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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 Title ▪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13

▪ Date ▪
14 – 21 April 2013 (8 days)

▪ Venue ▪
Seoul City
Gyeonggi-do Province
Deajeon Metropolitan City
Suncheon City in Jeollanam-do Province
Changwon City in Gyeongsangnam-do Province

▪ Organized by ▪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 Supported by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Press Foundation
Korea Foundation

▪ Theme ▪
Communication and Future of Global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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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
- Conference Ⅰ
: For the era of digital media, what is the media’s tomorrow?
- Conference Ⅱ
: Role exchange of digital media and journalists
- Advertise Korea to the world
•Special Session Ⅰ: New government’s diplomatic policy

Yun Byung-se by Minister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pecial session II: Middle Power Korea’s Public Diplomacy

Kim woosangby President of Korea Foundation

- Site Visit
• National Assembly

• Electronics
andTelecommunications
Research [ETRI]

• KBS
• SK ‘T.um’
•Seoul City Tour (Insa-dong)

• 2013 Suncheon Bay Garden Expo

•National Museum of Korea

• Junam Reservoir

•Changdeok Palace Night Tour

• Marin Park & Marin Solar Tower

•Samsung Electronics’ Digital City

• NamsangolHanok Village

• The INNOPOLIS Foundation

• DMZ (Demilitariz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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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15TH April (Monday)
For the era of digital media,
what is the media’s tomorrow?

Topic
Moderator
13:40
15:40

Kim, Kyun Mi [Korea]

(Deputy Managing Editor of The Seoul Shinmun)
Judith Soal [UK]

(Deputy foreign editor of Guardian)

Conference
Ⅰ

Li Jun [China]

(Senior editor of Xinhua News Agency)
Speaker

Kang Kyoung-min [Korea]

(Journalist of ChosunIlbo)
Jonathan Walter Manthorpe [Canada]

(International Affairs Columnist of
Vancouver Sun)
16:00 16:50

Special
Session II

Kim Woosang [Korea]

Speaker

(President of Korea Foundation)

19th April (Friday)
Topic

Role exchange of digital media and journalists

Moderator

Kim Hong-kook [Korea]
(General Director of tbs broadcastingCompany)
Shinya Sugizaki [Japan]

(Senior reporter of Asahi Shimbun)
09:50
11:40

Oliver Tapia Curiel [Mexico]

Conference
II

(Head of International department of Reforma)
Speaker

Chang Hye-su [Korea]

(Head of Sports & Culture department of JTBC
Floris Harm [Netherlands]

(Asia editor of NOS)
Tobias Kaiser [Germany]

(Reporter of Die W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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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I / Moderator

Kim, Kyun Mi [Korea]
The Seoul Shinmun
Deputy Managing Editor

Kyunmi Kim has served as a chief of the Culture Desk and deputy
director of the Seoul Shinmun daily since August, 2012. Previously
she was a chief of the International Desk.
She worked as a correspondent in Washington D.C. for three years
since 2008, cove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and the first
term of Barack Obama, the first African-American President of the
U.S.
In 2003, she worked as a reporter in Kuwait and Iraq after the US
invasion of Iraq.
She joined the paper in 1989 and has since then worked in social,
cultural, political, economic and international de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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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th Soal [UK]
Guardian
Deputy foreign editor

Judith Soal is a deputy foreign editor of the Guardian, where sh
e has worked in various roles since 2004. Before this, she work
ed at the Daily Mail and as a reporter in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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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World and Guardian

I’ve been at the Guardian for nearly 10 years now and in that time
there have been massive changes in the way we work. I’m going to
talk a bit about the history and uniqueness of the Guardian, and the
ways that we are developing to survive in the digital climate.
http://www.guardian.co.uk/news/datablog/2011/sep/26/datajournalism-guardian
This is the first edition of the paper - then the Manchester Guardian published on 5 May 1821, initially as a weekly, then a daily paper.
It is unique among the British press in that we do not have an owner,
a Rupert Murdock-type figure who provides the cash and has
expectations about how we work. Rather we rely on the Scott Trust,
which is a fund established by a former owner, CP Scott, to allow the
Guardian to exist “in perpet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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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uardian.co.uk/gnm-archive/interactive/guardianinteractive-timeline
This is obviously a real advantage; it allows us to be completely
editorially independent. We aren’t expected to please the political
ambitions or whims of any owner, or to make a profit on their
investment. But it can be a problem in
troubled financial times as there’s no one to give us more money.
I am a foreign news journalist, not a business person, so I won’t be
talking to you about figures and finances, but it’s no secret that the
Guardian, like all large media groups, has been struggling with a
drop in paper circulation and decrease in advertising. Because of this,
we’ve put a lot of effort into our digital strategy.
We first started launching stories on the internet in 1994, but it was in
January 1999 that the Guardian Unlimited, as it was known, was
officially launched. At first it had a completely separate staff, mostly
younger and less experienced than the paper journalists, working
independentlyof us.
http://www.guardian.co.uk/gnm-archive/guardian-website-timeline

By September 1999 the site had a million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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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ublished our first blog - known rather formally as a Web Log - in
April 2000
http://www.guardian.co.uk/weblogindex/0,,340346,00.html
According to Guardian legend we were also the first to introduce live
blogging, starting with minute-by-minute reports of football matches.
These days even the New York Times has been known to live blog.
http://elections.nytimes.com/2012/debates/2012-02-22
This is what a Guardian live blog looks like these days, with
embedded video and photos and audio and tweets.
http://www.guardian.co.uk/world/blog/2013/mar/19/pope-francisinaugural-mass-live-coverage
Since the early days we have grown considerably - and all the time
we’ve been trying different ways to make digital journalism pay. In
2003, we introduced charges for readers who wanted an advert-free
version of the website; crosswords and daily email digests. Most of

those failed and don’t exist today. The ones that do are free.
In 2004 we launched a dating site called Guardian Soulmates, which
did make money and continues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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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oulmates.guardian.co.uk/
In 2006 we startedComment is Free, which is a really popular site of
debate among readers.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uk-edition
CiF, as we call it, is one of our most loved - and sometimes hated sub-sites, generating thousands of comments every day.
One of the biggest revolutions started in 2008, when all business and
foreign news became “web first” - that is, it was published on the web,
for free,

as soon as it had been written, edited and subbed, before

it appeared in the paper. National news went web first a few years
later.
In 2009a Guardian App for iPhone and iPod was launched and was
downloaded nearly 70,000 times in its first month. These apps have

been upgraded several times since.
Around this time our digital output started expanding exponentially,
with new sites and innovations and applications being launched
almost monthly.
I work at the Guardian and there’s no way I know my way around the

16

whole website.

As you can imagine this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way we
actually do our jobs. In the beginning the web was a little side project,
running parallel to the paper and largely ignored by those of us who
considered ourselves the real journalists, as opposed to those
youngsters playing about online.
Then in 2009 we officially integrated, doing web and paper
journalism together, with only a few people being so-called “platform
specific”. We all had to learn new skills and it hasn’t always been
easy. At first the needs of the paper dominated with the web as the
poor relation, but that dynamic is changing all the time. It can lead to
a degree of tension, with the same reporters being asked to file an
immediate take for the web, record a quick video, and still do all the

research required for a more in-depth write-through later on. There
can be conflict between editors all wanting their needs Prioritized,
but we are getting better at finding a balance.
The best way to find out about the website is to explore it, so I won’t
go into more detail at the moment.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say is that, apart from a few really specialized servic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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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s content remains free to all users all the time. Many other
media organizations have introduced a total pay wall, such as the
Times, or limit the number of articles users can access a month
without paying,

such as the New York Times and, more recently, the Telegraph. By
remaining free and constantly innovating, the Guardian has
increased our global readership to around 4.5 million a day. We’ve
chosen to be as open as possible, even as our competitors become
more closed. This is a controversial strategy, because the business
model remains unproven. It’s not yet clear when the online
advertising income will make up for the losses in print. But it’s a
strategy that we believe will proveitself in the long run.
Before I finish I’d like to talk about one innovation that is particularly

close to my heart in foreign news. As more and more content is
published online, it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to decide what’s
worth reading. I think there’s a role for a trusted news source to act
as a curator of work being published elsewhere - or an aggregator, in
more correct web terminology. We have several aggregation
initiatives at the Guardian, one of them, the Africa network, I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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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co.uk/africanetwork
The Africa network is the result of a partnership the Guardian has
developed with about 25 other sites writing from or about Africa,
some of them lone bloggers, some of them collectives, some of them
think tanks or media groups. There’s no money involved, but we
agree to share content with each other in a mutually beneficial way. I
monitor their

RSS feeds every day and if there’s something that catches my eye I
will repost it to the Africa network page. They are free to do the same
with some of our content. It’s an unusual way of doing things and, as
an editor, it’s sometimes difficult not to be able to send stories back if
I don’t like the way they’re written, or to be able to commission as
freely as I’d like. But it’s a wonderful way to expand coverage of an

under-reported region without spending too much money. It’s also a
good way to encourage debate and introduce different perspectives,
rather than sticking with a single Guardian voice.
It’s in the early days of the Africa network but there have been some
tremendous successes, and the figures show that our traffic in Africa
is increasing.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because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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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digital world presents many challenges to journalists it
also presents massive opportunities. We have a whole new world of
audiences to reach out to, no longer restricted to a geographical
region. That’s something to be welcomed.

20

Conference I / Speaker

Li Jun [China]
Xinhua News Agency
Senior editor

Reporter and Deputy-Chief, New Media Center, Xinhua News
Agency; Guest Professor at Nanjing University Jingling College;
Before that he was editor-in-chief of Web China; He was once
assistant executive at Xinhuanet.com where he served as editor-inchief of mobile dept; He was devoted to new media research for over
a decade, and was honored with several nation-level journalism
awards and publications on new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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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n 2012: New Media, New Trends

I.

A Snapshot:

From Coverage of Wenchuan Earthquake in 2008 to Yiliang
Earthquake in 2012: Transformation of New Media in China

II.

Numbers:

Overall Pattern of New Media From 2000 to 2012 in China
a)

Twin Focuses: “New” & “Rising”

b)

Two Set of Figures: China Witnessing the Fastest

Developing
Front of New Media ( Netizen reached 564 million and mobile phone
Netizens 420 million in De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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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our Areas of Technology Innovations:

1.

China leading the 4G Front

2.

Wide Broadband Infrastructure

3.

Dawn of Cloud Computing

4.

Arrival of “Big Data Era”

III.

Trends of New Media in 2012

a)

Social Media Generating More impact

b)

Video: the New Access to Information

c)

Mobile Media: Changing Reading Habit

d)

Arrival of Mobile Payment Era

IV.

Facing Challenges: The Path Alternatives of Mainstream

Media
a)

Ambition and Action during Emerging of New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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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ew” and “Old” Mainstream Media Turning to Mobile
Communication

c)

Devotion to Micro Communicatio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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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Kyoung-min [Korea]
ChosunIlbo
Journalist

Kyoung-min Kang is the new media strategist for The ChosunIlbo
Daily with the highest subscription rate in Korea.
He is now working on new media related projects. Throughout his
career he has been drawn to the newspaper company’s new media
sector ranging from news services, iOS& Android apps and the
eBook. He will present the Korean news media industry at The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s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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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News Media in the Age of Digital Media

Korea is swift in embracing the challenges of change. From transition
to industrialization to the adoption of the internet and mobile
technology, you can see plenty of examples. You can see yet
another example of this trend in the media industry.
Since

the

mid-90s

when

Korean

news

including JoongAng Ilbo, ChosunIlbo,and HankookIlbo started

dailies
the

online news service, the Korean news media industry has gone
through a tremendous transformation. There were two critical
junctures. First one was the emergence of online portals such
as Naver and Daum as the major gateways for news consumption,
while the other one was the advent of mobile media with the launch
of iPhone in Korea in 2010. Those two occasions changed the
direction of Korean new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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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ginning of portal-centric news consumption goes all the way
back to 1999 when Yahoo Korea first placed a breaking news
section on its front page. Following yahoo’s move, other web portals
started news service selecting and displaying news contents
provided by news media as they see fit. Their strategies were
increasing their user base through free mail service and then
increasing page views of those users through the aggregated
contents they crawled throughout the wide-west web. Web
community service and news service were some of their many
offerings. After national big events such as world cup and
presidential election

in

2002,

online

portals

such

as Naver and Daum became the destination for consuming the
national news in a community-oriented way. At around this time,
portals considered news service as an important source for attracting
unique visitors and increasing page views.

