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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InfluenceofthePressonConflicts
betweenLocalGovernments

Intervention ofregionalpress in conflicts between localgovernments is
naturalanditsfunctionisimportanttodealwithvariousproblemsandform
desirablepublicopinion.So,afocusisgiven on influenceofthepresson
conflictsbetweenlocalgovernments.Therefore,thisstudy istoanalysethe
influencesofcommunitypress.
For the purpose,this study investigates public opinions and attitudes

targeting whatisreportedby community press,publicofficersandregional
presspeopleinordertofinddevelopmentaldirectionsofregionalpress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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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veconflictsbetweenregionalgovernmentsandhelpdevelopmentoftheir
self-governance.
Inthisperspective,thisstudyfocusesonspecificdiscussiononhow much

reportbyregionalpressoritsreportstyleinfluenceconflictsbetweenregional
governments through whatfactors and processesofconflicts to identify a
desirableapproachanddirectionofreportonconflictsbetweengovernments.
Toachievethepurposeofthisstudy,thisstudypreparedananalysisframe

basedon caseanalysesandtheoreticaldiscussion ofpreviousstudiesfora
positiveanalysis.
Fortheoreticalanalyses,thisstudycollecteddomesticandinternationalbooks

andthesesonconflictsbetweenlocalgovernmentsandrolesofregionalpress
tousethem fortheoreticaldiscussion.
First,thisstudy analysesexamplestoanalyseinfluenceofthepresson

conflictsbetween localgovernmentstargeting conflictsdueto attraction of
preferredfacilitiesofGwangjuandJeonnam onOctober2003.Forananalysis
ofconflictexamples,this study classified developmentalprocess ofconflict
cases:beginning,intensification and termination ofconflict,and conducted
qualitativeandquantitativeanalysesinrespecttocases,stylesandcontentof
report.
Basedontheoreticalspeculations,thisstudy selectedrelatedvariablesand

designedan analysismodelforspeculation andanalysisofinfluenceofthe
pressonconflictbetweenlocalgovernments.
Thisstudyselected100publicofficersinchargeofplanning,execution,civil

application who are working for Gwangju city government Na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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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asspecificsubjectsforthispositiveanalysisand240pressmen
who are working for Chonnamilbo, Gwangjuilbo and Mudeungilbo by
considering foundations years of Chonnamilbo,Gwangjuilbo,Mudeungilbo,
Chonammaeil,Gwangnamilbo,Gwangju Times,Gwangjumaeil,Honamsinmun,
HonammaeilandDaehanmaeil,thenumberofcopiesandtheirinfluenceson
communities.
Thequestionnairepresentedbythisstudywascomposedoffivevariables:

positiveness,presentationofalternatives,intensificationandfairnessofreport
and cooperation between pressmen. This study divided questions of
questionnaire into independentvariables and subordinate ones and analyses
levels of their influence on conflicts between regionalgovernments.To
statisticallyanalysetheresultofthequestionnaire,thisstudyusedSPSSWIN
10.01.Thisstudyconductedareliabilityanalysistoidentifyinternalconsistency
ofquestionsandtheANOVA toidentifydifferenceinmeansbetweengroups.
Italsoconductedacorrelationanalysisandacanonicalcorrelationanalysisto
identifyrelationsbetweenvariablesandamulti-regressionanalysistoidentify
causeandeffectbetweenvariables.
According to resultsofoverallanalyses,itisdemonstrated thatregional

pressinfluencesonconflictsbetweenlocalgovernments,whichconfirmsthat
the press has an important role in occurrence of conflicts between
governments.Therefore,thisstudypresentsthefollowingpoliticalsuggestions
basedontheresultsoftheanalysesasfollows:
First,itisjudged through acasestudy on conflictsthatregionalpress

influencesonconflictsbetweenlocalgovernmentsthroughreportsof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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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itisfoundthatthereisaninteractiverelationbetweenpositiveness
ofpressreportasafactoraffecting conflictbetween governmentsand its
influenceonconflicts.
Third,itisfoundthatpresentation ofalternativesby thepressplaysan

importantroleinconflicts.
Fourth,it is found that both public officers and press men consider

intensifiedreportimportantthroughanswersonintensificationandimportance
ofreportinrespecttorolesofthepress.
Fifth,itisfoundthatbothpublicofficersandthepressmenshow negative

reactionsinrespecttocooperationbetweenpressmen.
Sixth,inrespecttofairnessofthereportinvolvedinconflictbetweenlocal

governments,publicofficersanswerfairnessofthepressislow.
Seventh,itisbelievedthattheanalysisandgeneralizationofinfluencesof

regionalpressonsettlementofconflictsthroughscientificmethodsarevery
meaningfulandimportant.
Finally,this study presents suggestions on roles ofpublic officers and

regionalpress forsettlementofconflicts between regionalgovernments as
follows:
Whenconflictsoccurbetweengovernments,publicofficersshouldconverge

regionalpublicopinionsthroughvariousmethodssuchasthepressandbased
ontheconversion,theyshouldexactlyidentifytheproblemsandreflectthem
topolicy.
Publicofficerswhoaresubjectsofproblem shootingshoulddotheirbestto

preventthe press from making wrong reports and converge opin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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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morefaithfullysothattheopinionsofcommunitypeoplecanbe
reflected in policy to solve problems.Furthermore,when conflicts occur
betweengovernments,thepressshouldreportonconflictcircumstanceexactly,
criticize conflict strategies and contribute to settlement of conflicts,and
developmentandinterestsofcommunitythroughpresentationofalternativesto
settleconflicts.
Inconclusion,thisstudyconductsapositiveresearchonrelationsbetween

localgovernmentsandpressinrespecttoconflictstospeculateinfluencesof
regionalpressonconflictsbetweenlocalgovernmentsandithasameaning
thatitdealswithacontentthathasneverbeenfoundinprevious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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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오른 뒤 지방의 재정과
권한 그리고 인력의 부족 등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참여와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최근
의 언론보도를 보아도 지방의 자치행정은 관치시대에 비해 행정서비스가 좋아졌
고,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도 많아졌으며,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식도 한층 높아져
가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업무수행과 관
련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간의 갈등현상에 대한 언론보도 역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이러한 경우 언론보도는 대부분이 지방정부간 갈등의 역기능에 관한 것이
다.예컨대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과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같은 지방
자치단체의 사업들이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결정단계
에서부터 차질을 가져옴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
고 있다.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정부기관간,그리고 정부기관
과 주민들 간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갈등은 당사자들의 협의나
제3자에 의한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하지만,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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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모든 갈등현상이 역기능적인 것은 아니지만 갈등이 지속
되면서 적절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Qualityof
Life)’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능하면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불가피하게 갈등이 표출될 경
우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조정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언론은 그 동안 지방정부간 갈등상황에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대표적인 사회적 기제라 할 수 있다.언론은 정부간 갈등현
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언론은 갈등발생 시에 보도를 통하
여 갈등현상에 대한 정보를 정부와 국민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판 및 감시․
견제기능을 발휘하여 갈등당사자들을 향하여 비판과 질타를 가하거나 적절한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그 해결을 요구․촉구해 왔다.언론의 이러한 기능에 힘입어 갈
등당사자들이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 경우도 적지 않다.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이후 정부간 갈등현상이 급증하면서 언론의
이러한 역할이 특히 중요시되고 있다(정세욱,1997:622).그동안 우리나라의 언론
은 지방정부간 갈등을 사회적 이슈 또는 관심사로 부각시켜 갈등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게 하기도 하고,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장석영,2001:64-65).언
론은 지방정부간 갈등주체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여론을 형성하여 갈등을 해
결하도록 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가 본
격화 된 이후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방정부간의 갈등현상이 급증하면서 더더욱
언론의 갈등해결기능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지방정부간의 갈등과정에서
지역언론의 개입과 확대는 필연적이며 지방정부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바람직한 여론형성을 위해 지역 언론의 역할은 중대하다.이렇
듯이 지방정부간 갈등과정에 미치는 언론의 영향력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언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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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갈등해소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든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지방정부간의 갈등에 있어서 지역언론의 영향을 정부간

갈등에 대한 보도내용과 관계공무원,그리고 지역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 및
태도를 조사․분석해 봄으로써 지방정부간의 갈등해결과 지방자치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언론의 발전적 역할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언론의 보도내용이나 형태가 지방정부간의 갈등

단계에 따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실증분석적 접근과 보도의 방향
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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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간 갈등을 연구하기 위해 설문을 통한 양적 분석과 함께
해당사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지방정부간 갈등에 있어서 언론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로서는 2003년 10월에 발생하였던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선호
시설 유치갈등 대상인 정부기관 합동청사와 경륜장유치 갈등사례를 분석하고자 한
다.갈등사례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갈등사례의 전개과정,즉 갈등이 어떻게 발
생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갈등의 발생기와 갈등의 심화기,갈등의 종결
기의 갈등단계별로 분류하여 이러한 전개과정에서 외형상 나타난 지역언론 보도의
게재건수별,보도형태별,보도내용에 따른 양적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대상은 공무원과 언론인을 선정하여 각 집단별로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다.각 집단별 세부 영향요인은 언론보도의 적극성,언론보도의 대
안제시,언론보도의 심층성,언론인과 공무원과의 협조성,또한 공무원 집단에게만
조사된 언론보도의 공정성 등이 있다.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표본을 분류하
여 각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간의 갈등
단계에서의 지역언론의 영향력 수준을 살펴본다.이를 위한 연구대상으로는 지방
정부와 지역언론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본 연구에서의 갈등사례로 추출한 광주광역시청․전남 나

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그리고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전남일
보․광주일보․무등일보․전남매일․광남일보․광주타임스․광주매일․호남신문․
호남매일․대한매일 중 창간년도와 판매부수,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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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중 전남일보,광주일보,무등일보의 지역언론신문사에 근
무하는 지역언론인을 분석대상의 단위로 선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대상과 범위에 따른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지방정부간의 갈등이론과 갈등의 실태,지방정부간 갈등과 언론의

역할,지방정부간 갈등에 따른 언론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1장과 제2장에서 검토된 정부간 갈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근거로 분석모형의 틀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언론의 영향정도에

대한 실증분석으로써 신뢰도 분석과 분석모형에 대한 검증으로 지방정부간 갈등단
계별로 보도되었던 지역언론의 보도형태와 보도내용에 대한 내용적 분석을 한다.
그리고 통계적 자료처리 분석을 통한 검증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부분으로 본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을 기술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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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에 의한 이론
적 연구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이론적 탐색은 기존의
지방정부간 갈등과 지역언론의 역할에 관한 국내․외 관련서적,연구논문 등을 중심
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에 대한 연구자료로 활용하였
다.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언론이 지방정부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검토․분석함에 있어 관련변수를 선정하고 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채택된 변수들과 분석모형의 실증분석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의

공무원과 지역언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내용은 지방정부간의 갈
등에 있어서의 공무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지방정부간의 갈등에 대한 언론보도의 적
극성,언론보도의 대안제시,언론보도의 심층성,언론인과 공무원과의 협조관계,언론보
도의 공정성,갈등과정단계별 영향력,피설문자들의 배경 등에 관하여 총 35개 문항의
질문을 구성하였으며,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였다.설문조사 시기는 2004년 9
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공무원과 언론인 등 4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설문조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패키지인 SPSSWIN 10.01을

이용하였다.그리고 문항의 내적 일관성(internalconsistency)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reliability),집단간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또한 각 항목 변수간의 관련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corelation)과 정준상관관계분석(canonicalcorelatio),그리고 변수간의 인과성을 규
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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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정부간 갈등이론

111...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의의의 개개개념념념과과과 특특특징징징

갈등이란 행동주체간의 대립적 내지 적대적 상호작용을 말하며,심리적 대립감
과 대립적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박종화 외,1996:594).여기서 행동주체는 개
인이나 집단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다.일반적으로 갈등1)이란 조직을 구성하

1)조직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갈등과 분쟁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항상 존재해 왔다.
그러나 지역문제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바,그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명환,1996:23-24).
첫째,갈등의 복잡성이다.지방분권화가 진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성이 향상될수
록 독자성을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증폭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다양해질수록 갈등 역시 복잡하게 발생한다.둘째,발생의 필연성이다.주민의 생
활권이 확대되면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무가 증대되고 있고,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사무를 놓고 상호간의 갈등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다.셋째,갈등해결의 난해성이다.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은 그 원인이 다
양하고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해결주체도 다원적이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렵
다.특히 대부분의 갈등이 시설의 입지와 그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구조적 불평등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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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 간,집단간 및 조직과 조직 간에 잠재적 또는 현재적으로 대립하고 마찰
하는 사회적⋅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한편 가치 내포적인 개념으로는 그것
을 보는 시각에 따라 협력의 결여,적대감,투쟁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부정적 병리
현상으로 보는 경우와 조직의 변동과 개방적 논쟁을 자극한다는 의미에서의 건설
적 갈등(constructiveconflict)으로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박우순,1996:383).
이와 같은 갈등이 원인이 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에 관하여 장애가 형성된 상
태를 분쟁이라고 한다(김명환,1996:23).
갈등은 한 행동주체가 목표를 달성하고 이익을 신장시키려는 행동을 다른 행동

