made known to the world by exporting its language, a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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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country’s culture.
Now I would like to talk about Public Diplomacy 3.0 which is said to be
the most evolved and 21st century-style form of public diplomacy. One
of the biggest features of Public Diplomacy 3.0 activities is international

Actors

Public Diplomacy
1.0
Government

Public Diplomacy
2.0
Government
and people
Foreign public

Public Diplomacy
3.0
Government and people

Targets

Foreign public

Major
Publicity and advo
Concerns cacy

Pursuit of national int
erests

Global contribution (bro
adly defined national int
erests)

Types

One-way and topdown

One-way, two-way, bil
ateral, and horizontal

Bottom-up and networki
ng

Major
Means

Media

Goals

Foreign public, world citi
zens, and actor’s own pe
ople

Cultural exchange, lan Support for international
guage education, and
efforts to solve global i
people-to-people exc
ssues (intellectual lead
hange
ership & role of conve
ner)
Change in foreign Enhancement of natio Enhancement of national
public’s perception nal image and creatio status and international
and publicity
n of favorable diplom position, and assumptio
atic environment
n of a role of normative
power

Examples Cold War-style pub
lic diplomacy (US
propaganda activiti
es toward USSR an
d Voice of America
)

Activities of Japan, Chi
na and South Korea (J
apan Foundation in its
early stage, Confucius
Institute, and King Sej
o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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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countries that practice Public Diplomacy 3.0 include
Norway and Canada. Norway has built an image of the guardian of
peace by playing an intermediary role in regions of conflict in the world,
and Canada has conducted activities to enhance values universal to
humanity, such as the signing of a treaty to ban landmines. Direct
publicity about their own countries is not found in such activities. For
instance, the vision set forth by the Singapore International Foundation,
an organization in Singapore to offer assistance to foreign countries, is
‘Making Friends for a Better World.’ By participating in external
activities to address global issues shared by all the people around the
world, they leave a deep impression about their country on world
citizens beyond national boundaries. In this sense, their activities can
be classified as public diplomacy activities at a higher level.
Public Diplo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Foundation
In such evolution of public diplomacy, where does the Republic of
Korea stand? I would like to explain this by introducing the activities of
the Korea Foundation,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public diplomacy
organizations in Korea.
The Korea Foundation is a leading, independent, not-for-profit
organization in charge of public diplomacy activities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re mission of the Korea Foundation is to
make friends of Korea by conducting cultural exchange to introduce the
traditional and modern culture of Korea; academic exchange to
promote Korean studies in language, history, modern political economy
and other areas; and people-to-people exchange through bilateral
forums and invitation of opinion leaders.
The achievements so far made by the Korea Foundation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1 are amazing. We have established 113
professorships in Korean studies and Korean language in 76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played a leading role in opening galleries
of Korean arts in 28 museums in ten countries, including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British
Museum in the United Kingdom. Through such activities, the Korea
Foundation has contributed to disseminating proper information and
enhancing understanding about Kore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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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such outstanding achievements, the Korea Foundation is
now making efforts to develop and lead Public Diplomacy 3.0 programs,
fitting for the international trend of public diplomacy. Such programs,
which I call 21st century-style, are IT-based digital, and public-privateacademic partnership (PPAP)-based public diplomacy programs with
an aim of increasing efficiency via new tools and means. Signature
programs of this kind include KF Global e-School and KFGS which
stands for Korea Foundation Global Seminar. KF Global e-School
offers world-level on-line courses on Korea to students around the
globe who want to have in-depth understanding about Korea. It also
leads the creation of an on-line intellectual network among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studies scholars. Korea Foundation Global
Seminar has been held six times by 2013 since its launch with an aim
of playing a leading role in responding to global issues along with o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reating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exchange of ideas in this regard.
Finally, I would like to add that, in implementing Public Diplomacy 3.0
programs in the global age, the Korea Foundation pursues public
diplomacy that also brings happiness to the Korean people. You many
find these remarks somewhat unexpected. As I said earlier, Public
Diplomacy 3.0 is targeted at not only the citizens of the world beyond
national boundaries, but also the actor’s own people. This is the result
of understanding that a country cannot practice public diplomacy
without support from its own people. It is also part of efforts to deepen
and widen the public diplomacy activ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by
reinforcing the ability of the Korean people who have emerged both as
beneficiaries and actors of the new Public Diplomacy 3.0.
Therefore, the Korea Foundation will strengthen the KF Global
Internship program which enables young Koreans to work as interns
at world-renowned policy research institutes and museums, and will
offer a live webcast of its various programs, thereby providing a
larger number of Koreans with a first-hand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Foundation’s public diplomacy programs. Through
such activities, the Korea Foundation will be able to help the Korean
people gain competence in international exchange, and more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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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a leading actor of public diplo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one of the major goals of the 21st century-style public diplomacy
programs pursued by the Korea Foundation.
As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I hope the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14 will serve as an occasion for you, the leading
journalists from all around the world, to understand more about Korean
culture, society and people as well as the public diplomacy polic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also hope that your experience
with Korea will be shared with a greater number of people around the
world through your writings.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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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Tae-yong
Vice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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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assador Cho was appointed as 1st Vic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in Feb. 2014.
Ambassador Cho was appointed as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in June 2013. In this ViceMinister level post, Ambassador Cho heads the Office of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which is responsible for dealing
with issues relating to North Korea inclu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e will head the Republic Of Korea deleg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be convened.
Prior to his current appointment, Ambassador Cho served in Canberra
as Ambassador to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from September
2011 to May 2013.
He served as Deputy Minister and Chief of Protocol from February
2010 to August 2011. While serving as Chief of Protocol, he was
involved in organizing 13 overseas trips by President Lee Myung-bak
and receiving over 30 visits from foreign leaders at the bilateral level as
well as the hosting of multilateral Leaders’ meetings including the G-20
Seoul Summit in November 2010. Prior to these posts in Seoul, he
served in Dublin as Ambassador to Ireland for two and a half years
from Septemb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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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2002 to 2007 Ambassador Cho served in several positions in
Seoul. Among others, he served as Director-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and as Director-General responsible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oncurrently serving as Deputy Head of the
Republic of Korea delegation to the Six-Party Talks.
After joining the Foreign Service in 1980, Ambassador Cho has work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Southeast Asia, the United Nations and
APEC. He has served as Director of North America Division Ⅱ and of
North America Division I. He was second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s the Assistant Protocol Secretary. As for overseas
assignments, he served at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OK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1984-1987), at the Korean Embassy in
Iraq(1990-1991), at the Korean Embass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1994-1997), and the Korean Embassy in the Kingdom of
Thailand(1997-2000).
Ambassador Cho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BA
in Political Science. After joining the Foreign Service, he studied in the
Foreign Service Programme at Oxford University. He is married and
has thre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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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representing the Grand National Party (renamed to Saenuri
Party) in the central Jongno District in Seoul. While in politics, he
served as the Chairman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National
Unifica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2008-2010

period. He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law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at Harvard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and received a doctorate degree in politics
from St. Antony’s College, Oxford University. He is currently the
President of Korea-Britain Society, Vice President of Korea-America
Association, a member of the New York State Bar, Wilson Center
Global Fellow, and a regular member of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He received the Honorary Commander of 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CBE).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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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on LEE is a editor of the TV CHOSUN which is an affiliate of the
CHOSUNILBO which prints 2 million issues a day.
As the chief correspondent of the CHOSUN ILBO, he covered South
Korea’s opposition party GNP's leader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who became the presidents of South Korea later. For almost
4 years, he worked as the Washington D.C. Bureau Chief of the
CHOSUNILBO to cover the White House, State Department, Defense
Department.
He was a Korean Delegate of the 2006 Korea-China-Japan Future
Leader’s Forum.
He organized 5th Asian Leadership Conference as the primary
director.
He is a graduate of Korea University (BA) and Harvard University’s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MA). As a research fellow of the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Harvard University,
he focused th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Two Koreas.
He is the author of “Entangled Trilateral Relations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2004), “Read Washington D.C. to
learn the world(2012)”, “Xi-Jinping and Obama(2013)” . He is the coauthor of the book “The quiet passion, Ban Ki-moon 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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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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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Mundy was appointed the Financial Times’ correspondent in
Seoul in July 2012, and is responsible for coverage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He previously worked as a companies reporter in London, where he
covered the technology and telecoms sectors, and then UK financial
companies. Before that he worked for the FT in Johannesburg, where
he covered southern Africa for the paper from July 2010 to January
2011.
Prior to joining the FT, Simon was a corporate reporter at Business Day,
a South African national newspaper, where he wrote mostly on the
mining and telecoms sectors.
He graduated with a first class degree in English Literature from the
University of Edinburgh, where he was named Scottish Student
Journalist of the Year, and nominated for the Guardian Student
Columnist of the Year prize and the Allen Wright Award for arts
journalism. He was awarded the FT’s Sander Thoenes Fellowship for
foreign reporting in 2010, and was shortlisted for the US National Press
Foundation’s Laurence Stern fellowship in 2013.

Twitter handle: @simonmundy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Azmar Sukandar
+852 2905 5515
azmar.sukandar@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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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vision of Korea was one of the saddest events of the Cold War, a
development that resulted from the strategic contest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and which Korean people were powerless to
prevent. With every year that has passed, the prospect of unification
has come to appear more and more challenging. After nearly seven
decades, it is totally unclear how Korean reunification can be achieved.
In my opinion, there is no meaningful possibility that the current North
Korean regime will agree to peaceful reunification. It seems clear that
Kim Jong Un and his inner circle would fear losing everything they have
- and perhaps imprisonment or even death. Sadly, I believe that Korean
reunification could be achieved only by the overthrow of the Kim regime.
This could happen in one of two ways.
The first would involve the assassination of Kim Jong Un - probably
either by a lone member of his inner circle, as happened with the
assassination of Park Chung-hee, or through a high-level plot, as with
the attempted assassination of Adolf Hitler in 1944. There are already
signs of division and dissent at the highest level of the North Korean
state. The execution of Jang Song Thaek showed that- whether
because of paranoia or perceptiveness - Kim Jong Un is unable to trust
even those closest to him in government. A reliable source recently told
me about a regime official making extremely disparaging remarks
about Kim in conversation with a foreign acquaintance.
The second way would be through a popular uprising. This seems
highly unlikely in the near term, since there is apparently no meaningful
civil society in North Korea. However, I must say I have been very
struck by the contrast between the attitude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 know who left in the 1990s, and those who left over the past
ten years.
When I ask those who left in the 1990s whether they believed the North
Korean propaganda, they tend to say: “Of course - what else did we
have to believe?” These people typically left North Korea beca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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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perate economic situation, or because they found themselves in
trouble with the regime.
In contrast, those who left more recently normally tell me that they did
not trust the propaganda, because they were so exposed to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 notably South Korean TV dramas, which are
smuggled in on DVDs or flash drives. When I ask why they left North
Korea, the answer is typically something like: “I wanted to be free. I
wanted to make my own life, and not to have it chosen for me by the
government.”
Let us remember, too, that most North Koreans no longer rely on the
state for their survival, instead finding food and other necessities
largely through private trade. This suggests to me that the chances of a
popular uprising have increased since, say, 1990. I think the chances
of such an uprising are extremely low in the near term, but we should
not write it off altogether.
Even if the Kim regime falls - and this could still be decades away Korean reunification is not guaranteed. People with knowledge of
Chinese government thinking on this subject have told me that there is
extreme nervousness in Beijing about the prospect of Korean
reunification. China worries that a reunified Korea would mean a
powerful ally of Washington on China’s border, adding to its fears about
encirclement by the US. This would give it a possible incentive to
support a new regime in North Korea that would preserve that state’s
independence.
I think we should also question whether any of the states that
participated in the Six Party Talks have reason to be enthusiastic about
reunification. China worries that a unified Korea would be a US ally, but
it would also be reasonable for Washington to fret that a unified Korea
would see no further need for the close alliance with the US that Seoul
now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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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all, China would be a far more important economic partner for
Korea, which might decide it was no longer appropriate for the US to
have forces stationed in the country. This would undermine the “pivot to
Asia” that has become a fundamental part of US foreign policy.

Russia has been developing closer ties with North Korea, including
access to its ports, and this project might be complicated by Korean
unification. Japan has very difficult relationships with both North and
South Korea, and might well be intimidated by the prospect of their
unification.
Frankly, I think we must also question the strength of the South Korean
commitment to unfication. This government has recently reaffirmed that
commitment, with Park Geun-hye putting a lot of stress on her new
“Tongil Daebak”, or “Unification Bonanza” slogan.
The language here is very interesting, of course. “Daebak” is a slang
word normally used by youngsters, not by politicians. Clearly, this
slogan is aimed at the youth. Why? Because President Park knows that
many - perhaps even most - young South Koreans are actively
opposed to the idea of reunification, primarily because of concerns
about the cost. Unlike many older people, most young people here
have no personal connection with anyone in the north.

President Park has sought to address these concerns by stressing the
economic benefits of unification, which would stem largely from North
Korea’s natural resources and cheap labour. This argument has
unfortunate echoes of European colonial projects. Moreover, young
people appear to be very sceptical about the president’s logic - and I
think this scepticism is justified.
In the long term, there might be some economic benefits to unification.
But in the short term, it would clearly be extremely expensive, with
costs running into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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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sing necessary funds would only be one part of the government’s
challenge. A key priority must be to prevent a situation whereby several
million North Koreans flood into the South seeking work. This could
severely damage South Korean sentiment towards the unification
project: one can easily imagine a situation with squatter camps
springing up, crime increasing, and low-skilled South Korean workers
losing their jobs to cheaper North Korean labour.
The standard response to this problem is to say that reunification would
be achieved through a gradual process over many years. It is not clear
to me that this will be possible to achieve. What would the government
do if a million North Korean people march on the border, demanding
equal rights as Korean citizens?
The focus, then, would have to be on massive-scale investment in
North Korea that would give its people the incentive to stay north of the
border. Private companies might be willing to provide much of this
investment, but it seems inevitable that a huge amount of South Korean
public funds would be required. There is no indication that South
Korean people are willing to fund these enormous costs. A recent poll
by the Asan Institute showed that most people were not willing to pay
even $100 in extra taxes to fund unification.
As she outlines her Tongil Daebak project, President Park must hope
that the immediate prospect of reunification - if and when it comes would fundamentally transform the widespread apathy towards the idea.
But with every year that passes, and as memories of a unified Korea
become dimmer, the challenge becomes ever more forbidding.
I apologise if these remarks sound unduly gloomy. Needless to say, I
hope very deeply that I will one day see a unified, prosperous Korea.
But it strikes me that it is best for all parties to be totally honest and
frank about their opinions when discussing what may prove one of the
most difficult political projects of moder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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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gey Strokan is a journalist, essayist and a poet. He is a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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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tion of Journali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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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non-violent,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genda for
today and tomorrow
By Sergey Strokan,
political commentator,
“Kommersant” publishing house, Moscow, Russia
Situation at the Korean Peninsula and major security concerns
emanating from the dangerous stand-off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has become a subject of ongoing debate, involving generations
of political and public figures, experts and political pundits in the vast
Asia-Pacific region. The discussion, often seen as the war of words and
exchange of heated rhetoric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has kickstarted in early 50’es, last century, when deadly Korean war --- one of
the most distinct moments of the global rivalry of the cold-war era has
split Korean homeland into two hostile states.
Nearly six decades after the major divisive line has torn the region into
two disjoined parts, the debate on the core existential question “What
to do with the Korean crisis” has well fitted into the 21st century
security agenda with no quick solution in sight seen for the Korean
Peninsula by the world powers, involved in the six-party talks.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bringing North Korea hermit state to
negotiations table and making it to abandon its WMD programs were
never a diplomatic picnic. It was always a bumpy road, with its dirt, dust
and mud, full of breathtaking zigzags and dramatic turnarounds. In fact,
very modest progress achieved in decades was marred and largely
overshadowed by muscle-flexing, missile tests and military drills, seen
as the major deterrence instruments for the North. Complicating the
negotiating process, few genuine efforts were plagued by great powers’
hidden agenda and rivalry, regional tug-of-war and North Korea leaders’
greed to obtain deadly weapons and delivery systems at any cost.
This was the case 40, 30, 20 years ago and this is how things stand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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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With Kim ruling dynasty in North Korea showing powerful survival
instinct, with no any sign that bizarre neo-Stalinist regime will
eventually collapse due to its mounting socio-economic problems sixparty diplomacy may well look like a futile exercise or cat-and-mouse
play. From Russia’s perspective, the very fact that the military buildup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launched in dangerous proximity to
Russia’s Far Eastern borders can never make army of journalists yawn
and allow six-party diplomacy to be pronounced dead.
While looking for the renewed efforts to unwrap Korean riddle, or rather,
untie Korean knot, one must understand the very nature of the nuclear
gamble, which has been staged for the last decades, involving North
Korea’s successive leaders. To start with, all of us have to
acknowledge sad plain truth: all hopes that the emergence of the young
pragmatic North Korean leader who would adopt conciliatory stand
towards the West and start his reset policy with South Korea failed.
The expectations of the nearing rapprochement faded away last spring,
when the region has found itself on the brink of another large-scale
military conflict. That was a turbulent spring, when we in Russia,
following South Koreans and Japanese were asking ourselves if the
debris of the North Korean tested ballistic missile can eventually fall on
the heads of our fellow citizens somewhere in Russia’s Pacific Ocean
zone. It was a time when Russian military commanders were trying to
disperse public fears by making statements that they “were in full
control of the situation” and ready to shoot down the North Korean
missile if it erroneously enters Russia’s airspace.
However, there is more than one reason why Korean Peninsular would
most likely remain a powder keg for the world in coming years if not
decades. The first reason is common plain logic of the rouge state
leadership. The logic is quite simple and built on the notion that the one
with the nuclear baton in his hand would never be attacked by the West,
so nuclear weapon is de-facto a life-time warranty, a guaranty that
hermit regime would never become a subject of outside military
intervention, like the ones in Libya or Sy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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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North Korean leader cited this reason while unveiling his
ambitious nuclear arms development program last April.
The second reason why nuclear arms are so dear to the hearts of North
Korean leaders is rooted in the fact that they have already got used to
regard nuclear threat as North Koreas single “strategic commodity”,
effectively traded to the West to get much-needed rice, fuel and basic
commodities in return. For isolated North Korean economy, desperate
for cash and technologies, nuclear bomb is not only the instrument to
threaten neighbors with the alleged “deadly sea of fire”, but also a
promising bread-winner. Nuclear blackmail and cat-and-mouth game
with the members of six-party talks has effectively helped the North to
get much-needed food stuff, fuel for electric power plants, etc. In fact, at
one point it looked like “threat-for-food” international program for
North Korea.
The third reason why WMD programs eventually evolved for North
Korea as a “do-or-die” test is related to the very ideological foundation
of North Korean regime. Successive representatives of Kim ruling
dynasty were traditionally styling themselves as a living pinnacle of the
Juche idea – North Korea’s official philosophy of self-reliance.
During the first years of his rule, the late father of the curren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published several works that were
immediately made mandatory reading for very Korean citizen: “On the
Juche idea,” “On Preserving the Juche Character and National
Character of the Revolution and Construction,” to name the few.
Having analyzed the failures of socialism in other countries, Kim Jong-Il
had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mistake the USSR and the Eastern
Bloc states had made was their disregard for the national factor and
their devotion to internationalism. Kim Jong-Il’s final conclusion was
that socialism in the modern world had to have a national color.
Acquiring WMD is respectively seen by North Korean ideology as a
necessary precondition for building the land of Juche – stro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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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ous, ready to show big teeth to Americans and their regional
allies. And we have to agree, that the system, dubbed the modern
GULAG by the Western media, stayed intact with years, demonstrating
incredible tenacity in defiance of forecasts made by European and US
political experts.
Escalating Ukrainian crisis which has already led to the disruption of
major international crises preventing mechanisms and made US and
Russia as two biggest world nuclear powers to lock horns on many
global issues can cripple already defunct six-party talks on Korean
crisis even further. In his recent key-note foreign policy address
President Obama spoke in length of the new task of isolating Russia
while ironically making almost no reference to perils of Korean
Peninsula. Nor any fresh initiative on North Korea was unveiled during
Obama’s recent four-nation Asian tour, launched this Spring.
However, sanctions can hardly be imposed on some global players by
another global players. Sanctions are one of the instruments of stickand carrot policy, applied to those who disregard international norms.
The existence and behavior of North Korea is a grim reminder to all of
us that we should not be involved in zero sum games but rather unite
our efforts in meeting major threats and challenges of our times. We
should never forget that North Korea is still standing on the top of the
list of the homework to be made by all of us.
EN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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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 TANAKA
World Services Section Staff Reporter
Kyodo News
Japan
I have been an English-language news reporter for Kyodo News since
2001, covering politics, social and energy issues.

I was in charge of domestic politics mainly during the tenure of Prime
Minister Yasuo Fukuda between 2007 and 2008, and foreign policy

matters between 2009 and 2010.