News organizations that did not have any solid business model
around their digital news contents provided their articles at a bargain.
It became and still is the source of trouble for them now. At the time,
some of news media even provided their news articles at no charge
to maintain their brand power or influence. As a result, the
dominance over the internet media has shifted to portals, which
causes some websites of newspapers and broadcasts to suffer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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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gnant growth for many years. According to Korean Click, a
research agency, in September 2004, Media Daum, news section of
the second popular portal Daum, and Naver News section had 15.4
million and 11 million unique visitors respectively, while chosun.com,
which had the highest number of unique visitors among all news
media’s website, had 8.4 million, almost a half of the news section of
Daum. In terms of page views, disparity is even wider. In a survey on
news consumption habits, an overwhelming 87.4 percent of those
responded that they consume news online by clicking the titles of
news articles from the portals’ main page, while only 13.5 percent did
so by directly visiting the news media’s website (multiple responses
allowed).

When the market trend shifted to mobile with the local launch of
iPhone, news media responded swiftly as they remembered
devastating effects the loss of control over the internet media had for
them. They launched the apps targeted for smartphones and tablets
and actively promoted them to increase the number of downloads
and usage. However, they could not change consumers’ habit of
consuming news contents through portals. Over 90 percent of mobile
news consumption takes place from portals’ native apps or mobile
websites, while less than 10 percent did from native apps and mobile
websites of news media. People still find it more natural to con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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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rom online aggregators than directly from online news
media.

Korean news media has tried to respond to changing media
landscape from print to online to mobile by trying different strategies
around integrated newsroom, blog, UCC(aka UGC) and web 2.0,
and social networks. However, they did not have much success. The
strategy of portals was to maintain the news service as a way to
benefit their users even though they did not make profits directly out
of it, while generating revenues through search and other services.
On the other hand, news media has fallen into a downward spiral in
which print subscriptions decline and revenues decrease, while no
successful business model has emerged for monetizing digital
contents. They were reluctant to make a significant investment and
user dependence on portals became more and more solid.

Korean news organizations begin to explore paywall model. What
triggered them were the sense of urgency and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paywall model by the New York Times. However, in
April 2013, just as Korean news organizations are actively exploring
ways

to

introduce

paywall

model,

the

most

popular

web

portal Naver has completely revamped its news service. It could
bring an even bigger change than the two that I mentioned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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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ng. We are not sure if it would turn out for the better or worse
for the news media as of yet.

Against this backdrop, we want to discuss how the Korean media
would and should chang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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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than Walter Manthorpe [Canada]
Vancouver Sun
International Affairs Columnist

Jonathan Manthorpe is the international affairs columnist for The Vancouver
Sun and the Postmedia group of Canadian metropolitan newspapers.
Manthorpe has been based in Vancouver since 1998. Before that he was the
Asia Correspondent for the group’s internal news agency and was based in
Hong Kong.
Manthorpe was assigned to Asia after five years as the group’s Africa
Correspondent, based in Harare, Zimbabwe.
Manthorpe took up that post in 1989 after over 10 years based in London,
first as the European Bureau Chief for The Toronto Star and

then for the Postmedia group’s agency, then known as Southam News.
In the 1970s Manthorpe was a political correspondent and columnist in
Canada for The Globe and Mail and then for The Toronto Star.
For two years in the early 1980s Manthorpe took a break from journalism to
work as a member of a small group of Canadian officials in London advising
the Prime Minister Pierre Trudeau on “patriation” of the Canadian constitution
from B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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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um Is Not The Message

I started work as a newspaper reporter in 1965, one year after the
controversial Canadian scholar and philosopher of communications
theory Marshall McLuhan published his 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is was neatly
summed up in the phrase “The medium is the message.” McLuhan
argued that the medium by which information is conveyed becomes
part of the information it is carrying. Thus the medium of
communication becomes an influence, in some cases the dominant
influence, on the message itself.
There is no doubt that McLuhan was a very far-sighted man. He was
putting forward his theories at a time when none of the modern
media we now take for granted existed. Indeed, he often used the
then most modern form of information technology -- film and movies
– to illustrate his arguments. But only a few years after he first
proposed the idea that information technology often com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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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ate the message it carries there were revolutions that
appeared to back his thesis.
However, with the benefit of nearly 50 years of hindsight, I think we
have become overly preoccupied with the technologies that deliver
information.

We have lost sight of a very simple truth. The message is the
message, always has been and always will be.
In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I was working at the Toronto Globe
and Mail, Canada’s only national newspaper at that time. It was a
newspaper produced by the classic hot metal process using a
linotype machine to cast lines of type, known as slugs, which were
then assembled in a page frame for printing. It was a process that
had operated for over 100 years and worked very well. Even now it
amazes me how fast we could get a story from the reporter’s
typewriter into the hands of the reader on the street corner. And
some you veterans may remember we had on the front page what
was called the “stop press” box. If an important story broke while a
press run was in progress we could, quite literally, stop the press and
insert a 30-word brief story in that front page box. I’m always
reminded of that when I read or hear about tweets and twitter.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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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t the Globe and Mail we prided ourselves on being Canada’s
premier newspaper. Our stories set the national agenda every day.
We had no real competition from other media. Most radio stations did
not take news very seriously and television news was still in its
infancy. A television news program usually consisted of a presenter
reading stories from the wire services or, quite often, the stories in
our newspaper from that morning. Pictures of news events were rare
and usually a day behind because they were produced on 16millimetre film which had to be chemically processed and edited
before being broadcast.
All that changed in the mid-1970s when television stations got video
recorder cameras that allowed them to broadcast pictures of events
that had happened only a few hours or even a few minutes before.
Television news began to dominate the national agenda and also
offered some proof of McLuhan’s theories. Dominant news stories
now became not necessarily what many people would consider most
important, but were those stories for which television had the most
dramatic or compelling video.
To a large extent the competition for news audiences remains a
tussle between pictures and words.

The new immediacy of television news was very attractive. More and
more people began relying on television for their daily information
diet. Newspaper circulation figures suffered, and that was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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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pundits and analysts started predicting the death of
newspapers as they continue to do today.
The digital revolution and advent of the Internet starting about 20
years ago has undoubtedly mounted an even greater challenge to
the survival of newspapers than television did. And like newspaper
publishers and editors world-wide, as the revolution started
Canadian newspaper managers failed to fully grasp the challenge
mounted by the internet or its long-term implications.
In Canada we have not seen the dramatic losses of circulation and
the closure of newspapers that has happened, for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Some recent figures from the Canadian Newspaper
Association, for example, show total the daily average circulation for
paid newspapers in 2011 to be over 3,840,000 compared with
4,675,000 in 2007. Indeed, the latest figures from the Newspaper
Audience Databank show the weekly audience in 2012 was
13,458,000 compared with 12,382,300 in 2008. I will come back to
this is a moment because that increase contains a very important
and optimistic message.
What we have seen in Canada, though, like in many other countries
is a very serious falling off of advertising revenue that continues to
threaten the survival of some of our newspapers, including the group
of metropolitan daily newspapers for which I work. Newspaper print
advertising spending in 2005 topped $3 billion. But in 2012 –
admittedly with the intervention of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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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dropped by a third to $1.9 billion. And although we, like most
newspapers, have established a major online presence, we have
been unable to demand or get the same revenue from advertising on
our web page as we do in print. Paul Godfrey, the CEO of my own
Postmedia newspaper group, has been quoted as saying “a dollar
lost in print, 10 cents gained in digital.” In the United States it is
reckoned newspapers get a dollar in online advertising revenue for
every $25 they get in the printed newspapers.

Another problem we are still facing is that from the start news on the
Internet appeared to be free. Many sites opened up that offered free
access to news and the audience soon began to question why it
should continue to pay newspaper subscriptions. In response, very
many newspapers made what can be argued was a serious mistake
and opened web-sites offering the entire content of their newspapers
for free. The thoughts behind this move were that it was essential to
keep reader loyalty and that in time online advertising revenue would
restore the newspapers’ income. But by 2005 it had become evident
in Canada as well as in other countries that advertising revenue was
not going to return to what it had been. Readers were going to have
to be encouraged to take out either subscriptions for online
newspapers or make micro-payments to read individual stories.
In the meantime, the cul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their
use of the Internet and their appreciation of online news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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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d. People, especially the young, are no longer as hesitant
about buying products on the Internet as they were even 10 years
ago. And, perhaps more import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newspapers, very many people have come to realise that the whole
notion of the ultimate information democracy of an open Internet and
such fad as “citizenship journalists” were nonsense. Many people
now realise that reliable news is indeed a product with value
produced by professional journalists.
But it has still not been easy to persuade readers that even if they
only read newspapers on their computer, tablet or smart phone, they
are going to have to pay for it.
My old employers, The Globe and Mail, introduced a paywall in 2007,
but after a few months of seeing online subscriptions either not
growing or not growing fast enough, it dropped the barrier in June
2008. Since then, however, public acceptance of online newspaper
subscriptions has grown. My own group experimented with several
paywall models before deciding on a plan which gives open access
to 10 stories every 30 days and after that requires a subscription.
Industry analysts reckon that by the end of this year similar paywalls
will be the standard in Canada.

Indeed, what we are finding in the Postmedia Group and it’s the
same among other newspapers, is that while subscriptions for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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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s remains about double those for online subscriptions, the
market for exclusively digital access is growing rapidly. That is
especially true among young adults. In our major cities and among
people in the 18 to 34 age range the daily exclusive online
readership goes from 20 per cent in Calgary to 36 per cent in
Toronto. In my city, Vancouver, it is 24 per cent. Nation-wide,
computers remain the main portal for reading online news. But we
are finding that among that all-important 18-34 age group, access to
news only via mobiles, either phones or tablets is growing rapidly –
from 3 per cent in 2010 to 21 per cent in 2012.
So the future is bright so long as we keep our heads and remember
a couple of important things. One is that Internet news is a print
medium. To me and I suspect many others it doesn’t matter whether
what I write appears on dead trees or a computer screen. The
relationship with the reader is the same.
The other is to remember what we are selling. And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so many news operations have cut staff
dramatically in order to counter falling revenues. Our product is a
daily view of the world filtered through our professional judgement
and experience. If we lose site of that in the rush for balanced
budgets we lose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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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Ⅱ / Moderator

Kim Hong-kook [Korea]
tbs broadcasting Company
General Director

B.A., M.A., Yonsei University
MBA,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Ph.D.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olitics (Internation
al Politics)
Political Editor & Deputy Director, Newsis News Agency
Visiting Scholar,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FDU)
2004-2005 Member of Foreign Press Association in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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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oliti

Vice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Negotiation Studies
Member of KPSA, KSJC, KASI, KAPS
General Director, tbs broadcast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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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ya Sugizaki [Japan]
AsahiShimbun
Senior reporter

Staff Writer at the Foreign News Section of the Asahi Shimbun

Work involved:
City news in general
G8 Summit at Toya, Hokkaido 2008
Criminal incidents of the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Academic Records:
Sussex European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Sussex, the U.K
<Master of Arts in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2001)
Graduate School of Keio University, Tokyo, Japan
<Master of Law in Politic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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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ts and Internet media

【Approaches of the Asahi Shimbun】


“The Asahi Shimbun Digital”


Another Version of the Asahi Shimbun



Movies on the web beside written articles and
photographs





Possible to enjoy paper edition-style on the web

Twitter


Availabilities and usability at the time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n 11th March 2011



Providing helpful and instructive information for
victims and evacuees of the Earthquake



“Twittering reporters”. Transmitting personalities of
reporters



Collaboration between the Asahi Shimbun and “Huffington Post”
for the launch of the Japanese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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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as a tool for gathering information】


Easy access to various values and information


Excavate the stories and materials embedded in
internet



“Billiomedia”


Staff writers (reporters) finding news resources with
Twitter



Fears that staff writers who are supposed to obtain information
with their lots of legworks would be trapped in the world of
internet


Importance of gaining the first step for the news by
face-to-face conversations



Danger of “copy & paste”



“The Internet reporters”



Possibilities of reducing the presence of existing media due to
the rise of that dispatch of information by citizens

【Anonymity and credibility in the internet】


The spoofed tweet at the time of the big earthquake occurr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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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December in Tohoku region
【Internet and Newspapers, closely-complementing】


Newspaper as “Slow News” media


Needs for “relaxed news culture” other than prompt
reports



Superiority of newspaper as the media allowing
readers to read up and look inside the news
thoroughly, deeply



Not competing superiorities but exploring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nd newspaper media



Transmitting information with the exclusive ways for newspaper
(for example; investigative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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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r Tapia Curiel [Mexico]
Reforma
Head of International department

Born and raised in Mexico City, in his middle 20's, having studied
History for one year and obtained a degree in Communication, Oliver
started to work in REFORMA, the most influential newspaper in
Mexico. He began as co-editor at the online version, reforma.com,
and, after three years, he went to the printed version. Soon, he
became co-editor junior, and later co-editor senior, of the
International section. In 2012, he became chief of international
correspondents, position in which he collaborates with at least 10
envoys in USA, Latin America, Europe and Asia.
At his middle 30's, Oliver has three beautiful nieces. He likes to write
songs and short stories, hobby he started soon in his adolescence.
He also plays guitar "a little" and is learning to ride a motor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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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n modern era : My experience