주체가 의도적으로 좌절시키려고 힘쓰는 과정,또는 조직의 한 단위가 다른 단위
로 인하여 자체의 관심사가 좌절되거나 좌절된 것을 지각할 때 발생하는 행위이다
(Robbins,1986;Thomas,1976;이창원 외,1997:302).
갈등은 사전적 의미로 조직 내의 행동주체간의 대립적 혹은 적대적인 교호작용

이라 할 수 있다(박영희 외,1985:22-23).갈등을 다루는 주요 학문분야로는 심리
학,정치학,사회학,경제학,행정학 등이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갈등이란 동시에 해
결하기 힘든 둘 또는 그 이상의 강한 동기의 유발을 주로 의미한다.심리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갈등이란 용어는 개인 내에서 양립하기 힘든 정신적,행동적 반응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박호숙,1996:28).
사회학에서의 갈등의 개념은 심리학적 접근과는 달리 거시적이며 조직의 계급․

계층간의 행동에 관심을 집중시키는데,Coser는 “사회적 갈등이란 모든 가치들이
나 지위,권력 등 희소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상대편 집단을 무력화시키거나 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관련 자치단체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또한 갈등의 대상이 전문적 지식과 관련되는 사례가
많고,따라서 그 해결도 전문성과 그에 따른 권한의 부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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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려는 노력”으로 규정하고 있고,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실제적 갈등으로 구분
하여 설명하고 있다(Himes,1980:13).실제적 갈등이란 희소가치의 획득을 위한 상대
편과 투쟁하는 것이며,이때 투쟁행위는 특정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갈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황명선,2003:11-14).
첫째,갈등은 서로 양립하기 힘든 둘 이상 상반된 힘의 역학관계를 반영한다.
둘째,갈등은 경쟁적 대안들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여야 하는 의사결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갈등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개인 또는 집단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넷째,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자신들의 이

익을 극대화하려는 동태적 과정 속에서 서로 대립과 마찰을 수반한다.
다섯째,갈등은 주로 희소자원이나 기타의 가치배분을 둘러싼 투쟁관계를 반영한다.
여섯째,갈등은 외면적으로 가시화 될 수도 있지만,내재화되어 겉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개인적 집단적 이해관계,인
지의 차이,의사소통의 왜곡,평가기준과 보상체계의 차이,상호기대의 차이,구성
원의 이질화,역할분화와 분업 등 수없이 많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에
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목표의 비양립성,한정된 자원경쟁 및 상호 의존성 등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111)))목목목표표표의의의 비비비양양양립립립성성성

갈등에 관한 많은 문헌들이 갈등의 원인으로서 목표의 비양립성을 지적하고 있
다(Stuart,1972:365).목표의 차이 또는 비양립성이란 집단이나 조직 활동의 방향
및 사업달성의 평가기준이 서로 불일치함을 의미한다.즉 목표의 차이나 비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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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집단간 정책이나 사업활동 방향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이외에도 갈등
의 원천으로서 목표의 차이들로는 목표의 중점이 어느 쪽에 두어지는가에 따라서
도 달라질 수 있다.즉 신축성 대 안정성,단기성 대 장기성,측정이 가능한 결과
대 측정 불가능한 결과,집단목표 대 사회적 목표 등의 차이가 그것이다.목표의 비양
립성은 결국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에 따라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22)))한한한정정정된된된 자자자원원원경경경쟁쟁쟁

갈등은 각 집단의 구성원들이 희소한 자원을 경쟁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
서 발생하기 쉽다.희소가치에는 금전과 같은 물질적인 것과 지위,위신,명성,권
력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모두 포함된다.상호 갈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 사이
의 관계에서는 해당 정책으로 하여금 수혜자 집단과 피해자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비용과 편익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어떤 특별한 피해보상이 없다면

피해자 집단으로 하여금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집단에 대하여
금전 등을 통한 보상을 해 줌으로써 일정행동을 유도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주재
복,2001:145;이종범,1986).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교환할 자원이 있고,이러한
자원교환이 서로에게 이익을 줄 때 갈등은 협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결국 한정
된 자원으로 인하여 그 자원을 어떻게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느냐의 방법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333)))상상상호호호의의의존존존성성성

상호의존성이란 둘 이상의 행위주체가 조직에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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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호간의 자원이나 정보의 제공,동조 및 기타 협동적인 분위기를 위하여 서로
간에 의존하는 정도이다(Richard,1992:131).
상호의존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갈등발생의 기회는 많아진다.
상호의존적인 구조는 이해당사자간의 공동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당사자들이나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해서 토론과
논변과정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참여규칙이 필요하다(주재복,
2001:144-145).
참여규칙은 분쟁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첫 단계이다.분쟁의 해결은 만남을 통

한 논변과정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의존적인 구
조에서는 문제해결과정에 필연적으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내재된다.따라서 문제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가 문제를 쟁점별로 분해하거나,범주화해서
단순화시킨 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이종범,1999).
갈등은 근본적으로 적어도 둘 또는 그 이상의 행위주체들간의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갈등을 과정적 관점에서 파악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Ponda(1976:306)를 들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갈등은 갈등의 선행조건(자원의 제한,정책지향의 차이
등),정서적 상태(긴장감,압박감,증오감,불안감),인지적 상태(갈등상황인지),수
동적 저항으로부터 표면적 공격에 이르는 갈등행동 등 그 어느 것이나 해당될 수 있
다.갈등은 이러한 것들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선후관계에 따라 연속된 것으로
보고 이를 에피소드라고 하였다.에피소드는 혼재적 갈등,인지된 갈등,느껴진 갈등,
명백한 갈등,갈등여파 등 다섯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Louis,1967:298-320).
지방정부간의 상호의존성은 환경협력의 전제조건이다.상호의존성이 없으면 협

력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문제는 지방정부간의 상호의존이 경쟁적인가,공생적인
가 하는 점이다.이는 상호협력의 가능성이 종결됨과 동시에 비협력 혹은 다른 지
방정부에서 필요한 자원을 찾으려 한다는 점이다(사득환,2001).상호협력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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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win-win관계가 형성되어야
만 공생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222...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의의의 유유유형형형

정부간 갈등의 유형에 대한 분류기준 역시 다양한 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분류기준은 갈등주체 또는 갈등당사자의 특성에 따른 분류로
서,크게 정부간 갈등과 정부-주민간 갈등으로 구분되는데 정부간 갈등은 정부 계
층에 따라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번째 분류기준은 갈등대상,즉 업무내용에 따른 분류이다.이 기준에 따르면

갈등은 크게 지방행․재정에 관련한 갈등과 지역개발업무 관련 갈등으로 나뉜다.
지역개발갈등은 댐,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수질보전 등 하천관련 갈등,쓰레기
처리시설이나 핵폐기물 처리시설,도로와 광역공급시설을 포함한 광역시설관련 갈
등,그리고 공단,택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관련 갈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세번째 분류기준은 갈등성격에 따른 분류로서,입지갈등과 권한갈등으로 구분된

다.입지갈등은 특정시설물의 입지선정,특정지역의 토지이용과 개발에 관련된 갈
등으로 기피갈등,유치갈등,타지역 피해유발갈등,공익적 가치추구갈등으로 나뉜
다.그리고 권한갈등은 업무추진 과정상 책임과 권한 등에 관한 갈등으로 비용분
담갈등,관리권 갈등,협의부진 갈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갈등은 업무추진단계상의 갈등발생 시점에 따라 계획수립 단계,건설․시공단계,

운영․관리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갈등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유형화와 유형별로 갈등해

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경상남도연구단,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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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분분분쟁쟁쟁 주주주체체체별별별 유유유형형형분분분류류류

갈등은 관련 당사자 내지 갈등주체에 따라 정부간 갈등과 정부-주민간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부간 갈등은 다양한 정부계층에 따라 수직적 정부간 갈등과 수
평적 정부간 갈등으로 구분된다.수직적 정부간 갈등은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중
앙정부-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갈등이 있다.수평적 정부간
분쟁은 중앙부서 상호간의 분쟁과 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혹은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동급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갈등을 포함한다.또한 정부간 갈등
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갈등과 지역주민까지 포함되는 복합갈등이 있다.
정부-주민간 갈등은 다양한 계층 및 성격을 지닌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이의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나 사회집단과 관련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정부-주민간 갈등은 정부계층에 따라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그
리고 주민도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로 구분하여 유형화가 가능하다.

<<<표표표 222---111>>>갈갈갈등등등주주주체체체별별별 유유유형형형분분분류류류

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 정정정부부부---주주주민민민간간간 갈갈갈등등등
수직적 갈등 수평적 갈등 정부-주민간 갈등 정부-NGO간 갈등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 부서간
광역-광역자치단체
기초-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주민
광역자치단체-주민
기초자치단체-주민

중앙정부-환경(시민)단체
광역자치단체-환경(시민)단체
기초자치단체-환경(시민)단체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주민과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환경단체간의 갈등과 상이한 지역주민간 갈등유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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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밖에도 갈등에는 정부간 갈등과 정부와 주민간 갈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갈등도 있으며,주민과 주민간 갈등,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간
갈등,민간시행주체와 인근지역 주민간 갈등,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부와 주민간
갈등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다.여기서는 이들 지역주민간 내지 주민-환경단체의
갈등을 정부-주민간 갈등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이는 대부분의 갈등이 자치단체의
인허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주민간 갈등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22)))갈갈갈등등등내내내용용용별별별 유유유형형형분분분류류류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갈등의 내용에 따라 크게 권한갈등과 이익갈등으로 분류된
다.권한갈등이란 특정 권한의 귀속 주체를 둘러싸고 자치단체간에 발생하는 갈등
을 말한다.
이익갈등이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간에 발생한 갈등으로 추구하

는 이익의 성격에 따라 기피갈등,유치갈등,비용갈등으로 나누어진다.
기피갈등이란 지역에 부(-)의 효과를 가져오는 시설 및 정책을 기피하는 과정에

서 자치단체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다.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 부르는데,쓰레기매
립장,납골당,정신병원,상수도 보호구역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유치갈등은 지역에 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

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간에 발생한 갈등으로 도청이나 정부기관,엑스포,기업도
시,첨단산업도시 유치,버스나 지하철 노선연장을 두고 자치단체간에 발생한 갈등
이 유치갈등의 예에 해당한다.
자치단체가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을 지역의 입장에서는 NIMBY(notin my
backyard),지역과 지역정치인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시설 및 정책을 적극적으



- 15 -

로 추구하는 현상은 각각 PlMFY(pleaseinmyfrontyard)와 PIMTOO(pleasein
myterm ofoffice)라 불리워진다.
NIMBY와 PIMTOO는 기피분쟁에,PIMFY와 PIMTOO는 이익분쟁에 관련된 현

상이다.그러나 기피갈등과 이익갈등은 외관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
분의 경우 갈등당사자의 처한 입장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내용이다(유재원,1995:135).
비용갈등은 시설의 건설비나 관리비 분담액의 부담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에 발

생한 갈등으로 흔히 기피갈등이 종결된 후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야기된다.비용갈
등은 특정시설이 지역간에 상반된 한쪽에서는 부의효과(-),다른 쪽에서는 정의 효
과(+)를 동시에 가져오게 될 경우 발생하는 지역간의 갈등이다.예를 들어,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제한과 재산권 행사제한으로 부의 효과를 입게
되지만,하류지역은 깨끗한 물의 공급으로 정의 효과를 갖게 된다.이 경우 상류지
역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비용을 하류지역에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데,이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이 비용갈등이다.
상기와 같이 갈등의 내용이 권한이냐 이익이냐에 따라 권한갈등과 이익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권한도 이익의 한 측면으로 볼 때 엄밀히 말해 권한갈등도 이
익분쟁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그렇다면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이익이나 비용
의 배분을 둘러싼 다툼으로 환원된다.갈등의 해결은 분쟁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
켜 줄 수 있는 이익이나 비용 배분점을 찾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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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222>>>갈갈갈등등등내내내용용용별별별 유유유형형형분분분류류류

갈갈갈등등등의의의 분분분류류류 갈갈갈등등등의의의 내내내용용용

NIMBY(기피)갈등

지역주민 또는 지방정부들이 자기지역에 불이익이 되는 시설의
설치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
예)원자력발전소,핵폐기물처리장,하수종말처리장,화장장,

쓰레기처리장이나 노숙자 보호시설 등 일부사회복지시설

PIMBY(유치)갈등
지역주민 또는 지방정부들이 자기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예)정부기관청사,도청․시청,기업도시 등의 공공시설유치

관할구역갈등 관할권․재산권 중심으로 갈등
관할권한갈등 권한․가능범위의 모호성에 의한 갈등

333)))갈갈갈등등등성성성격격격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분분분류류류

갈등은 갈등성격에 따라 이익갈등과 권한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익갈등은
갈등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사회경제적 이익을 지키거나 추구하기 위하여 대립
하는 갈등이다.이익갈등은 대부분 토지이용,시설입지․관리에 있어 지역주민,집
단,지역간 비용과 편익배분에 대한 이해대립으로 발생한다.
이익갈등은 토지이용이나 시설 입지에 따른 손실로 인하여 해당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가 반대하여 발생하는 기피갈등,지역적인 혜택을 주는 개발사업이나 시
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유치갈등,한 지역개발이 다른 지역에 피해를 유
발하는 타지역 피해유발갈등,그리고 환경보전 등 공익가치추구 분쟁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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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갈등은 이해당사자간 권한과 책임귀속의 존부 내지 적합성에 관련된 갈등으
로 정부간 갈등유형에서 주로 발생한다.예를 들면 정부간 갈등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각종 인․허가,재산의 관리․처분․이용에 따른 갈등이 이에
속한다.권한갈등에 권한과 책임의 귀속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와 비용부담에 관한
갈등을 포함한다.즉 권한갈등 성격을 지닌 갈등사례 유형으로는 인․허가에 대한
권한의 귀속여부 및 적정성에 관한 분쟁,시설관리․운영에 관련된 관리갈등,토지
이용이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부담과 보상을 요구하는 비
용분담 및 보상갈등,그리고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조정 과정에서 협의부진에 의
하여 발생하는 협의갈등이 있다.