After the 2011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I have

covered day-to-day events at the crippled plant as well as issues
related to Japan's ener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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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Japan's Basic Stance toward North Korea
-- Japan sees the current security landscape of the Asia-Pacific
becoming increasingly severe, calling North Korea's ongoing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 "clear and
present danger."
-- Japan seeks to normalize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rough
comprehensively resolving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s with North
Korea, including the abduction, nuclear and missile issues and settling
the unfortunate past.
-- The policy is based on the Pyongyang Declaration adopted in 2002
when then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made a
landmark visit to Pyongyang for talks with th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 In the Pyongyang Declaration, the Japanese and North Korean
leaders agreed that establishing a fruitfu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hip would greatly contribute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Abduction Issue
-- The issue of abduction of Japanese nationals by North Korean
agents in the 1970s and 1980s remains a central sticking point in
normalizing ties with North Korea.
-- Japan officially lists 17 nationals as abduction victims.
-- North Korea admitted in 2002 to having abducted 13 Japanese
nationals. But no tangible progress has been seen on the issue since
five of them were repatriated to Japan i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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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has been demanding North Korea return all the victims and
provide a full account.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 North Korea has called on Japan to compensate for the suffering of
the Korean people under Japan's 1910-1945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 Japan has maintained that economic cooperation will be
implemented after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Japan's Response to Nuclear and Missile Issues
-- Japan has strongly condemned North Korea's nuclear tests, saying
that they are clear violations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 Aside from U.N.-led punishment of North Korea over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Japan has unilaterally imposed sanctions such as on
the movement of items and people.
-- Japan, in collabo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urg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Toward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Enhancement of inter-Korean dialogues especially at the citizens'
level.
-- Creation of a stable and peaceful regional environment to encourage
such inter-Korean dialogues.

What does Japan need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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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 in discussions with related parties on what role Japan
should play to support the process
make further efforts to achieve the normalization of ties with North
Korea
build trustful relations with other neighboring countries
encourage efforts to deepen recognition over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e grass-roots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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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ohui WANG
Editor in Chief
China Internet Information Center
China
Mr.Wang Xiaohui was born in Chaoyang, Liaoning Province in August
1965. He joined Xinhua News Agency in 1987 after graduation from

Nankai University. His work experience includes interpreter and
deputy-director of foreign liaison office, director of overseas service of
news and information centre of Xinhua, manager of London office of

Xinhua, vice president of Xinhua Financial Holding (HK) and CEO of
China.com. He was named deputy director of China Internet
Information Centre in November 2009.Since May 2013, he is the editor-

in-chief of China Internet Information Centre. Mr. Wang studied
journalism in University of Hawaii and has worked as interpreter for
many state and provincial leaders. He also moderated many
international forums such as UK-China Internet Roundtable and USChina Internet Forum.

40

Conference Ⅰ ㆍ Xiaohui WANG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bserved by a Chinese Journalist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Wang Xiaohui. I am the chief editor of China.org.cn, a 10language multi-media website of news and information in China. It is a
privilege to attend and make presentation at the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14.
As requested by the organizer, I will focus my speech on the subject of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 am not an expert on
Korean issues, but as a journalist, my colleagues and I have been
following closely each and every step of progress and setback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It is a complex and
complicated issue, shaped and influenced by many factors, historical,
present, military, and so on. However, no matter how difficult and how
complicated it is, we all believe that in the long run, the peninsula will
be reunited. This observation is reinforced each time I watch TV
program covering the family reunion of the north and the south. Whitehaired brothers, crying mothers and sons, hugs and tears always touch
the tender part of the heart of the audience, and it is not hard for us to
imagine how strong the feeling is for people
on both sides of Panmunjom.
Of course we all know that there exist many obstacles to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1 Sequela of the Cold War
2 Psychological gulf caused by war and longtime separation
3 Different political system
4 Difference in economic development
5 Influence and interaction of major countries
To overcome the above obstacles, efforts should be made in the
following aspects by both ROK and the DPRK, as well as other
members of the Six-Party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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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tart the Six Party Talk;
2. Give up Cold War mentality and take practical steps to build mutual
trust;
3. Open door for people’s exchange starting from a mechanism for
family reunion;
4.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5. Give the Korean culture a full play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6. Surrounding countries, China, US, Russia and Japan should also
work together to achieve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and stability of the peninsula, and thus , promote the steps of
reunification
Ladies and Gentleme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legacy of history. To solve this problem, it also takes a historical point
of view. A famous Chinese novel Sanguo Yanyi(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 begins like this: The world under heaven, after a long
period of division, tends to unite; after a long period of union, tends to
divide. The peninsula has been divided for long enough, and the world
has changed. It is time to stop shelling and come back to negotiation
table. There will be a way out, and there will be 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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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Jong-lok
Vice Minister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Korea
EDUCATION
1995-1996
1990-1992
1976-1980

Diploma in Telecommunications, Michigan State University, USA
M.S. in Electronics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B.S. in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Korea Aerospace Univer
sity

EXPERIENCE
2009.12~2011.9

Bell Labs USA (Senior Executive Consultant)

2006.12~2009.6

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Growing Business Group, KT

2006.3~2009.3
2005.11~2006.11
2005.9~2005.11
2004~2005.8
2003.2~2003.12
2001.3~2003.2
1998~2001
1998~1998

Standing Board of Director(BOD), KT
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R&D Group. KT
Executive Vice President, Corporate Development Group, KT
Executive Vice President, New Business Planning Group, KT
Executive Vice President, Marketing Group, KT
Senior Vice President, e-Biz Group, KT
President, Korea Telecom America Inc.
Vice President, Network Strategy Team, Network Planning
& Coordination Group, Korea Telecom

1980

passed the 15th Higher Civil Service Exam
from the Governmen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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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Shim Jae-yun
Deputy Managing Editor
The Korea Times
Korea
Shim Jae-yun is currently deputy managing editor of The Korea Times,
the oldest and most influential English daily in Korea.

He is in charge of political desk, with his reporters covering the
presidential office of Cheong Wa Dae, Foreign Affairs Minist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other security,
diplomacy and politics-related organizations and people.
Shim entered The Korea Times in 1990 and has stints at the political
desk for some 10 years, business desk for eight years, culture and
sports desk for about four years and online desk for two years.

He stayed in Cambridge, the United Kingdom, in 2006-2007 in his title
as visiting scholar for research at the East Asia Institute on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focus on the regional security in East Asian region. He
made contribution to the setup of Korean studies at the Cambridge
University with the sponsorship from the Korea Foundation.
The Korea Times was founded in 1950 in the middle of the Korean War
with the goal of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war sitution to the outsid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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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ol Lesley CAMPBELL
Night News Editor
Sekun Jalo Inolependent Newspapers
Republic of South Africa
Author and journalist Carol Campbell has worked in print media for
more than 20 years. She covered South Africa’s transition to
democracy in 1994 and went on to win a British Council award for
education reporting the following year. Her novel, based on the donkey
cart people of the Great Karoo, was published to critical acclaim last
year. Her second novel, on South Africa’s housing backlog, will be
published in November. Campbell is a regular speaker at literary
festivals and at schools. She currently works for The Mercury in Durban
where her focus is on developing reporters’ writing skills.
Extramural
In March 2013 my novel My Children have Faces was published by
Umuzi (Random House). It was also translated into the Afrikaans as
Karretjiemense. Exclusive Books (SA) selected it as a Homebru book
to be prominently displayed in all stores nationwide. It went into its
second edition a month after it was launched and is now in the fourth
edition. It was also one of the only novels of 2013 to be awarded 5
stars by the Sunday Times. I was a guest speak at the Franschhoek
Literary Festival; the Midlands Literary Festival and the Prince Albert
Leesfees in 2013. My second novel on the rural housing crisis, Esther’s
House is currently with Umuzi for editing and is due out in November
this year. It is also to be translated.

71

Conference Ⅱ ㆍ Carol Lesley CAMPBELL

"Crossing the Precipice: South Africa's Newspapers'
Quest into the Digital World"
Newspapers have dominated South Africa’s media for over 160 years.
Every major centre has a morning and afternoon title or edition and, on
weekends, there is a choice of strong regional and national publications.
There is also an array of independent and government radio stations
and television channels.
Our media today is free, independent and critical. During apartheid the
English press was the major critic of government with many journalists
arrested and sometimes killed. In democratic South Africa the
challenges haven’t been as nasty but the government recently made an
aggressive attempt to muzzle the media which was successfully fought
and, for now, we work mostly unhindered.
But newspapers in South Africa, like those across the world, face a new
challenge that may eventually be more ominous even than a hostile
government. The internet and its burgeoning number of instant news
sites is eating away at circulation and sometimes gives the impression
that professional journalism is redundant.
For the established English press in South Africa there is no question
the writing is on the wall. Our middle class readers are online and have
the resources to access tablets and smartphones and pay for data.
Newspapers leave ink on their fingers and articles are often old by the
time they find the paper in the letter box or buy it at the supermarket.
Circulation figures are tumbling. Every week shows the gradual decline
of once great publications and there is no question a tipping point
making these publications unsustainable will be reached. Media
company owners have cut costs and the inevitable exodus of senior
staff and lack of investment has followed.
But this is not the case for every publication in South Africa.
Our newspapers in South Africa operate against a complex backdrop.
Surges and falls in circulation depend on where papers are based, their
readership and their language of publication. The environment is
constantly shifting with an emerging market eager to participate and
learn. Education has the lion’s share of the national budget, the 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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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in growing and there is great pride in culture and language. This
is feeding a new market of readers experiencing newspapers for the
first time. They cannot yet afford uncapped access to the internet nor
the gadgets to access it. The high cost of data, in fact, is proving to be
our newspapers greatest saviour but the situation is unlikely to last.
When data costs drop the challenge for the print media will be how to
make the transition seamlessly and continue to make profit from our
product, albeit online.
Already the major media houses are up-skilling reporters to be able to
include video and audio inserts with their stories that can provide depth
to a reader’s online experience. Our reporters use twitter and the
newspaper manages a Facebook page. But it is still our old newspaper
that makes the money that pays our salaries. In future, South Africa’s
newspaper industry, and its long and proud history as critical
watchdogs, will have to find a way to make the move. Right now we are
on the edge of the cliff looking down on a raging torrent. We know we
have to cross it and get to the mountain on the other side to continue
our journey but we don’t know how. We hope someone, soon, will give
us the wings so we can fly. And, if not wings, at least a rope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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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t of the 1 City Desk
Yeongnam Ilbo
Korea

Yeongnam Ilbo Journalist of the 1 city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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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journalism of new media era”
In new media era, global journalism is gaining much more power than
ever before. With new media, one country’s or regional newspaper or
broadcasting station can target not only reader and viewer of certain
region, but also those of the world.
New media which is leading this kind of trend is SNS(social network
service).
Sewol ferry disaster, which happened on last month but it isn’t over,
revealed shameful face of Korean journalism. It was an opportunity to
see how this disaster is seen to foreign journalists’ eyes.
Due to Several national newspapers and broadcasting stations’ false
report, family of victim weren’t willing to tell about their situation to them.
However, they turned to foreign journalists and disclosed what they
want to say to them.
Korean netizens also got interested in foreign reports and shared it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 Reason of this phenomenon seems
that foreign journalist showed opinions, but korean journalists didn’t do
aggressively.
Meanwhile, Tunisian Revolution in 2010, which is much known as
Jasmin revolution, showed how social network service can be powerful
than newspapers and TV report. News that one 26-year-old young man
burned himself to death in small town of Central Tunisia, spreaded
through Twitter and Facebook. The name of the city, Sidi Bou Zid,
unexpectedly got famous worldwide. It is surprising that regimentation
of public opinion by means of Social network service in Tunisia, a
nation of banning on domestic media and internet. But it is an universal
truth that powerful weapon such as nuclear weapon should be used
carefully. Using social network service, information can travel in only 1
or 2 minutes even from Korea to US, across the Pacific ocean, which is
really fast concerning physical distance between two. In this case, if
one false information is sent, it is really hard to handle this situation.
Because you have to notice not only people in your country but also
those in other side of the world. Going with the flow of new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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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involves careful attitude.
Using new media including SNS is a must, concerning people’s way of
consuming information. It is clear that responsibility of news contents
for journalists will be really heavy, since readers and viewers around
the world is w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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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John DAMON
Presenter
BBC World Service
UK

Dan Damon presents the daily World Update programme on the BBC
World Service and the World Update Daily Commute podcast. He also
works on special projects, which in 2014 has been a series of reports
about the modern legacy of the First World War.
Dan and his wife, camera woman Siân, worked as a freelance news
team around the globe from 1988 to1995. They moved to Hungary and
reported on liberation and street protest in East Germany,
Czechoslovakia, Romania, Albani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Dan
also reported from conflicts in Croatia and Bosnia, from Baghdad
during the first Gulf War, and from Afghanistan. He reported from
Coalition Central Command in Qatar during the Iraq war in 2003. He
has returned to Iraq on several assignments from 2004 to 2010.
Recently, he’s presented live programmes from Djibouti, Somalia,
Uganda, Kenya, Northern Ireland, Vatican City, South Korea and the
US. He covered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in 2000, 2004
and 2012.
Dan’s broadcasting career began as a BBC sound engineer in 1974. In
1978, he moved to Wales to present a morning magazine programme.
He learned Welsh live on-air.
By the mid-1980s Dan was working for satellite broadcasters on new
pan-European news projects and was the first news editor for Scansat
TV3, the first Scandinavian commercial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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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1998 to 2000, Dan devoted part of his time to two Masters
degrees in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law. He used that knowledge in
a special World Service series in 2002 on human rights post September
11, 2001. He is now researching South Korean news media at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at the University of
London.
In 2011, Dan was part of the team that won a Sony Gold award for
coverage of the Royal Wedding. In 2013, the World Update Daily
Commute podcast won ‘News Podcast of the Year’ at the Stitcher
Awards in 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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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expected Future: How Internet Based
Digital Technology is Changing Broadcast News
in the UK. “
New digital technologies have affected on the broadcast news media in
the UK in several ways, including: News gathering; Different broadcast
formats; Content creation through new media; and Audience
participation - User Generated Content.
First, very few news events go past these days without someone
pointing their smartphone camera at it and sending those images
around the world. Those contributions from ordinary people with
powerful phones in their hands are immensely valuable, but the new
digital technology has also affected the way professional broadcast
journalists operate. The BBC now has its own Appstore, giving its
journalists mobile access to the BBC’s internal video server; the ENPS
- electronic news production system - developed by Associated Press,
where the programme scripts and news agency wires are available; a
Portable Newsgathering system, PNg, allowing direct upload of audio,
photographs and video, to the BBC servers; and Luci Live, a high
definition audio codec for broadcasting live in quality.
Further developments are likely to include n-board multitrack editing for
audio, and perhaps live video package-making. Storage of video, audio
and data, in-house production and programme compilation have also
been changed by this technology.

We have found that the ‘over-the-air’ audience for our World Service
programmes is getting older. Surveys in North America show that the
majority of those listening to ‘live’ over-the-air are aged over 50. There
is a growing audience under 50-years-old; they are downloading
podcasts, including my own “ World Update Daily Commute.”
Podcasting has allowed us to turn a five-day-a-week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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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 into a seven-day-a-week offer by delivering the second half
of the daily hour as the podcast Monday-to-Friday; a selection of
reports collected as a Saturday podcast; and on Sunday, a long feature
that we broadcast live on Fridays.

Further opportunities are coming in Online interactions like Q&A’s - a
chance for the audience to logon and put questions to a programme
guest after she or he has appeared on-the-air, for example - or new
formats like ~Google+ and Spreecast, that use webcams.
Another way to get content through digital interaction is from social
media. Comments on Facebook and Twitter provide real life,
heartwarming stories. One very successful idea has been to ask
listeners to send in the sounds around them – everything from frogs at
dawn and space rockets taking off tp a journey home by motorbike.
We are only at the beginning of the ways we can use this technology to
connect with our audiences and engage them. This is not citizen
journalism, powerful though that can be. This is trained journalists,
using their professional skills and editorial standards to encourage and
moderate contributions from the consumers of news, to listen to them
seriously and to challenge them.
Lastly, I am one of a small number of BBC journalists and their
supporters who want the BBC to work in the Korean language. The
BBC World Service was set up in part to reach places like North Korea
where free information is unavailable. We made a big difference in
places like Hungary and Poland during the Cold War and we are still
important in Central Asia. One place that has never been targeted is
North Korea. The BBC is reluctant to start transmissions because of
cost and political factors. I think, and this is a personal, not an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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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view, that a news service distributed digitally, via USB stick and
other digital formats, would reach people in the North and would help
them know they are not forgotten. And I would hope such a service
would be of interest to people, including potential sponsors, here in
South Korea,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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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M.A., Yonsei University
MBA,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Ph.D.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s)
Political Editor & Deputy Director, Newsis News Agency
Visiting Scholar,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FDU)
2004-2005 Member of Foreign Press Association in NewYork
2009 Member of Korea-China-Japan Future Leaders Forum(FLF)
2012 Judge and spokesman of Korea Journalist Award in KJF
Chief Editor, Le Monde Diplomatique(Korea)
Adjunct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olitics
Vice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Negotiation Studies
Member of KPSA, KSJC, KASI, KAPS
General Director, tbs broadcast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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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Journalism in the New Media Age: Disaster
Reporting and Humanism
Kim Hong-kook
(tbs Chief of News Bureau, Doctor of International Politics)

“I am so happy because today I found my friends – they’re in my head.”
– Kurt Cobain
“Isn’t it great when friends visit from afar?” – Confucius
Prologue: New Media Age – New Changes in the the World
Journalism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ange in the journalism environment is a
ubiquitous and universal crisis, challenging the media industry, media
companies and journalists across the globe. Journalists are facing the
advent of a global journalism age. Here, communication means are not
limited to the existing traditional medium. Journalists must adapt to and
communicate in a new media or digital media climate; this new
journalism must be translatable to the diverse communication methods
of the age, such as Internet, online communications and SNS.
Journalists are also witnessing an age of global journalism wherein
journalists should communicate with people in a creative manner and
lead public opinion.
In this age of new media or digital media, social media companies like
YouTube, Twitter and Facebook have already emerged as the
mainstream, exercising powerful influence that transcends that of the
established media. In the new media age, audience and readers can
choose media anytime, anywhere. Furthermore, in this age, power can
be exercised not only by those in politics and business, but also by the
audience and ordinary citizens. Therefore, the conditions of the media
industry are changing ever-more rapidly, which has led to unlimited
competition wherein those who cannot adapt to the pace of change will
not be able to survive.
Global media companies are trying out diverse methods to integrate
social media into their services, which allows particip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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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 in their existing medium. Korean media companies are no
exception. In the US, CNN was successful in materializing ‘civic
journalism’ by setting up the iReport site in 2006, in which viewers
upload pictures and video of various incidents or events as they
happen. Al Jazeera, an Arabic news and current affairs satellite
broadcaster, has used many videos taken by viewers in its reports.
During the ‘Arab Spring,’ Al Jazeera created a video portal site called
‘Engage’ which resulted in more than 70,000 videos being uploaded
daily. In Korea, the Hankyoreh launched a crowdsourcing project called
‘Find Chun, Doo-Whan’s Assets,’ the purpose of which is to track the
former dictator and president Chun’s misappropriated funds and
concealed assets by leveraging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readers.
This was instrumental in creating real change; for example, the
prosecution took a stronger stance on collecting punitive fines from
Chun, and Chun’s family voluntarily agreed to pay the fine. Also,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and other media companies are trying out
digital storytelling. The Traffic Broadcasting System (tbs) is also testing
new ways of communicating with its viewer, such as engaging in a form
of investigative reporting that is interlinked with SNS such as Kakao
Talk, Twitter and Facebook. SNS is used for other programs of tbs as
well.
Rapid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re forcing media
companies and journalists to engage in intense competition for survival.
As result of media convergence, the concept of journalism itself is
becoming vague. Also, we are currently living in an age of information
overload wherein th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on a daily basis. In the past, journalistic activity was
limited to mass media such as newspaper and broadcasting. Now, with
the introduction of innovative new media such as SNS and Podcast,
journalism has expanded to enable participation by individuals.
Furthermore, the borderline between different media is breaking down,
and as a result, the media market, be it online or offline, is facing
unprecedented, heated competition.
Established media companies are experiencing management
difficulties because of the decreasing advertising income, an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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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led to a vicious cycle of difficulties in providing the material and
human support necessary for performing normal media functions. Also,
journalists that are dispatched to the scene are required to be a multiplayer, operating in different media formats. In other words, they are
required to skillfully produce and provide news contents optimized for
diverse media channels. Against the backdrop of worsening
management conditions in media companies as well as the increasing
work burden put on journalists, an apprenticeship education or inhouse training offered to young journalists is almost impossible.
With the vast amount of information that flows in real-time, the role of
the media is no longer about simply delivering the fact. It is about
verifying the fact, capturing meaningful information, delivering the big
picture and context of an incident, and in some cases, playing the
Almighty by forecasting the global impact of an incident and its future
implications. Journalists must possess knowledge, experience and
insight to accurately capture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diverse
and complex social phenomena. In addition to journalists possessing
the tools necessary for performing their reporting duties, the current
times require them to be accomplished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order to understand and consider human beings and
society in a global context.
The Role of Media Becoming More Difficult in the Digital Media
Age
The new media or digital media age is completely changing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journalism. Digital broadcasting is
characterized by high-quality, the convenient processing of multiple
signals, an increase of transmission capacity, the provision of diverse
value-added information services, the provision of multi-media services,
automatic control, small size, and a software-based program change.
Non-linear editing systems used in digital broadcasting have brought
about epoch-making changes to broadcast editing. They are
demonstrating a new trend and flow in which digital media is actively
used in journalism. For example, digital media effectively man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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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s and uses video data, audio data, documentary records and
multimedia data via a digital archive.
Development of cutting-edge digital technologies and their
convergence has created a new landscape that spans all media-related
industries. Keywords of this new landscape are smart (e.g. smart
device, smart platform, smart user), mobile and social. In the market,
IT-based new media companies like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Netflix as well as Internet portals are either collaborating or
competing with media companies. Hence, players in the market are
engaging in heated competition for survival based on the keywords of
smart, mobile and social.
The wide adoption and universal use of smart devices has prompted
big changes in the usage pattern of media. Major changes are
occurring both for media companies as well as for the audience in
terms of newspaper reading, TV viewing, using video, etc. The
traditional way of reading a newspaper or watching TV is in decline.
Means for reading the news and watching television are expanding to
other devices such as PCs, tablet PCs and smart phones.
The Pew Research Center in the US publishes ‘State of the News
Media’ every year. According to this publication, the use of ‘paper
newspaper’ as 'platform for accessing news the previous day' has
dropped every year since 1991. The most recent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use of ‘paper newspaper’ is less than 30 percent, the lowest
among all platforms. Meanwhile, accessing news via a digital platform,
including online and mobile,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currently is
the second biggest platform for accessing news after the TV platform.
Many analyses and forecasts indicate that online media will overtake
TV to assume the number one position as a major news source in the
near future.
The declining readership of paper newspaper and an increasing usage
of digital media for news have already become a general trend. The
forecast that traditional TV viewing will decrease by 0.9% annually until
2017 due to the saturation of the existing TV market and increased
consumption of online TV programs is persuasive (IBIS World Business
Environment Report, 2012). In case of the US, the annual revenue of