Hello, my fellow colleagues from the world.
My name is Oliver Tapia, I’m from Mexico City, Mexico, and I’m very
honored for being part of the2013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Before I begin,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all the good people of
South Korea who have worked so hard to make us feel welcome in
this marvelous country: Thank you very much, it has been a pleasure.
When I was invited to participate in this trip, I didn’t think that I would
have the opportunity to share my experience in journalism. At least
not in the way I’m doing it.
I mean, “Role exchange of digital media and journalism” is, for me,
such a big subject of study that I don’t think I’m enough prepared to
speak about.
First of all, I have to admit that I’m not an expert in technology.
For example, I had my first e-mail account until college. Well, maybe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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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so weird because at the time this was not so common. I mean,
I’m sure most of you are very young, but even so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In the other hand, my Facebook account has changed at least two
times –don’t ask me why-, and my Twitter’s is not an example of
popularity in social media.
Nevertheless, the last nine years of my life I been working at the
most influential newspaper in Mexico, REFORMA, and some things I
have learned.
For those who don’t know, REFORMA is a company which its web
page is for subscribers only. It closed the door at the beginning of the
Y2K decade, and

for me, while still in college, it was a tremendous

mistake –don’t tell my bosses I’ve said that.
At the time, I didn’t understand why a company dedicated to inform
people had to close its door and make the news such an exclusive
thing.
Later, I started to work there, and little by little, I understood. In such
a changing world, companies, even news companies, have to
subsist. I mean, that’s what is happening with some leaders of the
industry, you know, like The New York Times itself.
But I’m not here to make an apology of the media industry. What I
really want to say is that, even though we’re in business, we have to
look for balance and I’m pretty sure that the correct use of the
internet is the way to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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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 started to work, we were at the 2.0 version of our web page. I
began there as web co-editor in the front page and things, trust me,
were so different.
At the time there were no such things like Twitter or Facebook. There
were

social networks, but those were only starting and their use was not
so common.
But the years went by –Jobs and Zuckerberg stormed the place- and
now here we are, texting this conference and posting pictures of this
trip through our next generation mobile phones or tablets for all the
world.
I mean, that is great. What the new technologies offer to us is the
opportunity to be in different places simultaneously. For example,
you can be listening to this guy talking about nothing and, at the
same time, changing your status in Facebook or looking for your
favorite team score in its last match.
But, seriously, even though I know that what I’m saying is no news
for you, I’m sure you agree that these things have changed the way
we do our job. Nowadays there are this tools in the web you can use
to write your notes here in South Korea, and your editor in America,
Europe or anywhere can “fix it”.
You can even send the recordings, video or audio, in a really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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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so you can have the textual phrases and no one can deny his or
her sayings.
And one of the very best examples of what I’m talking about had
occurred only last month with the Conclave at the Vatican. We saw
there hundreds and hundreds of journalists from every place in the
world waiting for that white smoke, and in the meantime, they were
texting, tweeting, chatting, broadcasting –of course- and everything
they could and almost at the same time. That couldn’t have
happened only some decades ago.
For me, as chief of international correspondents in the place where I
work, tools like Skype and Whatsapp have helped me a lot to be in
touch with my colleagues from Brazil to Germany to China in a really
fast way. I’m sure sometimes they think this is not that cool,
especially when I text them late at night to ask for some information
or when I’m waiting for that note that is really, really important.
But, to say the truth, I don’t know if I do my work very good or not,
but what I do know is that I couldn’t do it if I didn’t have all these tools
at the reach of my hand, and I’m very thankful of that. Now, it’s my
due to keep learning these fast-changing and fascinating ways to do
journalism, so I can still be part of it.
I’m sure I haven’t said nothing you didn’t know, but I’m really glad
that I had the opportunity to share some of my little experience with
you and I can wait to listen yours. This experience has been so great.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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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Hye-su [Korea]
JTBC
Head of Sports & Culture department

Chang Hye-su joined JoongAngIlbo, one of the leading daily
newspapers in Korea, in 1995. Until 2008, he worked in the domestic
news department (coverage of police, prosecutors), the special
report department, the editorial department and sports department,
respectively.
During the period between 2009 and 2010, Chang studied at the
School of Journalism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 and the Reynolds
Journalism Institute (RJI) on the theme of “How to Prepare for the
Era of the Paperless Newspaper.”
From 2010 to 2012, he served as leader of the task force team on
new device news and leader of the mobile team at JoongAngIlbo.
Since 2012, he has been serving as head of the sports and culture
department at JTBC, a general broadcasting compan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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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olution Occurring Among Digital Media, Newsrooms
and Journalists
-Based on One Journalist’s Experiences in Newspaper,
Internet and Broadcasting Newsrooms

JoongAng Media Network (JMnet)

JoongAng Media Network (JMnet) is one of the largest, and the most
comprehensive

media

groups

in

Korea.

JMnet

started

as

JoongAngIlbo, which was founded in 1965 and is today one of the
leading daily newspapers in Korea. JMnetpublishes newspapers,
ranging from JoongAngIlbo to JoongAng SUNDAY, Ilgan Sports, and
the Korea Daily. In addition, the media group has diverse
broadcasting subsidiaries, including JTBC, a general broadcasting
company, a successor of Tongyang Broadcasting Company (TBC),
which was the first private broadcasting company in Korea and was
forced to be closed after a military coup in 1980; J Golf; Q Channel;
and Cartoon Network. Besides, JMnet is a leading company in
almost all media-related fields, encompassing Internet porta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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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MSN,” magazines, publication, drama production, performance
planning and production, and multiplex cinemas.
Introduction
In 1995 when Nicholas Negroponte, professor at MIT in the United
States, released his book “Being Digital,” I started my career as a
journalist at JoongAngIlbo. At that time people used 386 laptop
computers and accessed the Internet using 2,400bps modems on
regular phone lines to browse the Web with Netscape Browser.
Eight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and so many things have
changed. Now, people log onto the Internet via Ultrabooks,
smartphones, tablet PCs or 100Mbps wireless networking. They
browse the Web using various Web browsers which are too
numerous to name. It is also a 24-hour online environment. The time
when things went offline without wired telephone lines has become a
thing of the past which exists only in books on IT history.
Such changes have shaken the very foundations of the media
industry. Although there is an aphorism that crisis is an opportunity, it
does not apply to the reality of the media industry. Roles and lives of
individual journalists have changed tremendously. I intend to discuss
the theme of “Change in Digital Media and Roles of Journalists”
based on my experience as a former newsroom (editorial department)
reporter,

former

Internet

newsroom

reporter

broadcasting newsroom (news department) jour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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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urrent

Newsroom and Digital Media
JoongAngIlbo for which I worked launched an Internet news
service in March 1995 for the first time in Asia. Internet news service
at that time was virtually nothing more than reprinting news covered
in the newspaper in the form of text, and there was no newsroom
exclusively devoted to compiling the Internet news. At that time
automation was not in place, so operators merely posted news
articles featured in the newspaper by the time when the newspaper
for the following day was delivered (usually around 4 a.m. the
following morning). There was no additional unit responsible for
Internet news, as well as news coverage and reporting for breaking
news.
In 1988 when Korea was engulfed by “dot-com” fervor after
experiencing the foreign exchange crisis, JoongAngIlbo established
its subsidiary named “JoongAngIlbo New Media (later its name was
changed to Joins.com, Jcube and JoinsMSN). “Joins.com” operated
by the subsidiary sought to become a “media portal.” There was a
need for news to be provided in real time, although it was not posted
on the newspaper, in order to attract more page views. To this end, it
was necessary to enlist the support of the newspaper’s newsroom
(editorial department) and JoongAngIlbo introduced an incentive
system in which reporters were encouraged to gather and report
news for Internet news articles, besides their original duty of
gathering and reporting news for the newspaper.
However, the incentive system did not last long. With the
emergence

of

portal

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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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gathering

and

report

competition for Internet news intensified and the company was no
longer able to place the news coverage and reporting of news for the
Internet in the side-work category to be offered with incentives.
JoongAngIlbo encouraged individual reporters to run blogs and
applied an incentive system, instead of news coverage and reporting
of individual news articles for the Internet.
From the mid-2000s to 2009, a phenomenon became evident
where Internet news offered by the existing media companies
became subordinate to portal websites. In addition, news media
exclusively customized for the Internet emerged one after another.
Under the circumstances, the existing media companies had to get
engaged in heated race with Internet-specialized news media in a
competition of Internet breaking news and gradually started to
abandon competition. JoongAngIlbo also withdrew news coverage
staff of the editorial department from the Internet service and left only
desk personnel to manage it. As portal websites promoting Internet
news at the forefront grew rapidly, the newspaper market shrank
dramatically and editorial departments of newspaper companies
gradually underwent downsizing. In reality, they had no resources for
deploying Internet news service personnel.
In 2009 when the smartphone, notably, iPhone, was introduced in
Korea, the Internet news service was faced with a new turning point.
JoongAngIlbo released a news application for the smartphone
(iPhone) in mid-2009 and also released a news application for the
tablet PC (iPad) in October 2010, ahead of the release of iPad in
Korea. A new path was opened where users and news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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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interact directly via such applications, instead of via portal
websites.
Behavioral patterns of users who consume news have also
changed. Besides consuming text-format news on conventional
computers (laptop or desktop computers), they also consumed news
in the form of multimedia on mobile devices. For the newspaper
newsroom, it was difficult to secure multimedia, particularly, image
sourcing. Therefore, they offered video services utilizing open
sources with no possibility of disputes over copyrights, as well as
their own videotaped news coverage images. Along with this video
service, they also offered the Podcast service in which reporters
appeared. This indicated that the roles of reporters, which were
previously confined to text-format news service, were expanded to
include multimedia due to mobile services.
During the period of preparing for the opening of JTBC, a general
broadcasting company, in December 2011, JoongAngIlbo pilottested video news combined with text news via mobile channel.
However, with the opening of the JTBC, an additional JTBC Internet
news service team was established, separate from the JoongAngIlbo
Internet newsroom and currently they are run separately except for
limited

exchanges.

Meanwhile,

portal

websites,

which

have

strengthened their mobile services, are gradually taking up the share
of the mobile news service market, excluding the breaking news
push notific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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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of Incorporation of Newsrooms
With the launch of mobile news services, it has become impossible
to provide news only in the form of text. Therefore, changes in the
organization of newsrooms for multimedia services have emerged as
an essential task to tackle. Is it possible for broadcasting and
newspapers, which are different in overall areas of news reporting
and production, to be incorporated into a single organization with the
Internet as a medium?
On the Internet, users read news articles in the form of text first
and then consume multimedia services related to the news articles
concerned. In other words, now is the age when people “read”
broadcasting services and “read and listen to” newspapers using
their smartphones. Now, it seems unavoidable to adopt incorporation
of

newsrooms,

newspaper-style

broadcasting

newsroom

that

service

newspaper

newsroom

or

partially

offers

adopting

broadcasting-style services. It remains to be seen to what extent this
phenomenon will change the roles of 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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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ris Harm [Netherlands]
NOS
Asia editor

Floris Harm is a journalist who works at NOS News, the main
broadcast news provider in the Netherlands. Since he started
working for NOS, Floris has held a number of positions at the
International, Domestic and Financial News Departments. As a news
reporter, research journalist, editor and head of the Beiijing Bureau in
China, Floris has provided news coverage for NOS's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s, as well as for the company's website.
Currently, Floris works at the Asia Desk of the International News
Desk.

Floris lives in Amsterdam. He is married with thre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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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 Internet First

In the digital age NOS faces a new set of challenges. It has become
much easier to pull news coverage from the internet, and use it for a
story.

The

whole

editing process has

become

much

less

cumbersome, so it is easier to produce a much larger volume of
news stories, provided the pictures are there. But because it is now
easier to produce more in less time, the risk is that there's less time
for reflection about the story, and to quickly just use those pictures
because they reflect what we assume is the real story. But as always,
it remains incredibly important to check the facts and do proper
research before publishing a story, no matter how sensational the
pictures.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much more than in the past,
NOS needs to be aware that the footage that is provided, may have
been tampered with, as you can see from a few notorious examples.
The digital age also means that the old position of NOS News is
being challenged. NOS News has always had a privileged position in
the Netherlands: as public television's news provider, NOS is big and
re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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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NOS is a public broadcaster organization, the general
public sees it as the closest thing there is to objective news reporting:
if NOS News says it, it must be true. It's a great brand, which also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 we cannot afford an errors or
inaccuracies. NOS's Editor-in-chief devotes a substantial part of his
time to respond to discussions, criticisms and accusations on Twitter,
to explain the reasons why NOS decided to cover a certain news
event in the way it did.
Because NOS is aware that it is held to a high standard, it has
always checked any sensational news headline published by other
media, before it is published. And because NOS is loath publish
rumors, the flip side is that (especially among the younger audience)
NOS's image also tends to be a bit staid, dull and slow. If Twitter
explodes because of some sensational headline in a morning
newspaper, and NOS News confirms it later in the afternoon, it
doesn't feel like NOS News is at the forefront of what's happening.
And so some people don't open the NOS app to check the latest
headlines, they go to the competition. So to compete with these
other news sites, the challenge is to be faster than we were, and
provide the analysis and backgrounds to news developments for
which NOS's competition lacks the knowledge and expertise. That is
the strategy behind the new policy of "Internet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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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ias Kaiser [Germany]
Die Welt
Reporter

Dr. Tobias Kaiser is correspondent for Macroeconomics and
Economic Policy at the Berlin-based newspaper "Die Welt" and its
Sunday edition "Welt am Sonntag". He joined the paper in April 2009
and has since extensively covered the economic developments and
the Euro crisis.