<<<표표표 222---333>>>갈갈갈등등등성성성격격격별별별 유유유형형형 분분분류류류

이이이익익익 갈갈갈등등등 권권권한한한 갈갈갈등등등
기피 분쟁,유치 갈등
타지역 피해유발 갈등
공익적 가치추구 갈등

비용(분담)갈등
권한,관리 갈등
협의부진 갈등

444)))업업업무무무추추추진진진․․․진진진행행행단단단계계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분분분류류류

갈등의 발생이 어느 단계에 발생하는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지
방행정업무는 사례마다 상이한 과정을 거치지만 업무추진 단계별 갈등유형에는 계
획․입안단계 갈등,실행단계 갈등,그리고 관리․운영단계 갈등이 있다.계획․입
안단계의 갈등으로는 입지반대,계획 및 의사결정 내용변경 또는 보상관련 갈등이
대부분이고,실행․건설단계는 건설․시공상의 재해우려,합의사항 이행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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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갈등이 대부분이다.그리고 관리․운영단계는 시설 운영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항의,시설의 이용제한,시설이전요구 갈등이 주류를 이룬다.
쓰레기처리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단계별 갈등과정을 살펴본다면,계

획․입안단계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이다.한 지역에서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을 경우,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으
나 자신의 지역에 소각장이 설치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이 단계에서의 갈등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소의 비용이 소요된다.즉 주민들
의 반대가 극심하여 입지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 다른 지역을 물색하면 되기 때문
이다.또한 쓰레기처리시설의 계획이 완료된 후 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갈등이 발
생할 수 있다.
공사중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입안 및 계획단계에서 주민의 참여나 합의가 부족

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여 갈등이 표출되면서 발
생한다.이를테면 보상에 합의하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실제 보상 협상과정에서 의
견 차이를 나타낸다든지 시설의 기술적 결함으로 새로운 위해요소가 발견되는 경
우에 발생한다.마지막으로 계획의 운영․관리단계에서 발생되는 갈등은 시설의
입지나 건설은 완성되었으나 당초 예상보다 피해가 증가하여 추가보상이 필요하거
나 환경피해가 심각한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방식이 부적합하여 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발생한다(삼성경제연구소,1997:19-20).비록 동일한 시설입지에
관한 갈등이라 하더라도 분쟁의 발생이 어느 단계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갈등의 성
격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555)))갈갈갈등등등유유유형형형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추추추이이이

지방자치와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환경 및 ‘삶의 질(QuahityofLife)’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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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자로 중시됨에 따라 갈등의 발생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첫째,개인이나 집단의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등 이기주의적인 갈등은 감소하는

데 비하여 환경이나 생태계 보전,지속가능성의 확보 등 공익가치 추구와 관련된
갈등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다.이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에도
원인이 있으나 시민참여의 폭과 정도가 커지는 전반적인 사회정치적 여건변화에
주요 원인이 있다.
둘째,대부분의 갈등은 업무추진 단계상 계획․입안,건설단계에서 이를 반대하

거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를 취해 왔으나,점차 시설의 관리․운영단계의
분쟁이 증대하는 추세이다.이러한 분쟁양상의 변화는 시설의 입안․계획단계의
분쟁해소 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관리 등 사후관리․운영단계에서 이해당사자
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민감시 및 참여
장치의 마련 등 갈등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지방자치 실시의 초기단계에는 정부간 갈등유형 가운데 중앙정부-지방자

치단체간의 갈등이 대부분이었으나,광역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접 지역과의 갈등이 증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갈등성격에 있어서도 초기단계에는 정부간 권한과 기능배분의 중첩 및 모호성이

나 중앙집권적인 관행 및 제도와 관련된 갈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그러나 점
차 주민생활 환경과 직결된 분야에서 인접 자치단체간의 협력 결여와 의견불일치
로 인한 갈등이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와 같은 경향은 교통․통신의 발
달,분권․다원화와 일상화의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이 광역화되어 감에 따
라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자치부,199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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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의의의 발발발생생생조조조건건건과과과 원원원인인인

111)))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이이이 발발발생생생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는는는 조조조건건건

지방자치제는 권력구조를 중앙중심의 권위주의적인 체제에서 지방정부책임하의
분권화 된 다원구조로 변화를 가져왔다.그러나 각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게 의무
보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고와 행태가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에서,개인이익을 추
구하기 위한 행동방법에 제한이 줄어들기 시작하자,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혐오시설 등을 배척하고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는 선호
시설 유치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지역이기주의를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할 때 대체로 전체의 공익보다는 지역이
나 집단의 이익을 최대 가치로 보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볼
수 있다.지역이기주의는 주로 혐오성을 갖는 폐기물 처리장,소각장,공단입지,하
수처리시설 등과 같은 시설의 입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를 간추려보면 첫째,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선으로 뽑는 선거제

도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
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지역주민이 원치 않는
환경오염 유발 시설물은 자기 지역에 유치하지 못하도록 반응하는데 있어서 지역
이기주의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그리고 지방자치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
중하는 분권화 된 행정을 소신껏 펼 수 있으나,반면에 많은 부작용도 수반하게
된다(이종열,199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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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민선자치단체장의 행정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구현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행태로 볼 수 있다.민선단체장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므로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선거구민이 싫어하는 사업은 다른 대안이 없더라도
일단 백지화시켜놓고 차선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행태를 쉽게 보인다(김상헌,
1997:205-225).
셋째,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이념인 지역주민이 자기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이점이 있으나 각 지방정부들과 지역주민들은 자
기 지역에 편익을 증대시키는 시설은 타 지역에 피해를 주더라도 유치하려는 경향
이 짙다.예컨대 환경오염과 같이 비용을 발생하려는 것은 자기 지역에는 절대 설
치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하민철,2002:1).
넷째,주민과 정부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며,이를 해

결하기 위해 정부간 협력방식은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
과가 없는 실정이다.이는 중앙집권식 통치방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해결을 유도하는데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지방정부의 규모가 광역적이어서 지방정부들이 서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광역
행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았으며,고도의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중앙정부
의 수족에 불과했었다.그러나 현재의 민선자치시대에는 각 자치단체가 광역자치
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관할구역에 소속된 하급행정청이라 할지라도,민선자치단체
는 하나의 동등한 법인격으로써 지방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지방정부간에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정부간 외부성(externalitybetweengovernment)의 문제이다.외부성은 국가
나 기업 중 어느 일방의 활동이 가격을 지불함이 없이 타방의 효용이나 생산가능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지방정부간 외부성’은 지방정부간에 비용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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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입지 시킬
때 발생한다.
지방정부간의 외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정부간에 마찰

의 소지가 많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외부성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므로 이를 둘러싸고 지방정부간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존하게 된다.그 과정에
서 지방정부간에는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을 지방
정부간의 외부성 갈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배석보,1997:320).
경제학적으로 외부성(externality)이란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정의된다.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외부경제효과(externaldiseconomies)라고 부르고,정당한 대가 없
이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외부불경제효과(externaleconomies)
라고 부른다.
외부성은 지방정부간에 편익이 파급되거나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써 재산상의 손

실을 발생하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지방정부간에 편익이 파급된다는 것은 일방의
지방정부가 타방의 지방정부에 대하여 외부경제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을 뜻하며 이
러한 편익의 파급은 의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반면에 비용을 전가시킨다는 것
은 일방의 지방정부가 타방의 지방정부에 대하여 외부불경제효과를 가져다주는 것
을 의미한다.이때 비용의 전가는 의도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지
방정부간에는 외부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외부성은 지방정부간에 일방적 또는 쌍방적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특성을

갖기도 한다.지방정부간의 일방적 외부성은 일방의 지방정부가 타방의 지방정부
에 대해 편익만을 파급시키거나 비용만을 전가시키는 경우를 말한다.반면에 지방
정부간의 쌍방적 외부성은 쌍방의 지방정부가 편익과 비용을 상호 효과적으로 파
급․전가시키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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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시장실패 이론에 따르면,환경문제는 시장거래의 외부효과로 나타나게
된다.이 문제는 정부의 간섭을 통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 함으로써 해결할 수밖
에 없다.사실상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정한 정부규제에 의하여 공해배출
을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정전 외,1995:142).
문제는 이러한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주체가 외부불경제효과의 배출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할 지방정부라는 데 있다.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한 기회비용으로서
외부불경제를 감수해야 하는 지방정부와 그렇게 발생한 외부불경제를 감수해야 하
는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두 지방정부로 하여금 경쟁관계에 놓이게 하며,경쟁의
결과에 따라 한쪽 지방정부는 이익을,나머지 지방정부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외부경제에 대한 개념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요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그것이

지방정부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
고,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 외부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특히 수계의 문
제에서 상하류간 개발수요와 환경보전을 둘러싼 갈등과 지역이기주의로 분류되는
님비현상이 가속화된다는데 있다(박혜자 외,1999:208-209).

222)))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의의의 원원원인인인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의 기본적인 속성은 다양성과 복합성이다.갈등은 유형
만큼이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즉 대부분의 갈등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되므로 한 두 가지 요인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갈등이 급격하게 증대되는 가장 큰 배경적 요인은 사회경제 및 정치적 여
건변화 등 간접적인 유발요인과 특정 사안의 갈등에 관련된 직접적인 유발요인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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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증대시키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요인 등 간접적인 요인은 첫째,사
회 전반의 민주화와 분권화에 의한 자치의지와 참여욕구 증대,둘째,이해당사자간
의 신뢰성 결여,셋째,환경보전과 ‘삶의 질(QualityofLife)’중시의 가치관 증대를
들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상이하지만 갈등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첫째,시

설의 입지에 의한 비용과 편익배분 등 경제적 요인,둘째,기술수준에 대한 불신과
기술적인 결함 등 기술적 요인,셋째,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결여 등
정치적 요인,넷째,막연한 심리적․문화적 거부감 등 심리․문화적 요인,다섯째,
정책목표에 대한 차이를 들 수 있다(Amour,1991;김영평,1991:144-145;행정자
치부,1999:22-30).

(((111)))분분분권권권화화화와와와 민민민주주주화화화 등등등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여여여건건건변변변화화화

분쟁이 급격히 증대하는 가장 큰 배경적인 요인은 사회전반의 민주화와 분권화
에 의한 자치의지 및 참여욕구의 증대이다.그동안 공공분야에서 대부분의 의사결
정은 중앙정부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의사결정 권한이 점차 지방자치단
체,민간부문,그리고 지역주민으로 이전되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관행과 제도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권화 시대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수단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지방자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과 기능중첩이 빈번하며,특히 토지이용,사회간접자본시설,
환경 및 자원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이나 영역의 중복과
모호성이 높아 분쟁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Godschalk,1992:142).
분쟁을 증대시키는 또 다른 사회적 요인은 이해당사자간의 신뢰성 결여이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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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분쟁은 현재 발생된 피해나 손실보다는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나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생한다.신뢰성의 결여는 이해당사자간의 자기주장만
을 낳게 되고 타협과 조정을 어렵게 한다.특히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수용태세가 확립되지 못하고,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토대가 형성되지 못
한 점도 분쟁을 부추기는 간접적인 요인이다.이밖에도 분쟁유발의 간접적인 요인
으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QualityofLife)’중시의 가치관 증대를 들 수 있다.개
발우선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친환경적인 가치관으로의 변화는 그동안 경제적 효율
성 추구를 위하여 환경과 문화적 가치의 희생을 당연시해 온 기존 관행과의 마찰
을 불가피하게 한다.