86

Conference Ⅱ ㆍ Kim Hong-kook

the media industry is approximately 60 billion USD and 70% of the
industry’s profit comes from advertising. Most media companies are not
able to realize the substantial revenue increase from their online sales.
Hence, many are observing this paradoxical feature of the digital media
age with interest. According to the Pew Research Center, 64% of
adults in the US visit Facebook every day, 400 billion pictures are
shared daily and the ‘Like’ button is clicked more than six billion times
per day. This implies that Facebook is playing the role of a new media
platform that transcends the role of established, mainstream media.
In the new media age or digital media age, delivering breaking news
and providing a vivid description of the news scene – core factors in
news reporting – continue to progress and develop, prompted by the
digitalization of broadcasting. Meanwhile, the possibility of misleading
reporting grows as well due to the digitalization of editing technology. In
fact, there are many cases of misleading reports and the fabrication of
broadcast video. While the new media age is characterized by multifunctional personnel, non-linear media, hi-tech image and networks,
such characteristics may accompany side effects like the inefficiency of
disaster reporting and the fabrication of images and information.
Faced with a severe crisis in the new media or digital media age,
Korea’s media industry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However, viewers and readers continue to turn away. The needs of the
times dictate that the content and form of news as well as the role and
functioning method of journalists should change to keep pace with the
rapidly changing media environment. Furthermore, news that was
tailor-made to fit the space within a page of a newspaper or to fit the
program of a broadcaster is becoming more dynamic and threedimensional with the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Thus, news
reporting should fulfill the call of the times to satisfy the desire of
viewers as well as the reader to access new information. We have
entered a new era in which breaking news in many places in the
rapidly-changing global village is provided, communication with
consumers is pursued, and a new type of news is made that reflects
the opinion of consumers. In other words, the age of news evolution
has fully opened, offering a new type of news that continu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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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 with new platforms like Twitter, Facebook, Kakao Talk,
Podcast, etc. and that engages in mutual exchange with viewers and
readers.
In the newsroom of broadcasting stations, people producing news are
experiencing process changes that completely overturn what they have
been used to, such as the perception of and attitude on news and
readers as well as the technology used. In the past, news collected in
the newsroom was delivered to many and unspecified readers and
viewers. But now, the news market itself is segmented, and information
should be made and delivered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touch-points between market constituents. In the past, the
process of news delivery was deemed complete when the printed
paper was delivered to the reader at a certain point in time, or when
news was aired. Now, news that has been released is subsequently redesigned, based on the feedback of viewers and readers, and media
must continually engage in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Both
time-limited news and sustained or perpetual news undergo the
process of distribution-feedback-redesign via communication with
viewers and readers. News should get away from being static as it was
in the past. Rather, news should continue to allure the interest of
viewers and readers by becoming more dynamic and overflowing with
the vitality of the news scene.
The academic community on journalism points to the Financial Times
in the UK as a model case in the digital media age. The Financial
Times operates a separate team to analyze customer data, which
collect information on what articles readers want to read and which field
readers are working in. Based on the information collected and
analyzed, the Financial Times continues to provide articles which are
tailored to its customers. Efforts to undergo change by the Guardian in
the UK, Die Zeit weekly newspaper in Germany, and the New York
Times in the US are also worth noting. They perform the inherent
functions of journalism, which are criticism and reflection, engage in
both online and offline news services, and at the same time make
investments to improve management and technical capabilities. Of
course, other media companies around the world do make effor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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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but such effort is related to adapting to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critical situation that continues to occur, rather than gaining
notable outcomes. The true reality of the media industry is that
companies are overwhelmed and exhausted with their efforts to adapt
to changes in times of crisis.
In the new media or digital age, media companies and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are faced with a heavy and difficult task of adapting to
the strong wave of change and of seeking new and creative
alternatives and solutions.

Disaster Reporting: Importance of Accuracy and Victim-oriented
Reporting
Ulrich Beck, German sociologist and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unich, defined modern society as a ‘risk society (risikogesellschaft)’
full of ‘organized irresponsibility.’ Beck asserts that modern society
should be more abundant due to the development of hi-tech, but to the
contrary, it is changing into a risk society wherein large disasters and
accidents occur continuously.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disasters
that occur in many parts of the globe in recent years, Beck’s position is
gaining wider consensus.
Disaster reporting is defined as the ‘media activity of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to man-made or natural disaster that occurs at a
specific point in time which cause human, physical and psychological
damage in a specific area.’
Disaster reporting is not about simply informing the audience about
the situation of the disaster. It delivers information announced by the
control agency on preventing the damage from increasing, such as
rescue and evacuation, and aids with preventive measures to prepare
for similar incidents. In a crisis situation brought about by a sudden
disaster, people depend on the media to gain information related to
evacuation and rescue. Therefore, disaster reporting should be
different from general journalism which focuses on fact, accessibility,
and interest. Disaster reporting places importance on professionalism,
accuracy, enlightenment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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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the functions of disaster-related information provided by
the media are as follows: First is the function of reporting, which is
about providing ‘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to prevent disasters
from occurring. Second is the function of disaster control, which is
about providing ‘emergency information on disasters’ to minimize
damage when disasters do occur. Third is the function of recovery,
which is about providing ‘disaster recovery and hopeful information’ to
enable early recovery from disasters.
Disaster reporting should help people understand the situation in the
initial period after a disaster occurs and should deliver information on
‘how to respond.’ Therefore, rapidly and accurately delivering factual
information that has been officially confirmed is important. Later on,
when the disaster situation is in the process of being controlled, what is
required of disaster reporting is an assessment of the cause of disaster,
scope of damage and a re-examination of the situation. Also,
assessment on whether there was any problem with the social safety
system against disasters is needed. Subsequently, when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 disaster reporting should lead public opinion for
establishing institutional measures against the occurrence of similar
disasters.
However, it is easy for journalists at the disaster scene to succumb
to the temptation of fabricated reporting or sensationalist reporting
because of the desire to publish an exclusive. In particular, in times of
war, the military authority of the country in conflict will censor journalism,
and the reporting and news gathering environment becomes extremely
limited. Therefore,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disaster reporting during
wartime may be fabricated or incorrectly describe the situation, or it
may cover a trifle or surrounding situation that departs from the core
issue of the conflict. Hence, disaster reporting in the digital media age
requires journalists to possess all-out media ethics, to possess high
qualifications as a professional, to accurately observe the subject of
news reporting, and to possess the capacity to objectively determine
and analyze the situation so that he or she is able to accurately
determine what values are required by the society that is experiencing
the pains of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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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ulfill its public interest responsibility, digital broadcasting should
develop a message delivery method for warning people with visual and
hearing disabilities on disasters and to provide disaster forecast to
specific areas at risk. Also, to minimize damage from disasters, digital
broadcasting should closely cooperate with the Disaster Relief
Headquarters and demonstrate a reporting and news collecting attitude
that is victim-oriented. They include identifying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 such as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enables devices that receive broadcasting on disasters
like digital TV sets or smart phones to be equipped with related
reception capabilities.
Every time disasters occur in Korea, the role of the media and
reporting is emphasized. However, in spite of the importance placed on
the role of media during disasters, the reporting attitude of the Korean
media is assessed as not fulfilling its function and role. Analysis by
academics of journalism shows that the reporting attitude of Korean
journalists is geared more towards the sensationalism of highlighting
the victims, calling related people to account, and criticizing the
government and authorities for their irresponsibility, rather than offering
solutions or alternatives to the problem. In particular, indiscriminate
reporting as a result of reckless coverage may lead to distorting the
reality of the disaster. There were many cases of misleading reports,
speculative coverage, and biased reporting due to the competition to
gain breaking news. In other cases, reports may result in altercations
because they were considered to be sensationalistic or speculative.
When the media reports on an incident, the content of the report may
have different social implications depending on which framework is
used to interpret and construct the incident. In that sense, the media
must endeavor to accurately report the situation at the scene and
produce news that is neutral, fair and objective.
Cases of Disaster Reporting: Lessons Learned from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sinking of the Titanic on April 14, 1912 was a catastroph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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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k 1,515 lives. In response to the sink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Convention) was
signed in London. In accordance with the SOLAS Convention, the
International Ice Patrol was established to disseminate iceberg
information to navigating ships. The Convention stipulates provisions to
secure safety of life at sea including that of the crew and passengers
and to actively respond to possible large-scale accidents. The
provisions include mandating the equipment of lifeboats to carry all
crew and passengers, the training and drilling on the use of lifeboats
during voyage, and the equipment of radio facilities operating roundthe-clock.
Unfortunately, however, in the many disasters and accidents that
have occurred thus far,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the safety
of passengers was not put on top of the priority list. Sadly, in many
places around the world, numerous disasters and accidents have
occurred, resulting in the loss of many lives. They include the
earthquake in Haiti, the landslide and flood disasters in China, the
flooding in Pakistan and Niger, the 9/11 attack and shooting incidents
in the US, the great earthquake and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in Japan, and the boat accidents in Bangladesh and Nigeria, just to
name a few. Korea also experienced large-scale disasters such as the
sinking of the Seohae ferry in 1993 which took 292 lives, the collapse
of Seongu Bridge in 1994,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in 1995, and most recently, the Sewol ferry disaster on April 16, 2014 in
which 304 people either died or went missing.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media and
competition among media companies have resulted in sensationalism
and excessive competition in news coverage, a chronic condition that
continues to repeat itself in reporting disasters. The most common
problem indicated is the media’s tendency to be sensationalismoriented in its reporting. In other words, rather than trying to protect the
moral rights of victims, to comfort the victims or to minimize their
suffering, the media tends to become more emotional, and thus reports
on extreme cases, becomes subjective, engages in either watereddown reporting or exaggerated reporting, becomes speculat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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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s victims as a tool for stimulating the curiosity of the audience.
In reporting earthquakes in Haiti and Japan, Cheonan warship
sinking, 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 and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Korean media was criticized for its sensationalismoriented reporting, the purpose of which is to attract the audience to its
reports by broadcasting or publishing images of families of victims
crying in despair. Korean media is also assessed to show an attitude of
a one-off, squall-like, fire-extinguishing-type reporting, to demonstrate
fast-paced sensationalist reporting which is provocative and ‘one step
ahead’ of the facts, and to disregard the human rights of victims by
showing dead bodies.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Korea in April 2014 is a
representative case of a major disaster. At around 8:48 AM on April 16,
2014, the ferry capsized near Jodo-myeon, Jindo-gun, Jeollanam-do,
Korea. It was a major catastrophe. Of the 476 people on board, 288 are
confirmed dead and 16 are missing. The incident itself and subsequent
responsive action have disappointed all Koreans in many aspects,
including the illegal operation of the ferry by the operator, insincere
response to the incident by the operator, deficient rescue operations
and control measures of the government, and misleading reporting and
sensationalist reporting by the media. From the first day of the disaster,
the media published misleading reports based on the government’s
incorrect announcement, saying that ‘all people on board were
rescued.’ In the announcements that followed, the government
continued to change the number of people on board, the number of
those missing, and the number of those rescued. The media
communicated the distorted information announced by the government,
which has resulted in a general mistrust of the media.
Academics of journalism criticized this reporting attitude of the media
by saying, the ‘Korean media threw itself to the competition of getting
the scoop without setting any principles. This has resulted in the mass
production of misleading reports. Rather than functioning to integrate
the society in times of national disaster, the media aggravated social
conflict.’ According to a tbs reporter dispatched to Pengmok-hang
harbor in Jindo to cover the Sewol ferry disaster, there were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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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ts who showed irresponsible and sensationalist-oriented
reporting attitudes such as resorting to inhumane methods to cover
their story, and there were also reporters from newly-launched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that filmed trivial quarrels between bereaved
families with their smart phones.
Against this backdrop, 5,623 people serving in Korea’s media
industry announced a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to express
regret and self-reflection on the media’s reporting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to demand fairness and independence in the public
broadcasting service. These journalists pointed to the report of ‘all
people on board Sewol ferry were rescued’ that was published in the
initial stage of the disaster as the ‘worst case of misleading reporting in
the history of journalism.’ Expressing regret and self-reflection, they
declared that, “During the month since the Sewol ferry disaster, Korea
also sank along with the ferry. The media’s mission of placing highest
priority on accuracy, fairness and independence sank to the bottom, as
well. On the day of the incident, the media released a report that said
‘all on board rescued’ and angered and shocked not only the families of
people on board but also the whole nation. This is the worst case of
misleading reporting in the history of journalism. The journalists were
engrossed in writing down what the government is announcing rather
than verifying the facts through leg-work. As a result, they discarded
the hope of all Korean citizens, which is bringing the truth to light.”
Such attitudes in the Korean media are quite contrary to the attitude
of Japanese media, which has continuously complied with the principle
of refraining from showing dead bodies or appalling scenes on TV
screens or printed paper. Japanese media, in reporting the great
earthquake in March 2011 as well as other disasters, refrained from
exposing images of bereaved families weeping or wailing in grief. In
covering the scene of the disaster, Japanese media tried to avoid
showing any provocative images by filming the scene of the damaged
highway from a distance – from a helicopter – rather than taking closeups. They also complied with the principle of avoiding speculative
reporting and only released official death tolls and official
announcements. Japanese media also strictly observed ‘photo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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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n at the scene. In particular, NHK demonstrated a calm attitude in
its reporting by using infographics to help the audience better
understand the incident, by broadcasting images of the damaged sites
filmed from a distance, and by not broadcasting images that show
victims crying or in pain. Also, the subtitle system started to operate
automatically as the earthquake was five or higher in the seismic
intensity scale. Subtitles as well as maps, traffic information, black-out
area, hospital information and other information was shown on three
corners of the screen to help minimize the damage from the earthquake.
This is an example of good disaster reporting that media around the
world should refer to when reporting on disasters. As the examples
show, Japanese media demonstrated calmness and discretion in
reporting the great earthquake. Of course, this wasn’t always the case.
When reporting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journalists
released many misleading reports and were busy writing down
government announcements during press conferences.
During the Iraq War, CNN and other media companies accepted the
press control of the US government.
The media in the US
disseminated the war story made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s
it is, and merely remained a player in the game led by the US military.
Journalists covering the great earthquake in Japan were criticized by
the academics in journalism for merely delivering information on the
scene itself rather than setting and following guidelines on reporting.
Considering the above-mentioned cases, disaster-related reporting
should strongly highlight the basic principles of accurate reporting over
speed reporting,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such as human rights
and portrait right, consideration for the emotional stability of victims,
and report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 or victim-oriented
reporting. In disaster reporting, it is important to inform the audience
about the situation of the disaster scene as speedily as possible and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incident. Likewise, after the situation of the
disaster or accident is under control, it is just as important for the media
to demonstrate solution-oriented reporting which identifies related
problems through in-depth study and analysis and suggests direction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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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specifically, disaster reporting should aim at minimizing the pain
of victims, promoting disaster relief and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disasters. It should also refrain from releasing provocative and sensual
images from the scene. Disasters strike a society unexpectedly, leaving
it damaged. Disaster reporting should focus on maintaining a sense of
community and communicate such a message so that society can
effectively overcome the disaster. This should be accompanied by
reporting on how people can be prepared for similar disaster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preventive reporting), reporting on continued
assessment of the disaster situation (follow-up reporting), and reporting
on analysis and diagnosis on structural problems inherent in the society
(mid-to long-term investigative reporting).
Also, the media should avoid provocative reporting that features a
specific individual, which may infringe upon a person’s privacy or result
in defamation. Thus, there is a need to set up a ‘photo line’ to prevent
reporters from directly approaching victims who are in despair or in
grief. The media should refrain from releasing close-up images or
scenes that are too provocative. Concurrently, journalists are required
to demonstrate a conscious attitude such as disclosing the source of
the content in their reports. This is because a reporting attitude which is
based on respect for human values and humanism will gain the trust
and love of citizens.
Major media companies that report on disasters should comply with
the ‘regulation on disaster reporting,’ equip themselves with personnel
and equipment required for news coverage and reporting at all times so
that they can effectively respond to emergency situations, and
accumulate experience and know-how on how to prepare for disasters
through mock drills and training. In this regard, it is worthy to note that
the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JAK) has established the
regulation on disaster reporting, which incorporates detailed criteria on
news coverage and reporting by the media during disasters. In drafting
the regulation, JAK reviewed existing guidelines and regulations and
compared them with reporting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The final
version of the regulation on disaster reporting will be announced on
June 26th. The preamble of the regulation states that “the media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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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e to preventing proliferation of damage from disasters and to
helping victims overcome their difficulties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y can go back to living their daily normal life. In the process of
reporting on a disaster, the media should make an effort so as not to
infringe upon a person’s human rights such as infringing upon the
victim’s privacy or defaming a person’s reputation.” Thus, it
incorporates principle-based news coverage such as victim-oriented
reporting, prevention of damage proliferation, and an early recovery to
normalcy. The regulation is expected to enhance the disaster reporting
practices of the Korean media. Such voluntary initiatives by journalists
and journalists’ associations are expected to act as a stimulant for the
media community to engage in higher-quality reporting.
Digital broadcasting should endeavor to develop a message delivery
method to warn people with visual and hearing disabilities about
disasters so as to ensure more effective disaster warning and disaster
relief, develop an efficient information delivery method in conjunction
with the Disaster Relief Headquarters, and develop a method for
forecasting disasters for specific areas prone to the risk of disaster. In
this age of digital media, SNS platforms such as You Tube, Facebook,
Twitter, Kakao Talk, should be leveraged to deliver disaster-related
information to citizens on a timely basis. Also, a two-way
communication system should be operated for people to report on or
notify of disasters so that they can be controlled on a timely basis or so
that damage can be minimized. For this, a network on disaster
preparedness comprising members of the government, the media and
civic groups should be operated during peaceful times for sharing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on disasters. Also, people should be
thoroughly prepared for disasters and accumulate the necessary
experience so that they can immediately respond to disasters when
they actually do occur.
Conclusion and Proposal
Recently, the set-up of disaster reporting systems using different
media platforms is emerging as a core tool for preventing disaster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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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as for speedy and efficient recovery. The world is becoming a
‘complex risk society’ in which the number of natural and other
disasters is rapidly increasing and in which unexpected industrial
accidents occur frequently due to rapid changes in environment and
industrialization. Not only natural disasters but also social disasters
occur frequently. In that sense, when the media reports on disasters, it
needs to get away from its former practice of focusing on the
devastated scenes of disasters or on images of damaged property.
Reporting should focus on disaster prevention or damage recovery,
and at the same time, analyze and criticize structural problems in the
society while emphasizing unity of the society and community and
recovery from disasters.
The author proposes that journalists from many countries who have
gathered on the occasion of the World Journalist Conference agree to
take common measures against global disasters and subsequently
make common efforts. This task is something that should be put into
practice not only by the journalists themselves, but along with the
media companies they work for and with the journalist associations and
groups they are a part of.
First,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should compare disaster reporting
guidelines and regulations and make improvements to ultimately
produce a common guideline and regulation that can be used for
disasters occurring anywhere around the world.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should jointly and actively respond to natural disasters and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that occur around the world be they in
Asia, Africa, South America or Europe. Also, they should report the
truth in fairnes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and regulations on disaster reporting, and should endeavor to ensure
effective disaster relief, speedy recovery and the establishment of midto long-term measures.
Second, media companies and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should
engage in joint measures to generate effective and practical outcomes
via organizing joint seminars, conducting joint studies and sharing
information on the set-up of systems.
Third,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should deepen and widen the

98

Conference Ⅱ ㆍ Kim Hong-kook

scope of mutual exchange and share information and mutually give
advice to one another via diverse communication means such as
messaging and SNS that befit the digital media age.
Forth, journalist groups around the world including journalist
associations should strengthen and expand the scope of mutual
exchange and networking, and should mutually cooperate to enhance
the level of disaster reporting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Fifth, when a disaster occurs, journalist associations, media
companies and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should, without delay,
operate a mutual network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urgently
respond to the disaster.
Sixth,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the world’s last vestige of the
Cold War and is a risky area in which disasters may occur anytime. In
that sense,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should endeavor to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make efforts to realize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take interest in and contribute to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uch an endeavor is
aimed at preventing any unexpected war or disasters on the Korean
peninsula.
Seventh, the world is witnessing changes in the environment
including climate change, nuclear accidents, and an increasing number
of natural disasters.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such accidents and
disasters will occur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at sense, journalist
associations, media companies and journalists in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one
another. Furthermore,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should join this
movement in mutual cooperation so that it will expand to become a
global endeavor for reducing the occurrence of disasters.
I would like to end this presentation with two epigrams, which are
quotes by Goethe and Cicero on friends, friendship and solidarity. I
would like to emphasize friendship, solidarity and unity of journalists
from around the world, especially among those participating in this
World Journali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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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is so empty if one thinks only of mountains, rivers and cities,
but to know that there is someone who, though distant, thinks and feels
with us – this makes the earth for us an inhabited garden.” – Johann
Wofgang von Goethe

“Friendship make prosperity more shining and lessens adversity by
dividing and sharing it.” – Cicero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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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uh SANTOSA
Chairman of International Affair
Persatuan Wartawan Indonesia
Indonesia
Teguh Santosa is the Chairman for International Affair and Relations of
the PWI, Chief Editor for Rakyat Merdeka Online (RMOL) and founder
of KoreaKini.Com. He is also a lecturer in Islam State University in
Jakarta, teaching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nflict 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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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intro to Indonesia Media
Teguh Santosa
Indonesian Journalists Asscociation (PWI)

IN GENERAL Indonesia’s landscape has been reformed during the last
one and half decade. The reform had taken form not only in the field of
politics, but also in the field of economy as well as media.
This transformation has produced a new tradition where power is
defined by the strength in politics, economy and media. Thus power
can be obtained if someone has all of these three traits at the same
time.
This is the most notable and distinguished difference that can be seen
and scaled between the Soeharto time and the post-Soeharto era. Of
course, the rise of ICT and the invention of smart gadget also have
contributed a strong push toward the changing.