Previously he worked as Berlin correspondent for the publishing
house Gruner + Jahr. He studied Economics, Political Science and
Journalism at the Universities of Berkeley, Chicago, Copenhagen
and Munich holds a doctorate in Social Sciences from the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Munich.

tobias.kaiser@welt.de+49.151.59.15.00.93
Facebook.com/tobias.kaiser.33633
Twitter.com/TobiasKaiserBln

Google Plus: Tobias.Kaiser.B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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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ing into the Digital Age – Experiences from DIE WELT

About DIE WELT
DIE WELT is one of the three largest quality papers with national
circulation in Germany. The Sunday edition “Welt am Sonntag” is
Germany’s most widely read quality Sunday paper. DIE WELT was
founded in 1946 and was licensed by the British Allied Forces, who
were at the time governing the North of Germany. It was modelled
after the British “The Times”. In the fourth quarter of 2012 DIE WELT
sold circa 252,.000 copies daily and reached 700,000 readers every
day.

The Sunday edition “Welt am Sonntag” sells circa 400.000

copies every week and reaches around 1,2 million readers.
Axel Springer AG, the publishing house behind DIE WELT is
Germany’s leading publishing house and has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become a European leader in the transition from traditional
publishing to the digit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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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WELT in the digital age
The development of “Die Welt” and its sister publications is
exemplary of this leadership. Over the past decade change and
restructuring has been a constant fixture at DIE WELT. This process
has not always been easy, but it has strengthened the group, which
is today financially on a very sound footing.
This cannot be said of other competitors in the German market. Just
last year two quality papers with national circulation were forced into
bankruptcy or had to shut down: The traditional Frankfurter
Rundschau and Financial Times Deutschland. This illustrates what a
threat the digital era has become for the traditional newspaper
business.
DIE WELT moved early on into the digital age: 20 years ago, DIE
WELT was the first large paper with national circulation with an
internet presence.
In the year 2002 the shifting economies of media production forced
the Axel Springer to adopt a new production model for DIE WELT.
To create economies of scale, the editorial staffs of several papers
were merged together into one editorial pool. This move combined
the daily DIE WELT with the previously independent Sunday paper
“Welt am Sonntag” and “Berliner Morgenpost”, a quality paper that
served the capital city of Berlin. All three papers were made from one
newsroom.
Today, eleven years later, this editorial staff produces five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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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s,

three

Sunday

papers,

three

news

websites,

three

Smartphone Apps and three constantly updated editions for tablets.
This combination of several titles was an international first at the time.
It has been copied at other German and international newspaper
groups ever since.

Since the year 2006 DIE WELT has fully embraced digitalisation with
its strategy “Online First”: It meant that Articles were not reserved for
the next day’s print edition anymore, but rather, they were generally
published online as soon as they were written. Basically every article
that appeared in the paper also appeared online. This might not
sound exceptional, but at the time it was. Until this day, other
national competitors reserve some articles or even the majority of
articles exclusively for their print editions.
When the Ipad premiered in Europe, DIE WELT was the first media
brand with an Ipad app and today DIE WELT is the most widely read
German daily paper on the Ipad.
Last year, 2012, DIE WELT took the most recent step in its
Digitalisation strategy. Since September, digital has become the lead
medium of all daily publications from DIE WELT Group. This implies
an enormous shift: Today, basically all articles are originally written
for online and other digital channels and not with the printed edition
in mind. Only in a second step the newspapers will be compiled out
of this digita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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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es digital change mean for daily work?
The shift to a news production focused on digital content meant a
more distinct division of labour: Traditionally the division of labour
was not very pronounced at German newspapers. Often journalists
were reporters and producers at the same time, often shifting
between roles. DIE WELT was among the papers that had very early
on introduced the distinction between producers and reporters. With
the new model for publicati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roles
has increased.
It also means a big change in how journalists at DIE WELT work.
Important stories now need to be updated throughout the day.
It does not mean the end of high quality or investigative journalism.
Quite the opposite: Often the most successful stories on the website
of DIE WELT are very long pieces, this is particularly true on the
weekends, when users have more time to spend reading.
While the users readily accept the new strategy, we journalists find
out that in some respects the move was maybe bit too avant-garde:
politicians, spokespersons and PR agencies are still focussed on the
printed stuff and want to see their name in the paper.
So far the results have been generally positive: The number of
articles DIE WELT puts online has increased heavily. The overall
audience of the digital offerings has increased and is still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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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lready the next move has been taken: DIE WELT was the first
major news portal in Germany to introduce paid subscriptions and a
paywall. Casual readers can still read up to 20 free articles per
month. After their monthly allotment, they are invited to subscribe to
the digital offerings. It is a major move to boost circulation revenue.
Whether it pays off, we will see in the coming months. So far it
seems that online users of DIE WELT are indeed willing to pay for
high quality digital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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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Woosang [Korea]
Korea Foundation
President

EDUCATION :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Germany, Hankuk University
ofForeign Studies, Graduated from the Maxwell School, Syracuse
University,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Rochester
CAREER :
Research Associate,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U.S.A.
Professor, Sook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Director, Institute of East &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Member, Steering Committee, the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CSCAP) ,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to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President, Korea Foundation

83

2

Communication and Future of Global Journalism

Special Session/ Speaker

“Middle Power Korea’s Public Diplomacy”

It is my great pleasure for me to have an opportunity to share a
Korea’s vision and strategy of playing a pivotal middle power
leadership role in global society with prominent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It is also one of the 140 primary tasks which current Park
Geun-hye Government has designated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creating “people’s happiness”.
Before I joined the diplomatic circle, I have spent 20 some years in
teaching and researching 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oreign
affairs. During my academic life, I have been advocating Korea’s
“pivotal middle power” role in the Asia Pacific region. In Canberra, as
the Korean ambassador to Australia in 2008, then-Prime Minister
Kevin Rudd began to argue for Australia playing “creative middle
power” role in the Asia Pacific region. I had several occasions to
meet him and discuss the middle power cooperation. While I was in
Canberra, the two leaders of Korea and Australia held summit
meetings 14 times including 3 stand-alone summit meetings as well
as frequent telephone calls between two leaders. One outco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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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ccessful bilateral middle power cooperation during my stay in
Canberra must be the G20 summit meetings. Two leaders’
cooperation helped establish G20, instead of G8, the major regular
international forum to deal with world financial crisis, in which the
experienced middle powers’ voices can be heard.
Public diplomacy becomes a very effective measure to create better
diplomatic environment for Korea’s closeties with other like-minded
middle power countries in the long-term. As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the leading Korean institution for public diplomacy, I
come to realize that one of the best ways of carrying out our public
diplomacy is to play the middle power leadership role in the global
society.

Challenges Korea faces
Like many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Korea faces many
challenges from global, regional and peninsula levels.
1)At the global level, Korea faces challenges related to the current
world financial crisis, climate change, green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natural disasters, and refugees, to name a few; and
these are all human security related challenges.
2)At the regional level, we all talk about the rise of China and its
potential impact on the global and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lso experience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past history issues get more and more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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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t the peninsular level, Korea also faces serious security threats
from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o deal with these challenges, Korea needs the following coherent
foreign policy strategies:
1) First of all, there is no doubt that Korea at present and Korea in
the future need to maintain a strong military alliance with the US.
Korea-US alliance relationship is the main pillar of the Korean foreign
policy.
2) Secondly, the Korea-China economic strategic partnership and
friendly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as well.

Our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with the rapidly rising China is
remarkable. Currently, the trade volume between the two is larger
than the sum of our trade volume with US and with Japan. And this
trend will continue in the years to come. Sharing (almost) border with
China, we have to maintain strong economic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Korea’s strong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with China does not
contradict with our alliance ties with the US. Strong economic ties
with China will provide a favorable position for Korea to improve its
alliance ties with the US on a more equitable basis.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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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trong alliance ties with the US will provide Korea with leverage
to negotiate stronger economic ties with China on an equal basis.
3) Thirdly, Korea’s active middle power engagement in various
human security issues with other like-minded middle powers in
multilateral settings will provide Korea’s more balanced foreign policy
environment.

Definition of middle power
There is no universal agreed upon definition of middle power. At
least, it needs to satisfy two criteria — that is, capability and
willingness.
Briefly speaking, a middle power country must have enough
capabilities to meaningfully influence regional affairs, and at the
same time, have the intention of actively engaging in regional and
global affairs for peaceful resolutions in international disputes,
facilitating multilateral solutions to global issues, and demonstrating
“good international citizenship.”
Throughad hoc coalition with “like-minded” countries in multilateral
institutions, a middle power can play the role of catalyst by triggering
initiatives and building coalitions; play the role of facilitator by
developing agendas and convening formal meetings; play the role of
manager by taking a key role in building institutions; and play the
honest broker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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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some roles that great powers may not be welcomed to
play since they may unintentionally intimidate the 3rd party or
concerned parties. In those cases, middle powers like Korea can
lead by playing certain roles to promote concerted efforts of making
the global society more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 as a middle power
Korea’s integration into the global economy, its emergence as a
democratic state, and its increasing importance in the global society
are recognized. Recently Korea has played meaningful middle power
leadership roles in the global society.
1)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Korea has developed from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into one of the top ten largest
economies, top ten strongest military powers, and top twenty most
democratic countries in the world.
2) Korea made an unparalleled move from a recipient of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to a donor country. It will also steadily
increase the level of th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urrently from 0.12% of the GNI to 0.25% by 2015.
3)Korea recently joined the “20-50 club” as the seventh member.
4) Korea hosted successfully the1988 Summer Olympic Games, the
2002 Soccer World Cup and performances have been very goo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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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also host the 2018 Winter Olympic Games.
5) Korea produced international leaders, such as the current UN
Secretary-General.
6) Korea successfully hosted the G20 Summit in 2010, 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n 2011, and the Nuclear
Security Summit in 2012.
7) Korea was selected to host the GCF (Green Climate Fund) and
recently established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8) Korea participates very actively in many other human security
areas including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s (PKO), anti-piracy
operations, nonproliferation, refugee, natural disaster.
9) Korea shares Korea’s unique experiences of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with many developing countries
around world through various Knowledge Sharing Programs (KSP).

Why Korea play middle power leadership role?
Korea, surrounded by great powers’ sphere of influence, can balance
out potential great power influences through active middle power
engagement. By playing a middle power leadership role in
multilateralism, Korea’s foreign policy environment and its strategic
position will be more balanced, stable and advantageous.
Many say Korea is one of the major powers in the world. I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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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Korea is not a major power. Unless it actively engages in
regional and global affairs, surrounded by three great powers, Korea
will be considered a small power in the relative sense. Only by
playing a middle power leadership role, Korea will, in many different
ways, get more equitable respect in the regional and global arena.
Most of the middle power roles are humanitarian or humanistic,
ethical, moralistic, altruistic, and peace-loving. Thus, the more Korea
plays a middle power leadership role, the greater the chances it will
be able to do good, and be respected by the global society and be
better known by global citizens. In that respect, playing a middle
power leadership role itself can be one of the best forms of
conducting public diplomacy.
Korea’s contributions to the global society will also increase the
chance of peaceful re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With
strong support of world opinion, in the near future, the Korean
peninsula may be peacefully united under democratic terms.