(((222)))비비비용용용과과과 편편편익익익배배배분분분의의의 비비비형형형평평평성성성

지역개발관련 업무는 특성상 자원배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특정 시설이나 토
지이용 추진시 이에 따른 손해,즉 비용과 편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만약 시설입지의 혜택은 지역사회에 골고루 주어지나 피해는,즉 비용의 부담은

일부 지역과 주민에게 불공평하게 부과된다면 분쟁의 발생은 불가피하다.반대로
손실 또는 비용의 부담은 차이가 없으나 혜택은 일부 지역이나 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우에도 분쟁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한 분쟁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며,분쟁의 속성과 대

응방안도 큰 차이를 보인다.
첫째,공공목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에 나

타나는 보상분쟁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유형이다.여기서는 재산상 피해에 따른 보
상액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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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경제적 요인에 의한 대표적인 분쟁유형은 개인의 재산이나 지역적 피해유
발이 우려되는 기피시설(LULUs)2)입지관련 분쟁이다.경제적 차원에서 기피분쟁
의 주요 쟁점은 집단간․지역간 손실과 이익배분에 있어서 형평성 결여라고 할 수
있다.혐오시설의 입지시,광역적 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는 편익
을 제공하나 해당 지역이나 지역주민에게는 재산상 손실,환경오염,지가하락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인한 손실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특히 환경오염,위험시설
의 건설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편익은 해당 시설의 이용권내 개인․집단․지역이
입게 되지만 직․간접적인 피해는 거리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그리고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혐오시설,위험시설의 입지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저

해하는 토지이용규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기피분쟁 또는
NIMBY(notinmybackyard)분쟁으로 지칭되기도 한다.셋째,경제적 요인에 의
한 분쟁으로는 비용보다는 편익이 높은 토지이용이나 시설의 입지를 지역내에 유
치하기 위한 분쟁이 있다.유치분쟁의 대상은 지역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시설이나
보상조건이 양호한 기피시설이 될 수 있다.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은 전자에 속하며 PIMFY(pleaseinmyfrontyard)로 지칭
하기도 하나,유치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편익을 추구
하려는 경쟁심이라고 할 수 있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편익추구와 비용부
담의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2)Popper(1983)는 발전소,철도,병원,교도소,쓰레기소각장 등과 같이 지역적으로 부정적
인 외부효과를 유발시키면서도 지역적인 혜택에는 타 지역과 차별성이 크지 않은 일체
의 공공시설을 지역적으로 원치 않는 토지이용(LocallyUnwantedLandUses:LULUs)
으로 정의하였다(Amour,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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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기기기술술술수수수준준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불불불신신신과과과 부부부정정정적적적 파파파급급급효효효과과과 우우우려려려

기술적 요인에 의한 분쟁은 본질적으로 기술수준이 낮거나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부정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는 경우,또는 기술적 조치를 사업
시행자 측에서 회피 또는 보장장치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첫째,기술수준이 낮거나 기술적 결함에 의한 분쟁은 여타 요인과 달리 업무추진
단계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띤다.계획수립․입안단계는 입지선정의 과학성,
시설 및 기술의 적정성 여부가,건설단계는 시공에 있어서 합의사항 이행여부와
과학적인 시공의 신뢰성이,시설관리․운영단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과 사후
관리에 있어서 주민감시와 참여수단의 확보가 분쟁의 주요쟁점이 된다.둘째,기술
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기술적 파급효과 및 저감장치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확보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대부분의 혐오시설 입지
분쟁은 지역 내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저감장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그리고 사업주체의 이행준수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444)))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과과과정정정에에에서서서의의의 배배배제제제와와와 투투투명명명성성성 결결결여여여

정치적 요인에 의한 분쟁은 본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배제 내지 미흡에 기인한다.그동안 입지 및 개발분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하향적 계획논리에 의거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포한 후에 이해당사자를
무마․설득하는 엘리트 지향적인 의사결정 관행을 지속하여 왔다.이와 같은 관행
은 주민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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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밖에 정치적 요인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합리성․투명성 결여와 다원적인 견해를 수렴할 수 있는 타협적인 자
세와 인식 결여를 들 수 있다.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은 입지 선정절차가 민주적
이지 못하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거의 모든 절차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짐
으로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특히 혐오시설의 입지선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에 입각하여 선정한 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이러한 관행은 이전의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
서 하향식(top-down)정책결정과정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게 된다.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

장하여 정책집행에 있어서 순응을 확보하기가 어렵고,지방자치단체간 상호조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정책결정과정이 폐쇄적이어서 이해담당자의 참여가 제
한되는 경우,결정된 정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서 바람직스러운 것이라도 이
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될 수 있다(정정길,1989:535).비선호시설의 입지와
같이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과 부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책은 이러한 것이 더욱
심하다.입지선정절차가 밀실에서 소수의 정책결정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난 후 지
역주민에게 공개됨으로 인해,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사 및 요구는 전혀 반
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 입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555)))막막막연연연한한한 심심심리리리적적적․․․문문문화화화적적적 거거거부부부감감감

갈등은 비합리적인 요구나 주장,막연한 거부감에 의한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되기도 하는데,이는 일반적으로 지역이기주의 또는 님비현상이라고도 일컬어
진다.토지이용이나 시설입지의 경우,님비현상은 잠재적 위험이나 손실에 대한 두
려움,불확실성,막연한 피해의식,지역간 경쟁의식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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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로 볼 수 있다.지역이기주의 현상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보다는 선입관,편
견,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제공․대화․설득
등 합리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666)))정정정책책책목목목표표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차차차이이이

정책목표의 차이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조직활동의 방향이나 사업
달성의 평가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Schmidt과 Kochan,
1972:357-370).목표의 차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이나 사업 활동방향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각각의 지방정부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그러한 과정에서 정책 주체들간의 충돌이 불가피해 진다.
더욱이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

록 정책목표의 차이는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Dalton,1959:464-465).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정책목표의 차이로는 목표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다.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목표가 일치하
지 않는 것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방향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경우도 있
지만,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대한 인식차이에서도 비롯된다.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의견의 불일치를 심화시키고 공동체 의식이나 협력관계를 저하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김영평,1991:144-145).

(((777)))갈갈갈등등등조조조정정정기기기구구구의의의 미미미흡흡흡

주민과 정부간의 갈등 또는 각 정부들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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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가 미흡하다.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 특히 현재 활용되고 있는 광역행정
제도는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운영에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중
앙집권식 통치방법으로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지방정부간 갈등의 자율적 관리에 대
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지방정부의 규모가 아예 광역적이어서 지방정
부들이 서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았으
며,고도의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중앙정부의 수족에 불과한 지방정부들 사이의 갈
등은 상급기관의 계층적 통제에 의해 와해될 수 있었다(안성호,1994:50).
그러나 현재의 민선자치시대에는 각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관할구역에 소속된 하급행정청이라 할지라도,민선자치단체는 동등한 하나의 지방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이에 따라 지방정부간의 갈등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현재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선호시설의 운영⋅관
리를 위한 광역행정체제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뿐이다.지방자치법에는 지
방자치단체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있다.이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간 분쟁조정과 협의사항을 조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있다(지방자
치법 제140조 2항).그런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분쟁위원회가 내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소속 하에 있어 중앙정부나 상

급정부의 압력 혹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둘째,현재의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정부간의 분쟁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어,민선자치단체장 이후로 특히 증폭하고 있는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
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을 조정대상에 포함할 수 없
게 되어 있다.
셋째,지방자치법 제140조 2항 2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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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그러므로
이의 실효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나 조례의 마련이 필요하다.

444...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의의의 전전전개개개과과과정정정

지방정부간 갈등의 전개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는 갈등이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
이 되는지에 관해 초점을 두는 연구이다.물론 이 경향의 연구도 갈등의 원인규명
에 초점을 두기는 하지만,근본적으로 갈등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연구의 관심
을 부여한다(주상현,2001b:143-144).
그리고 갈등의 과정을 논의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갈등의 단계를 분류하고 있

는데,갈등의 양상,시간,갈등의 주체 등이 갈등의 단계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가
장 많이 활용되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1)))갈갈갈등등등의의의 양양양상상상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단단단계계계

(((111)))갈갈갈등등등의의의 양양양상상상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단단단계계계구구구분분분과과과 특특특징징징

먼저 갈등의 양상에 따라 갈등단계를 구분하고 있는 연구로 Pondy(1967:96)는
갈등을 연속적인 에피소드로 보고 갈등의 단계를 잠재적 갈등,인지적 갈등,지각
된 갈등,현재화된 갈등,갈등여파 등의 다섯 단계로 분류하면서 이러한 단계들은
서로 연결된 것으로 보며,그의 각 단계의 갈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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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갈등이란 상황에 대한 상반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상황에는 부
족한 자원에 대한 경쟁,자율성 추구,목표의 분산성,역할 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인지적 갈등이란 한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잠재적 갈등을 인식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격화되어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는 단계로
긴장,적의,불안,좌절감 등이 지각된 갈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또한 현재화된
갈등이란 적대적인 행동이 실제로 표출되는 단계로,행위자의 관점에서 적어도 다
른 참가자들의 목표를 좌절시키는 행동을 의미한다.갈등여파란 현재화된 갈등이 발
생한 이후의 결과상태로 이에는 협력적인 토대의 구축 혹은 갈등의 잠복 등이 있다.
Trolldalen(1992:48)는 갈등의 극단적 수준과 시간의 경과라는 두 개의 차원을

가지고서 초기적 갈등 → 잠재적 갈등 → 인식적 갈등 → 명백한 갈등이라는 네
가지 유형의 갈등상승모형을 정립하였다.그에 의하면 갈등이 상승할수록,그리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갈등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수는 증가하며 동시에 갈등의 수준
도 극단화된다고 지적한다.초기적 갈등과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거나 회피하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갈등상황은 명백하고도 인식적인 갈등으로 전환된다고 지적한다.
즉,부정적인 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모든 당사자들이 인식
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때부터 당사자들은 경쟁으로 인식하고 그들 자신의 이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며,인접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알리고,자신들의 입
장을 옹호하고 방어하게 된다고 지적한다.Trolldalen(1992)이 정의하고 있는 각 갈
등단계의 특징을 정리하면,초기적 갈등이란 자원의 사용자들 간에 낮은 정도의
긴장을 의미하며,잠재적 갈등이란 한 자원사용자가 그의 목적이 다른 사용자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음을 알고 있을 때,또는 다른 상대방들이 부정적 환경적 효과
에 노출된다고 인식할 때 발생한다.인식적 갈등이란 초기적 갈등과 잠재적 갈등
을 예방하거나 회피하는데 실패할 경우,상황은 명백하고도 인식적인 갈등으로 전
환된다.이때 당사자들은 경쟁으로 인식하고,그들 자신의 이해에 대한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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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단계이다.명백한 갈등이란 당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방어
하게 되는 단계이다(유해운 외,1997:80-89).
박호숙(1994:62-75)은 인주공단설립사례를 분석하면서 갈등의 단계를 잠재된 갈

등과 외현적 갈등 등의 2단계로 나누고 있다.
즉,박호숙(1994:20-21)은 Pondy(1967)의 에피소드 모델을 단순화시켜 잠재된

갈등과 외현된 갈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이렇게 갈등의 양상을 단순화시
켜서 보면 각 단계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갈등의 실제 진
행상태를 보다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고 지적한다.왜냐하면 갈
등의 단계를 잠재된 갈등과 외현된 갈등으로 나누는 것은 관찰가능성 여부 라는
보다 명백한 기준에 따라 비교적 쉽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잠재된
갈등의 특징은 갈등행동 이전의 갈등상황이나,행위주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긴
장,적대감 같은 감정상태를 의미하며,외현된 갈등이란 노골적인 갈등행동으로 말
로 공격하는 행위,정조를 왜곡시키는 행위,육체적 격투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외현된 갈등이란 공개적인 공격에서부터 태업,냉담,방어적 연합행동 등에 이
르기까지 상대방의 목표달성을 방해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유해운 외(1997:96-101)등은 환경문제에 대한 갈등의 관리과정에 중점을 두고

갈등관리과정을 갈등의 발달단계(잠재적 갈등단계)→ 갈등의 표출단계(명시적 갈
등단계)→ 갈등해결의 탐색단계 → 후갈등단계(갈등의 여파단계)등의 네 단계의
갈등단계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그리고 이들은 각 단계의 갈등의 특징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먼저 잠재적 갈등이란 갈등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태를 의미하며,명시적 갈등이란 잠재화된 갈등이 표출되는 단계로 이때에는 갈
등을 야기한 원인 자체가 분명하게 이슈화되고,갈등당사자의 확인이 가능하며,감
정적인 차원으로 지각되는 때이다.갈등해결의 탐색단계란 갈등이 표출된 뒤에 여
러 가지 전략과 정책이 활용되는 단계로,이에는 표출된 갈등에 대한 강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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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문제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개입 등이 이용되는 단계이다.갈등의 여파란 갈등
이 완전히 해결되어 갈등당사자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상황이나 혹은 갈등이 피상
적으로 해결되어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는 갈등의 잠복기를 의미한다.
이종렬․권해수(1998:160-187)는 지역개발과정상 지방정부간 갈등분석과 관리전