Under the New Order regime, started in the mid of 1960s until the fall of
Soeharto in 1998, power was unquestionably in one hand, Soeharto’s
and his circle’s hand. The regime controlled politics and reduced th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from 10 parties in the 1971 election to only
three parties in the 1977 election.
All candidates for the national and local parliament were scanned for
their political ideology. They were expected to hold what was specified
as the ideology of the state. If a candidate has what was defined the
opposite central power will remove his or her from the candidate list.
Every individual in Indonesia at that time was needed to be
“environmentally clean”.
This was how Indonesia got a rubber stamp parliament during New
Order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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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stability was another theme adopted by the New Order regime
since it was believed as the only requirement for the development
process. The central power, taken lesson from the previous era,
supposed it had to control the degree of differences among the people.
The quite similar treatment was applied in economy traits. All
businessmen were under the patronage of the New Order regime. They
were protected by the power and were given privileges in doing
business. Of course there was not a free privileges. In return they had
to support the power, meaning that they ha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or whatever to feed the power group.
The media too was controlled by the central power. The limitation of
freedom of speech was also taken for granted as the fundamental
aspect needed in keeping the stability.
Soeharto and his military circle orchestrated the press and media when
they were taking the power from the previous regime in 1965 up to
1968.

When he and his military circle was in power, they used the press and
media as pillars to support their power. Information was orderly
controlled and uniformed by the regime. Any wrong doing in reporting
or publishing the news would be punished. It could be the journalist
goes to the jail, or the media could be disqualified and prohibited.
Media Conglomeration: politics and economy practice
From the beginning of the New Order regime up to the end of 1980s,
there was only one TV station, which is TVRI. It was fully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In 1989, Bambang Trihatmodjo, one of Soeharto’s
sons, established the RCTI as the first private or non-governmental TV
station.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SCTV. The owner of
SCTV at that time was Sudwikatmono, Soeharto’s cousin.
Not long after that, Siti Hardiyanti Rukmana, the eldest kid of Cendana
family, followed his younger brother’s step in electronic media business.
She owned TPI.
103

Conference Ⅱ ㆍ Teguh SANTOSA

Another TV station at that time was ANTV owned by senior politicians
of the ruling party, Golkar Party, Aburizal Barkrie and Agung Laksono.
At the last but not the least, was Indosiar, owned by Sudono Salim. He
is one of Soeharto’s close friends.

Following the fall of Soeharto, the central power is no more exist. New
elites have occurred with convincing ability to concentrate politics,
business and media in their hand. Basically, power has transferred
from one-hand to many-hands.
At the beginning of the reformation era, right after the fall of Soeharto
up to 2000, the number of media companies in Indonesia had
substantially extended from 289, mostly print medias, to 1,881 in 2001.
After the fall of New Order regime there is no more special permit from
the government that need to be taken if a company wished to establish
a media. In addition to that, during the economic crisis from 1998 up to
the begining of 2000s the number of jobseekers was so high. The
collision of these two states was behind the mushrooming media.
But, many of them were not healthy medias in term of the quality of
journalistic reports and also in term of financial matters that they need
to have in supporting the publication. From the second half of the
2000s up to now the number of print medias has decreased. At the end
of 2010 it became 1,076 print medias across the country.
Now there are at least 13 conglomerate families that have substantial
control over Indonesian public space:
1. MNC Group owned by Hary Tanoesoedibjo with 20 TVs, 22 radios, 7
print media and 1 online media.
2. Kompas Gramedia Group owned by Jacob Oetomo, with 10 TVs, 12
radios, 89 print media and 2 online media.
3. Elang Mahkota Teknologi owned by Eddy Kusnadi Sariaatmadja with
3 TVs and 1 onlin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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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haka Media owned by Abdul Gani and Erick Tohir with 2 TVs, 19
radios, and 5 print medias.
5. CT Group owned by Chairul Tanjung has 2 TVs network, 1 online
media.
6. Beritasatu Media Holdings/Lippo Group owned by James Riady with
2 TVs, 10 print medias and 1 online media.
7. Media Group owned by Surya Paloh with 1 TV and 3 printe medias.
8. Visi Media Asia (Bakrie & Brothers) owned by Anindya Bakrie with 2
TVs and 1 online media.
9. Jawa Pos Group owned by Dahlan Iskan dan Azrul Ananda with
morea than 20 local TVs, 171 print medias and around 100 online
medias.
10.MRA Media owned by Adiguna Soetowo and Soetikno Soedarjo
with 11 radios and 16 print medias.
11.Femina Group owned by Pia Alisyahbana and Mirta Kartohadiprodjo
has 2 radios and 4 print medias.
12.Tempo Inti Media owned by Yayasan Tempo has 1 TV, 1 radio, 3
print medias and 1 online media.
13. Media Bali Post Group (KMB) owned by Satria Narada has 9 TVs, 8
radios, 8 print medias and 2 online medias.

Other than that, there are many others media groups. Eventhough they
are realtively smaller in size compared to the giants, but thay have
strong influence too in their locality.
Some of the media owners are also politicians. They are doing their job
relatively good in combining politics, economy and media.
Aburizal Bakrie, the owner of TVOne and ANTV, for instance, is the
current chairman of Golkar Party, one of the biggest political parties
and was the ruling party in New Order regime. Bakrie is also one of the
richest tycoons of the country.
Surya Paloh, the owner of MetroTV is also another example. He wa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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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kar Party until couple years he left the party and established a new
party named Nasdem Party. His new party is one of the parties in the
coming parliament.
Hary Tanoesoedibjo is well known for his braveness in taking over the
TV station from one of Soeharto’s childrens. He is now taking a side in
one of candidates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se three media owners and politicians are examples of how
economy, politics and medias, can be centered in someone’s hands.
The Rise of ICT
The second half of 2000s was colored by the rise of ICT. In 1999 the
Internet users in Indonesia was only 500.000 people. Most of them
connected to the Internet during the office time. In 2002 it became 2
million and in 2002 it became 4.5 million users, equal to 4.24 percent of
the national population.
A decade later in 2012, the users of Internet in Indonesia has becomes
55 millions users or 22.1 percent of the population out of 245 million
people. The data is taken from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s release in October 2012. They connect to the Internet
using the office facility, at home, and mobile phone, everywhere and
every time.
In 2011, Yahoo! Inc.’s release concluded that the social networking is
the most activity done by Indonesia in the Internet (89 percent),
followed by browsing the portals (72 percent) and reading the news
from particular news websites (61 percent).
In April 2012,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released
a data said that 44,6 million of Indonesian are the Facebook users. And
around 19,5 millions are also using the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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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on the Truth in the Internet
It is now the time to question the practice of journalism when social
media is the king of information and the most factor in creating the
public opinion.

After the fall of Soeharto, there is a big different in term of journalism
practice in Indonesia. The law to protect the press freedom was
enacted in 1999 as well as the free Press Council.
The journalists are given a freedom to form association. Today there
are more than 20 journalists associations. Seems like the number is
getting more and more every year. The type of journalists associations
are varied based on its focuses and working field backgrounds.
In addition to that the Press Council has drafted the Guidance of Cyber
News in 2012.
There is also a need for journalists association to increase its
member’s skill in journalism. PWI, for example, since the last three
years up to now is still doing qualification tests for its members all over
the country.
Nevertheless, the question about the truth still remains; given to the
situation that anyone, not only journalist, with any kind of interests and
motives has a very maximum access to the Internet.
And yet, there is no more passive audience, the ones that only receives
informations from others. Nowadays everyone is a story producer.
Some use his or her real identity. While some others and the number of
this category is much higher, keep it anony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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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Washington City Paper
USA
Aaron Wiener is a staff reporter for the Washington City Paper in
Washington, D.C., where he covers a range of issues, from
development and transportation to poverty and economics to housing
and homelessness. Prior to joining the City Paper, he served as editor
of The Washington Independent, web editor at The Washington Post,
and a correspondent for the Los Angeles Times in Berlin. He has written
for Slate, Foreign Policy, Monocle, Next City, The New Republic, and
other publications. He graduated from Yale University with a degree in
history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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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ght in the Web: The Internet's Challenges for Old
Publications in the New Media Era."
In 2008, I moved to Washington, D.C. to join a news startup called The
Washington Independent. It had launched just a few months earlier
with an aim to tell the big news stories of the day, online only, with
realtime updates and analysis by integrating blogging into the reporting
and reading experience. Blogging is now part of nearly every major
news organization, but at the time it seemed like a novel approach. It
worked in the sense that it produced some great stories (and reporters
-- they’ve since moved on to papers like The New York Times and The
Washington Post) and helped change the way people approached
journalism on the web. It didn’t work in the sense that it never really
made money, relying on a donation model because web ad revenue
was so difficult to generate. The paper folded less than three years into
its existence.
These days, I write for the Washington City Paper, which, in a sense,
has the inverse problem. It’s a weekly paper whose revenue and
reputation depend on its print edition. But as the internet continues to
encroach on new spheres once dominated by print papers -- Craiglist
wiped out most local papers’ hugely important classified ad revenue -papers like the City Paper are shrinking. Just 10 years ago, the paper’s
staff was several times as large as it was now, and the paper itself was
quite a bit heftier.
The principal challenge for newspapers in America, as elsewhere, is
how best to navigate the dual pressures of the internet age: the need to
compete in a round-the-clock environment and the need to make
money in the process. The two often conflict. No one has yet hit upon
the perfect solution.

Of course, this isn’t what most readers worry about; from their
perspective, things have never been better. Even 10 years ago,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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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the age of internet dominance, the City Paper barely had a web
presence. Reporters wrote a weekly story for the paper -- a leisurely
schedule I certainly envy, but not one that best serves the residents of
a city where news does tend to occur more than once a week. Stories
were longer, denser, more difficult.
These days, we’re a smaller staff, but we produce a lot more coverage.
I still write a weekly column, but I also have a blog on which I post two
to five times daily. Competition comes not just from other local papers - which, admittedly, are fewer in number than they were several years
ago -- but from several smart blogs that flood readers with news. And
readers don’t even have to seek out those sites; a halfway decently
curated Twitter feed will supply all the news that’s fit to consume, and
then some.
That means a lot more choice for readers, which is great for them -- as
long as that freedom of choice doesn’t eliminate too many of the actual
options. I recently spent a year writing for the Los Angeles Times in
Berlin. The paper didn’t have a proper Berlin bureau; I, as a freelancer,
was it. My boss was the paper’s London bureau chief, which is to say
he was the only actual L.A. Times staffer in Europe, dashing around the
continent to cover the big news.
But having one staff writer in Europe actually put the L.A. Times ahead
of most of the competition. Major regional papers, from the Boston
Globe to the Chicago Tribune, no longer had any foreign bureaus. And
why should they? Thirty years ago, if you lived in Baltimore, you read
the paper that was delivered to your door each morning, the Baltimore
Sun. The Sun supplied your local news, and your sports news, and
your national news, and, yes, your international news. But then came
the internet, and suddenly people in Baltimore could read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verage from The New York Times, or the L.A. Times, or
the Associated Press -- all of which had bigger staffs covering
international affairs. So why would people keep getting their global
news from the paper that happened to be local? They would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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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didn’t, and so the Sun and other regional papers closed their
foreign bureaus and focused on their area of competitive advantage,
local coverage. Some have succeeded somewhat; others have stopped
printing, like the Seattle Post-Intelligencer and the Rocky Mountain
News.
Before long, it’s likely that most newspapers will lose the “paper”
portion of their identities and move fully to the internet. No one knows
exactly what this will mean for the future of news. Doomsayers predict
the end of professional journalism, at the hands of a network of
amateur blogs that give people what they want -- wide coverage, with
lots of opinion, for free -- but at the expense of accuracy and true
enterprise reporting. Others say blithely that good reporting will always
be in demand, that a new profit model will inevitably work itself out and
the internet will deliver news in a way that serves readers better than
the news business ever has before.
The fact is, we just don’t know. What we do know is that even in the
face of uncertainty, we have to take advantage of the new tools
available to us or become irrelevant. Twitter is not only the main way
many reporters promote their stories; it’s also one of the principal ways
we gather news. RSS feeds are basically obsolete. Email news alerts
generally lag behind social media. Twitter is king -- for now. At some
point in the not-too-distant future, it’ll likely seem as old-fashioned as
AltaVista and MySpace do these days. But as long as it’s one of the
main tools for gathering and disseminating information, news
organizations are doing all they can to use it effectively.
These are good times for news coverage. They’re just not good times
for news organizations or for reporters. I look jealously at the
Washington City Paper reporters of a decade or two ago, who wrote
weekly instead of several times a day, who saw their colleagues grow
in number, who got to expense meals and trips routinely, and who got
paid more, too. I may not have the same financial resources at my
disposal, but I have many more information resources.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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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isNexis, online city databases and court records, social media, and
of course Google, I can research in an hour from my desk what once
took reporters days and multiple trips to accomplish. Likewise, the
stories I write can help reporters elsewhere in the city, country, and
world research their own work. Just last month, a reporter for the
leading Swiss newspaper, working on a story on socioeconomic
changes in D.C., found my work online and solicited my advice over
coffee. I hope his story will be better off for it.
The challenges to journalism posed by the advent of new ways of
delivering content and ads are confronting newspapers around the
country. Elsewhere in the world, the changes may not be so severe -yet. In Berlin, home to a host of daily newspapers not enjoyed by any
American city anymore, about half the morning commuters on the
subway read the newspaper. In print, the old-fashioned way. Maybe it’s
a cultural thing: Writing and literature have always held an important
place in German society, perhaps more than in America. Or maybe it’s
a technological one: The transition to online forms of news delivery
could just be taking place more slowly. We in America tend to harbor a
sense of resignation that the changes that are undoing our papers are
inevitable elsewhere as well.
I look forward to speaking with many of you this week and learning
about how your experience compares to mine. One of the benefits of
an increasingly globalized, web-connected world is that we get to share
ideas. Let’s hope that means that if one news organization -- in
America, in Korea, or elsewhere -- hits upon a way to make the news
business work for both readers and the company’s bottom line, we can
all share in those lessons and benefit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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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Ⅰ
발제자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한국

학

력

주요경력

1986
1988
1995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
미국 콜로라도대 정치학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1995~1998
1998~2004
2003
2003~2005
2004
2005~2009
2006
2008
2008
2008~2010
2011.1~3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한국정치학회 섭외이사
외교통상부 자체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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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한국캐나다학회 부회장
태국 출라롱콘대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초빙연구원
일본 게이오대 법정대학 방문교수
한국정치학회 한국-태국 학술교류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포럼 위원
한국세계지역학회 부회장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2011.4~6
2009~현재
2010~현재
2010~2013
2013~현재
2004~현재
201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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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의 공공외교
세계기자대회 / 2014. 6. 16
-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유현석 먼저 글로벌 시대의 공공외교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계신 세계 각국의 언론
인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공외교의 시대입니다. 국가의 강약을 떠나 많은 나라들이 국제사회
에서 국익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교’라는 용어는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대외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외교행위를 전통적인 의미에 한정 짓자면 한 나라가 특정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양자외교’와 환경문제
나 대량살상무기 제어 및 국제사회의 제도나 규범을 만드는 측면에서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외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한 나라의
정부가 상대국 정부가 아닌 상대방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자국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
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일컫습니다. 또한 이
를 통해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
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외교라는 새로운 외교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 1차적 배경은 기존의 정부
중심 외교의 한계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의 9/11 사태를 기
점으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전통적 방식의 외교활동으로는 국제사
회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느끼게 되었
고 자연스레 새로운 국력 요소인 문화, 예술, 미디어 등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방안인 공공외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대한민국에게도 공공외교는 중요한 아
젠다입니다. 중견국을 자임하는 한국으로서는 군사력 등 기존의 하드파워식
몸집 불리기 경쟁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전세계에 거
세게 불고 있는 한류의 바람과 한국 특유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경험들
또한 세계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컨텐츠이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인 공공외교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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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의 진화
공공외교의 역사는 짧지만 그 내용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그
주체와 대상, 주요수단 및 목표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
니다. 먼저 공공외교 1.0은 공공외교에 대한 초기 개념으로, 한 나라의 정부
가 상대국 대중을 상대로 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자국을 선전하고 홍보하
는 수준의 활동을 일컫습니다. 미국의 해외 대표 방송국이었던 Voice of
America 등 냉전시대에 유행했던 국가간 선전 방식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보다 한 단계 발전한 공공외교 2.0은 현재 상당수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
는 대민 외교 방식입니다. 단순히 자국을 선전하는 차원을 벗어나 나라와 나
라 사이에서 문화, 예술, 인적 분야의 ‘교류’라는 이름을 통해 쌍방향 소통
을 행하는 과정에서 상대국 대중들이 스스로 우리의 매력을 알아갈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는 곧 교류를 행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
인 전제입니다.
최근 들어 경쟁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중국의 공자학당이나 한국의 세종학당
설립이 공공외교 2.0활동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가진 깊
숙한 매력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일은 그 나라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언어
를 보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외교의 가장 진화한 형태이자 21세기형 공공외교사업 유형이라 불리우
는 공공외교 3.0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
보편적인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인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사회적 기업 등 전세계가 당면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
를 이끌어 나가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국제사회에 제언하는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한 나라의 국격 및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여기서 공공외
교 3.0사업들의 대상은 기존의 상대국 대중을 넘어 자국 대중과 더 나아가 세
계 시민들로까지 확장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125

특강 Ⅰ ㆍ 유현석

주체
대상

공공외교 1.0
정부
상대국 대중

주 관심 선전 및 홍보
유형
주요
수단

일 방 형 , Top-do
wn
미디어

목표

상대국 국민 의식
변화, 선전

사례

냉전형 공공외교
(미국의 대 소련
선 전 활동 , Voice
of America)

공공외교 2.0
정부 및 국민
상대국 대중

공공외교 3.0
정부 및 국민
상대국 대중, 세계 시민,
자국 대중
국익 추구
글로벌 기여 (넓게 정의
된 국익)
일방형, 양방향, 수 Bottom-up, 네트워크
평형
문화교류, 언어교육,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인사교류
국제적 노력지원 (지적
리더십, Convener
역할)
국가 이미지 제고, 국격 및 국제적 위상, 규
우호적인 외교환경 범 권력
조성
일본, 중국, 한국 등 북구 소국 및 캐나다 등
(공자학당, 세종학당 (대인지뢰금지조약을 이
, 초기의 Japan Fou 끌어 내기 위한 캐나다
ndation)
정부의 활동) e.g. Singa
pore International Fou
ndation “Making Frie
nds for a better world
”

공공외교 3.0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예로는 전세계 분쟁지역에서 중
재자 역할을 통해 평화 수호자의 이미지를 구축한 노르웨이, 대인지뢰금지조
약 등 인류보편적인 가치의 제고 활동을 추구하는 캐나다 등을 꼽을 수 있습
니다. 이들의 활동 속에는 이를 행하는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는 존재하
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해외 원조기관인 Singapore
International Foundation의 비젼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친구를 만들기
(Making Friends for a Better Worl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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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대외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서 세계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국가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사업들보다 한 차원 높은 공공외교
사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외교: 한국국제교류재단(The Korea Foundation)
그렇다면 공공외교 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저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 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활동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선도적인 독립, 비영리
기관입니다. 재단의 주요 미션은 우리의 전통 및 현대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
교류, 언어•역사•현대 정치경제 등을 포함하는 한국학 진흥을 통한 학술교류,
그리고 양자 간 포럼 및 여론주도층 대상 초청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인적교류
를 증진함으로써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친구(Friends of Korea)를 만드는 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1년 설립 이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쌓아온 업적들은 놀라운 것들이었습
니다. 전세계 76개 해외 대학에서 113석의 한국학/한국어 교수직을 설치하
였고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영국박물관 등 10개국 28개 해외 박물관
에 한국실 개설을 주도하면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기관이 한국국제교류재단입
니다.
이러한 과거의 빛나는 성취를 기반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공공외교의 세계
적 흐름에 걸맞는 공공외교 3.0 사업을 개발하고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제가 21세기형 공공외교 사업들이라 칭하는 이러한 사업유형은 IT기
술에 기반한 공공외교와 PPAP(Public-Private-Academic Partnership) 협
업 기반 공공외교 등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한국을 깊이 알고자 하는 전세계 학생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관련 실시간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차세대 한국학자들의 온라인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하는 KF Global e-School 사업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
세계 공동의 대응을 주도하고 이에 대한 세계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어 2013년까지 6회 실시한 KFGS (Korea Foundation
127

특강 Ⅰ ㆍ 유현석

Global Seminar)가 대표적인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
다.
저는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대의 공공외교 3.0 사업수행을 위해 우리 한국국
제교류재단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추구한다는 다
소 의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외교 3.0사업
은 국경을 넘어선 세계시민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과 더불어, 그 수행주체인
자국 국민들을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민의 지지없이는 한
나라의 공공외교를 추진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자 새로운 공
공외교 3.0사업의 수혜자이자 주체로 떠오른 국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대한민
국 공공외교사업의 폭과 깊이를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재단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세계적인 싱크탱크와 박
물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KF Global Internship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재단 주최하는 각종 사업들을 실시간으로 국민들
과 공유하는 웹기반 생중계(Web Casting)를 병행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재단의 공공외교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재단이 추구하는 21세기형 공공외교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으로서 금번 2014 세계기자대회가 이 자리에 참석
하신 세계 주요 저널리스트들께서 한국 정부의 공공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한
국 문화, 사회, 사람들에 대하여 보다 많이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한국이 여러분들의 글을 통해 더
많은 세계인들과 공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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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특강 Ⅱ
발제자

조태용
외교부 차관
한국

학

력

1979. 2.
1983. 6.