The Korea Foundation
The Korea Foundation (KF) is the leading independent, non-profit
institution for Korea’s public diplomacy. The main mission of the
Korea Foundation is to make friends of Korea around the world by
promoting our traditional and modern arts & culture, Koreans studies
including language, history, contemporary political economy, etc,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including organizations of the bi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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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among leaders and invitation programs for opinion leaders
from various countries.
Currently, the so-called Korea wave is very popular. Worldwide,
there is a fairly strong interest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I believe it is propitious timing for the KF to carry out its mission. The
current Korea fever may not last long, and we cannot reasonably
argue that Psy’s “Gangnam-style” is based solely on our own culture
or tradition. When many young people around world are interested in
K-pops, the KF has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them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and arts, Korean tradition, and modern Korean
society.
What needs to be done
What needs to be done to let more global citizens know about Korea?
For the past twenty one years, the KF has been successful in
providing various programs to intellectuals in great powers, for them
to be more knowledgeable about Korea and to become friends of
Korea. Now, it is about time for the KF to reach out to more middle
power countries.
To do this, a modest budget redistribution scheme has been carried
out to focus more on middle power partners. In addition, we carry out
the KF signature programs for Korean studies and public diplomacy,
including the Global e-school program, KF Global Seminar, and the
KF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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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I hope that this World
Journalist Conference we support becomes an opportunity for all of
you, prominent journalists from all over the world, to understand
more about Korean culture, society and people as well as Korean
government’s policies. Furthermore, I also hope that your experience
of Korea during this Conference becomes a great milestone to
promote ordinary people’s understanding of Korea.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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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행사명▪
2013 세계기자대회
▪ 일시 ▪
2013 년 4 월 14 일(일) ~ 21 일(일) 8 일간
▪ 장소 ▪
서울, 경기, 대전,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주최 ▪
한국기자협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 주제 ▪
글로벌 저널리즘의 소통과 미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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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안내 ▪
- 콘퍼런스Ⅰ
: 디지털미디어시대, 언론의 미래는?
- 콘퍼런스Ⅱ
: 디지털미디어와 저널리스트 역할 변화
- 대한민국 세계에 알리기
· 특강Ⅰ :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윤병세 외교부 장관)
· 특강Ⅱ :중견국 대한민국의 공공외교
(김우상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 현장취재
•

국회의사당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KBS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

2013

•

SK ‘T.um’

•

서울시투어 (인사동)

•

주남저수지

•

국립중앙박물관

•

해양공원, 창원솔라타워

•

창덕궁

•

남산골한옥마을

•

삼성디지털시티

•

DMZ (비무장지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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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4월15일월요일

13:40
15:40

주제

디지털미디어시대, 언론의미래는?

사회자

김균미 [대한민국]
(서울신문 / 부국장 겸 문화부장)
주디스 솔 [영국]
(가디언 / 부편집장)

콘퍼런스 Ⅰ

리 준 [중국]
(신화통신 / 뉴미디어센터부부국장)

발제자

강경민 [대한민국]
(조선일보 / 뉴미디어실)
조나단맨쏘프 [캐나다]
(벤쿠버 선 / 국제전문기자)

16:00 16:50

특별강연

김우상 [대한민국]
(한국국제교류재단 / 이사장)

연사

4월19일금요일
주제

디지털미디어와저널리스트역할변화

사회자

김홍국 [대한민국]
(tbs 교통방송/ 보도국장)
신야스기자키 [일본]
(아사히신문 / 기자)

09:50
11:40

올리버타피아쿠리엘 [멕시코]
(레포르마 / 국제부장

콘퍼런스Ⅱ

장혜수 [대한민국]
(JTBC / 스포츠문화부장)

발제자

플로리스 함 [네덜란드]
(NOS / 아시아에디터)
토비아스카이저 [독일]
(디 벨트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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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퍼런스Ⅰ
• 사회자&발제자
•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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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퍼런스 I / 사회자

김균미 [대한민국]
서울신문
부국장 겸 문화부장

1989 년에 서울신문에 들어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국제부에서
근무
2003 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쿠웨이트와 이라크 현지 취재
2008 년부터 3 년간 워싱턴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미 역사상 첫
흑인대통령인 버락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과정 및 집권 1 기 취재.
국제부장을 거쳐 2012년 8월부터 문화부장 겸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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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퍼런스 I / 발제자

주디스 솔 [영국]
가디언
부편집장

주디스 솔(Judith Soal)은 영국 신문사 가디언의 외신 부편집장으로
2004년부터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다. 가디언에 입사하기 전에는
데일리메일에서 근무했으며 남아공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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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퍼런스 I / 발제자

디지털 세계와 가디언

제가 가디언에 몸담은 지 어느새 10년이 되어가는데 그 동안
저희의 일하는 방식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디언의
역사와 특별함, 그리고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디언의
노력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릴까 합니다.
http://www.guardian.co.uk/news/datablog/2011/sep/26/datajournalism-guardian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1821년 5월 5일 ‘맨체스터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된 저희 신문의 초판입니다. 주간지로 시작했으나
그 후에 일간지로 전환하였습니다.
가디언은 다른 영국 언론사와는 달리 자본을 투자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길 바라는 루퍼트머독류의 소유주가
없습니다. 대신 가디언의 ‘영구적’인 존속을 위해 전

소유주

C.P.스콧이 설립한 ‘스콧 트러스트(Scott Trust)’ 펀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http://www.guardian.co.uk/gnm-archive/interactive/guardianinteractive-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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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분명한 장점으로 전적으로 독립적인 편집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소유주의

투자에

대한

정치적

수익을

야심이나

추구해야

할

변덕에

비위를

필요가

없습니다.

맞추거나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에 저희에게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기업인이

아닌

외신

뉴스기자이므로

여러분께

수치나

재무사정에 대해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디어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가디언 또한 발행부수 및 광고 감소로
고전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디지털 전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가디언이

처음으로

1994년입니다만

인터넷

상에

1999년

‘가디언언리미티드(Guardian

기사를

제공한

1월에

Unlimited)’가

것은

웹사이트

공식

오픈했습니다.

처음엔 완전히 별개의 직원들이 웹사이트의 운영을 맡았습니다.
신문기자들에

비해

젊고

경험이

많지

않은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독립적으로 일했습니다.
http://www.guardian.co.uk/gnm-archive/guardian-website-timeline
1999년 9월경 웹사이트의 이용자 수가 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가디언은 정식 명칭이 ‘웹 로그(Web Log)’인 블로그를 2000년
4월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http://www.guardian.co.uk/weblogindex/0,,340346,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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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의 전설에 따르면 저희는 또한 최초로 라이브 블로그
서비스를 도입하여 축구 경기를 분단위로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뉴욕타임즈에서도 라이브 블로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압니다.
http://elections.nytimes.com/2012/debates/2012-02-22
지금 보시는 것이 오늘날 가디언 라이브 블로그의 모습입니다.
영상과 사진, 음성, 트위터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uardian.co.uk/world/blog/2013/mar/19/pope-francisinaugural-mass-live-coverage
가디언은 초창기 이후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항상 디지털
저널리즘의 수익 모델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습니다. 2003년엔
광고 없는 버전의 웹사이트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유료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십자말풀이 및 데일리이메일
다이제스트 서비스 제공). 수익 모델 대다수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현재

남아있는

것들도

무료

서비스입니다.
2004년에

오픈한데이팅

사이트

‘가디언소울메이트(Guardian

Soulmates)’는 지금까지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https://soulmates.guardian.co.uk/
2006년에

신설한

토론

사이트

‘코멘트이즈프리(Comment

Free)’는 독자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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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uk-edition
CiF라고도

불리우는

‘코멘트이즈프리’는

저희에겐

애증의

웹사이트로 통하며, 매일 수천 건의 코멘트가 올라옵니다.
가디언

최대의

변혁은

200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비즈니스뉴스 및 외신이 인터넷 우선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즉
신문에 싣기 전에 작성, 편집, 교정을 마치자마자 무료로 인터넷에
게재하는

겁니다.

전국

뉴스는

몇

년

후에야

아이폰

용

가디언

인터넷으로

제공되었습니다.
2009년,

아이패드

및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으며 첫 달 약 7만 건의 다운로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를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웹사이트와

등장하면서

이제

혁신,
저희의

애플리케이션이
디지털

거의

산출물이

매월

새롭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디언에서 일을 합니다만 웹사이트
전체에 대해 정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바와 같이 이는 실제 저희가 일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초 인터넷 서비스는 소규모
사이드

프로젝트였고

신문

서비스와

병행하였으며,

즐기는 젊은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자칭 진정한 언론인이라

생각하는 이들로부터 크게 외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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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그러다가 2009년에 가디언은 소위 ‘플랫폼에

특화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터넷 서비스와 신문 저널리즘을 공식적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저희 모두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만 했고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신문의

필요가

인터넷을

크게

압도했지만 그 역할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령 동일한 기자에게
인터넷에 대한 즉각적인 의견을 묻고 빠르게 영상을 기록하면서도
추후의 심층 보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충족하길 바라는 편집장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디언에서는 그 균형점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잘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직접 방문해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당장 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일부 매우 특화된 서비스 외에는
가디언의컨텐츠가 모두 무료라는 것입니다. 타 미디어 기관의
경우를 보면, 더 타임즈는 완전 유료상품을 내놨고 뉴욕타임즈와
최근에 텔레그래프는 이용자가 무료로 읽을 수 있는 기사 건수를
매달 한 건으로 제한했습니다. 가디언이 무료이용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한 결과 전세계 독자 수는 하루 약 4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쟁 신문사들의 서비스가 갈수록 유료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가능한 한 무료화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모델은 입증된 전략이 아니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언제쯤에야 온라인 광고 수입이 신문 적자를 메울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디언의 전략이 결국에는
입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외신에 몸담고 있는 저에게 특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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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가지 혁신에 대하여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인터넷 상의
컨텐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느 것이 읽을만한 가치가 있을지
갈수록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공신력

있는

뉴스

제공자에겐 다른 매체의 뉴스에 대한 큐레이터, 또는 더욱 정확한
인터넷 용어로 애그리게이터(취합제공자)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디언에서는 몇 가지 취합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아프리카 네트워크’에서 제가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uardian.co.uk/africanetwork
아프리카 네트워크는 아프리카 소재 또는 관련 25개 웹사이트와
가디언

간

싱크탱크

파트너십의
또는

미디어

산물입니다.
그룹이

이해관계는

없으며

대신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상호
저는

개인

블로거

속해

호혜적으로
이들의

및

공동체,

있습니다.

금전적

서로의

RSS

컨텐츠를

피드를

매일

모니터링하는데 만약 제 눈길을 끄는 게 있으면 이를 아프리카
네트워크의
가디언의컨텐츠로

웹페이지에리포스팅합니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이는

또한
흔치

않은

방법이며 편집장의 입장에서 다른 이의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기사를 돌려 보내지 않거나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의뢰를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보도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디언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대신 토론을
장려하고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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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네트워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큰 성공도
거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저희의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세계가 저널리스트들에게 많은
도전과제와 더불어 큰 기회 또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야 할 전혀 새로운
독자들이 있으며 더 이상 지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환영해 마땅한 일 입니다.

115

글로벌
저널리즘의 소통과
소통과미래
미래모색
글로벌 저널리즘의
모색

84

콘퍼런스 I / 발제자

리 준 [중국]
신화통신
뉴미디어센터부부국장

신화통신 뉴 미디어 센터 기자 및 부국장
난징 대학교 객원교수
이전에는 웹 차이나(Web China)의 편집장으로 근무
Xinhuanet.com 의 부국장(assistant executive)을 역임하며 모바일부
편집장
10여 년간 신 미디어 연구에 전력했으며 중국 내 기자상을 몇 차례 수상하
고신 미디어에
관한 저작을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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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국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트렌드

I.

장면:

2008년 원촨

지진

보도에서

2012년

이량현

지진

보도까지: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의 신 미디어의 변화

II.

숫자: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신 미디어 패턴

a)

두 개의 초점: “새로운” & “부상하는”

b)

두

종류의

숫자:

신

미디어가

중국(2012년 12월 기준 네티즌의 숫자가 5억 6,400만명에
달하고 휴대전화 사용자도 4억2,000만명)
c)

기술 혁신의 4개 부문:
1. 4G를 선도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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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와이브로(Wide Broadband) 인프라
3. 클라우드 컴퓨팅 등장
4.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

III.

2012년 신 미디어 트렌드
a)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 증대

b)

비디오: 정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 경로

c)

휴대 미디어: 독서 습관을 변화시킴

d)

모바일 결제 시대의 도래

IV.

도전과제: 주류 미디어의 대안
a)

신 미디어가 부상하는 가운데 야심과 행동

b)

“새롭고”, “오래된” 주류 미디어가 휴대 통신으로 방향

전환
c)

마이크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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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대한민국]
조선일보
뉴미디어실

조선일보에서

경영기획실과

미디어전략실을

거쳐

현재

뉴미어실에서 회사의 뉴미디어 전략과 기획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뉴스앱과웹서비스를 기획하였으며, 전자책서비스 등 여러
사업에 관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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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시대 속 국내 뉴스 미디어

한국은 변화의 물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에서
산업화, 인터넷 도입, 모바일 기술까지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1990년대

중반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서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로

국내

뉴스

미디어

산업은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크게 두 차례의 중대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뉴스
소비의 주요 관문이 된 네이버(Naver), 다음(Daum)과 같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등장, 그리고 2010년 아이폰의 국내 출시에 따른
모바일 미디어의 등장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뉴스 미디어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가 시작된 것은 야후 코리아가 메인
페이지에 뉴스속보를 실었던 1999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후에 뒤이어 다른 포털들도 적합한 매체를 통해 뉴스 컨텐츠를
선별하여 게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으로 무료
메일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기반을 확충한 다음 인터넷 상에서
끌어 모은 컨텐츠를 통해 사용자의 페이지뷰를 늘려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및

뉴스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및 대통령선거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큰

행사

이후에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는

커뮤니티 지향적으로 국가적 뉴스를 소비하기 위한 목적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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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당시 포털은 뉴스 서비스를 순 방문자수와 페이지뷰
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디지털 뉴스 컨텐츠와 관련하여 탄탄한 사업 모델을 갖추지
못했던

뉴스기관은

못했습니다.