략이라는 연구에서 정책갈등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갈등의 환경적 요소로 정
치․행정,경제,사회적 요인을 들고,정책갈등을 야기하는 동원화 기제로 조직적
차원(리더쉽,응집력,구조),이념적 차원(규범,정당성),정치적 기회구조(동맹,정
치적 제휴의 안정성)요인 등을 통해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을 갈등태동기,갈등증폭
기,갈등성숙기로 구분하여 위천공단 입지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이인수
(1999:243-246)는 갈등이슈의 특성,갈등유형,갈등강도,갈등해결과정의 신뢰성,
갈등해결방법들 간의 상호영향관계를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둘러싼 유형별 정부간
갈등전개과정을 모형화 하였다.그에 따르면 위천공단조성을 둘러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간의 갈등전개과정을 갈등이슈의 특성 → 갈등유형 → 갈등강도 → 갈
등해결방법의 순서로 전개되었다고 한다.갈등의 원인이 되는 갈등이슈(지역경제활
성화 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지방정부간 견해차이가 동일한 사업을 둘러싼 갈등
유형의 상반성(대구․경북의 공단유치 대 부산․경남의 공단기피)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심각한 견해차이는 갈등해결과정에서의 갈등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간의 상호대립으로 확대되어 정부간 갈등의 강도가
증폭됨으로써 갈등해결방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주재복(2000:86)은 한강 수계의 지방정부간 물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조직간

분쟁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을 논의하면서 분쟁사례의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구체적으로 분쟁의 초기단계,분쟁의 지속단계,분쟁의 심화단계,
분쟁의 완화단계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그는 이러한 분쟁단계의 구분
기준으로 시간의 연속성과 사건의 변화를 사용하고 있으나,각 단계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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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주상현(2001a:107-135)은 전라북도청사
부지선정 정책사례를 분석하면서 사례분석의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갈등잠
재기,갈등심화기,갈등해결기 등의 3단계로 나누고,각 단계의 갈등의 특징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먼저 갈등잠재기란 갈등행위 이전의 단계로 집단간 갈
등의 기본조건 또는 상황을 나타내는데,당사자간에 특정 정책에 대해 갈등을 느
끼기 시작하여 긴장,적의 적대감 등 어느 정도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라
고 한다.갈등심화기는 수동적 저항에서 명백한 대응에 이르는 행위적 갈등과정이
며,갈등해결기는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이 수면 아래로 잠재하거나 중앙정부나 제3
자에 의해 중재되고,조정되거나 정부간 정치적 해결에 의해 갈등이 해결국면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주상현.2001b:147).
고경훈(2003:43-49)은 전북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를 둘러싼 전주시와 군산시간의

갈등사례를 연구하면서의 갈등의 단계를 양자치단체가 구사하는 전략에 맞추어서
구분하고 있다.즉,전주시와 군산시는 갈등의 전개과정에 따라 쟁점화,정당화,무
시,동원 등의 전략을 적용하였는데,각각의 전략이 구사되는 단계에 따라 갈등의
단계를 갈등의 인지단계(쟁점화 전략),갈등의 확산단계(정당화 전략),갈등의 증폭
단계(무시전략),갈등의 비등단계(동원전략)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그리고 갈등의
인지단계에서는 이슈의 쟁점화를 통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
며,자신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행위가 존재한다.갈등의 확산단계에
서는 적극적인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동시에 상
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전략이 구사된다.갈등의 증폭단계에서는 상대방을 인정하
지 않고 자신의 의도만을 관철시키려는 이른바 무시전략이 사용되며,갈등의 비등
단계에서는 갈등이 임계치에 도달하는 단계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까지 모두 동원
하여 지역의 이익과 자존심을 걸고 폭발직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며,이 단계에
서는 강압과 위협의 수단이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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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444>>>갈갈갈등등등의의의 양양양상상상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단단단계계계구구구분분분과과과 특특특징징징

연연연구구구자자자 갈갈갈등등등의의의 단단단계계계와와와 특특특징징징

Pondy
(1967)

․잠재적 갈등:상황에 대한 상반된 인식(부족한 자원에 대한 경쟁,자율성 추구,
목표의 분산성,역할)

․인지적 갈등:한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잠재적 갈등을 인식하게 되는 상태
․지각된 갈등: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는 단계로 긴장,적의,불안,좌절감

등이 지각됨
․현재화된 갈등:적대적인 행동이 실제로 표출되는 단계
․갈등여파:협력적인 토대의 구축 혹은 갈등의 잠복

Trolldalen
(1992)

․초기적 갈등:자원의 사용자들 간에 낮은 정도의 긴장
․잠재적 갈등:다른 상대방들이 부정적인 환경적 효과에 노출된다고 인식할 때 발생
․인식적 갈등:낮은 정도의 긴장,부정적인 환경적 효과에 노출된다는 인식,경

쟁,자신의 이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
․명백한 갈등: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행위

박호숙
(1994)

․잠재된 갈등:갈등행동 이전의 스트레스,긴장,적대감 같은 감정상태
․외현적 갈등:노골적인 갈등행동으로 공격행위,정보를 왜곡시키는 행위,육체

적 결투행위,사보타지,태업,냉담,방어적 연합행동

유해운 외
(1997)

․잠재된 갈등단계:갈등 원인의 이슈화
․명시적 갈등단계:갈등을 야기한 원인 자체가 분명하게 이슈화되고,갈등당사자

의 확인이 가능하며,감정적인 차원으로 지각
․갈등해결의 탐색단계:협의,협상,문제해결을 위한 제삼자의 개입
․갈등의 여파단계: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어 갈등당사자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상황

이종렬․권해수
(1998) ․갈등태동기,갈등증폭기,갈등성숙기

이인수(1999)․갈등이슈의 특성,갈등유형,갈등강도,갈등해결방법
주재복(2000)․분쟁의 초기단계,분쟁의 지속단계,분쟁의 심화단계,분쟁의 완화단계

주상현
(2001a,
2001b)

․갈등잠재기:갈등을 느끼기 시작하여 긴장,적의 적대감 등 어느 정도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

․갈등심화기:수동적 저항에서 명백한 대응에 이르는 행위적 갈등
․갈등해결기:지방정부간 정책갈등이 수면 아래로 잠재하거나 중앙정부나 제3자

에 의해 중재되고,조정되거나 정부간 정치적 해결

고경훈
(2003)

․갈등의 인지단계:이슈의 쟁점화,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시도,자신의 입장
에 대한 지지의 호소

․갈등의 확산단계: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동시에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전략 구사

․갈등의 증폭단계:적극적인 대중의 지지 확보,자신의 주장 정당화,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박,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동원,강압과 위협적 수단의 사용

․갈등의 비등단계:강압과 위협의 수단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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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시시시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갈갈갈등등등의의의 단단단계계계구구구분분분

시간을 기준으로 갈등의 단계를 나누고 있는 학자로는 이종렬(1995),박상필
(2000),전주상(2000),이선우(2001),백종섭(2002),전주상(2002)등의 연구가 존재
한다.먼저 이종렬(1995:385-388)은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과 주민갈등 사례를
논의하면서 주민저항의 단계를 연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즉 운동의 초기단계,운
동의 중간단계,운동의 후기단계,운동의 종결단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여기
서 주민저항운동은 바로 주민과 정부간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갈등의 단계구
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박상필(2000:127-130)은 한의사회와 약사회간의 한약
분쟁 과정을 시기별로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제1단계는 이익갈등의 발생과 분쟁
의 격화(1993년 1～6월),제2단계는 정부개입에 의한 분쟁해결 시도(1993년 6～9
월),제3단계는 경실련의 개입과 분쟁의 조정(1993년 9～12월)등과 같이 시기별로
갈등의 과정을 구분하고 있다.
전주상(2000:95-96)은 갈등과정을 갈등의 인지 및 탐색,갈등의 현재화,갈등의

영향 등의 3단계로 나누고,갈등의 인지 및 탐색단계의 특징으로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해관계가 구체적인 이슈로 조직화되는 단계로 정의한다.그리고 이 단계에
서 갈등상황이 조성되고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행동
목표로 설정한다.갈등의 현재화란 여러 종류의 명백한 갈등행위들이 나타나는 단
계로서 수동적인 반대상태로부터 능동적인 공격행위에 이르기까지 물리적이고 폭
력적인 수단들이 혼재되어 나타난다.마지막으로 갈등의 영향단계란 비선호시설의
공사착공 이후부터의 단계를 갈등의 영향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이선우(2001:5)는 영월 다목적 댐 갈등사례를 논의하면서 갈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초기,갈등중기,갈등말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백종섭(2002)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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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추모공원 건립정책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사례분석의 과정을 정책의 내용,정책
형성과정,정책집행과정 등의 단계로 나누어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전주상(2002:
234-244)은 강남 쓰레기소각장 입지갈등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의 흐름과 갈등의
강도에 따라서 갈등단계를 제1기(주민대표기구 구성 이전),제2기(주민대표기구 구
성이후-공사착공),제3기(공사착공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표표표 222---555>>>시시시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갈갈갈등등등의의의 단단단계계계구구구분분분

연연연구구구자자자 갈갈갈등등등의의의 단단단계계계
이종렬(1995)․운동의 초기단계,운동의 중간단계,운동의 후기단계,운동의 종결단계
박상필(2000)․제1단계,제2단계,제3단계
전주상(2000)․갈등의 인지 및 탐색,갈등의 현재화,갈등의 영향
이선우(2001)․갈등초기,갈등중기,갈등말기
백종섭(2002)․정책의 내용,정책형성과정,정책집행과정
전주상(2002)․제1기,제2기,제3기

(((333)))갈갈갈등등등주주주체체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단단단계계계구구구분분분

서휘석(1995:48-49)은 장곡취수장 갈등사례를 논의하면서 사례를 갈등의 주체를
기준으로 제1단계부터 제3단계까지 구분하고 있다.즉,자치단체간의 갈등(제1단
계),자치단체 주민간의 갈등(제2단계),중앙정부의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단계(제3
단계)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박정용(2002:59-69)은 의약분업 정책사례를 분석하
면서 사례를 둘러싼 갈등을 정책추진 주체별로 정리하고 있다.그는 정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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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갈등을 제1기부터 제4기까지로 나누는데,이러한 구분의 기준으로 정책추
진 주체를 사용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주도(제1기),새정치국민회의
주도(제2기),시민단체 주도(제3기),보건복지부 주도(제4기)등으로 나누고 있다.

<<<표표표 222---666>>>갈갈갈등등등주주주체체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단단단계계계구구구분분분

연연연구구구자자자 갈갈갈등등등의의의 단단단계계계

서휘석
(1995)

․자치단체간의 갈등,자치단체 주민간의 갈등,중앙정부의 조정을 통
한 갈등해결단계

박정용
(2002)

․보건복지부의 주도(제1기),새정치국민회의 주도(제2기),
시민단체 주도(제3기),보건복지부 주도(제4기)

지금까지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갈등의 단계들을 살펴보았다.그러나 모든 갈
등상황이 이상과 같은 각 단계들을 거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왜냐하면
갈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양적인 변화와 함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음 단계
로 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때로는 이러한 변화가 순차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어떠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비약적으로 전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전
주상,2000:94).이러한 현상을 갈등의 변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갈등의 변동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각이 과정론적 시각이며,과정론적 시각에서는 갈등의
단계를 갈등양상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지방정부간 갈등의 단계를 갈등의 양상에 따라서,과정론적 시각에 따라서 구분

할 경우의 이점을 정리하면 첫째,갈등의 단계를 갈등의 발생과 갈등의 증폭,갈등
의 완화와 갈등의 종결 등으로 단순화시켜서 보면 각 단계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갈등의 실제적인 갈등의 진행상태를 보다 간명하게 파악
할 수 있다는 실익이 존재한다.왜냐하면 갈등의 단계를 갈등의 발생단계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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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폭단계,갈등의 완화단계로 나누는 것은 ‘관찰가능성 여부’라는 보다 명백한
기준에 따라 비교적 쉽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박호숙 1994:20).둘째,이상
과 같이 과정론적 시각은 갈등을 전개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해결과정
혹은 해결을 위한 정책과정을 개인이나 집단 등 개별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
로서 파악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들의 행태와 정책산출간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주상현,2001b:148).셋째,일반적으로 기준이나 지표 및
단계의 설정은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부터 출발해야 하며,기존 선행연
구들에서 원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지표 및 단계를 선별하는 것이 이론의 발달에
대단히 중요하다.