서울대 정치학과 졸
영국 옥스퍼드대 연수

주요경력

1980. 8.
1984. 7.
1990. 1.
1993.12.
1997. 2.
1998. 8.
1999.12.
2002. 2.
2003. 4.
2004. 2.
2006. 2.
2007. 1.
2007. 8.
2009.12.
2011. 8.
2013. 5.
2014. 2.

외무부 입부 (80.4. 제14회 외무고시)
주국제연합2등서기관
주이라크1등서기관
주미국1등서기관
북미2과장
북미1과장
주태국참사관
북미국제2심의관겸장관보좌관
대통령비서실 파견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장
장관특별보좌관
주아일랜드대사
의전장
주호주대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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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발표자료

콘퍼런스 Ⅰ
사회자

박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유엔평화학과 석좌교수
前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한국

박진은 현재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21세기 글로벌
리더십과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에서 특강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석좌교수로 재직 하고 있다.
박진은 서울 종로 출신으로 제16대, 17대, 18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국제통으
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였으며, 외교통상통일위원장, 국방위원, 정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지식경제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박진은 서울법대 재학 중 외무고등고시에 합격, 이후 국비유학생으로 하버드
대 케네디스쿨을 거쳐,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
진은 문민정부에서 대통령 공보,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미국 뉴욕대 법학석
사로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밀알복지재단후원회장, 한영
협회 회장과 한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서울국제포럼과 아시아비전포럼
의 회원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 워싱톤 우드로우 윌슨 센터의 글로벌펠로우
(Global Fellow)로써 활동하고 있으며 영국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지휘관 훈
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박진은 대한민국 해군장교로 복무하였으며, 남북통일과 해양강국의 꿈을 가
지고 있다. 의원시절 별명은 “돌고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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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원
TV조선 정치부장
한국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BCSIA)의 초빙연구원을 역임했다.
- 1993년 조선일보에 입사 후 주로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

출입기자, 한나라당 취재반장, 워싱턴 특파원, 외교안보팀장을 맡아
활동했다. 현재 TV조선 정치부장을 맡고 있다. TV조선에서 ‘이하원의
토요 신통방통’을 진행하고 있다.
- 2006년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 포럼’의 한국측 대표단에 선정됐으며
서울과 워싱턴DC 도쿄 하와이에서 열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브루킹스 연구소, 맨스필드 재단, 국제교류재단,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국제회의에 참가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전문가들과 동북아시아,
한미관계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 저서로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관계><조용한 열정, 반기문 >(공저)
<세계를 알려면 워싱턴을 읽어라> <시진핑과 오바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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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 먼디
파이낸셜 타임즈 남북한 통신원
미국

사이먼 먼디는 2012년 7월 FT(파이낸셜 타임즈) 한국 특파원으로 서울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런던 주재 기업 취재원으로 근무하며 기술, 통신 부문을 담당했고
그 후 영국 금융사에서 일했습니다. 2010년 7월부텨 2011년 1월까지
요하네스버그 파이낸셜타임스 소속으로 근무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입사 전에는 남아공 국영신문 ‘비즈니스데이(Business
Day)의 기업 취재원으로 근무하며 주로 광업과 통신 부문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에딘버러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해 1등급 학위를 취득했으며 재학 당시
‘올해의 스코틀랜드 학생기자상’을 수상했고 ‘가디언(Guardian) 올해의
학 생 칼 럼 니 스 트 상’, ‘ 앨 런 라 이 트(Allen Wright) 예 술 저 널 리 즘 상’
수 상 자 로 추 천 받 았 습 니 다 . 2010 년 파 이 낸 셜 타 임 즈 ‘ 샌 더 톤 스
펠로 우십(Sander Thoenes Fellowship)’ 외국 기 사 부 문 을 수 상 했고
2013년에는 미 국립 언론재단(US National Press Foundation)의 ‘로렌스
스턴 펠로우십(Laurence Stern Fellowship)’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Twitter handle: @simonmundy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zmar Sukandar
+852 2905 5515
azmar.sukandar@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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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도전과 장애물
한반도의 분단은 냉전의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이자 미국과 구 소련간
의 전략적 경쟁이 초래한 결과였고 한국 국민들은 이를 무력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통일에 대한 전망은 더욱 암울해 보입니다.
분단 후 거의 70년이 흐른 지금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방안은 오리무중입니
다.

사견이지만 현 북한 정권이 평화통일에 동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김정
은과 그의 측근들은 평화통일이 되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구금되
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는 듯 합니다. 유감이지만 저는 김정
은 정권의 전복을 통해서만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가능성은 김정은의 암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과 마찬
가지로 최측근이 단독으로 암살을 시도하거나 1944년 아돌프 히틀러의 암살
기도와 같은 고위층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 고위층 내에는 이
미 분열과 반대의 조짐이 있습니다. 장성택 처형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피해
망상이든 분별력 때문에서든 김정은이 심지어 정권 내 최측근조차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정권의 한 관료가 외
국 지인과의 대화 도중 김정은을 심하게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주민의 봉기입니다. 단, 북한 내에는 봉기를 주도할 시
민단체가 없다고 하니 가까운 시일 내에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하
지만 제가 아는 과거 1990년대의 탈북자와 최근 10년간 탈북자의 정권에 대
한 태도가 상반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1990년대 탈북자 분들께 북한의 선전선동을 믿느냐고 물었더니 “물론
믿지요. 달리 믿을 게 있나요?”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이 북한
을 떠난 이유는 대개 절박한 경제사정 또는 정권과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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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교적 최근의 탈북자들은 북한의 선전선동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밀수 DVD나 플래시드라이브로 외부세계의 정보, 특히 한국의 TV드라마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떠난 이유를 묻자 그 대답은 이랬습니다.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정권이 정해준 삶 대신 제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
다.”
또 기억해야 할 점은 북한주민 대다수가 생존을 위해 더 이상 정권에 의존하
지 않으며 주로 사거래를 통해 식품과 생필품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 저는 북한주민의 봉기 가능성이 1990년 즈음부터 높아졌다고 봅니다. 가
까운 시일 내에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겠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 뒤의 일이겠지만 설령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한반도 통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에 정통한 몇몇 이들은 중국
정부 내에서도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제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국경을 사이에 둔 통일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 된다는 점과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중국이 북한
내 새로운 정권을 지원하여 한반도 통일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한반도 통일을 열렬히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통일 후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될 것을 우려하지만 미국정부 입장에서도 통일 한국이 지금처럼 미
국과의 동맹을 필요로 할 것인지를 우려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훨씬 중요한 경제파트너가 될 것이고 미국은
더 이상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것입
니다. 이로 인해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이었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쌓아왔는데 한반도가 통일되면 러시
아의 북한항 이용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 모두와
관계가 매우 껄끄러운 일본은 한번도 통일 전망으로 인해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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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통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듭
된 구호와 함께 그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대박’이라는 단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대박’은 통상 정치인
이 아닌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속어입니다. 이 구호가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삼
았음이 분명합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상당수, 어쩌면 대다수 젊은이들이 주
로 비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통일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고령자와는 달리 젊은이 대부분은
북한주민과 개인적인 연고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강조하여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
려 했습니다. 그 이득 중 대부분은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일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불행하게도 유럽의 식민통치 계획을 떠올리게 합니
다. 또 젊은이들은 박 대통령의 논리에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통일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주요 우선과제는 수백만 북한주민이 일자리를 찾아 남쪽으로 몰려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통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정서가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빈민촌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범죄가 증
가하며 단순노동직 한국인들이 저렴한 북한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상황은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은 통일이 수년간의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동시에 국경으로 몰려와 한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주
장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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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이 계속해서 국경 북쪽에 머물도록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민간기업들이 대부분의 투자를
제공하려 하겠지만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이 막대한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려 한다는
조짐은 없습니다. 아시아연구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는
통일비용으로 100달러의 추가세금조차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친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 상황이 되면 즉각적인
통일전망이 국민들의 만연한 무관심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되고 통일 한국의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정부는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내용이 지나치게 비관적이었다면 사과 드립니다. 분명
저는 언제라도 한국이 통일되어 풍요로운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근데 역사상 가장 어려운 정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을 논의할 때 모든 당사자가 전적으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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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게이 스트로칸
Kommersant 출판사 정치 논평가
러시아
세르게이 스트로칸은 언론인이자, 수필가이며, 시인이다. 현재 러시아의의
신 문 “ 코 메르 산 트( 기 업인 )” 의 정 치 평론 가 이며 , 뉴 욕 에 서 방 송되 는
러시아의 소리의 주간 분석 프로그램인 “붉은 라인(Red Line)”을 담당하고
있다.
스트로칸은 시집 세 권을 출간한 바 있으며,

2010년 막시밀리언 볼로신

국제문학상 을 수상하 였고 , 러 시아 작가 협회 , 러 시아 언론인 협회 및
국제언론인협회의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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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비폭력 및 비핵화 논의
세르게이 스트로칸
러시아 신문 “코메르산트 (기업인)” 정치 평론가
한반도의 상황과 남북한 관계의 위험한 교착상태에 대한 안보 우려는 광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가와 저명 인사, 그리고 전문가와 정치 석학들이
수 세대 동안 논의해왔으며 현재도 논의 중인 주제이다. 냉전시대의 세계적
체제경쟁이 돌출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끔찍한 한국전쟁의 결과 적대적인
남북한 분단이 이루어진 지난 세기 1950년대 초기에 시작된 당사자 간의 한
반도 문제 논의는 상호 격렬한 언사를 교환하는 비난전의 형태를 취해왔다.
한반도를 두 개로 나누어버린 분계선이 설정된 이후 60여 년 동안 “한반도
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존적 핵심 물음은 21세기에서도 안
보문제에 관한 논의 주제이며, 6자 회담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이 조속한 해
결책을 강구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은둔국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하도록 하
는 일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노력은 흙과 먼지
가 날리는 비포장 도로가 이리 저리 구부러져 있고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져
숨이 가빠지는 험난한 길을 가는 것이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약간의 진전도
있었으나 무력 시위, 미사일 시험, 군사 훈련 등을 북한이 중요한 억지력으로
생각하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손상되고 묻혀버렸다. 진정한 협
상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강대국의 숨겨진 의도나 강대국 간의 경쟁, 그리고
대가를 불문하고 치명적인 무기와 운반체제를 개발하려는 북한 지도자의 탐
욕으로 인해 협상노력은 손상되었고 협상과정은 복잡해졌다.
이것은 40년, 30년, 20년 전의 상황인 동시에 오늘 날의 상황이기도 하다. 강
력한 생존본능을 보여주는 김씨 왕조의 북한이 사회경제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괴한 신스탈린주의 체제가 붕괴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6자 회담은 공허한 노력 혹은 끝 없는 숨바꼭질 놀이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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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본다면, 러시아 극동지역에 근접한 한반도에서의 군
비증강은 위험하기에 러시아 언론인들이 하품이나 하고 있거나 6자 회담이
교착된 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 문제를 파악하거나 더 낫게는 한국 문제의 매듭을 풀려고 하는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면서도,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온 북한의
도박성 핵 도발의 실체를 이해해야 한다. 우선 아주 평범하고도 슬픈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의 젊고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지도자가 등장하여 서방에
타협적인 입장을 취하고 남한에 대한 정책을 재설정하리라는 모든 기대는 물
거품이 되었다.
화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는 이 지역이 또 다른 대규모 군사갈등의 문턱
에 들어선 지난 봄에 사라졌다. 격랑의 지난 봄,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인이나
일본인처럼 북한이 시험한 탄도미사일 잔해가 러시아의 태평양 영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머리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
라, 러시아의 군 고위층은 러시아 군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의 미사일이 러시아의 영공에 잘못 진입할 경우 격추시킬 준비가
되어있다는 발표를 하여 당시의 일반 대중의 공포심을 진정시켜야 하였다.
그러나 한반도가 향후 수십 년은 아니라도 앞으로 수년 내에 세계의 화약고
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다. 첫째 이유는 공산당
국가 지도부의 공통적인 단순한 논리이다. 이것은 핵무기가 있으면 서방이 결
코 공격할 수 없다는 관념이다. 즉 핵무기가 사실상 일생 동안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은둔의 북한체제는 리비아나 시리아와는 달리 결코 외부로부터
의 군사개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의 새 지도자는 지난 4월 그의 야심에 찬 핵무기 개발계획을 밝히면서
이러한 이유를 내세웠다.

핵 무기에 북한 지도자들이 집착하는 둘째 이유는 북한이 핵 위협을 자신들
의 유일한 “전략 상품”이라고 깊이 믿고 있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사
실이다. 그들은 핵 위협이라는 상품을 효과적으로 서방과 거래하면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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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쌀, 연료 등 생필품을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경
제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과 기술을 갈구하는 처지이며, 핵 폭탄은 소
위 “불 바다”를 만들겠다고 이웃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인 동시에 손 쉽게
빵을 얻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핵으로 협박하고 6자 회담 당사국들과
끝 없는 술래잡기 놀이를 함으로써 북한은 꼭 필요한 식품과 발전소의 연료
등을 얻는데 효과를 보았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에게 그것은 “위협하여 식품을 얻는” 국제 사업
과 같은 측면이 있다.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실험을 “죽기 살기로 추진”할 수 밖에 없
는 셋째 이유는 북한체제의 이념적 기반과 관련되어 있다. 북한의 김씨 왕조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북한의 국가 철학인 자립을 의미하는 주체사상의 살아
있는 최고 현신(現身)이라고 포장하여 왔다.
현 북한 지도자의 아버지인 고 김정일은 자신의 집권 초반기에 북한 사람들
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책 몇 권을 출간하였다. 예를 들면, “주체사상에
관하여”라든지, “혁명과 건설의 주제 성격과 국가 성격의 보전에 관하여”
같은 것들이다.
김정일은 다른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한 것을 분석한 결과,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의 실패는 민족적 요인을 무시하고 국제주의에 치중한 것이 이유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김정일은 그래서 현대의 사회주의는 민족적 성격을 가져
야 한다는 최종결론에 도달하였다.
북한의 이념으로 보면, 대량살상 무기를 획득하는 것은 강력하고 번성하는 주
체국가를 건설하는 필수적인 사전조건이며, 미국과 미국의 지역 동맹국들에
게 호전적 자세를 취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방 언론들이 북한
을 강제노동수용소(굴락, gulag)라고 하지만, 수 년 동안 꿈쩍 않고 체제를 유
지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믿을 수 없을 정도
의 강인한 생존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위기를 예방하는 주요 메카니즘
이 이미 붕괴의 길을 걷고 있고, 세계 최대의 핵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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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글로벌 이슈에 대하여 서로 힘겨루기를 함으로써 이미 기능이 상실된
한반도 위기사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더욱 무력하게 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의 외교 핵심정책 연설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새로운 정
책을 상세하게 언급한 바 있으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반도에 미칠 위험에 대
해서는 거의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인 금년 봄 오바마
의 아시아 4개국 순방 시에도 북한에 관한 새로운 정책시도는 언급된 바 없
다.

그러나 세계적 강국들이 다른 세계적 강국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능하
지 않다. 제재란 채찍과 당근을 쓰는 정책의 도구 중 하나이며, 국제규범을 무
시하는 국가에 대하여 사용된다. 북한의 존재와 행태는 우리가 제로섬 게임을
해서는 안되며 이 시대의 중대 위협과 도전에 맞서서 우리의 노력을 결집해
야 한다는 사실을 냉혹하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북한은 우
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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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 타나카
교도통신 영어뉴스 리포터
일본
2001년부터 교도통신의 영어뉴스 리포터로 활동해왔으며 정치, 사회, 에너지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7-2008년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정권 당시에는 주로 국내정치를,
2009-2010년에는 외교정책 이슈를 담당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사고 이후에는 가동이 중단된 원전의 상황을
매일 보도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에너지 정책 관련 이슈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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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통일 지향
일본의 대북 기본입장
-- 일본은 아태지역의 현 안보상황이 갈수록 위중해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이라는 입장입니다.

-- 일본은 자국민 납북, 핵개발 및 미사일 이슈, 불행한 과거사 청산 등의 현
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여 대북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대북정책은 2002년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선언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습
니다.
-- 양국 정상은 평양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정치•경제•문화관계 수립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인 납북 문제
--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인 납북 문제는 여전히 대
북관계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주요 난제입니다.
--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본인 납북자는 총 17명입니다.

-- 한편 북한은 일본인 13명을 납북했다고 2002년에 시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5명이 본국으로 송환된 2002년 이후 일본인 납북문제는 실질
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 일본 정부는 북한이 납북자 전원을 송환하고 사건의 전말을 밝힐 것을 요
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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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과거사 청산
-- 북한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1910-1945) 하에서 한국인들이 겪은 고
통에 보상해줄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북관계 정상화 이후에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
본정부의 입장입니다.