결국

기사를
지금

제공하고도

이들이

껴안고

큰

수익을

남기지

있는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디어는 당시에 자사의 브랜드 파워
또는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뉴스 기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 미디어의 패권이 포털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부 신문사 및 방송사 웹사이트는 수년간 지지부진한
보였습니다.

성장을

온라인

리서치기관인

코리안클릭(Korean

Click)의 2004년 9월 자료에 따르면 포털 2위 다음의 뉴스섹션
‘미디어다음’과 ‘네이버뉴스’ 섹션의 순 방문자수가 각각 1,540만
명과 1,100만
1위였던

명이었던

조선닷컴의

반면, 뉴스

경우

840만

미디어

명으로

웹사이트

가운데

미디어다음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페이지뷰 기준으로는 그 격차가 더욱
컸습니다. 뉴스 소비습관 관련 조사에서는 무려 응답자 87.4%가
포털

메인

페이지의

기사

제목을

클릭하여

뉴스를

본다고

응답했으며 직접 뉴스 미디어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뉴스를
본다고 답한 응답자는 13.5%에 불과했습니다(중복 답변 가능).
아이폰의 국내 출시와 함께 모바일 시장으로 추세가 바뀌자 뉴스
미디어는

신속한

대응을

했습니다.

과거에

인터넷

미디어를

장악하지 못해 입은 타격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환으로
스마트폰과태블릿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았고 다운로드 건수 및
사용을 늘리고자 적극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포털을 통해 뉴스
컨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습관을 바꿀 순 없었습니다. 전체

124

모바일 뉴스 소비의 90% 이상이 포털 전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이루어지는

모바일

반면

웹사이트

뉴스

이용은

미디어의
10%도

채

전용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온라인 뉴스
미디어에서

직접

뉴스를

소비하는

것보다

더욱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국내 뉴스 미디어는 활자에서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로의 미디어
판도 변화에 대응하고자 통합뉴스룸, 블로그, UCC 또는 UGC,
웹2.0, 소셜 네트워크를 동원,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도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포털의 전략은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더라도 사용자의 혜택을 위해 뉴스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검색 및 기타 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뉴스 미디어는 내리막길을 걸으며 인쇄판
구독

및

수익이

감소하는

한편

성공적인

디지털

컨텐츠

사업모델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뉴스 미디어가 투자를 망설이는
사이에 사용자들의 포털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졌습니다.
국내 뉴스기관도 유료 구독 모델(Paywall Model)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식과 더불어 뉴욕타임즈의 성공적인 유료
구독 모델 도입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뉴스기관들이
유료 구독 모델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 있던 바로 그 때 포털 1위
네이버는

뉴스서비스를

전격

개편했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사건보다 훨씬 큰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뉴스 미디어에 유리해질지 불리해질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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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맨쏘프 [캐나다]
벤쿠버 선
국제전문기자

1980년대 초반에는 2년 간 언론계를 떠나 영국으로부터 캐나다
조나단맨쏘프는 캐나다 중앙지인 밴쿠버 선과
그룹의 국제문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포스트미디어

맨쏘프기자는 1998 년부터 밴쿠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홍콩에서 포스트미디어 그룹 내부통신사의 아시아
특파원으로 근무하였다.
아시아 담당으로 발령되기 전에는 짐바브웨의
아프리카 특파원으로 5 년을 근무하였다.

하라레에서

맨쏘프 기자가 아프리카 특파원이 된 것은 1989 년으로 그
이전에는 런던에서 10 년 동안 토론토 스타의 유럽 사무소장과
당시에는 사우댐 뉴스로 알려진 포스트미디어 그룹의 유럽
사무소장를 거쳤다.
1970 년대에는 캐나다의 더 글로브 앤 메일과 더 토론토 스타의
정치 담당기자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였다.
헌법 반환에 관해 피에르트루도 총리의 홍보팀으로 런던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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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퍼런스 I / 발제자

미디어는 메시지가 아니다

저는 1965년 신문기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65년은 캐나다
출신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이며 철학자로 논쟁적 인물이었던
마샬맥루한(Marshall McLuhan)이 정보와 정보기술의 관계에 대해
견해를

발표한

이듬해였습니다.

메시지다”로깔끔하게

정리될

수

그의

주장은

있습니다.

“미디어는

맥루한은

정보가

전달되는 미디어는 자신이 전달하는 정보의 일부분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는 메시지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맥루한이 아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학자였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은 당연시되는 현대적 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자신의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맥루한은
실제로 당시 가장 최신의 정보 기술, 즉 필름과 영화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매체에

불과한

정보기술이 전달되는 메시지를 지배하게 된다는 생각을 발표하고
불과 몇 년이 지나자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듯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50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라는 데 너무 정신을 빼앗겼던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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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듭니다. 아주 간단한 진실을

놓쳐 버린 것이지요. 메시지는 항상 메시지였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라는 점 말입니다.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 저는 당시 캐나다 유일의 중앙지였던
토론토

글로브

앤

메일에서

일했습니다.

라이노타이프에슬러그라고 불리는 고온주조 활자행을 사용하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인쇄되던 신문이었습니다. 한 슬러그가 한
행이니

그걸

한

페이지

당시까지 100년이 넘게

분량으로

모아서

인쇄를

했습니다.

사용된 방식이고 그 때도

훌륭하게

움직이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자가 타자기로 친 기사가
얼마나

빨리

거리

가판대의

신문이

되어

독자의

손에

쥐어졌는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놀랍습니다. 여기 계신 원로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때는 “스톱 프레스”(stop press)라고 부르던
박스 기사가 1면에 있었지요. 윤전기(press)가 돌아가고 있을 때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말

그대로

윤전기를

멈추고(stop)

30단어짜리 짧은 기사를 1면에 끼워 넣었던 것이지요. 제가
트윗이나트위터를 보고 들을 때면 항상 이게 생각이 납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다니까요.
글로브 앤 메일에서 일하던 우리는 캐나다 최고의 신문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사는 매일 국가적
의제를 설정했습니다. 다른 매체와는 별다른 경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라디오 방송국은 뉴스를 크게 진지하게 보지는 않았고,
TV 뉴스도 아직 초창기였습니다. TV 뉴스란 것도 대부분 전보로
전달된 기사를 앵커가 읽는 수준이었고, 기사 역시도 우리 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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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것인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사건

영상이

나오는

건

드물었고 전날 촬영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6미리 필름으로
찍은 영상은 화학 처리를 거치고 편집을 해야 방송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70년대 중반 TV 방송국이 불과 몇 시간 전
심지어는 몇 분전 일어난 사건 영상을 방송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도입하면서

변했습니다.

TV

뉴스가

국가적

의제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이는 맥루한의 이론에 대한 어느 정도 증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로 나오는 뉴스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가장
극적이거나 흥미로운 영상이 준비된 뉴스가 지배했습니다.
입말과 영상이 뉴스 시청자를 두고 벌이는 경쟁은 여전히 상당
부분 투쟁의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TV 뉴스가 선보인 직접성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정보를 얻기 위해 TV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유통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 때 다양한 학자들과 분석가들은
신문이 현재의 행보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약 20년 전 출현한 인터넷은 의심의 여지 없이
TV보다 훨씬 더 신문의 생존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신문사

경영자들은

세계의

신문사나

편집자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혁명이 시작되면서 인터넷과 인터넷의 장기적인 영향이
가져오는 위협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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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경우 신문 발행부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았고,
미국에서처럼 신문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캐나다 신문협회에서 발표된 최신 통계를 보면 일 평균
유가지 발행부수는 2007년 4,675,000부에서 2011년 3,840,000부가
되었습니다.

실제

Databank)의

신문독자

통계를

13,458,000명이고

데이터뱅크(Newspaper

보면

2008년에는

2012년

Audience

주간

독자수는

2,382,300명이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독자 수
증가는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광고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제가 일하고 있는 중앙일간지 그룹을 비롯한 일부
신문사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문광고비 지출은
2005년 30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경기
후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만 2012년 광고비 지출은
19억

달러로

마찬가지로

3분의
우리도

1일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대부분의

운용하고

신문사와
있습니다만

종이신문에서 했던 것과 같은 광고수입을 얻지도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포스트미디어
그룹의 CEO폴 갓프리(Paul Godfrey)씨는 “신문에서 1달러 손해,
디지털에서 10센트 이익”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신문 수익 25달러 당 온라인 광고 수익은 1달러
정도 된다고 추정됩니다.
인터넷

뉴스가

처음부터

공짜로

인식되었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무료로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고, 독자들은 곧 왜 신문구독료를 계속 내야 하는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신문사들이 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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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대응한
것은

커다란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보를

취한

이면에는 독자들의 충성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고 인터넷 광고
수익이 전체 수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이 되면서 이제 광고수익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기
힘들 것이란 점은 캐나다나 다른 나라들에서도 명확해 졌습니다.
인터넷 신문 구독을 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기사마다
소액을 지불하도록 할 것인지 독자들에게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그 동안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 인터넷 사용법, 온라인 뉴스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10년 전만해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린 인터넷이라는 궁극적인 정보 민주화나
“시민 기자”와 같은 데 대한 열광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뉴스란 전문
기자가 생산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으로만 신문을 읽는 독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결제를 설득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더

글로브

앤

메일은

2007년

온라인

유료화(paywall) 조치를 도입했습니다만, 도입 후 몇 달 동안
온라인 구독이 늘어나지 않거나 늘더라도 충분한 속도로 늘어나지
않자 2008년 6월 유료화 조치를 철회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인터넷 신문 구독에 대한 대중적 수용성은 신장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그룹은 여러 가지 유료화 모델을 실험한 후 매 30일 동안
10개까지 기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에는 과금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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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채택하였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캐나다에서는

올

연말까지 유사한 온라인 유료화 조치가 표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트미디어 그룹이나 다른 신문사에서나 온라인 구독에
비해 인쇄판 구독이 두 배 가량 되기는 하지만 온라인 전용
시장은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성인층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대도시의 18세에서 34세 일일 온라인 전용 독자층은
캘거리에서

20퍼센트에서부터

토론토의

36퍼센트에

이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 시는 24%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컴퓨터는

여전히

온라인

뉴스를

구독하는

주요

관문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그 핵심 18-34세 그룹에서 스마트폰이나태블릿
같은 휴대기기를 통한 뉴스 접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3퍼센트에서 2012년 21퍼센트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착하게 중요한 두 가지만 기억한다면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뉴스도 인쇄 매체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제가 쓴 기사가 지면에 나오건 컴퓨터 스크린에 나오건 관계
없습니다. 독자와의 관계는 동일하니까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파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언론사들이

수익

감소

때문에

인력규모를 크게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전문적인 판단과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산 수지를 맞추기 위해 그러한 점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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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퍼런스Ⅱ / 사회자

김홍국 [대한민국]
tbs교통방송
보도국장

연세대학교 학사, 석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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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판 수석편집위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래교수(현)
한국협상학회 부회장(현)
한국정치학회, 언론학회, 국제정치학회, 관훈클럽 정회원(현)
tbs 교통방송 보도국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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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 스기자키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

도시 뉴스 일반
2008년 홋카이도 도야 G8 정상회담 취재
경찰청 형사사건 취재

학력
영국 서섹스 대학교 서섹스 유럽 연구소
<현대 유럽학 석사> (2001)
일본 도쿄 게이오 대학교 대학원
<법정치학 석사> (2003)

E-mail: sugizaki-s@asahi.comC.P: +81-80-2589-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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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과 인터넷 미디어

【아사히 신문의 접근법】




“디지털 아사히 신문”


다른 버전의 아사히 신문



웹에는 기사와 사진 뿐 아니라 영상도 게재



웹에서 종이신문 형식으로 볼 수 있음

트위터


2011 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활용성 및 유용성



지진 피해자와 난민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제공




“트위터 기자”는 기자의 개성을 드러냄

“허핑턴 포스트”일본판을 내기 위해 아사히 신문과 협력

【정보 수집의 도구로서 인터넷】


다양한 정보에 접근이 용이




“Billiomedia”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와 소재를 발굴
트위터를 통해 뉴스 소재를 찾는 기자

발로 뛰어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기자들이 인터넷의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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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힐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직접 대화를 통해 뉴스거리에 처음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



“복사&붙이기”의 위험성



“인터넷 기자”



시민들이 전송하는 정보의 등장으로 기존 미디어의 위상을
축소시킬 가능성

【인터넷의 익명성과 신뢰성】


2011 년 12 월 도호쿠 지진 당시에 허위 트윗 등장

【긴밀한 보완관계 인터넷과 신문】


“슬로우 뉴스”미디어로서 신문


신속한 보도 보다는 “여유로운 뉴스 문화”에 대한
요구



깊고 철저하게 뉴스를 뜯어볼 수 있는 미디어라는
점에서 신문이 가진 탁월함



인터넷과 신문 매체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를 추구



신문에서만 가능한 정보 전달(예, 탐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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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타피아 쿠리엘 [멕시코]
레포르마
국제부장

올리버 타피아 쿠리엘은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20대 중반에 1년간 역사를 공부했으며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학
위를 취득했다.
멕시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 ‘레포르마’에 입사하여 온라
인 버전‘레포르마닷컴’의 공동편집인으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3년
후 인쇄매체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머지않아 국제부의 주임 공동
편집인에 이어 수석 공동편집인으로 승진했다. 2012년에 국제 특
파원 국장이 되어 미국, 남미, 유럽, 아시아의 특사10여명과 협력
해왔다.
30대 중반인 그에겐 예쁜 조카가 셋이 있으며, 청소년기에 시작한
작곡과글쓰기가 취미로, 단편소설을 쓰기도 한다.
기타를 ‘조금’ 치는 수준이며 오토바이를 배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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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와 나의 변화

전

세계에서

오신

동료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멕시코시티에서 온 올리버 타피아입니다. 2013
세 계 기 자대 회 에

참 석하 게

되 어

큰

영 광입 니 다 .