222)))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의의의 특특특징징징

갈등은 근본적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행위주체자들간의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주체자들 사이의 관계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간적 거리를 두고
이들 관계가 일어난다면 이를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즉 갈등당사자들간의 관
계가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과정적 속성을 띠게 된다고 할
수 있으며,갈등을 과정적 관점에서 파악하면 갈등의 동태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장석영,2001:17).
이러한 관점에서 갈등의 양상에 따라 갈등단계를 구분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면,각 연구자들이 구분하고 있는 갈등의 단계들은 그 명칭에 차이가 있
을 뿐,내용상으로는 상당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갈등의 단계들 중 보편적으로 지적되는 갈등의 단계는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지방정부간의 갈등과정 단계로서 갈등의 발생기,갈등
의 심화기,갈등의 종결기의 3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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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방정부간의 갈등과정 단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11)))갈갈갈등등등의의의 발발발생생생단단단계계계

갈등의 발생단계는 외부적 갈등행위 이전 단계로서 집단간 갈등의 기본조건 또
는 상황을 나타낸다.이러한 갈등의 조건이나 원천은 관련 집단들에 의하여 인지
되어 서로 간에 긴장․적의․불안 등을 느낄 수도 있다.이는 갈등행동 이전의 갈
등상황이나,행위주체들이 느끼는 긴장,적대감 등과 같은 감정상태를 주로 의미한
다(박호숙,1994:20-21).이 단계에서는 갈등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일방이 재빨리
조치를 취하여 갈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으나,오히려 그러한 조치들이 갈등
을 증폭시키기도 하는 단계이다(유해운 외,1997:97).이러한 맥락에서 갈등의 발
생단계라고 규명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특징은 갈등의 기본조건 또는 상황의 발
생(박호숙,1994,전주상,2001a),양립할 수 없는 목표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Trolldallen,1992),부정적인 환경적 효과에 노출되었다는 일방의 인식(Trolldallen,
1992),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해관계의 발생(전주상,2000)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222)))갈갈갈등등등의의의 심심심화화화단단단계계계

이 단계의 특징은 노골적인 갈등행동이다.말로 공격하는 행위,정보를 왜곡시키
는 행위,육체적 격투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갈등의 표출은 공개적인 공격에서
부터 사보타지,입법방해,방어적 연합행동 등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목표달성을
방해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다(박호숙,1994:21).이 단계에서는 갈
등을 야기한 원인 자체가 분명하게 이슈화되고,갈등당사자의 확인이 가능하며,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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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감정적인 차원으로 지각되는 단계이다.표출된 갈등에 대한 근시안적인 대처
는 갈등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분쟁을 장기화시키며 조직화시키는 원인을 제
공한다(유해운 외,1997:98).이러한 맥락에서 갈등의 증폭단계라고 규명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특징은 자신의 입장강요 및 양보의 기피(김상구,2002;Trolldallen,
1992),위협 및 적대적인 행동(Pondy,1967),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동원된 시위행위
(고경훈,2003),경쟁적 관계 및 상호관계 악화(서휘석,1995)등으로 지적될 수 있다.

(((333)))갈갈갈등등등의의의 종종종결결결단단단계계계

갈등의 근본원인을 제거시키고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의미한다.그러나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그리 쉬운 일도 아니며,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당해 갈등문제 자
체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경우는 주로
갈등이 표출되기 전에 쌍방 갈등당사자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완전한 합의를 도출
할 때 가능하다(유해운 외,1997:100).갈등의 종결단계인 갈등해소 및 협력단계라
고 규명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특징은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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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부간 갈등과 언론의 역할

111...사사사회회회갈갈갈등등등의의의 다다다원원원화화화와와와 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

코저(L.A.Coser)가 설명하듯이 사회갈등(socialconflict)은 현대사회의 편재적
현상이며 사회 변화의 유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아울러 이렇게
편재하는 사회 갈등은 사회에 대한 환경감시 기능을 주임무로 삼고 있는 언론으로
서는 주요한 보도 대상이다.대부분의 경우 언론은 사회 갈등의 성패를 결정지을
만큼 사회적 관리와 정치화의 핵심통로 역할을 담당한다.그런 이유로 사회 갈등
상황에서 언론보도는 갈등 당사자는 물론이고 전체 사회의 관심사가 되기 마련이
다(김동규,2000:6).
사회갈등이 사회의 안정이나 변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사회학에서의 핵

심적 이슈 중의 하나이다.학자들에 따라서는 사회 갈등이 사회권력 배분과 관련
된 체계적 요소들,예를 들면 언론을 통한 규제나 확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고 주장한다.즉,언론보도에서 사회갈등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언론
은 갈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공공의제(publicagenda)로 만드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한다고 보았다.그 결과 많은 언론 학자들이 이들의 관계,특히 갈등의 뉴스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노력하였다.
최근 들어 사회적 갈등과 언론의 구조적 연관관계가 더욱 일반화되는 특성을 보



- 44 -

이고 있다.특히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시민사회가 발달하면서 사회갈등의 유
형이나 내용도 이전보다 훨씬 복합적이며 다양화되고 있다.산업사회의 기본적인
사회관계인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인 노사갈등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집단 간
갈등은 물론 성,환경,소비문화,그리고 세대 등 일상의 영역과 관련된 새로운 유
형의 사회갈등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언론은 사회갈등의 변화와 그 양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수렴하여야 할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다.즉,사회갈등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터 보도의
내용이나 틀에 이르기까지 보도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
다.물론 오래 전부터 사회갈등을 보도하고 비평하는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갈등 당사자들은 언론을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여론화시
킬 수 있는 창구로 이용하였고,일반 수용자들은 갈등 현실에 대한 주요한 정보원
이자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안내자로 언론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원화,복잡화,일상화의 특징으로 변화하는 사회갈등의 양상은 이러한

언론의 기존 역할이나 비중이 좀더 명확하고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
게 제기하고 있다.기본적인 계급갈등 이외에 지역․집단․계층․성․세대․문화
간 갈등의 표출이 일상화되고 복합적으로 전개되면서,이제는 무엇이 갈등의 본질
이며 누구의 주의․주장이 맞는지,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극단적인 경우에는 언론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집단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려는 이른바 언론을 향한 유사갈등
(pseudoconflict)까지 나타나고 있다.아무리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회 갈등이라도
언론을 통하지 않고는 여론화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현
실이기도 하다(김형진,20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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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지지지역역역발발발전전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지지지역역역언언언론론론의의의 역역역할할할

111)))지지지역역역 언언언론론론의의의 기기기본본본적적적 역역역할할할

지역언론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언론매체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집
합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권태수,1993:76).지역 언론은 그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지역언론의 경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개발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 관심사를 두루 수렴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delstrin과 Larsen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질감을 높여 지역사회의 제반 문

제점들을 규정해 주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을 지역사회
내로 아울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지방자치제가 진정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민주자치와 자기결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언론은 이를 조성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만약 지역의 언론매체들이 정보전달의 제한을 받는다면 지역주민은 자연히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상호논의의 마당에 참여할 수 없고,나아가 이성적 판단의 상실
까지 초래한다.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 스스로에 의한 자기결정성이 얼마나 왜
곡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고,지역자치제의 올바른 자치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지역공중으로 가능해
질 때 지역자체의 이성적 자율정신도 구현된다(안수근,19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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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얻는 것이 반드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나아가 지역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 집단들끼리의 상호이해도 가능하게 만든다.다시 말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인 서로간의 이해를 실현하게 된다는 점이
다(김학수,1986).
현대와 같은 복합적 구조를 형성한 사회에서는 사상의 공개시장원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다시 말해서 지역 내 언론체제
의 활동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인의 소외감은 언론의 차단과 왜곡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옛날에는 사

랑방,시장,마당,공회당과 같은 구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친화력이 소규모 지역
내의 언론매체의 장(field)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대중매체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
(안수근,1988:38).
지역언론의 역할은 첫째,지방적 특수 이익을 보호하고 증대시키는데 지역언론

이 기여해야 한다.둘째,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지역언론은 지역사회 개발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셋째,지역언론은 지역사회 구성
원의 인간화에 기여해야 한다.인간존중을 실천하고 지역주민의 인격과 인구의 신
장에 앞장서야 한다.특히,다큐멘터리와 토크프로그램이 여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넷째,지역언론은 풀뿌리 여론을 수렴하는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민
주화의 선봉이 돼야 한다.다섯째,중앙집중에서 지방분산화를 이루어나가고 지방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방언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활성화란 지역
언론의 수적 증가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미디어로써 고유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됨
을 의미한다(김우룡,1988:4).
지역언론의 기본정신은 사상의 공개시장원리에 적용시켜 볼 때 다양성과 지역정

보를 연결시켜 줄 상호 연계 매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때만 가능하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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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런 조건 하에서 진실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열려 있어
야 한다(Mcquail,1983:87-90).결국 언론자유가 단순히 언론인의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사회가 민주적 공동선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지역언론이 갖는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주철,1997:25-26).
첫째,지역여론의 형성과 수렴을 위해 공론장으로 기능해야 한다.지방행정과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자․비판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지역경제를 보호․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고 종합적인 지

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지역관심사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지역사회 발전의 동인이 되어야 한다.
넷째,지역문화의 건전한 육성과 개발에 앞장서 지방문화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화재 보존과 발굴 등을 통해 문화창달에 힘써야 한다.
다섯째,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제고,개개인 인격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

에 기여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문화적 주체성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한편,지역언론이 담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① 지방의 활동소개

② 지방생활정보제공 ③ 지방문제,후진성의 성격 ④ 지방의 특색소개 ⑤ 지방출
신 명사의 소개 ⑥ 지방의 문화재 역사소개 ⑦ 지방문제․해결방안 제시 ⑧ 지방
뉴스 밀착취재 ⑨ 지방주민의 연대성 촉진 ⑩ 지방의 자랑․독자성․문화창출의
지적 등의 항목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언론은 언론의 매체특성에 따른 기능적인 분야와 중앙지,지방

지,지역지 등 매체특성에 비추어 차별적인 편집․보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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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지지지역역역발발발전전전과과과 지지지역역역언언언론론론의의의 관관관계계계

W.Schramm(1964:20-38)은 발전이란 인간혁명 그 자체라고 지적했는데 발전
은 인간의 정신혁명으로 돌아오는 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의 문제에서 인간이 갖는 요인은 그 어느 요인보다도 중요하며,언론은 인

간의 변혁을 통하여 발전문제에 개입하게 된다.
정범모(1965:17-19)는 발전을 논함에 있어서 요구,사실,규범,요인,통제라는 5

가지 개념유형을 이용하여 다원적으로 개념화하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이 모형
에 따라서 지역발전과 지역언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1)))지지지역역역발발발전전전의의의 욕욕욕구구구와와와 지지지역역역언언언론론론

지역사회의 주민이 요구하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발전의
성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후진국에서는 근대화의 내용을 경제적 근대화 혹은 공업화에서 찾고 있음과 같

이 지역사회 발전의 논의에서도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욕구인 지역경제 개발에 일
차적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경제적 풍요가 지역사회 주민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객관적 발전에 속하는 경제외적 발전 즉,문화적․심리적 제 요인의

발전을 아울러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이치백,1987:190-191).
발전의 사회학적 요인에 중점을 둔 Frankel(1953:93)에 의하면 후진사회에 있어

서의 경제발전이란 일련의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제 편성과정의 전개이다. 또
그것은 구조적 변화의 문제로써 고찰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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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제발전의 객관적인 조건인 기계나 기술의 이식,그리고 자본도입과 그
효과적인 활용은 불가능하며,경제발전은 성공치 못할 것이라고 한다.그러므로 경
제적인 객관적 요인과 인접 과학에서 중시하는 주체적 요인을 어떻게 상호보완 하
느냐가 문제시되며 이것은 매스미디어가 해야 할 문제이다.
또 인간의 동기체계,욕구체계 관점에서 볼 때는 주어진 문화,환경 속에서 형성

된 내면적 욕구동기 중 어떤 것은 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발전
의 병리욕구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 발전의 욕구에서 지역언론이 해야 할 중요

한 기능은 지역주민의 발전에 대한 욕구를 체계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반영해야 한
다는 것이다.
즉,현재는 원하지 않고 있으나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현재 원하고 있는 것들

중 발전의 병리 욕구는 무엇인가를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발전의 욕구를 창조하
는데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2)))지지지역역역발발발전전전의의의 사사사실실실과과과 지지지역역역언언언론론론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언
론이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하여 어느 방면이 발전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즉,지방문화와 경제,환경,복지 의식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지방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언론이 발전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어떤 측면을 강조할 것
인가는 언론의 의제설정(agenda-setting)기능으로 보아 대단히 큰 의의를 지닌다.
지역언론은 단순히 지역주민의 발전요구를 대변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발
전의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정범모,1965:30).