북핵 및 미사일 이슈에 대한 일본의 대응
-- 일본은 북한 핵실험이 유엔안보리의 관련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해왔습니다.
-- 북한 핵개발 및 미사일 활동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와 별도로 일본은
물자•사람의 이동 등을 일방적으로 제재해왔습니다.
-- 일본은 미국, 한국과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지향
-- 특히 민간 차원의 남북대화 확대
-- 남북대화 증진을 위해 안정되고 평화로운 역내 환경 조성

일본의 역할
 한반도의 평화통일 지원을 위한 일본의 역할과
관련하여 당사국 논의 참여
 대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 강화
 기타 이웃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 구축
 한반도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노력 강화
149

콘퍼런스 Ⅰ
발제자

샤오휘 왕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 편집장
중국

샤오휘 왕은 1965년 8월 중국 랴오닝성 차오양 출생입니다. 1987년 중국
남개대학 졸업 후 신화통신사에 입사하여 통역, 외국연락사무소 부소장,
해외뉴스정보서비스 센터장, 신화통신 런던지부장, 신화파이낸셜홀딩(HK)
부사장 및 차이나닷컴(China.com) CEO를 역임했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중국인터넷신문중심(중국망) 부국장이 되었습니다. 2013년 5월 이후
중국인터넷신문중심 편집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하와이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했으며 중국 각지 고위관료들의 통역사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영-중
인터넷 원탁회의(UK-China Internet Roundtable)’ 및 ‘미-중 인터넷
포럼(US-China Internet Forum)’과 같은 다수의 국제포럼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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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인이 바라보는 한반도 평화통일
안녕하십니까,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왕 샤오후이라고 합니다. 현재 10개 언어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멀
티미디어 웹사이트 ‘중국인터넷 신문중심’에서 편집국장직을 맡고 있습니
다. 2014 세계기자대회에 참석하여 발표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
다.
주최측에서 요청하신 대로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
릴까 합니다. 제가 한국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자로서 제 동료들과 함께 한
반도 통일 과정의 모든 진전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왔습니다. 한반도 통일
은 역사적, 군사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 복잡하고도 복합적
인 이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한반도는
통일되어야 한다고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특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다룬
TV방송을 볼 때마다 저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백발의 형제, 울부짖
는 어머니와 아들,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은 언제나 보는 이의 가슴
을 짠하게 만듭니다. 판문점을 사이에 둔 이산가족들의 심정이 어떨지는 충분
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 통일에는 아직 수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압니다.
1. 냉전의 후유증
2. 한국전쟁과 오랜 분단으로 인한 심리적 격차
3. 서로 다른 정치 체제
4. 경제개발의 차이
5. 주요국들의 영향력 및 상호작용

지금 말씀 드린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남북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다
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6자회담 재개
2. 냉전시대의 사고방식 탈피 및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3. 이산가족 상봉 체계를 시작으로 인적 교류를 위한 문호개방
4. 경제개발 및 협력
5. 통일 과정에 한국문화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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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또한 힘을 모아 한반도의 비핵화, 평
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통일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
내외귀빈 여러분, 한반도의 현 상황은 과거의 유산입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
하려면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소설 〈삼국연의〉
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하는 분열이 오래되면 반드시 통일이 되고 통일
이 오래되면 반드시 분열된다’. 한반도는 충분히 오랫동안 분열되었으며 세
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포격을 멈추고 협상테이블로 되돌아와야 할 때입니
다. 현 상황의 타개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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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한국

학

력

주요경력

2003.1
96.8
92.8
80.2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미시간주립대 전기통신과정 수료
연세대 산업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항공대학교 항공통신공학과 졸업

2013.3.25
2012.1
2009.12-2011.12
2007.11-2009. 6
2005.11
2005. 9
2004. 7
2003.12
2003. 2
2001. 3
1998. 9
1998. 1
1980. 4

2013.3.25 現 미래창조과학부 2 차관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
미국 벨연구소 특임연구원
성장사업부문장 (상임이사 KT부사장)
R&D부문장 (상임이사 KT부사장)
성장전략 부문장 (KT전무)
신사업기획본부장 (KT전무)
기술본부장 (KT전무)
마케팅기획본부장 (KT전무)
e-Biz사업본부장 (KT상무)
KTAI(뉴욕법인) 사장
네트워크본부 네트워크전략팀장 (상무보)
제15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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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윤
코리아타임즈 편집부국장
한국

심재윤은 한국 최초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어신문 ‘코리아타임즈’의
편집부국장입니다.
현재 정치부장으로 청와대, 외무부, 국방부, 국회, 기타 안보•외교•정치기관
및 인사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990년 코리아타임즈에 입사하였으며 정치부에서 약 10년, 경제부에서 8년,
문화•스포츠부에서 약 4년, 온라인부에서 2년간 근무했습니다.
2006-2007년 영국캠브리지대학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동아시아
지역안보를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연구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후원으로 캠브리지대학 한국학 강좌 개설에 기여했습니다.
코리아타임즈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전쟁상황에 대한 정보를

외부세계에 알릴 목적으로 창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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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 레슬리 캠벨
Sekun Jalo Inolependent 신문 나이트 뉴스 편집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작가 겸 기자인 캐롤 캠벨(Carol Campbell)은 20여 년간 출판매체 업계에
종사해왔습니다. 1994년 남아공의 민주주의 전환을 취재했고 그 이듬해 교육
관련 보도로 ‘영국문화원상(British Council Award)’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남아공 그레이트카루(Great Karoo) 지역의 당나귀 수레족을 소재로 한 그녀의
소설이 지난해 출간되어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남아공의 주택위기를
다룬 두 번째 소설이 11월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문학축제 및 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공 더반의 지역신문 ‘더 머큐리(The Mercury)’지
소속으로 기자의 작문 능력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
2013년 3월, 첫 번째 소설 〈우리 아이들에겐 얼굴이 있다(My Children have
Faces)〉 가 출 판 사 Umuzi 에 서 출 간 되 었 습 니 다 . 이 소 설 은
아프리 칸스 어 (남아 공 공용 어 )로도 번 역되 었습 니다 . 남아공 서점 체인
‘ 익 스 클 루 시 브 북 스 (Exclusive Books)’ 의 ‘ Homebru Book’ 으 로
선정되어 전국 모든 매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되고 있습니다. 첫 출간
이후 한 달 만에 개정판이 나왔으며 현재 제4차 개정판이 판매 중입니다.
남아공 주간지 ‘선데이타임즈(Sunday Times)’로부터 별 다섯 개를 받은 몇
안 되 는 소 설 이 기 도 합 니 다 . 본 인 은 2013 년 프 란 스 후 크
문 학 축 제 (Franschhoek Literary Festival)와 미 드 랜 즈 문 학 축 제 (Midlands
Literary Festival) 및 프린스앨버트 리스피스(Prince Albert’s Leesfees)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남아공 농촌지역의 주택위기를 다룬 두 번째 소설 〈에스더의 집(Esther’s
House)〉이 현재 출판사의 편집 과정에 있으며 올해 11월 출간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번역본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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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을 지나: 디지털 세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신문 ‘퀘스트’를
신문은 지난 160여 년간 남아공의 가장 대표적인 언론 매체였습니다. 모든
주요 도시에는 조간신문과 오후신문 및 주말신문이 있고 유력 지역지와 전국
지 등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독립•국영 라디오방송국 및
TV채널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공의 언론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비판적입니다. 과거 인종차별정
책 당시에는 주로 영국언론이 정부를 비판하여 많은 언론인들이 체포되거나
심지어 살해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남아공 민주화 이후의 상황은 과거만큼 끔
찍하지 않지만 최근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언론
인들이 맞서 싸운 덕분에 현재 큰 제약 없이 보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신문은 전세계의 신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
면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언론에 적대적인 정부보다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과 그로 인해 빠르게 늘어나는 인스턴트 뉴스 웹사
이트가 신문의 발행부수를 잠식하고 있으며 때로는 전문 언론이 불필요하다
는 인상까지 줍니다.
남아공의 유력 영어신문사에게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
산층 신문독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이용할 여력이
있으며 데이터 비용을 지불합니다. 신문은 손가락에 잉크가 묻어나고 기사는
우편함에서 신문을 꺼내거나 슈퍼마켓에서 신문을 구입할 때쯤이면 이미 때
늦은 소식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현재 신문 판매부수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
니다. 한때 잘 나가던 신문은 시간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으며 신문 매체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언론사주들이 비용을 절감하자 그 결
과 고위급 간부들이 대거 회사를 떠났고 투자 부족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남아공의 모든 출판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공의 신문 사업은 그 배경이 복잡합니다. 신문사의 기반 지역, 구독자층,
출판언어에 따라 발행부수가 크게 오르고 내립니다. 신흥시장의 참여 및 교육
열의가 높아지면서 언론 환경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국가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 신문을 접하게 되는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인터넷 뉴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거
나 뉴스 구독을 위한 IT기기를 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높은 데이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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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신문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 같지
는 않습니다.
데이터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인쇄 매체는 온라인 뉴스로의 순조로운 전환과
지속적인 수익 창출 방법을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주요 언론사의 숙련된 기자들은 자신의 기사에 동영상과 음성을 삽입하
여 온라인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 생생한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기자들은 트위터를 이용하며 신문사에서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신문사의 주 수익원은 아직까지도 종이신문 판매입니다. 앞으로
남아공의 신문업계와 오랫동안 비판적 감시자로서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변화
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벼랑 끝에 서서 격렬한 변화의
급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급류를 건너 맞은편 산으로 올라가야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 방법을 모릅니다. 바라건대 머지않아 누군가
우리에게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줬으면 합니다. 설령 날개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밧줄로 만든 다리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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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1사회부 기자
한국

영남일보 1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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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시대의 글로벌 저널리즘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글로벌 저널리즘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어느 한 나라
나 지역의 신문이 해당 지역의 독자,시청자가 아닌, 세계 전역의 독자를 대상
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 언론의 부끄러운 모습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바라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각이었다. 국내 언론사
의 잇단 오보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이 취재에 소극적으로 응하면서
상대적으로 해외 언론사에 대한 취재를 적극적으로 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국내 네티즌도 해외 언론에 관심을 갖고 SNS를 통해 해외 언론의 보도
도 함께 공유했다. 해외 언론은 국내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못한 의
견도 표출했다. 방송인이자 작가인 메리 데제브스키는 영국 가디언지에 쓴 칼
럼을 통해 "서방에서는 믿을 수 없는 국가적 참사에 대한 국가 지도자의 늑장
대처에 대해서 그들의 지지율이나 자리 보전은 불투명하다”며 정부의 대응
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한편 2010년 튀니지에서 발생한 재스민 혁명에서는 언론보다 SNS가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튀니지 중부에 있는 한 소도시에서 노점상을 하던 한 26세
청년의 분신 소식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타고 퍼지면서 이 도시의 이름
‘시디 부 지드’가 해외에 알려졌다. 언론,인터넷 통제의 대표적인 국가인
이곳에서 SNS를 매개로 한 국민의 결집이 가능했던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무기는 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법이다. SNS를
이용하면 정보가 단 1~2분만에 대한민국에서 태평양 건너로 이동할 정도로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경우, 겉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뉴미디어의 흐름을 타는 것 못지않게 보도에 있어 더욱 신중한 태
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SNS를 비롯한 뉴미디어를 글로벌 저널리즘에 활용하는 것은 변하는 독자, 시
청자의 정보 소비형태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전세계의
독자가 지켜보고 있는 만큼, 내용에 대한 책임감은 더 커질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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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존 데이먼
BBC 월드서비스 진행자
영국

댄 데 이 먼 (Dan Damon) 은 BBC 월 드 서 비 스 의 시 사 전 문 프 로 그 램
‘ 월 드 업 데 이 트 (World Update)’ 와 팟 캐 스 트 ‘ 월 드 업 데 이 트
데일리커뮤트(World Update: Daily Commute)’의 진행자입니다. 올해에는
1차세계대전의 근대적 유산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는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내이자 카메라맨인 시안 데이먼(Siân Damon)과 함께 프리랜서 뉴스
팀으로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전 세계 를 누 볐습 니다. 이들 부부는
헝가리로 건너가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및 구소련의
해방과 가두시위를 보도했습니다. 댄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의 분쟁,
제1차 걸프전 당시의 바그다드,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쟁 중에는 카타르의 연립정부 중앙사령부에서 전시상황을
전 했 습 니 다 . 2004 년 부 터 2010 년 까 지 이 라 크 에 서 몇 가 지 임 무 를
수행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부티, 소말리아, 우간다, 케냐, 북아일랜드,
바티칸시국, 한국 및 미국에서 현장중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000년,
2004년, 2012년에 미국 대선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1974년 BBC 음향엔지니어로 방송업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978년
웨 일 즈 로 건 너 가 오 전 시 사 프 로 그 램 을 맡 았 습 니 다. 이 때 방 송 중 에
웨일즈어를 배웠습니다.
1980년 대 중 반까 지 위 성 방송 사 의 범유 럽 뉴 스프로 젝 트 에 참여 했 고
스칸디나비아 최초의 상업채널인 Scansat TV3의 초대 뉴스편집장이
되었습니다.

187

1998년부터 2000까지 학업을 병행하여 민족주의학과 국제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때 얻은 지식을 2011년 9/11 이후 2002년 월드서비스의
인권 관련 특별시리즈에 활용했습니다. 현재 영국 런던대학
동양• 아프리카스쿨(SOAS)에서 한국뉴스언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댄의 팀은 영국 왕실 결혼식 보도 로 소 니황금상(Sony Gold
Award) 을 수 상 했 습 니 다 . 2013 년 팟 캐 스 트 ‘ 월 드 업 데 이 트
데 일 리 커 뮤 트 ’ 는 미 국 샌 프 란 시 스 코 ‘ 스 티 처 어 워 드 (Stitcher
Awards)’에서 ‘올해의 뉴스팟캐스트’ 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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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지 못한 미래: 인터넷 기반 디지털 기술에 의한
영국 방송뉴스의 변화”
디지털 신기술은 여러 측면에서 영국의 방송뉴스 매체에 영향을 미쳐왔습니
다. 예를 들면 뉴스 취재와 다양한 방송 포맷,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컨텐츠
제작, 사용자 제작 컨텐츠(UGC)와 같은 시청자 참여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뉴스 사건이 발생할 때면 누군가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
라로 촬영한 영상을 전세계로 전송합니다. 고성능 휴대폰을 이용한 시청자 제
보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지만 디지털 신기술 또한 전문 방송기자의 작업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BBC가 보유한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 가운데 자
체 앱스토어(Appstore)는 BBC 기자들이 내부 비디오 서버에 모바일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AP통신에서 개발한 전자뉴스제작시스템(ENPS)을 이
용하여 프로그램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뉴스통신사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포
터블뉴스취재(PNG) 시스템은 음성과 사진, 영상을 BBC 서버에 직접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루씨 라이브(Luci Live)는 양질의 생방송
을 가능케 해주는 고음질 오디오코덱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기술을 더 추가하자면 오디오용 멀티트랙 편집과 라이브 동
영상 패키지 제작이 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동영상과 음성 및 데이터의 저
장, 자체 뉴스제작, 프로그램 편집 방식 역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BBC 월드서비스 방송 프로그램의 청취자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청취하는 사람
들 대다수가 50세 이상이었습니다. 50세 미만의 청취자도 늘고 있는데 이들
은 제가 진행을 맡은 ‘월드업데이트 데일리커뮤트’ 등 팟캐스트 방송을 내
려 받아 듣습니다.
팟캐스트 방송의 등장으로 우리의 주5일 라디오 프로그램이 주7일 프로그램
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 팟캐스트를 방
송하고 토요일 방송에는 수집한 기사를 엄선하여 내보내며 일요일 방송에는
매주 금요일에 생방송으로 다루는 긴 특집기사를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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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과 같은 형식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또 다른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령 시청자가 로그인 후 생방송에 출연하여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질
문을 던진다거나 웹캠을 사용하는 구글 플러스(Google+), 스프리캐스트
(Spreecast)와 같이 새로운 포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상호작용을 통해 컨텐츠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상의 글은 실제로 있었던, 가슴 훈훈
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전에 매우 성공적이었던 한 아이디어로 시청자들
에게 주변의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새벽에 개구리
가 우는 소리부터 우주선 로켓이 이륙하는 소리,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
아오는 소리 등을 담아 보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시청자와 연결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
법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 자체로도 강력한 시민저널리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숙련된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전문기술과 편집기준을 활용하여
뉴스 소비자의 제보를 장려하고 조정하며 그들의 말에 두 귀를 기울이고 때
로는 이의를 제기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는 BBC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고 주장하는 몇몇 BBC 기자들과 지지자 중 하나입니다. BBC 월드서비스
의 설립 목적은 북한처럼 정보의 자유가 제한된 지역에 방송을 제공하는 것
이기도 합니다. BBC는 냉전 당시 헝가리와 폴란드 등지에서 큰 성과를 일군
바 있고 지금까지도 중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접근하지 못한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BBC는 비용문제와 정치적 요인
을 이유로 북한으로의 송신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BBC의 공식입장이 아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USB 스틱과 기타 디지털 포맷을 이용해 디지털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를 전송한다면 저희 방송을 접한 북한 주민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곳 한국의 잠재적
스폰서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 드린 뉴스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주
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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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학사, 석사
KDI국제정책대학원, MBA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뉴시스 통신사 정치부장 겸 부국장
미국 페어리디킨슨대학교 방문학자

미국 뉴욕 해외특파원협회 회원
한중일 차세대지도자포럼 2009년 한국대표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2012년 심사위원 겸 대변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수석편집위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래교수(현)
한국협상학회 부회장(현)
한국정치학회, 언론학회, 국제정치학회, 관훈클럽 정회원(현)
tbs보도국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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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시대의 글로벌저널리즘, 재난보도와 휴머니즘
-김홍국(tbs 보도국장, 국제정치학 박사)