먼저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의 많은 분들께 감사
드 립 니 다 . 여러 분 의 환대에 감 사 드 리 며 기 쁘 게 생각 합 니 다 .
이번 행사에 초대를 받았을 때만 해도 여러분께 저의 저널리즘
경험을

말씀

드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디지털 미디어와 저널리즘의 역할 교대’는 제겐
너무 거창한 연구주제인지라 여러분께 설명 드리기에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기술

전문가가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야 처음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메일이 지금처럼 많이 사용되지 않을 때라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매우 젊지만 제가
무 슨

얘 기 를

하 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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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 실

겁 니 다 .

다른 한편으로 제 페이스북 계정은 적어도 두 번 변경되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제 트위터는소셜 미디어에서 인기 있는 축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멕시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
‘레포르마’에서 지난 9년간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드리자면,

레포르마는

구독자들만 웹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00년대 초에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제가 보기엔
큰 실수였죠. 이 말은 제 상사들에겐 비밀입니다.
그 당시 저는 독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회사가 왜 문을 닫아야
했는지, 그리고 뉴스가 독점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회사에서 일을 해본 후에야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뉴스

회사조차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뉴욕 타임즈와 같은 미디어 업계
대표 기업들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미디어 업계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모든 준비를 갖췄다 하더라도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며
올바른 인터넷 사용이 그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저희 웹 페이지는 2.0버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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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웹 페이지의 공동편집인이었는데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라는게 있긴 했지만 아직 초창기였고 사용자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스티브잡스와 마크 주커버그 덕분에 우린
지금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전 세계로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덕분에 동시에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는 저의 별것
아닌 얘기를 들으면서도 동시에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상태를
업데이트하거나 좋아하는 스포츠 팀의 지난 시합 결과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말인데, 제 말이 여러분께 대수롭지
않겠지만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놨다는
사실엔 동의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터넷 상의
툴을 이용하여 이곳 한국에서 기사를 쓰면 미국이나 유럽 또는 그
외 다른 곳의 편집자가 그걸 교정할 겁니다.
심지어 녹음 또는 녹화한 파일을 정말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기사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의 가장 좋은 사례 한 가지가 지난달
바티칸 콘클라베에서 있었습니다. 전세계 각지에서 모인 수천
명의 기자들이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길 기다리며 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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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채팅, 방송, 그 외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문사에서 국제 특파원 국장으로 일하는 저는 스카이프(Skype)와
왓츠앱(Whatsapp)

같은

툴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덕분에

브라질에서 독일, 중국의 동료들과 정말 빠른 속도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다지 멋진 툴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밤 늦은 시각에 문자로 뭔가를
물어보거나 정말로 중요한 자료를 기다릴 때 말이죠.
사실 제가 일을 정말 잘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는
사실은 이러한 툴 덕분에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널리즘에 몸담고 있는
제가 해야 할 일은 빠르게 변하는 멋진 기술들을 끊임없이 배워서
뒤처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 모두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나마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제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기회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 2013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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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수 [대한민국]
JTBC
스포츠문화부장

1995 년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2008 년까지 사회부(경찰,
검찰)와 기획취재부, 편집부, 스포츠부를 거쳤다. 2009~2010 년
미국 미주리 주립대 저널리즘스쿨 및 RJI(Reynolds Journalism
Institute)에서 ‘Paperless Newspaper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주제로 연구했다. 2010~2012 년 <중앙일보>뉴디바이스
뉴스 TF 팀장 및 모바일 팀장을 역임했고, 2012 년부터 <JTBC>
스포츠문화부장을 맡고 있다.

연락처
(전화)+82-10-6292-3330
(이메일)hyesoochang@gmail.com
(트위터)@sunnydayso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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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와 뉴스룸 및 저널리스트의 변화
-신문, 인터넷, 방송 뉴스룸 경험을 토대로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대한민국 최대 종합 미디어그룹이다. 1965 년 창간한 대한민국
대표 종합일간지

<중앙일보>를

<중앙일보>를

비롯해

모체로

출발했다. 신문으로는

<중앙선데이>,

<일간스포츠>,

<중앙데일리>를 발행한다. 또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방송이었던
<동양방송, TBC>(1980 년 군사 쿠데타 후 강제폐업)를 이어받은
종합편성유선방송

<JTBC>를

비롯해

<J

골프>,

<Q

채널>,

<카툰네트워크> 등을 방송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JoinsMSN>, 잡지, 출판, 드라마제작, 공연기획제작,
멀티플렉스 상영관 등 미디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리딩 컴퍼니 역할을 하고 있다.

들어가며
미국 MIT 니콜라스네그로폰테 교수가 저서 ‘디지털이다(Being
Digital)’를 내놓은 1995 년, 필자는 <중앙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386 급 노트북과 2400bps 전화선 모뎀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넷스케이프로 웹브라우징을 하던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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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18 년, 많은 것이 변했다. 울트라북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와 100Mbps 무선네트워킹으로 인터넷에 접속한다.
이름도 다 댈 수 없는 다양한 웹브라우저로

웹브라우징을 한다.

24 시간 온라인 상태다. 유선전화만 없으면 오프라인이 되던
시절은 IT 역사책에나 존재한다.
이런 변화가 미디어 산업 전반을 뒤흔들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만

저널리스트

미디언

산업의

현실은

개개인의

역할과

삶도

그렇지
많이

못한

듯하다.

바뀌었다.

신문

뉴스룸(편집국) 기자로 출발해, 인터넷 뉴스룸 기자를 거쳐, 방송
뉴스룸(보도국)

기자로

일하는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주제인

‘디지털 미디어와 저널리스트 역할 변화'를 이야기해본다.

뉴스룸과 디지털 미디어
필자가 일했던 <중앙일보>는 1995 년 3 월 아시아 최초로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텍스트 위주로 신문에 실린
뉴스를 전재하는 수준이었고 별도의 인터넷 뉴스룸을 두지 않았다.
자동화도 되지 않아 신문에 실린 기사를, 오퍼레이터가 다음날
신문이 배달될 무렵(대개 다음날 새벽 4 시) 인터넷에 올렸다.
인터넷 뉴스와 속보 취재 보도를 위한 별도조직은 없었다.
한국이 외환 위기를 지나 ‘닷컴 열풍'에 맞닥뜨린 1998 년
<중앙일보>는 <중앙일보 뉴미디어>(나중에 조인스닷컴, 제이큐브,
JoinsMSN
운영했던

으로

사명

‘joins.com’은

변경)라는
‘미디어

자회사를
포털'을

설립했다.

표방했다.

더

여기서
많은

페이지뷰를 끌어내기 위해선 신문에 실리지 않더라도 실시간
제공될 뉴스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신문 뉴스룸(편집국)의 도움이
필요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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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기자들이 신문용 기사를
취재 보도하는 것 외에 인터넷용 기사를 취재 보도하는 것을
독려했다.
하지만
등장으로

인센티브제는
인터넷용

오래

기사의

가지

취재와

못했다.
보도

포털

경쟁이

사이트의
격화되면서

회사로서는 더 이상 인터넷용 기사의 취재와 보도를,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업무

외의

영역에

놓아둘

수

없게

됐다.

<중앙일보>는 인터넷용 개별 기사의 취재와 보도 대신 기자
개개인이 블로그를 운영하도록 독려하고 이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적용했다.
2000 년대 중반부터 2009 년까지 기존 언론사 인터넷 뉴스의
포털 사이트 종속 현상이 심해졌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전문
뉴스매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

언론사는

인터넷

속보

경쟁에서 전문 매체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게 됐고, 서서히
경쟁을 포기했다. <중앙일보>도

편집국의

취재인력을

인터넷

서비스에서 철수시키고 대신 관리인력(데스크)만 남겼다. 인터넷
뉴스를 앞세운 포털 사이트가 급성장 하면서 신문시장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신문사 편집국은 서서히 규모를 줄여갔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력을 배치할 여력도 사실상 없었다.
2009 년 한국에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중앙일보>는

2009 년 중반 스마트폰(아이폰)용 뉴스앱을 출시했고, 2010 년
10 월 아이패드 한국 내

판매를 앞두고 태블릿(아이패드)용

뉴스앱을 내놓았다. 포털 사이트 대신 앱(어플리케이션)읕 통해
유저와 뉴스 공급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뉴스를 소비하는 유저들 형태도 달라졌다. 기존 컴퓨터(노트북
또는 데스크톱)에선 텍스트 위주로 뉴스를 소비했지만 모바일
기기에선

멀티미디어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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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소비했다.

신문사

뉴스룸으로선 멀티미디어, 특히 영상소스를 확보하기 힘들었다.
저작권 시비가 없는 오픈소스와 일부 촬영 영상을 활용해 동영상
서비스를 했다. 이와 함께 기자들이 출연하는 팟캐스트 서비스를
병행했다. 텍스트 형태의 뉴스 서비스에 그던 기자의 역할이
모바일 서비스로 인해 멀티미디어로 확대됐다.
<중앙일보>는 2011 년 12 월 종합편성유선방송인 <JTBC>의
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동영상 뉴스를 텍스트 뉴스와
결합한 헝태로 모바일을 통해 시험 서비스했다. 하지만 <JTBC>의
개국과 함께 <중앙일보> 인터넷 뉴스룸과는 별개의 <JTBC>
인터넷 뉴스 서비스팀이 조직됐고, 현재는 제한된 교류 외에는
별개로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속보 푸시 서비스를 뺀 모바일
뉴스 서비스 시장은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한 포탈 사이트가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룸의 통합 가능성
모바일 뉴스 서비스의 시작과 함께 더 이상 텍스트 만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뉴스룸 조직의 변화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보도와 제작 전반에
걸쳐 상이한 형태인 방송과 신문이, 인터넷을 매개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유저들은 텍스트 형태로 기사를 읽은 뒤 해당
기사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소비한다. 한마디로 전화기로
방송을 '읽고', 신문을 '보고 듣는' 시대다.뉴스룸의 통합 내지,
부분적으로 신문형 서비스를 병행하는 방송 뉴스룸 내지 방송형
서비스를 채용한 신문 뉴스룸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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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스하름 [네덜란드]
NOS
아시아 에디터

플로리스하름 기자는 네덜란드의 주요 뉴스 방송인 NOS 뉴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름 기자는 NOS 뉴스의 국내부, 국제부, 금융부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직
책을
거쳤다. 리포터, 조사 기자, 논설위원, 베이징 사무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NOS
의 TV 및 라디오뿐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뉴스를 보도하였다.
현재 하름 기자는 국제부 아시아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름 기자는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으며 결혼해서 3명의 아이를 두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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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 의 인터넷 먼저 전략

디지털
인터넷을

시대에
통해

NOS에게는
취재를

새로운

하고

도전과제가

기사로

만드는

주어졌습니다.
것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전체 편집과정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어, 사진만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의 기사를 써 내기도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적은 노력으로도 더 많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
지금, 기사에 대해 곱씹어 볼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사진을
성급하게

사용한다는

점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이 사진이 아무리 선정적으로 찍혔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팩트를 체크하고, 적절한 조사를 하는 것은 여전히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특히 중요해진 이유는 제보된 영상이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악명 높은 사례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NOS 뉴스의 오래된 지위 역시 도전 받고 있기도
합니다. NOS 뉴스는 네덜란드에서 항상 특권적 위치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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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습니다. 공영 TV 뉴스 방송사인 NOS 뉴스는 규모가 크고
존경 받는 방송사입니다. 대중들은 NOS가 공영방송사이기 때문에
NOS 뉴스가 현존하는 방송사 중 가장 객관적인 보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NOS

뉴스가

말하면

그것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커다란 책임감을 동반하는 훌륭한 방송사의 이름 아래 오류나
부정확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NOS의

편집장은

트위터에서

일어나는 토론, 비판, 비난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습니다.
왜 NOS 뉴스가 어떤 특정 뉴스를 그런 방식으로 보도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NOS 뉴스에는 높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NOS 뉴스는 다른 매체에서 일면으로 보도된 선정적인 기사는
보도하기 전에 항상 점검해 왔습니다. NOS 뉴스는 소문 보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NOS는 둔하고 느린 샌님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많습니다.