- 50 -

(((333)))지지지역역역발발발전전전의의의 규규규범범범과과과 지지지역역역언언언론론론

발전이란 방향,가치관,철학,이념 등을 포함해야만 진정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발전의 과정이나 사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문제는 계속 남는다.더구나 발전의 계획이라는 견지에서는 방향 선택이
중요시된다.따라서 ‘발전된’과 ‘덜 발전된’,‘잘 발전된’과 ‘못 발전된’을 점검할 때 적
용할 수 있는 철학적 혹은 심리학적 기준이 문제시된다 하겠다(김한초,1971:49-50).
원래적 의미의 문화이전에 있어서는 사회의 기존가치가 외부의 문화항목을 수용

하는데 필터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선택의 기준이 기존문화체계 속에 있기 때문
에 문화갈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기존문화 내의 가치체계에서 조정되는데 비해
개발정책에서 일어나는 기존문화에 따라 변동이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가
치체계가 갈등의 조정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지역발전에 있어서도 개발
의 주된 관심이 서구적 근대화 내용인 경제개발에 편중될 때 전통적 요소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지역의 기존 문화와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

(((444)))지지지역역역발발발전전전의의의 요요요인인인과과과 지지지역역역언언언론론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발전에 관련되는 요인은 많지만 이 중에서 기본적인 주체
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이 주제는 필요하다.국가발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여러 인간 요인을 정범모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들고 있다(1965:32).
첫째는 지식과 기술,둘째는 사고력과 창조력,셋째는 태도,신념,가치,넷째로

성격 체계가 그것이다.그는 이 4가지 요인을 한 계층적 구조로 보아 지식이나 기
술은 인간의 특성보다 내부적인 구조로 그리고 성격 체계보다 중핵적이고 심층적
인 종합 구조로 놓고 어떤 지식,기술,사고력,창조력,태도,신념,가치관,성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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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발전의 개념이 규정하는 국가 발전의 규준에 기여하는가를 살피고 있다.즉,
Harbison과 Myers(1964:2)의 “인간자원의 개발은 한 사회 모든 사람의 지식과 기
술의 능력을 중대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한 것이 첫 번째 요인과 상통한다고 하겠
으며,Schumpter(1949:68)의 “있는 자원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여 그것으로 물건
을 꾸미는 것”이라고 한 말은 창조력,사고력과 상통한다고 할 것이다.또 Rakeach(1960:
33)의 신념 체계에 대한 정의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인간요인들은 한 인간이 자라나고 놓여있는 사회 문화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언론은 중요시된다.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서 인간적인 요인은 중요하며 국가발전은 인간변혁 그 자체이고 지역사회
발전은 지역주민의 정신변혁 그 자체라는 것이다.또 이것은 지역적 특수성을 내
포한 지역언론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언론이 지역주민의 정신적 변혁에 기여 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저

해적 요인이 작용하는 바,지역언론은 의식의 지역성 중 발전의 궁극적 요인을 고
양시킴과 동시에 지역의식 중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것들을 통제함으로써 지역발
전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

(((555)))지지지역역역발발발전전전의의의 통통통제제제와와와 지지지역역역언언언론론론

지역사회 발전의 통제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요인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점이다.
매스미디어는 발전에 인간이란 매개체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언론

의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통제는 인간요인의 통제를 뜻한다고 하겠다.정보전달,
환경감시,지도홍보,오락제공,광고라는 매스미디어 기능만의 측면에서 볼 때,매
스미디어의 교육이라는 발전적 인간요인의 통제는 평생교육,학교안과 밖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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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향에서 커다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지역사회 발전의 인간요인을 지역언론
이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지역독자 혹은 신문․방송이라는 상품의 소비자
로부터 지역언론의 주인이자 소비자로 바뀌어야 한다.
한편,지역언론에 대한 발전요인의 직접적 통제는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끊임없

는 감시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적 요소도 언론
의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적 시각에 의해서 초기에 발전될 수 있고 또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언론의 이와 같은 기능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김주철,1997:26-32).

333...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관관관리리리전전전략략략과과과 언언언론론론역역역할할할

어떤 유형의 갈등을 막론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일정한 관리전략이 필요하
다.갈등관리전략이란 갈등을 예방하거나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
가 취하는 일정한 활동을 지칭한다.다만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의 전략과 분류기
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March와
Simon의 견해에 따라 정부간 갈등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제3자를 개입
시키는 방법으로 고찰하되,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11)))독독독자자자적적적 관관관리리리전전전략략략과과과 언언언론론론의의의 역역역할할할

독자적 관리란 우월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간 갈등당사자 일방이 주도적
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이 전략에는 일방적 권력행사,일
방적 정보제공,지연,회피,무마 등이 이에 속한다.이 가운데 일방적 권력행사
(unilateralpowerplay)란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
을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많은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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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Gupta,1993:301-339),갈등관리를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원만한 갈등해결에 도
달하는 경우도 있다(Schwebach와 Young,1993:504-535).이때 갈등당사자는 언
론을 이용하여 결정한 사항을 공표하고,자신의 정당성을 언론을 통해 미리 주장
하므로 언론의 참여가 이루어진다.이때의 성공여부는 언론이 결정된 정책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방향으로 보도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정보제공(information)은 갈등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의

지를 주지시키는 것을 말한다.일방적 정보제공은 설명회,공고,통보 등의 형식으
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언론을 이용할 개연성이 높다.이 방법은 갈등당사자 일방
이 사전에 갈등의 발생소지를 차단시키려는 목적에서 행사되므로 이 방법이 갈등
을 유발시키는 전략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지연(postpone)은 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일부러 지연시켜 갈등이 스스

로 수그러지듯 완화되기를 바라는 것이다.회피(avoidance)나 철회(withdrawal)는
갈등문제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상대방의 관심사를 무시하는 방식이다.이 과정에서도
언론은 보도를 통하여 갈등해결의 지연을 비판하거나 질타함으로써 참여자가 된다.
무마(smoothing)는 갈등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상대

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갈등문제 자체
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방법이다.무마용 유인책을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권영길,1996:71).
이 밖에 계층적 권위의 활용3)보상4)과 상호호혜에 위협 및 처벌5)동맹구조형

3)계층적 권위의 활용은 정책갈등상황에서 갈등 당사자들의 철학적 견해차이나 가치체계
의 차이에 기인한 의견의 불일치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
이다.갈등 당사자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이나 상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상급기관은 갈등
의 조정자,동기부여자,심리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Karambyya와 Brett,1989:695-697).

4)보상(rewards)이란 상대방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치들,이를테면 재화,서비
스,경제적 부,지위,권한 등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물
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보상이 없이도 상대방의 인식만 바꿈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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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6)등의 방법이 있다.

222)))협협협력력력적적적 문문문제제제해해해결결결전전전략략략과과과 언언언론론론의의의 역역역할할할

정부간 갈등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공동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 협력적 문제해결 방식이다.이 과정에서의 언론의 역
할개연성은 매우 높다.협력적 문제해결은 공동협의회나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하
여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이런 전략으로는 대
면․협의․설득․갈등공개가 있다(권영길,1996:71).
대면(confrontation)은 갈등 당사자들의 회합을 통하여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문

제를 분석하고 상호간의 입장을 밝히면,오해를 완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상
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협의(negotiation)란 갈등 당사자들이 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문제를 공동으

로 인식하고,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논의과정

수도 있다.상호호혜(exchange)는 상호간 편익의 교환을 의미한다.따라서 위협의 교환
은 포함되지 않는다.상호호혜에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요구
를 들어주는 명시적 호혜(explicitfavors)와 먼저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어떤 혜택을 제
공한 다음 자기의 요구를 구하는 쌍방호혜(reciprocity)가 있다(Lindblom,1980:47-49).

5)위협은 긍정적 위협(positivethreats)과 박탈적 위협(threatsofdeprivation)의 두 가지
가 있다.전자는 새로운 불이익을 부과하는 형태를 띠고 후자는 이미 약속하거나 제공
한 보상이나 이익을 보류 또는 철회하는 형식을 띤다(Holsti,1969:177-178).처벌
(punishment)은 이러한 위협이 실제로 사용되었을 때를 말한다(Young,1979:20).

6)정책결정과정을 둘러싸고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집단들은 각기 그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제3의 지지세력을 끌어들여 동맹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동맹구조란 어떠한 공통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집단 속으로 결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동맹(coalition)을 형성하는 이유는 대체로 협상과정에서 그들의 영향력
을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이다(Holsti,196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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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협의가 갈등해결에 직접 연결되기 위하여는 신뢰성 있고 진지한 토론이 전
제되어야 하며,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가 되어야 한다.언론은 협의과정을 보
도하고 정부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
등해결에 도움을 준다(Fisher와 Ury,1991:100-111).
협상(bargaining)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얻기 위하여 그의 호감을

얻어내는 방법에 초점을 둔 지식이나 노력의 집합체이다(Cohen,1984:13).협상은
주고받는 하나의 교환관계로써 서로 수용 가능한 행동대안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
호간의 입장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언론은 협상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
게 보도함으로써 협상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협상과정에 참여한다.협상은 일반적
으로 갈등집단들이 상대적인 면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효과적이다.그
러나 집단 어느 한편이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강하거나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경우
에는 이 방법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왜냐하면 그것은 보다 강한 집단이 일
방적인 해결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장동운,1986:53).이때 언론은 보도를 통
해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촉구한다.설득(persuasion)은 자신의 입장을 다른 사람
에게 확인시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입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
다(Anderson,1984:29).설득은 협상과는 달리 자기 자신의 입장에 대해 변경시키
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언론을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갈등공개방법도 있다.정부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

는 정책 가운데 국민들의 이목을 끌만한 것으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다고 판단되
면 갈등문제를 언론에 흘려 해결을 시도한다(김영평,1991:151).갈등공개는 정보
의 유출방법과 정책토론의 유도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정보를 언론에 유
출하여 갈등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도 하고 정책토론을 유도하여 언론으로 하
여금 스스로 보도하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된다.정부간 갈등에 관한 정보가 언론
에 일단 공개되면,어떤 사안이 주도적으로 여론의 각광을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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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당사자들의 zero-sum game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공개전략
을 채용하는 경향이 높다.정책토론으로 유도하는 방법의 경우 공청회,학술토론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또다른 갈등해결의 전략이다.
정책관련집단들은 정책문제에 따라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학술세미나를 열기도 하
고 당해 집단이 직접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한다.이러한 매개체를 통하여 정
책에 대한 옹호의 논리를 세련화시키기도 하고 정보교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
반대중들의 지지기반을 넓히기도 한다.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부간 갈등관련 집단들
은 주로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일반대중들을 자신들의
우호적인 동지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한다(김영평,1991:152-153).

333)))제제제333자자자 개개개입입입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조조조정정정전전전략략략과과과 언언언론론론의의의 역역역할할할

정부간 갈등해결전략 중에서 가장 일반화된 방법은 제3자 개입에 의한 조정전략
이다.이는 당사자간에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때 최종적인 결정의 의미로 활용된
다.그러나 제3자가 갈등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간섭
이 될 수도 있다(Zhang,1994: 99-116).여기서 사용하는 제3자 개입의 의미는 당
사자간에 문제해결의지는 있으나 문제해결 과정이나 수단,방법이 불일치하는 경
우로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제3자를 고려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중요하다.
제3자가 갈등관리과정에 개입하는 이유는 갈등상황이 극히 복잡미묘하여 많은

참여자들이 존재함으로써 모든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갈등해결책이 제시될 가능
성이 희박한 경우라든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협력과정을 거쳤
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해 해결노력을 포기하려 할 때,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분
명함으로 인하여 갈등당사자들이 지지부진한 토론전을 펼치거나 소모전으로 나올
때 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제3자7)가 직권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고 갈등당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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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용하기로 했을 경우이다.
제3자 개입전략 유형은 직접적 개입전략(directiveinterventionstrategy),협력적

개입전략(cooperativeinterventionstrategy),수동적 개입전략(passiveintervention
strategy)이 있다(권영길,1996:75).직접적 개입전략은 제3자의 결정에 대하여 갈
등당사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당사자들이 그 결
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직
접적 개입전략으로는 중재(仲裁:arbitration)와 재정(裁定:adjudication)이 있는데,
중재는 분쟁의 당사자가 어떠한 쟁점을 중재인 또는 2인 이상의 중재인들로 구성
된 중재위원회8)에 회부하기로 하고 그 중재의 결정에 따라야하며,만약 어느 한쪽
이 중재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이 결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정은 법원에서와 같이 사실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판정을 하며,판결의 확정력

을 가지기 때문에 갈등당사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그러나 직접적 개입전
략은 제3자의 일방적 의도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쌍방당사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해결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권영길,1996:76).

7)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제3자로는 이미 구성되어 있거나 갈등 발생시 구성되는 각종 조
정위원회와 협의회 등을 말한다.