“나는 오늘 친구들을 찾아서 너무 행복하다. 그들은 내 머리속에 있다.”
(I'm so happy because today I found my friends - they're in my head. 커트 코베인, Kurt Cobain)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有朋自遠方來 不亦樂
乎, Isn't it great when friends visit from afar? -공자, Confucius)
프롤로그: 뉴미디어시대- 세계 언론계의 새로운 변화들
21세기 언론 환경의 변화는 전 지구에 걸쳐 언론산업, 언론사, 언론인에게 광
범위하고 보편적인 위기이자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언론인은 기존의 전통
미디어에 더해 인터넷 온라인과 SNS 등 다양한 소통수단에 적합한 새로운
언론이 주도하는 뉴미디어, 디지털미디어의 시대에 적응하고 소통하는 한편,
창의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여론을 주도해야 하는 글로벌 저널리즘 시대
를 맞고 있다.
뉴미디어, 디지털미디어의 시대를 맞아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
디어업체는 어느새 언론의 주류세력으로서 기성 언론을 넘어서는 막강한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시청자, 독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정치권력과 자본권력뿐 아니라 시청자와 시민들이 권력을 행사하
는 시대가 됐다. 시대적 상황과 언론산업의 변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했
다.
세계적인 언론사들은 시청자가 참여하는 소셜미디어를 접목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미국의 CNN은 2006년 아이리포트
(iReport) 사이트를 구축해 시청자들이 사건 현장의 사진, 영상을 올리게 하는
'시민 저널리즘'을 구현해 큰 성공을 거뒀다. 아랍권 위성방송인 알자지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영상을 받아 보도에 활용했으며, 실제 '아랍의 봄' 기간 '인게
이지'라는 영상 포털 사이트를 만든 결과 하루에 7만건의 영상이 올라오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한국도 <한겨레신문>이 독재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과 은닉재산을 집단지성으로 추적한 ‘전두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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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라 클라우드소싱 기획’으로 검찰수사와 자진 세금납부라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개가를 올렸다. 또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디
지털스토리텔링 기법을 시도하고, tbs 교통방송도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
북 등 SNS를 연동한 탐사보도를 진행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등 새
로운 실험들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언론사와 언론인을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으로 내
몰고 있다. 미디어의 융·복합 현상으로 언론의 개념 자체가 모호해지고 산
업적·기술적 환경이 매일매일 급변하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
이다. 신문과 방송 같은 대중미디어에 의존하는 언론 활동이 SNS·팟캐스트
같은 혁신적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개인 수준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또 미디
어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언론시장은 오프라인-온라인 영역을 불문하고 전
대미문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주류 언론매체들은 광고수입의 감소로 경영사정이 악화됐고, 정상
적인 언론 기능 수행에 필요한 물적·인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또 현장의 기자들은 매체 간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 최적화된 뉴스콘텐츠를 능숙하게 제작 공급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적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언론사의 경영여건 악화와 과다한 업무 부담
으로 인해 과거처럼 언론사 내부에서 이뤄지던 도제식 교육이나 사내교육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실시간으로 밀물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이제 언론의 역할은 단순
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그 사실을 검증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가려내며, 사건
의 큰 그림과 맥락을 전달하는 한편 전 지구촌적인 영향과 미래까지 전망하
는 신의 전지전능한 역할까지 때로는 수행해야 한다. 언론인들은 다양하고 복
잡한 사회현상에 담긴 의미와 중요성을 정확히 포착해낼 수 있는 지식과 경
험 및 통찰력을 갖춰야 하고, 도구적 직무능력에 더해 전 지구촌에 걸쳐 인간
과 사회를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 시
대에 놓인 것이다.
디지털미디어 시대, 갈수록 어려워지는 언론의 역할
뉴미디어, 디지털미디어 시대는 언론의 속성과 의미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
다. 디지털 방송은 고품질화, 다양한 신호의 편리한 처리, 전송용량의 증대,
다양한 부가정보 서비스 제공,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자동조정, 소형화, 소
프트웨어적 프로그램 변경 등을 특징으로 한다. 디지털 편집시스템인 비선형
(Nonlinear) 편집기는 방송의 편집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고,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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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를 통해 영상자료, 음향자료, 문헌자료, 멀티미디어자료 등을 효율적
으로 관리․보존하고 활용하는 디지털미디어가 적극 활용되는 새로운 양상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융합은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지형
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개념적으로는 ‘스마트(Smart,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
트 플랫폼, 스마트 이용자), 모바일(Mobile), 소셜(Social)’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정보기술(IT) 기반의
뉴미디어 기업들과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언론사들과 연합하거나 경쟁하면서
‘스마트, 모바일, 소셜’을 기반으로 치열한 생존전쟁을 벌이고 있다.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이용의 보편화는 미디어 이용행태에 큰 변화를 불러왔
고, 신문 읽기, TV 시청방식, 동영상 이용행태 등 언론사와 시청자 전반에 걸
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 신문읽기와 TV 시청방식의 이용 비율은 하
락하고 있고, 종이 신문과 TV 단말기 중심에서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
한 디바이스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매년 발표하는 ‘뉴스 미디어 이용현황(State of the
News Media)’에 따르면 ‘어제’ 뉴스를 접한 플랫폼으로서 종이신문의
비율은 1991년 이래 해마다 감소해왔고,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30%에도 미
치지 못하며 플랫폼 가운데 가장 뒤처져 있다. 반면 온라인과 모바일을 포함
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뉴스 이용은 해마다 상승해서 현재 TV에 이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플랫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온라인 미디어
가 텔레비전을 넘어서는 뉴스 공급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도 제
기되고 있다.
종이 신문 독자의 감소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자 증가는 이미 대
세가 됐다. 기존 시장의 포화와 함께 온라인 TV 프로그램 소비의 증가로 인
해 전통적 TV 시청이 2017년까지 매년 0.9%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설득
력을 얻고 있다(IBIS World Business Environment Report, 2012). 미국의 경
우 언론산업의 연간 매출 규모는 600억달러(약 64조원)에 이르는데 수익의
70%는 광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언론들이 자사의 온라인판에서 실질
적인 수익 증가를 구현하지 못하는 등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역설적인 상황도
주목받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현재 약 64%의 미국 성인이 매일 페
이스북을 방문하고 있으며, 매일 4000억장의 사진이 공유되며 ‘좋아요’클
릭 수는 60억개가 넘는 등 사실상 주류언론을 넘어선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뉴미디어,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맞아 각종 보도에서 핵심 요소인 속보
성과 현장의 생생한 장면 전달기능은 방송의 디지털화에 힘입어 날로 발전하
고 있다. 반면 편집기술의 디지털화로 보도조작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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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실제로 많은 오보와 방송화면 조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인 다역화,
비선형화, 첨단영상의 추구, 네트워크화가 특징인 뉴미디어 시대는 재난보도
의 효율성과 함께 화면 및 정보 조작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다.
뉴미디어,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맞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한국언론은 다
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청자와 독자들의 외면 현상은 갈수록 악화되
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뉴스의 내용과 형식, 언론인의 역할과
활동 방식 역시 변모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놓인 셈이다. 또 과거처럼 고정
된 지면과 편성시간에 맞춰 제작하던 뉴스는 사회 구성원의 참여 속에 입체
적이고 동적인 뉴스로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정보 욕구를 가진 시청자와 독자
를 충족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매순간 급변하는 지구촌 곳곳
의 속보를 제공하며, 소비자와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새 형태의
뉴스를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
오톡, 팟캐스트 등 새로운 플랫폼과 끊임없이 조응하면서 시청자와 독자와 상
호 교류하는 새로운 형식의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의 진화시대가 활짝 열린
셈이다.
방송국의 뉴스룸 내부에서는 제작 당사자의 뉴스·독자에 대한 인식, 태도,
기술이 완전히 뒤바뀌는 프로세스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에는 뉴스룸에
서 수집한 정보를 다수의 불특정 독자에게 전달했지만, 이제는 뉴스 시장 자
체가 분절돼 있고 시장구성원 간 접점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정보를 만들고
제공해야 한다. 과거 뉴스는 특정 시점에 배포하는 인쇄와 방송의 과정으로
주요 업무가 마무리됐지만, 지금은 해당 뉴스에 대한 시청자와 독자의 피드백
을 바탕으로 뉴스를 재설계하고, 끊임없는 소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시
적 뉴스와 지속적·영속적 뉴스가 복합적으로 시청자와 독자들과 함께 소통
하는 배포-피드백-재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의 정적인 스타일의 뉴스에
서 벗어나 현장의 활기가 넘치는 동적 스타일의 뉴스로 시청자와 독자의 관
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언론학계에서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를 디지털미디어시
대의 모범 사례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
하는 팀을 따로 둬 독자가 어떤 기사를 읽고 싶어하고, 어느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지 정보를 취합하는 등 맞춤형 기사를 만들려는 지속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Guardian)과 독일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도 비판과 성찰이라는 저
널리즘 본 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오프-온라인뉴스를 함께 개척하는 동시에
경영ㆍ기술 투자와 개선에도 힘쓰고 있는 변화의 노력도 평가할만하다. 물론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의 언론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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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내기보다는 끊임없이 닥쳐오는 위기 상황 속에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버겁고 힘겨운 상황이 최근 언론계의 솔직한 현실이다.
뉴미디어,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맞아 세계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거센 변화의
조류에 적응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대안과 해법을 모색하는 엄중하고 힘겨운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재난보도: 정확성 & 피해자 중심의 보도의 중요성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 뮌헨대 교수는 현대사회를 ‘조직
화된 무책임’으로 가득한 ‘위험사회(Risk Society, Risikogesellschaft)’
라고 규정한다.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풍요로워야 할 사회가 반대로 끊임
없는 대형 재해와 재난이 발생하는 위험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벡의 주
장이고, 최근 지구촌 곳곳에 걸쳐 발생하는 재난재해로 인해 그의 주장은 공
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재난보도는 “특정한 시점에 발생되어 특정지역에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인재 또는 자연적 재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활동”으
로 정의된다.
재난보도는 단순하게 재난 상황 자체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대피
등 피해 증가를 막기 위한 통제기구의 정보 전달과 유사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 및 중장기적인 대응책까지 담아낸다.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재해의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피, 구조 등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한다. 그래서 재난보도는 사실성, 접근성, 흥미성 등과 같은 기존의 저널
리즘적 보도기준과는 달리 전문성, 정확성, 계몽성, 예방성이 중시된다.
이에 따라 언론이 제공하는 재난정보의 기능은 첫째, 재난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는 ‘재난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보도의 기능, 둘째 재난이 발생했을 경
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 응급정보’를 제공하는 방재의 기능, 마지막으
로 재난을 조기에 복구하는 ‘재난 복구와 희망 정보’를 제공하는 부흥의
기능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재난보도는 재난 초기에 국민들의 상황 파악을 돕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
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식으로 확인된 사실정
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이 어느 정도 수습되어
가는 시기에 이르면, 재난의 원인과 정확한 피해규모, 상황에 대한 재정리가
요구되며, 재난에 대비한 사회 안전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점검
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수습기에 이를 경우에는 유사 재난의 발생에 대한 제
도적 대책 수립에 대한 여론의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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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난현장에서 언론인은 특종에 대한 열망으로 조작이나 선정보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특히 전쟁 시 재난보도는 분쟁 당사자국의 군 당국에 의
한 검열과 극히 제한된 취재․보도 환경 때문에 조작된 오보와 분쟁의 핵심을
벗어난 사소한 주변상황 보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재난보도는 저널리스트의 철두철미한 매체윤리관과 전
문 직업인으로서 높은 자질, 취재대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함께 재난의 고
통을 당하고 있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냉
철한 판단력과 분석력이 겸비돼야 한다.
디지털 방송은 공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에게 재
난을 경고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방법을 개발해야 하고, 특정한 위험지역에
재난예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재
해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나 스마트폰 등 방송
수신장비가 재난방송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포
함해 가장 효율적인 정보제공방법을 모색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취재 및 보
도 태도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보도의 역할이 강조되었지만, 그동안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는 그 중요성만큼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론학자들의 분석 결과도 문제해결이나 대안 제
시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선정적 보도,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당국과 공
직자의 무책임성을 비난하는 보도태도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취재로 나타나는 마구잡이식 보도는 재해 현실의 왜곡된 반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속보 경쟁과 추측, 편파보도 등으로 인해 오보나 선정성추측성 보도 시비에 휘말리는 사례도 많았다. 언론이 사건을 보도할 때 그 사
건을 해석하고 구성하는 데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회적 의미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은 현장의 상
황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불편부당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를 생산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재난보도의 역대 사례: 세월호 참사의 교훈들
191년 4월14일 발생한 타이태닉호 사건은 1천515명의 인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런던에서 최초의 국제해상안전협정이 체결됐고,
항해 선박에 빙산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국제 부빙(浮氷)순찰대가 창설됐
다. 이 협정은 모든 선박은 승선한 승객이 모두 탈 수 있는 구명정을 비치해
야 한다는 규정, 항해중 구명정에 대한 훈련·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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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내 무선관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향후 선원과 승객
등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형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자 했다.
그러나 이후 각종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에서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 순위로
중시되지 않았던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지구촌 곳곳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동반한 숱한 재난재해와 사고가 발생해 슬픔을 안겨줬다. 아이티의 지진, 중
국의 산사태와 홍수, 파키스탄과 니제르의 홍수, 미국의 9.11테러와 수시로
발생하는 총기난사 사건, 일본의 대형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글라데시
와 나이지리아의 선박사고 등이 줄을 이었다. 한국도 1993년 292명이 사망
했던 서해페리호 사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에
이어 2014년 4월16일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사고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
했다.
이런 재난재해 보도에서 언론의 상업화와 경쟁으로 인한 선정성과 과열취재
경쟁의 폐해는 고질적인 관행으로 지적되어 왔다.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나 아
픔을 위로하거나 최소화시키기보다는 언론 스스로가 더욱 감정적이 되어 극
적, 주관적 보도, 축소 및 과장보도, 추측성 보도, 인간적 흥미를 자극하기 위
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선정적 보도경향 등이 대표적인 문제였다.
아이티 및 일본 지진,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 세월호 참사 등의 보도에
서 한국언론은 유족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사진으로 실어
시청자들을 유인하는 선정적인 방송태도로 언론학계와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
다. 또 재난재해 발생시 단발성 소나기식 ‘소방보도’나 자극적이고 사건에
앞서가는 속보성 선정보도, 시신 노출 같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보도태도
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4월중순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대표적인 재난재해 사례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로, 탑승한 476명 중
사망자 288명, 실종자 16명이 발생한 초대형 참사였다. 해당 여객선사의 잘
못된 운영과 사고 대응, 정부의 부실한 구조 및 수습 대응, 언론의 오보와 선
정 보도로 국민을 실망시킨 사건이었다. 한국언론은 참사 첫날 정부의 잘못된
발표를 근거로 '전원이 구조됐다'는 오보를 낸 뒤 오락가락하던 정부가 잘못
발표한 탑승자 수, 실종자 수, 구조 인원수 집계를 여러 차례 뒤집으며 불신을
키웠다.
언론학자들은 “한국언론들이 원칙 없이 취재 경쟁에 자신을 내던졌다. 결과
적으로 오보가 양산됐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언론이 통합적 기능을 하기는
커녕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언론의 보도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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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취재를 위해 진도 팽목항 현장에 파견된 tbs의 현장기자에 따르
면 비인도적인 취재방법뿐 아니라 고통에 빠진 유족들간의 사소한 언쟁을 신
생 종편사의 기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취재
를 하는 언론사들이 많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현직 언론인 5623명은 지난 5월23일 세월호 침몰 사고 보
도를 반성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언론인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초반 '전원 구조' 보도를 '언론사상 최악의
오보'라고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한달여 동안 대한민국은 세월호
와 함께 침몰했다.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사명 또한
침몰하고 말았다. 사건 당일 ‘전원 구조’라는 언론 역사상 최악의 대형 오
보를 저질러 실종자 가족들을 비롯한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취
재를 통한 사실 확인보다는 정부의 발표를 받아쓰기에 급급한 나머지 오직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을 저버리고 말았다”고 반성했
다.
이는 사망자의 시신이나 처참한 모습은 방송화면이나 지면에 내보내지 않는
원칙을 준수해온 일본의 언론들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언론들은 2011년 3월
대지진을 포함한 재난재해 사건 보도에서 유족들이 오열하거나 통곡하는 모
습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며, 사고 현장을 보여주는 방식도 근접 촬영이 아니
라 헬기를 타고 무너진 고속도로 등을 비추는 등 가능한 한 자극적인 화면을
여과해 보도했다. 사망자 숫자나 공식적인 발표 내용 이외에는 추측 보도를
자제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취재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엄격히 지키는
것도 일본 언론의 특성이었다. 특히 NHK는 시청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
해 인포그래픽을 많이 사용했고, 피해현장에 대해서 원거리에서 촬영한 영상
화면을 방영했으며, 피해자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스러운 장면들은 내보내지
않는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또 진도 5 이상의 지진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자막시스템을 이용하여 화면의 세 모서리에는 자막과 지도를 통해 교통상황
과 정전지역, 병원 정보 같은 정보를 계속 내보내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
력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재난재해 보도를 할 때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례들
이다. 물론 일본언론도 차분하고 신중했던 일본대지진 보도와 달리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는 오보를 양산하거나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항상 바람직한 보도만을 하는 것은 아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
다.
CNN을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도 이라크전쟁 당시 미국 국방부가 만든 전쟁스
토리를 전달하며 미군이 주도한 게임의 참가자 역할에 그치는 등 미국정부의
언론통제를 그대로 수용했고, 일본대지진 당시 가이드라인도 충실히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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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상황 전달에만 치중한 사례도 언론학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사례를 볼 때 재난재해 관련 보도는 속보성보다는 정확성을 중시하며,
인권이나 초상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의 재난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더욱 확고하게 해야할 것이다. 또 재난보도는 사고 현장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사고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재난이
나 사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해결지향적인 언론보도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론의 재난재해 보도는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재난구호
및 예방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보도영상의 방영
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불시에 발생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가 공동
체의식을 갖고 재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공동체의 유지와 소
통에 중점을 두되,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유사한 재난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
록 하는 예방보도 및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는 사후보도, 사회의 구조적 문제
점을 진단하는 중장기적인 탐사보도도 병행돼야 한다.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선정주의적 개인화 보도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재난 피해로 인해 좌절하거나 상심한 피해자에 대한 기
자의 직접적인 접근을 막기 위한 포토라인(Photo Line) 설정이 요구되며, 클
로즈업과 같이 지나치게 강조된 보도영상의 방영은 억제해야 한다. 동시에 보
도할 때 정보원이나 취재원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는 언론인의 양심적인 보도
태도가 요청된다. 인간의 가치, 휴머니즘에 근본한 취재보도만이 시민들의 신
뢰와 사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난재해를 보도하는 주요 언론사는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고 재난의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취재․보도 인력과 장비를 상시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가상 훈련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시에 대비한 경
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기자협회가 그동안 발표됐던
가이드라인과 준칙을 검토하고 세계 각국의 보도준칙과 비교 검토한 결과를
모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관한 세부기준을 담은 재난
보도준칙을 제정하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는 26일 최
종안이 발표될 재난보도준칙안의 전문에 “재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
해자들이 신속하게 어려움을 극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언론이 기여
해야 한다. 재난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이 침
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확산
방지, 조속한 일상 회복 등의 취재원칙을 담음으로써 한국언론의 재난재해 보
도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인이나 언론단체의 이같은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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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현실 개선 움직임은 언론계에 더 좋은 보도를 위한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방송은 효과적인 재난 경고와 구호를 위해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에
게 재난을 경고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방법의 개발, 재난대책본부와 연계된
효율적인 정보 제공 방법 개발, 특정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재난예보 방식의
개발에 힘써야 한다.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맞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
카오톡 등 SNS를 활용해 재난 관련 정보를 적시에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시
민들의 제보와 신고를 쌍방향 소통으로 운영함으로써 재난을 적시에 막거나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정부언론-시민단체 등이 재난재해에 대비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와 소
식을 공유하는 한편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다.

결론 & 제언
최근 미디어를 활용한 재난재해 보도 시스템 구축은 재난재해 예방은 물론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의 핵심적인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는 최근
지구촌 전체의 급증하는 재난재해사건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환경변화와 산업
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들이 자주 발생하는 ‘복합적 위험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에서, 재난재해관련 언론 보도는 재해현장의 비참한 장면이나 기물파괴 같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던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재난예방이
나 피해복구에 보도의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
고 비판하는 한편 사회 공동체의 단결과 재난재해 극복에 중심을 둬야할 것
이다.
필자는 이번 세계기자대회를 통해 각국의 언론인들이 세계적인 재난재해에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향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이는 각국의 언론인이 속한 언론사와 기자협회를 포함한 각종 단체와 함께
협력하면서 실천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첫째, 각국의 언론인들은 재난재해 보도의 가이드라인과 준칙을 비교하고 보
완해 세계 어느 곳의 재난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가이드라인과 준칙을 만든다. 전 세계의 언론인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
메리카, 유럽 등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와 다양한 사건사고
및 재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하고, 재난보도 가이드라인과 준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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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를 통해 재난 구제 및 신속한 복구와 중장기적인
대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국의 언론사 및 언론인들은 공동의 세미나, 연구를 실시하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에 나선
다.
셋째, 각국의 언론인들은 상호 교류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고, 메신저와 SNS
등 다양한 디지털미디어시대에 걸맞는 소통방법을 통해 상호간 정보와 소식
을 공유하고 조언한다.
넷째, 각국의 기자협회를 포함한 언론단체는 상호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
고 확산해 각국의 재난재해 보도의 수준을 높이고, 상호간 협력한다.
다섯째,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각국의 언론인단체, 언론사, 언론인은 지체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상호 네트워크를 가동해 긴급 대처 및 협력에 나선다.
여섯째, 한반도는 세계사에서 유일한 냉전체제가 남은 위험지역으로 언제든
재난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언론인들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
력,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에 관심
을 갖고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예기치 않은 전쟁이나 재난재해를 막기 위
해 노력한다.
일곱째, 전 세계에 기후변화를 포함한 각종 환경변화, 원전사고, 자연재해의
발생이 늘고 있고, 한반도에서도 이같은 재난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언론단체, 언론사, 언론인
은 적극 상호 협력해야 하고, 더불어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은 이같은 협력의
움직임에 함께 해 범지구촌 적인 재난재해 줄이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아래의 두 경구, 괴테와 키케로의 친구와 우정 및 연대에 대한 글귀로 오늘
발제를 마무리하며, 오늘 세계기자대회에 참석한 각국의 언론인 친구들과의
연대와 단합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산, 강, 그리고 도시만을 생각한다면 세상은 공허한 곳이지만, 비록 멀리 떨
어져 있더라도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
면 지구는 사람이 사는 정원이 될 것이다.” (The world is so empty if one
thinks only of mountains, rivers and cities, but to know that there is
someone who, though distant, thinks and feels with us -- this makes
the earth for us an inhabited garden.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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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은 풍요를 더 빛나게 하고, 풍요를 나누고 공유해 역경을 줄인다.”
(Friendship make prosperity more shining and lessens adversity by
dividing and sharing it. -키케로, Cic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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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Rakyat Merdeka Online, RMOL)’의 편집장, 웹사이트
KoreaKini.com의 설립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이슬람대학 자카르타
캠퍼스에서 정치, 국제관계 및 분쟁해결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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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미디어에 대한 짧은 논평
테구 산토사(Teguh Santosa)
인도네시아기자협회(PWI)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지난 150여년 동안 변혁을 겪어왔습니다. 변혁의
바람은 정치뿐 아니라 언론을 비롯한 경제부문에도 불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정치와 경제, 언론의 힘에 의해 권력이 정의되는 풍토가
생겨났습니다. 세 가지 모두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 권력을 손에 넣게 된 것입
니다.
이것이 바로 수하르토 정권과 그 이후 시대 사이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입
니다. 물론 정보통신기술의 부상과 스마트기기의 발명 또한 변혁의 거센 움직
임에 일조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98년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의 신질서(New
Order) 체제 하에서 모든 권력은 수하르토와 그의 일가가 차지했습니다. 그의
정권이 정치를 통제하면서 1971년 10개이던 정당 수가 1977년 선거에서 3
개로 줄었습니다.
모든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들은 정치이념을 검증받아야 했습니다. 그리
고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 이념을 가져야 했습니다. 정권은 정반대 정치 성향
을 지닌 후보의 출마를 무마시켰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모든 개개인은 정
권에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결국 신질서 체제 하에서 인도네시아 국회도 거수기 국회로 전락하고 말았습
니다.
정치적 안정은 단지 선진화에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질서 체제가 채택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전 시대로부터 교훈을 얻은 중앙권력이 사람들의 이념
차이를 통제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기업인들은 신질서 체제의 보호 아래 있었
습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고 사업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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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도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권력을 따라야 했고 그들
을 위해 재정지원 또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공해야 했음을 말합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권력의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 또한 안정 유지에 필요한 근본요소로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
다.
수하르토와 군부는 1965년에서 1968년까지 이전 정권으로부터 권력을 차지
했을 때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수하르토와 군부는 집권 당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했
습니다. 정보는 정권에 의해 통제되어 획일화되었습니다. 정권의 잘못을 보도
하거나 출판한 이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감옥에 수감되었고 언론
사는 자격을 상실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언론 대기업: 정치 및 사업 관행
신질서 체제 시작부터 1980년대 말까지 TV방송국이라고는 TVRI 하나가 전
부였으며 전적으로 국영방송국이었습니다. 1989년 수하르토의 아들 중 하나
인 밤방 트리하뜨모조(Bambang Trihatmodjo)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민영 TV
방송국 RCTI를 설립했습니다. 뒤이어 SCTV가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SCTV
의 소유주는 수하르토의 친척인 수뒤깟모노(Sudwikatmono)였습니다.
그 로 부 터 머 지 않 아 수 하 르 토의 장 녀 인 시 티 하르 디 얀 띠 룩 마 나 (Siti
Hardiyanti Rukmana)가 동생의 뒤를 이어 방송사업에 뛰어들었고 TPI를
소유했습니다.
당시 또 다른 TV방송국으로는 여당 골카르당(Golkar)의 고위 정치인 아부리
잘 바크리(Aburizal Barkrie)와 아궁 락소노(Agung Laksono)가 소유한
ANTV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노 살림(Sudono Salim)이 소유한 인도시
아르(Indosiar)가 있습니다. 그는 수하르토와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된 후 중앙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기업, 언론 각각의 분야에 자신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등장했
습니다. 근본적으로 권력이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사람에게로 나뉘어진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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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르토 정권 붕괴 이후 2000년까지의 개혁시대 초창기 인도네시아의 언론
사 수는 289개에서 2001년 1,881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인쇄매체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신질서 체제의 붕괴 이후 기업은 언론사 설립시 더 이상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1998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발생한 경
제위기 동안 구직자의 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 같은 두 상황의 충돌 배후에
는 급속히 늘어나는 언론업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 대다수는 보도내용의 질과 재정 측면에서 건실하지 못했습니
다.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인쇄매체의 수는 감소해왔습니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의 인쇄매체의 수는 1,076개였습니다.
현재 적어도 13개의 재벌가에서 인도네시아의 공공부문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 MNC 그룹(MNC Group). 하리 타누수디뵤(Hary Tanoesoedibjo) 소유.
TV 20개, 라디오 22개, 인쇄매체 7개, 온라인매체 1개
2. 콤파스 그라메디아 그룹(Kompas Gramedia Group). 제이콥 오에토모
(Jacob Oetomo) 소유. TV 10개, 가디오 12개, 인쇄매체 89개, 온라인
매체 2개
3. 엘랑 마코타 테크놀로지(Elang Mahkota Teknologi). 에디 쿠스나디
사리아트마자(Eddy Kusnadi Sariaatmadja) 소유. TV 3개, 온라인매체
1개
4. 마하카 미디어(Mahaka Media). 압둘 가니(Abdul Gani)와 에릭 토히르
(Erick Tohir) 소유. TV 2개, 라디오 19개, 인쇄매체 5개
5. CT그룹(CT Group). 카이룰 딴중(Chairul Tanjung) 소유. TV 네트워크
2개, 온라인매체 1개
6. 베리타사투 미디어홀딩스/리포그룹(Beritasatu Media Holdings/Lippo
Group). 제임스 리아디(James Riady) 소유. TV 2개. 인쇄매체 10개,
온라인매체 1개
7. 미디어그룹(Media Group). 수르야 팔로(Surya Paloh) 소유. TV 1개,
인쇄매체 3개
8. 비시 미디어 아시아(Visi Media Asia, Bakrie & Brothers). 아닌댜 바
크리(Anindya Bakrie) 소유. TV 2개, 온라인매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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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와 포스 그룹(Jawa Pos Group). 다흘란 이스칸 단 아즈룰 아난다
(Dahlan Iskan dan Azrul Ananda) 소유. 지역 TV 20개 이상, 인쇄매
체 171개, 온라인매체 100여개
10. MRA 미디어(MRA Media). 아디구나 수토우(Adiguna Soetowo)와 수
티크노 수다르요(Soetikno Soedarjo) 소유. 라디오 11개, 인쇄매체
16개
11. 페미나 그룹(Femina Group). 피아 알리샤바나(Pia Alisyahbana)와
미르타 카르토하디프로죠(Mirta Kartohadiprodjo) 소유. 라디오 2 개,
인쇄매체 4개
12. 템포 인티 미디어(Tempo Inti Media). 야야산 템포(Yayasan Tempo)
소유. TV 1개, 라디오 1개, 인쇄매체 3개, 온라인매체 1개
13. 미디어 발리 포스트 그룹(Media Bali Post Group, KMB).
사트리아 나라다(Satria Narada) 소유. TV 9개, 라디오 8개, 인쇄매체
8개, 온라인매체 2개
그 외에도 다수의 미디어 그룹이 있습니다. 대형 언론사에 비해 규묘 면에서
작지만 해당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의 소유주는 정치인으로 정치와 사업, 언론을 비교적 잘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One과 ANTV의 소유주인 아부리잘 바크리(Aburizal Bakrie)는
현재 주요 정당이자 신질서 체제 당시의 집권여당이었던 골카르당의 의장입
니다. 바크리는 또한 인도네시아 최대의 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MetroTV의 소유주인 수리아 빨로(Surya Paloh)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골카르당 소속이었으나 탈당 후 나스뎀당(Nasdem)을 창당했습
니다. 나스뎀당은 차기 국회에 속한 정당 중 하나입니다.
하리 타누수디뵤(Hary Tanoesoedibjo)는 수하르토의 자녀로부터 TV 방송국
을 인수한 그의 대담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선후보 진영에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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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소개한 언론사 소유주 겸 정치인 세 명은 사업과 정치, 언론이 어떻게
병행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부상
2000년대 후반은 정보통신기술의 부상이 큰 영향을 미쳐습니다. 1999년 인
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50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대다수
는 업무시간에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사용자 수가 2백만을
돌파했고 2002년에는 450만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4.24%에 해당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전체 인구
(2억4천5백만명)의 22.1%에 해당하는 550만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10월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MCIT)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회사뿐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야후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인들은 인터넷을 이
용해 가장 많이 즐기는 활동은 소셜네트워킹(89%)이었고 포털 검색(72%)과
특정 뉴스웹사이트 이용(61%)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12년 4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페이스
북 이용자 수가 4,460만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1,950만명이 트위터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진실에 관한 질문
이제 소셜미디어가 최대의 정보전달 매체이자 여론형성시 가장 중요한 요소
가 됨에 따라 언론에 대해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된 후 인도네시아는 언론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
다. 1999년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고 자유 언론평의회
가 출범했습니다.