만약

어떤

조간신문의 선정적인 기사 때문에 트위터가 난리가 났다고 합시다.
NOS 뉴스가 오후 들어 그 기사가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할 지라도
NOS 뉴스가 사건의 최전선에 있다는 느낌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독자들은 최신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 NOS의 앱을
켜지

않고

사이트들과

경쟁사의
경쟁하기

어플을
위해서

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존보다

다른
더

빨리,

뉴스
또

경쟁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식과 전문성을 살려 뉴스에 대한
분석이나 배경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덕분에
"인터넷 먼저(Internet First)" 전략이 탄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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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아스 카이저 [독일]
디 벨트
기자

토비아스카이저 박사는 독일 일간지 ‘디 벨트’와 그 일요판 주간지
‘벨트 암 존탁의
거시경제•경제정책 담당 기자이다. 2009년 4월에 입사한 후 경제
개발 및 유로 위기를
광범위하게 다뤄왔다.

그 전에는 ‘그루너+야르 출판사에서 베를린 특파원으로 일했다.
UC버클리, 시카고대학교, 코펜하겐대학교, 뮌헨대학교에서 경제학
과 정치학 및 언론학을 공부했으며 뮌헨의 루드비히막시밀리안대
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취득했다.

mailto:tobias.kaiser@welt.de
+49.151.59.15.00.93
Facebook.com/tobias.kaiser.33633
Twitter.com/TobiasKaiserBlnGooglePlus: Tobias.Kaiser.B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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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로의 변화 – 디벨트의 경험

디 벨트(DIE WELT) 소개
디 벨트는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독일 3대 권위지 중 하나입니다.
일요판 ‘벨트 암 존탁’은 독일 최대 구독률을 자랑하며 권위 있는
주간지입니다. 1946년 창간된 디 벨트는 당시 북 독일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연합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4사분기의

일일

판매부수는 약 252,000부, 독자수는 7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일요판

벨트

암

존탁의

경우

판매부수는

매주

약

40만부,

독일

최대의

독자수는 120만 명에 이릅니다.
디

벨트를

발행하고

있는

‘악셀슈프링거’는

출판기업으로 지난 수년간 전통적 출판에서 디지털 세계로의
변모에 앞장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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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디벨트
디 벨트와 자매 간행물의 성장이 이 같은 리더십의 단적인
예입니다. 지난 10년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디 벨트는 끊임 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순탄했던

것은

태어난다’는
아니지만

사실입니다.

그룹을

그

단련시켰고

과정이
결국

항상
오늘날

재정적으로 매우 견실한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 시장 내 타 경쟁사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나머지

두

개

권위지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와

‘파이낸셜타임즈도이칠란트’는 파산 또는 폐간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가 전통적인 신문 비즈니스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디

벨트는

일찍이

디지털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20년

전,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거대 신문사 중에 인터넷 매체를 최초로
도입한 회사가 바로 디 벨트입니다.
2002년 미디어 생성의 경제학이 변화함에 따라 악셀슈프링거도디
벨트를 위해 새로운 제작 모델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위해 여러 신문의 편집 담당자들이 하나의 편집부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간지 ‘디 벨트’와 기존에 독립적이었던
일요신문

‘벨트

암

‘베를리너모겐포스트’가

존탁’,

그리고

결합되어

수도

베를린의

하나의

일간지

뉴스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11년이 지난 현재, 단일 편집부에서 다섯 개 일간지와 세 개
일요신문, 세 개 뉴스 웹사이트, 세 가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세 가지 태블릿용 상시 업데이트 에디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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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매체의 결합은 당시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 후로 타
독일 신문사와 국제 신문 그룹이 이를 모방했습니다.
2006년 이후 디

벨트는 ‘온라인 우선’ 전략을

앞세워 뉴스

미디어의 디지털화를 전폭 수용했습니다. 즉 다음날 인쇄본용으로
기사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아니라 작성 즉시 온라인으로
게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문 상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온라인으로도

제공되었습니다.

대단한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엔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독일의 타 신문사는 기사 일부 또는
심지어 대부분을 인쇄본 전용으로 준비해놓습니다.
아이패드가 유럽에 출시되자 디 벨트는 언론사 최초로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했으며 오늘날 독일 일간지 가운데 가장 높은
아이패드 구독률을 자랑합니다.
지난해디

벨트는

디지털화

전략

중

가장

최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9월 이후로 디지털은 디 벨트 그룹의 모든 일간
간행물의 대표 매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큰 변화를 시사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모든 기사는 애초에 온라인 및 기타 디지털 수단
용으로 작성되며 인쇄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이외의 매체로 편집하게 됩니다.

디지털 변화가 일상 업무에 시사하는 점
디지털컨텐츠 중심으로 뉴스의 제작이 옮겨간다는 것은 분업이
더욱

명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독일

신문

업계의 분업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널리스트들은 보통
기자임과 동시에 프로듀서였으며 둘 사이를 오가곤 했습니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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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는 신문사들 중에서도 아주 초기에 프로듀서와 기자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새로운 발행 모델과 함께 두 가지 역할 간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또한

디

벨트

저널리스트의

근무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기사는 하루 중 어느 시간이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사의 질이 떨어지거나 탐사보도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 반대입니다. 보통 디 벨트의
웹사이트 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매우 긴 기사인데 특히
독자들에게 읽을 시간이 충분한 주말에 그러합니다.
사용자들이 새로운 전략을 기꺼이 수용하고 있지만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지금의 방법이 다소 전위적일지도
모릅니다.

정치인,

대변인

및

홍보대행사에서는

여전히

인쇄

매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문 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보고
싶어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디 벨트의 인터넷
기사

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디지털

기사의

전체

독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치는 이미 취해졌습니다. 디 벨트가 독일의 주요
뉴스 포털 중 최초로 유료 구독 모델을 도입한 것입니다. 가끔씩
기사를 읽는 독자라면 월 최대 20개의 무료 기사를 읽을 수
있으며 월 할당량을 넘기면 디지털 기사를 구독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신문 판매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성과의
유무는 다음 몇 달간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디 벨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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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용자들이 양질의 디지털 기사에 기꺼이 지갑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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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상 [대한민국]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 정치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 대학 정치학 박사

주요경력:
미국 텍사스 A&M 대학 정치학과 부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태안보협력위원회(CSCAP) 한국대표부, 운영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전문위원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한국해로연구회(SLOC) 집행위원장
외교통상부 자체평가위원,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주 호주 특명전권대사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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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 대한민국의 공공외교

국제사회에서 중추적 중견국 리더십 역할 발휘라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을 이 자리에 계신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 대한민국의 중추적 리더십
발휘는 현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 창조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외교관이 되기 이전 20여년 간 국제관계와 외교를 가르치고
연구해 오는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중추적
중견국’ 역할을 주장해
근무할 때, 당시

왔다. 2008년

호주의

주호주 특명전권대사로

케빈러드(Kevin Rudd) 총리는 아태

지역에서 호주의 ‘창조적 중견국’역할 발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주호주 대사로 있는 동안 한-호주 양국 정상은 전화
통화와 세 차례의 공식 회담을 포함하여 총 14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기간 동안의 성공적인 양자 간 중견국 협력 성과 중
하나는 G20 정상회담이었다. 한-호주 양국 정상의 협력은 세계
금융 위기를 논의하기 위한 주요한 정기적 국제 포럼인 G8 대신,
경험있는중견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G20 설립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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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같은 뜻을
가진 중견국들과 긴밀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외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선도적

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이사장으로서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 또한 국제사회에서 중견국
리더십 역할을 발휘하는 일이라는 점을 실감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세계적,

지역적,

한반도의 차원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

세계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현재의 세계 금융 위기,
기후 변화, 녹색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자연 재해, 난민
등 인간안보와 관련된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다.

2)

지역적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중국의 부상과 세계 및
지역 안보 구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영토
분쟁을 경험하고 있으며 과거 역사 문제도 점차 주목을
끌고 있다.

3)

한반도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심각한 안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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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일관된
외교 정책 전략을 필요로 한다.
1)

대한민국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미국과의 강한 군사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주요한 기둥이다.

2)

한-중국 간 전략적 경제 동반자 관계와 우호 관계 또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대한민국 간 무역량은 현재 한-미, 한-일 간 무역량을
합한 것보다 크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과 인접한 대한민국은 중국과 강한 전략적 경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강한 경제 및 무역 관계는 한-미
동맹과 상충되지 않는다. 중국과의 강한 경제 협력은
대한민국이 보다 평등한 기반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동시에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된다.
4)

다자 간 환경에서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중견국들과 함께
다양한

인간

안보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대한민국은 보다 균형적인 외교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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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의 정의
중견국의 개념에 대하여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적어도

중견국은

능력(capability)과

의지(willingness)라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견국은 지역적 현안에 대하여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동시에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자 간 해결을 촉진하고 ‘좋은 국제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적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지역 및 세계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자체제에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중견국은
특정한 시도를 촉발하고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젠다를 개발하고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국제적 제도의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정직한 중개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부분은 강대국이 하기 어려운 역할이 있다.
강대국의 개입이 의도하지 않게 제 3자 또는 관련자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중견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도모하는데 특정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중견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세계경제에

통합되고

정치적으로도

민주국가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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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중견국 리더십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1)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에서 세계 10대 규모의 경제, 10대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세계 20대
민주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2)

대한민국은 해외개발원조(ODA) 수혜국이었으나 공여국이
되었고
0.12

규모도

현재

국민총소득(GNI)의

2015년에는

0.25

퍼센트까지

해외개발원조

퍼센트에서

점차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3)

대한민국은

최근’20-50

클럽(소득

수준

2만불,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에 7번째로 가입하였다.
4)

대한민국은 1988년 하계올림픽게임과 2002년
세계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동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성적도 우수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게임도 개최할 예정이다.

5)

대한민국은 現 UN 사무총장과 같은 세계적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6)

대한민국은

2010년

세계개발원조총회를,

G20

정상회담을,

2012년

핵

2011년

안보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7)

대한민국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유치하고 최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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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한민국은

UN

평화유지활동,

해적소탕작전,

핵확산

방지, 난민 문제, 자연재해 등 수많은 인간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9)

대한민국은
Programs)을

지식공유사업(Knowledge
통하여

대한민국만의

전

성공적인

세계의

수많은

경제성장과

Sharing
개도국들에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왜 중견국 리더십 역할을 하고자 하는가?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중견국 역할을 통하여 잠재적으로 강대국의 영향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다자체제에서

중견국

리더십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환경과 그 전략적 위치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동시에 유리해질 수 있다.
흔히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의 강대국들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강대국이 아니다. 주변의 세 강대국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지역적, 세계적 현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약소국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중견국 리더십 역할을 담당함으로써만 대한민국은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지역 및 세계 무대에서 보다 공정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중견국의 역할은 인도주의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이고 윤리적,
도덕적이며

이타적인

동시에

평화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중견국 리더십 역할을 담당할수록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국제사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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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도

받게

되며

세계시민에게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견국리더십 역할 수행 자체가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가장 좋은
형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기회 또한 확대할 것이고 세계여론의 강한 지지 가운데 머지 않아
한반도가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통일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The 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선도적인 독립,
비영리 기관이다. 재단의 주요 미션은 우리의 전통 및 현대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교류,

언어•역사•현대

정치경제

등을

포함하는 한국학 진흥을 통한 학술교류, 그리고 양자 간 포럼 및
여론주도층

대상

초청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인적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친구(Friends of Korea)를
만드는 일이다.
현재, 이른바 한류(Korea wave)가 매우 유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다.
지금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게는

그

미션을

수행하기에

매우

유리한 시점이다. 현재의 한류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지 모른다.
그리고 가수 싸이의‘강남스타일’이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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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K-pop에 열광하고 있는 이 때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그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예술과 전통,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향후 과제
보다 많은 세계시민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려면
어떠한 과제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지난 21년 간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강대국의 지식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더욱
많이 알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친구가 되도록 하는데 성공적이었다.
이제는 재단이 보다 많은 중견국을 대상으로 그 지평을 넓힐
때이다.
재단은 보다 많은 중견국 파트너에 초점을 맞추고자 일정 규모의
예산을 재배정하였다. 나아가 KF 글로벌 이스쿨 프로그램, KF
글로벌 세미나, KF 페스티벌 등 KF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으로서

우리

재단이

지원하는

이번

세계기자대회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계 주요 저널리스트들께서
한국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사회, 사람들에 대하여
보다 많이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이번
대회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이 현지 일반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에도 좋은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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