언론인들은 자유롭게 협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20개 이상의 기자협회
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협
회의 유형도 주력부문과 활동영역 배경에 따라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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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2012년 언론평의회는 사이버뉴스 지침(Guidance of Cyber News)
초안을 내놨습니다.
기자협회 역시 회원 기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
어 PWI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대한 질문은 남아있습니다. 기자뿐 아니라 어느 누
구라도 관심과 동기만 있으면 인터넷을 무한정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독자는 더 이상 없습
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기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실명
을 이용합니다.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익명으로 활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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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론 마이클 위너
워싱턴 시티 페이퍼 리포터
미국

애런 위너(Aaron Wiener)는 미국 워싱턴DC의 유력신문 워싱턴시티페이퍼
(Washington City Paper) 소속 기자로 개발, 교통에서 빈곤, 경제, 주택, 노숙
자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시티페이퍼에 입사하기
전에는 워싱턴인디펜던트(The Washington Independent) 편집장, 워싱턴포
스트(The Washington Post) 웹 편집장, LA타임즈(Los Angeles Times) 베를
린 통신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슬레이트(Slate),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모노클(Monocle), 넥스트시티(Next City), 더뉴리퍼블릭(The New Republic)
등 다수 언론사에 기고해왔습니다. 2008년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 학위를 취
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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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 사로잡힌 신문: 뉴미디어 시대, 기존 인쇄 매체에 대한
인터넷의 도전"
저 는 2008 년 미 국 워 싱 턴 DC 로 건 너 와 ‘ 워 싱 턴 인 디 펜 던 트 (The
Washington Independent)라는 신생 뉴스매체에 입사했습니다. 설립된 지 불
과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이 온라인 뉴스매체는 그날그날의 굵직한 뉴스를
전달하며 블로그를 이용한 실시간 업데이트와 분석이 큰 특징입니다. 현재 블
로그 활동은 거의 모든 주요 언론사 업무의 일부가 되었지만 당시엔 새로운
접근방법이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훌륭한 기사가 나왔고 인터넷 상에서 저
널리즘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방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일부 블로그 기자들
은 후에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의 유명 언론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광고를 통한 수익창출이 매우 어려워 기부 모델에
의존하다 보니 수익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요즘 제가 기고하고 있는 워싱턴시티페이퍼(Washington City Paper)의 경우
정반대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주간지이기 때문에 인쇄판 신문에 수익과 명
성이 걸려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쇄판 신문이 장악해온 영역을 인터넷
뉴스가 잠식하게 되면서 워싱턴시티페이퍼와 같은 언론사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온라인 생활정보지 ‘크레이그리스트(www.craiglist.com)’로 인
해 지역 신문사에게 매우 중요한 ‘업종별 광고’ 수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신문사의 직원 수는 지금보다 몇 배나 많았고
신문사 자체도 규모가 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신문사들이 직면한 대표적 도전과제는
인터넷 시대의 두 가지 요구조건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 입니다. 한 가지
는 24시간 환경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속에서도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요구조건은 종종 상충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대다수 독자들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독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넷 시대가 열린 10년 전만 해도
워싱턴시티페이퍼는 인터넷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자들은 주
간신문에 쓸 기사를 종이에 작성했습니다. 저 같은 기자 입장에서는 여유로운
일정이지만 실제로 한 주에 사건이 한 건 이상 발생하기 마련인 도시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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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기사는 지금에 비해 더 길고 빽빽했
으며 이해하기 더욱 어려웠습니다.
최근 저희 신문사는 직원 수가 예전보다 적은데도 훨씬 더 많은 기사를 내놓
습니다. 저의 경우 여전히 주간 칼럼을 쓰고 있지만 제 블로그에 매일 2~5차
례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타 신문사와의 경쟁이 전부가 아닙니다(인
정하지만 경쟁사의 수가 몇 년 전에 비해 줄었습니다). 독자들에게 뉴스를 쏟
아내는 여러 유명 블로그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독자들은 이
들 웹사이트를 애써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한 예로 트위터피드는 사
용자 별로 맞춤식 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꽤 쓸만합니다.
이는 독자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라 분명 좋은 일입니다. 단
선택의 자유로 인해 너무 많은 실질적 옵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서 그렇습니다. 최근 1년간 베를린에서 LA타임즈에 기고를 한 바 있습니다.
LA타임즈는 정식 베를린 주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프리랜서인 제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 상사였던 런던사무소장은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유럽 내 유일
한 LA타임즈 정직원으로 주요 뉴스 취재를 위해 유럽대륙을 누벼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내 유일한 정식 기고자를 둔 것이 사실상 LA타임즈에겐 경쟁에
서 한 발 앞서갈 수 있었던 열쇠가 되었습니다. 보스턴글로브(Boston Globe)
와 시카고트리뷴(Chicago Tribune) 등의 주요 지역신문사는 더 이상 해외사
무소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만약 30년 전 여러분이 미
국 볼티모어에 살았다면 매일 아침 문 앞까지 배달되는 볼티모어선(Baltimore
Sun) 신문을 읽었을 겁니다. 볼티모어선 신문은 지역뉴스와 스포츠뉴스, 국가
뉴스 및 국제뉴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이 등장했고 볼티모어 주민
들은 뉴욕타임즈나 LA타임즈 또는 AP와 같이 직원 수가 많고 해외 소식을
다루는 언론사를 통해 국가 및 국제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독
자들이 지역 신문으로부터 국제뉴스를 접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도 그러했
습니다. 볼티모어선과 기타 지역 신문은 해외사무소를 철수시켰고 대신 경쟁
우위를 가진 지역뉴스에 주력했습니다. 몇몇 신문사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반면 시애틀포스트-인텔리전서(Seattle Post-Intelligencer), 록키마운틴뉴스
(Rocky Mountain News) 등의 지역 신문은 폐간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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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않아 대다수 신문이 ‘인쇄신문’ 부문을 잃고 인터넷 상으로 전격 진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뉴스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그 누
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비관론자들은 폭넓은 보도, 다양한 의견과 함께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정확성과 진정한 심층보도를
포기한 아마추어 블로그 네트워크에 의해 전문 저널리즘이 종말을 맞이할 것
으로 예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양질의 보도에 대한 수요가 언제나 존재할
것이고 결국 새로운 수익모델이 나올 것이며 인터넷 뉴스가 지금껏 언론사가
해왔던 것보다 독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태평하게 주장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심지어 불확
실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이용 가능한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트위터는 대다수 기자들이 기사
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뉴스를 수집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RSS 피드는 기본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이메일 뉴스 알림은 소셜미디어에
비해 뒤쳐집니다. 현재로서는 트위터가 최고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어떤 시
점 이 되 면 트 위터 도 오 늘날 의 알 타비 스 타 (AltaVista) 와 마 이스 페 이 스
(MySpace)처럼 구닥다리로 보일 지 모릅니다. 하지만 트위터가 정보 수집 및
전파를 위한 주된 도구로 이용되는 한 언론사는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뉴스 보도에는 좋은 시대입니다. 단지 언론
사나 기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뿐이죠. 저는 10년 내지 20년 전의 워싱턴시티
페이퍼 기자들에게 부러움을 느낍니다. 당시 그들은 지금처럼 매일 몇 번이
아닌 매주 한 번만 기사를 쓰면 충분했고 동료직원 수가 많았습니다. 또 식사
와 출장을 회사 경비로 처리했고 급여도 넉넉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당시만
큼 재원이 넉넉하진 않더라도 훨씬 많은 정보자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
엔 기자들이 며칠이라는 시간을 들이고 수 차례 취재여행을 해야 가능했던
조사를 온라인 법률데이터베이스인 렉시스넥시스(LexisNexis)와 소셜미디어
및 구글을 이용하여 책상 앞에 앉아 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
지로 내가 쓴 기사가 타 지역, 다른 도시, 나아가 전세계 기자들의 취재에 도
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워싱턴DC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기사를 위해 조사 중이던 스위스 유력지의 한 기자가 인터넷 상에서 제 기사
를 접하고는 제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무쪼록 그의 기사가 잘 마무리되었으
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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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및 광고의 새로운 전달 방식이 도래함에 따라 미국 전역의 신문 모두
가 저널리즘의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그리 거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도시에서 인기를 잃은 일간신문
이 다양한 베를린의 경우 아침 출근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통근자의 약
절반이 신문을 읽습니다. 그것도 전통적인 인쇄신문으로 말입니다. 아마도 문
화적인 이유에서일지도 모릅니다. 독일 사회에서는 논술과 문학이 항상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해왔기 때문이며 어쩌면 미국에서보다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또는 기술상의 이유일수도 있습니다. 즉 온라인 뉴스 매체로의 전환이 미국에
비해 더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 신문업계는 우리에게 닥친 변화가 다른
지역에서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체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점
점 더 글로벌화되어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계의 장점 중 한 가지는 아이디어
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미국이나 한국, 또는 다른 국가의 언
론사에서 신문 독자와 신문사의 수익 모두에 도움이 될 방안을 내놓는다면
우리 모두가 그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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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Country

Organization

Job Title

Name

Editor in Chief Foreign
Desk
Associate Professor,
Head of Department, Dr
MEAA Federal
Vice-President
Senior Reporter, ABC

Ricardo Marcelo
CANTELMI PAMPILLON
Joseph Martin
FERNANDEZ

Argentina

Clarin Newspaper

Australia

Media, Entertainment
and Arts Alliance (AUSTRALIA)

Australia

MEAA

Australia

IFJ Asia Pacific

Project Manager

Austria

Wiener Zeitung

Bangladesh

THE DAILY PROTHOM ALO

Bangladesh

The Daily Star

Editor
SENIOR ASSISTANT
EDITOR
Assistant News Editor

Belgium

VRT Belgian TV

Journalist

Bulgaria

Philippa Anne
MCDONALD
Jennifer Marjory
O'BRIEN
Veronika ESCHBACHER
A K M ZAKARIA
Mahbub MORSHED
Stefan Carel
BLOMMAERT
Borislav Valentinov
ZYUMBYULEV

24 hours daily

Editor-in-Chief

Cambodia

National Television of Cambodia
( TVK )
The Cambodia Herald news

News Presenter
and Producer Assistant
Reporter

China

People’s Daily

China

All-China Journalists Association

Changhai RONG

China

China Internet Information Center

Senior Editor
Deputy Director
of International Liaison
Department of All-China
Journalists Association
Editor in chief

China

China Daily

Colombia

Portafolio

Op-Ed Editor
Columnist of opinion
and Journalist

Ping ZHU
Juan Manuel
RAMIREZ MONTERO

Czech
Republic

daily PRAVO

Foreign editor

Pavel URBAN

Denmark

TV2

France

LE FIGARO

Gabon

Agence Gabonaise de presse
(AGP) / Gabon Matin

Germany

VRT TV (Belgium TV)

EDITOR OF Content,
Film Critic
EDITOR IN CHIEF
FOR FOREIGN AFFAIRS
Editor in chief
of politic department
(Gabon matin)
Cameraman

Hungary

Nepszabadsag

Journalist

India

The Himalayan Times

News Editor

Anuj ARORA

India

The Telegraph (newspaper)

Reporter

Neha BANKA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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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arin EM
Chanpanha TOUN
Wansheng GUO

Xiaohui WANG

Ann Maria ANDERSEN
Arnaud Bernard
DELAGRANGE
Freddy Louis Philippe
MBADINGA

Karsten HOHMANN
István Á kos MARNITZ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Country

Organization

Job Title

Name

India

NewsX, Times Now, Arirang TV

News Reporter

Pragya SAINI

India

NAVBHARAT TIMES

diplomatic editor

Ranjit KUMAR

Chairman

Margiono Hadi
MARDJONO

Indonesia

Persatuan Wartwan Indonesia

Indonesia

Persatuan Wartwan Indonesia

Indonesia

Persatuan Wartawan Indonesia

Ireland

Irish Independent

News Reporter

Samuel GRIFFIN

Italy

Il Messaggero

Free lance

Lucilla QUAGLIA

Japan

NHK, Japan Broadcasting Corp.

Reporter

Kenichi MORI

Japan

Kyodo News

World Services Section
Staff Reporter

Miya TANAKA

Kyrgyzstan
Kyrgyzstan
Libya

VICE SECRETARY
GENERAL
Chairman of International
Affair

Public Broadcasting Corporation
Editor
of the Kyrgyz Republic
Publishing House, the newspaper Deputy Editor-deputy director
"Slovo Kyrgyzstan"
of "Word of Kyrgyzstan"
Journalist,
Libyan News Agency "LANA"
Head of Translation

Rudy NOVRIANTO
Teguh SANTOSA

Erkinbek
RYSKULBEKOV
Chinara ASANOVA
Saleh MIGARBEG
Yushaimi Maulud
BIN YAHAYA
Rafael Enrique
ROBLEDO CANO
Antonio Abraham
ESCOBAR REZA

Malaysia

New Straits Times

Executive Editor(News)

Mexico

El Universal

Community Manager

Mexico

Group Milenio, Milenio TV

Finance and Technology
Journalist

Mongolia

Confederation
of Mongolian Journalists

Board member
of Confederation of Mongolian
Journalists, Head of journalism
department at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atbaatar
JAMIYANSUREN

Vice president

Zayabat DASHTSEREN

President

Galaarid BADAM-OCHIR

Mongolia

Mongolia

Confederation
of Mongolian Journalists
Confederation
of Mongolian Journalists

Myanmar

7Day News Journal & Daily Paper

Deputy Chief Reporter

Lin Tun NAY

New Zealand

3 NEWS

CHIEF OF STAFF
– 3NEWS.CO.NZ

Kim Pik-Hwa C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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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ABS-CBN

News Editor

Geraldine Marie
GRANDE

Philippines

The Philippine Star

Reporter

Pia Christine BRAGO

Poland

Gazeta Wyborcza

Journalist

Michal KOKOT

Portugal

Diário de Notícias

Deputy editor in-chief

Leonídio Paulo
MARTINS FERREIRA

Qutar

GULF TIMES

PRODUCTION EDITOR
/DEPUTY MANAGING
EDITOR

Chittenippttu Puthenveetil
RAVINDRAN

Republic
of South Africa

Sekun jalo Inolependent
Newspapers

Night News Editor

Carol Lesley CAMPBELL

Russia

IIA “Rossia segodnya

Russia

IIA “Rossiya Segodnya”

Russia

Kommersant. Publishing House

Political commentator

Sergey STROKAN

Saudi Arabia

Arab News

Staff Reporter

Rashid HASSAN

Singapore

Singapore Press Holdings

Journalist

Yong Xin Rachael BOON

Deputy Derector

Nimala Mahendra
STEMBO

DEPUTY EDITOR

Zacki Ali JABBAR

Sri Lanka
Sri Lanka

Chief Editor
of Asia department
Deputy chief
of Asia department

Sri Lanka Rupavahini(TV)
Corporation
THE ISLAND NEWSPAPER,
SRI LANKA

Elena NIKULINA
Igor BRITOV

Sweden

Swedish Bulletin

Journalist

Eric Christopher PAGLIA

Tanzania

MWANANCHI
COMMUNICATIONS LIMITED

NEWS EDITOR
(WEEKEND EDITIONS)

Peter Wallace NYANJE

Thailand

MCOT Public Company Limited

Creative / Producer

Kiratikorn NAKSOMPOP

The Netherlands

Daily newspaper De Volkskrant

Foreign editor

Cornelis Aart
SPEKSNIJDER

Journalist

Daniyar RAMAZANOV

Deputy Director

Eshnor JABBOROV

Correspondent

Tongucnaz Seleme
BASTURK

The Republic «24KZ» TV channel, of JSC «Kha
of Kazakhstan
bar» Agency»
"Janon" Information Agency under
The Republic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Uzbekista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Turkey

Anadolu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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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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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UAE

Dar Al Khaleej for Press Printing
& Publishing

Researcher and Journalist

Elsayed ABDEEN

UK

BBC World Service

Presenter

Daniel John DAMON

UK

The Guardian

Uruguay

Diario El País

USA

Senior subeditor,
World networks
Journalist –Social
Comunication

Viviana RUGGIERO
GONZALEZ

Washington City Paper

Reporter

Aaron Michael WIENER

USA

Washington City Paper

Assistant Managing Editor

Jennifer Lauren
ROGERS

USA

Washington City Paper

Venezuela

CORPORACIÓ N TELEVEN
– CARACAS

Vietnam

VIETNAM NEWS AGENCY (VNA)

Vietnam

VIETNAM JOURNALITS’
ASSOCIATION (VJA)

Member of the VJA Standing
Committee, Editor-in-chief
of People's Army Newspaper
- Lieutenant General

Phuc Nguyen LE

Vietnam

VIETNAM JOURNALITS’
ASSOCIATION (VJA)

Journalist of People's
Army Newspaper

Thi Khanh An NGUYEN

Vietnam

VIETNAM JOURNALITS’
ASSOCIATION

Officer of People-to-people
Relations Section
of the Central Commission
for External Relations

Hong Nhat BUI

Food Editor & Young
& Hungry columnist
GENERAL PRODUCER
TELEVEN
DEPUTY DIRECTOR
OF VNA TV CENTRE

222

Enjoli LISTON

Jessica Ann SIDMAN
Maria Laura
DA SILVA ABREU
Duy Hung V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