8)우리나라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알선,조정,재정으로 나누고 있
다.알선은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청취,그 요점을 정리하는 등,사건이 공정
하게 해결되도록 중개에 힘써 분쟁당사자간에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제도이다(동법 제15조).조정은 조정위원회가 특정분쟁에 대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을 중개하여 쌍방의 양해에 기초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분쟁해결을 도
모하는 것이다.조정절차는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인의 진술과 문서의 제
출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동법 제13조),조정에 대한 거부는 절차진행 중 언제든
지 가능하다(동법 제25조).재정은 당사자간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분쟁에 관
하여 재정위원회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재
정절차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한 사실조사,당사자심문,재정문서송달이 있다(동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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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개입전략에는 조정과 중재가 있다.조정(mediation)이란 갈등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에 의하여 갈등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대안들
을 개발하고 개발된 대안들은 검토하여 그들의 요구에 맞는 합의된 해결에 이르려
는 과정(Folberg와 Taylor,1986:7),또는 갈등의 직접당사자는 아니면서 협상과정
에서의 문제들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갈등의 해소를 용이하게 하려는 행위
자(actor)의 행동이라고 정의되고 있다(안광일,1994:224).중재(arbitration)란 협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 결정을 부과시킬 권한을 부여받은 중재자의
존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들을 법률적으로 구
속하는 준사법적인 효력을 가진다.이와는 달리 조정인이란 제안은 할 수 있으되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지 않은 제3자를 말한다.
수동적 개입전략이란 갈등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매우 곤혹스러운 갈등해결 모색

과정을 겪고 있을 때,제3자는 방관(standingby)하는 자세만을 고수하는 것을 말
한다.이러한 전략 중에는 알선(goodoffice)이라는 것이 있다.알선자가 당사자들
의 자율적 협상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견해를 타진하여 전달하거나 협
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 접근을 돕는 활동을 알
선이라고 한다.알선과정에서는 결정을 내리거나 타결안을 제시할 수 없다(권영길,
1996:80).제3자의 개입전략이 이용되는 동안에도 언론의 역할은 계속된다.중재위
원회나 법원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갈등당사자들이 중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
하기도 하고,중재 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것을 촉구하는 역할 등이 그것이다.9)

9)언론의 이 같은 역할은 정부간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수행되고 있다.한 예로 지난 98
년 팔당상수원규제 강화조치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앙일간지들은 서울시와 인천시,남양
주시 등 갈등당사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승복할 것을 주장하는 사설을 몇
차례에 걸쳐 게재하여 갈등이 해결되기도 했다(중앙일보,199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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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부간 갈등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 논의

111...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의의의 고고고찰찰찰

지역언론을 주제로 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대
부분의 연구가 지역발전과 관련한 언론의 역할과 기능 또는 언론의 활성화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는 규범적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이들의 논리는 대부분 커뮤니
케이션이 사회발전(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Schramm과 Lerner와 같은 발전 커
뮤니케이션론자들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즉 언론이 사회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의 촉진자 또는 견인차로서의 특정한 역할

을 당위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이들의 관점은 언론의 활동,즉 보
도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치․사회적 환경 요인들은 별로 중요한 고려대
상이 될 수 없었다.그러나 1991년 상반기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본격화된 지방
자치와 더불어 지역 언론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지방자치와 지역 언론의 관
계 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과는 별도로,지역정책 또는 지역이해나 갈등과 관련한
지역 언론의 역할들에 대한 실증적·체계적 연구가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역정책 및 현안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지역간

또는 집단간의 갈등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내용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한 연구들
의 특성을 유형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영철,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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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지방자치제라는 정치․사회적 환경변화가 언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
이다.즉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빚어지고 있는 갈등적 이슈의 보도에 관한 연구로
는 윤영철(1993)의 ‘지역언론과 지역언론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와 류정호(1998)
의 ‘지역사회갈등에 대한 지역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등을 들 수 있다.
윤영철의 연구에 의하면 다원화된 사회체계에서 활동하는 언론은 소규모 지역사

회내의 신문에 비해 사회적 갈등보도의 비중이 더 많고,갈등기사 보도비율도 지
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비해 급속히 늘었으며,갈등의 주체도 더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그러나 이 연구는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갈등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언론이 이를 적극 보도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지만,구
체적 갈등 상황에 대한 보도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지역간의 갈등이슈와 지역 내 갈등이슈에 대한 신문의 역할을 실증적 자료를 갖

고 비교 분석한 류정호의 연구결과는 지역갈등보도에 있어서 지역언론은 환경감시
의 기능을 통해 사회의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감시견(watchdog)으로서의 역할보
다 경비견(guarddog)저널리즘으로서의 역할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즉 지역언론들은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걸쳐있는 경계 내의 갈등적 사안
에 대해서는 소극적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지역과 다른 지역간의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자기지역의 입장에서 적극적 언론활동을 펴고 있다는 것이
다.그러나 이 연구는 언론이 처한 상황과 이슈에 따라서 감시견 또는 경비견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는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에 관한 연구이다.지방의회는 지역주민

의 권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임받아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 및 통치행위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의회의 활동은 곧 지역주
민과 언론의 감시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주목의 대상이 된다.이러한 지방의회 활
동에 대한 신문의 보도경향을 주제로 한 연구로는 박근수,그리고 김세철과 이문



- 61 -

교의 것 등이 있다.
박근수(2002)의 연구는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언론의 보도 태도 분석’에서 지역

신문의 보도 태도는 단순히 사실 보도에 치우쳐서 중요한 지도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흥미위주의 가십성 기사와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논조의 일관성도 매우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세철(1997)의 연구는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지역신문의 기본적인 인식,보도태

도,보도내용의 유용성,홍보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이 연구는 단
순히 지방의회활동의 전반에 대한 언론의 보도빈도나 내용의 변화 등을 비교하는
데 그치고 있다.이문교(1997)의 연구는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언론의 보도성향과
언론보도에 대한 지방의회의 반응을 분석한 것이다.이는 체계적인 자료수집을 통
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지 않고 접근함으로
써 총괄적 사례중심의 설명에 치우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행정감시업무와 견제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반면 언
론은 지역여론을 의회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또한 주요 현안에 대
한 일관성 없는 보도태도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셋째,지방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언론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는 먼저 정책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이기식(1994)의 팔당호 골재채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책의 실제
결정과정을 추적했던 연구에 의하면 언론은 정책결정과정에서 ① 정보제공을 통한
의제설정역할 ② 대안탐색의 제약역할 ③ 정책결정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는 실
증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언론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반되는 태도를 보도함

으로써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언론 나름대로 정책에 대한 판단
및 의미가 담긴 정보제공을 통해 정책 촉매제 또는 정책 방아쇠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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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수(2002)는 공무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여 독립변수로 지역언론의 여론
수렴 정도,언론보도의 비중과 영향력,언론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언론인과의 협
조관계,언론인(공무원)과의 접촉시 애로사항,언론보도에 의한 정책업무변경,정책
결과의 책임성을 선정하였다.그리고 종속변수로는 정책과정의 단계변수를 구성하
여 실증분석을 하였다.실증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독립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마찬가지로 박성태(2003)도 정책의제설정과정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홍장수(1998)의 연구변수에 기초하여 실증분석 하였는데 정책의제설정과정
에 언론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외에 지역이해 및 갈등에 대한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로 이달순,정대수,

려선기,박정규,이범수의 연구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들은 체계적인 연구라기보다
특정 사례에 대한 현상 기술적 설명 수준의 연구에 머물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연구들의 유용한 점은 언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간접적으로 설
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첫째 지역매체의 수
가 늘어나 매체간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현상들 가운데
하나는 중요한 지역현안과 갈등적 사건인 경우 지역 언론들이 서로 상반된 시각에
서 다루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점이다(윤영철,1994).
둘째,자사의 이해가 개입된 문제쟁점들에 대해서는 지면을 아끼지 않으면서,정

작 중요한 지역 이해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셋째,지방신문들은 지역성을 그 존립의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의

갈등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이 속해있는 지역의 입장을 우선 대변하지 않을
수 없고,그러다 보니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사회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
고 있다(이달순,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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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마다 지역주민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발전사안들과 정부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정책들 사이의 부조화로 인해 심각한 불협화음과 그
로 인한 갈등이 자주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백선기,1994).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지역신문들 간의 지나친 경쟁의식도 문제지만 지역신문이

지역주민들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앞장서서 이익 단체의 대변자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와 ‘자사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선정주

의적인 보도를 서슴지 않은 언론의 이러한 보도형태는 그 동안 한국언론의 문제점
으로 비판받아 온 ① 보도의 불변적인 이데올로기적 편파성 ② 과장 누락 보도의
관행 ③ 불공정 보도 관행 ④ 자사이기주의의 편파보도 논리 ⑤ 해바라기성 편향
보도 논리 ⑥ ‘자기 검열의 가위’의 문제 ⑦ 불변적 보수주의 보도의 편파성 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이다(방정배,1995).
지방정부간의 갈등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장석영(2001)의 연구를 들 수 있

다.장석영의 연구에서는 공무원과 신문사의 논설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정부간의 갈등해소에 미치는 언론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그
러나 언론인들의 조사대상을 신문 논설인들에게만 국한 함으로써으로써 지역언론
의 역할에 대하여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의 이들의 연구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불거져 나오고 있는 지역이해 또

는 지역간의 갈등문제 보도와 관련 지방언론의 역할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아직까지 지방정부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있어서의 언
론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
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간에 나타난 정부간의 갈등해소에 있어서 지역언론의
영향력에 대하여 사례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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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분분분석석석요요요인인인의의의 도도도출출출

정부간 갈등단계에 대한 지역언론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간
갈등상황에서의 지역언론의 역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간 갈등은 대체로 당사자간의 치열한 이해다툼으로 치닫는 경향이 대부분이

다.지역언론 역시 순발력 있고 재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정부
간 갈등상황에서 지역언론은 자기지역의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이해의 영역을 확장
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현안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정부간
갈등은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더욱 복잡하고 그 발생원인은 근본적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이므로 그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정부는
언론매체력을 총동원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2:31).
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의 개입정도와 보도의 적극성도 일반적 갈등상황에

비해 상당히 높다.보도의 수준이 사건이나 사실이 단순한 기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
화 기능을 수행한다.보도기사는 단발식 기사보다 기획,연재 등 심층기사로 사안
을 분석하고 설명하며 스트레이트 기사와 더불어 많은 칼럼이나 사설 등을 동원하
여 지역의 주장과 논리를 대변한다.일반적 갈등과 정부간 갈등에 따른 지역언론
의 역할10)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0)일반적 갈등상황에서의 언론의 사회갈등 보도관련 연구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해왔는
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에서 맨더(1999)는 언론의 사회갈등에 대한 보도가 본질적
으로 갈등 이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으로,못 이해하는 사람을 이해
하는 사람으로,그리고 갈등 이슈에 낯선 사람을 친밀한 사람으로 바꿔놓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구축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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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777>>>일일일반반반적적적 갈갈갈등등등과과과 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지지지역역역언언언론론론의의의 역역역할할할

일일일반반반적적적 갈갈갈등등등 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
보도의 적극성 소극적 적극적
언론사의
개입정도 소극적 개입 적극적 개입

보도의 심층성 신중보도 심층보도
대안제시 중립안 해결안

이슈전개과정 기회주의적 과정 경쟁적 과정

자료:홍일웅(1999:16)에서 인용하여 재정리.

이러한 전반적인 논의에서 살펴 본 지역언론의 정부간 갈등에 대한 영향에서 지
역언론이 정부간 갈등단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공무원과 언론인이 경험한 지방정부간 갈등단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부간 갈등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정부간 갈등에 미치는 언론의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인 홍장수

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그리고 Tichenor(1999)는 지식격차가설을 동원하여 언론
의 사회갈등 보다 효과를 검증하였는데,연구결과 공동체 생활에서 이슈에 대한 지각된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그 이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사회갈등
이 상승할수록 그 이슈에 대한 인간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언론
은 대의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결코 외부관찰자 또는 제3자적 존재가 아니라 대의 민주
주의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 비공식적 수탁기구라고 보아야 한다.이 과정에
서 나타나는 역할인 조정이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과정에 개입하지만,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해결책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는 않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어려
운 일이기도 하지만 조정자로서 언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새로운 대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김형진,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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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와 박성태(2003)의 연구에서 발견된 변수 중에서 공통성이 있는 요인들과 홍
일웅(1999)의 지방정부간 갈등에 따른 지역언론의 역할요인들을 선택하였다.
즉 공무원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정부간의 갈등에 있어서의 언론보도의 적극성,

언론보도의 대안제시,언론보도의 심층성,언론인과의 협조성,언론보도의 공정성
등의 다섯 가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언론인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의 적극성,언론보도의 대안제시,언론보도

의 심층성,공무원과의 협조성 등의 네 가지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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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분석틀의 정립

제1절 분석모형

지역언론이 지방정부간의 갈등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언론인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우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과의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정리하
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의 구성요인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분석모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간의 갈등과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지역언론과의 관계의 영향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지방정부간의 갈등단계별 영향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였다.
독립변수인 지방정부와 지역언론과의 관계의 영향요인으로 첫째,지방정부의 공

무원 인식에 대한 독립변수는 ① 언론보도의 적극성,언론보도의 대안제시,언론보
도의 심층성,언론인과의 협조성,언론보도내용의 공정성 등 다섯 가지 변수로 구
성하였다.② 언론인 인식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의 적극성,언론보도의 대안제시,
언론보도의 심층성,공무원과의 협조성 등 네 가지 변수로 구성하였다.
둘째,종속변수는 지방정부간의 갈등단계별 영향력인 갈등발생기의 영향력,갈등

심화기의 영향력,갈등종결기의 영향력 변수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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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지역언론이 지방정부간의 갈등단계별
영향력에 미치는 수준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위한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그그림림림 111)))분분분석석석모모모형형형

독 립 변 수 종 속 변 수

갈등단계별 영향요인
(공무원인식)

언론보도의 적극성

언론인과의 협조성

언론보도의 심층성

언론보도의 대한제시

언론보도의 공정성

언론보도의 적극성

공무원과의 협조성

언론보도의 심층성

언론보도의 대안제시

갈등단계별 영향요인
(언론인인식)

( 공 무 원 )

근무연한
직      급
업무성격
근 무 지

연구통계학적

특 성 요 인

( 언 론 인 )

근무연한
담당부서
직      위

정부간 
갈등단계별
영 향 력

갈등종결기

영 향 력

갈등심화기

영 향 력

갈등발생기

영 향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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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11...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측측측정정정

111)))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적적적극극극성성성

언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한 정보나 사회적 사건을 보도함으
로써 주민들에게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적극 개입한다(유재천 외,1994:75).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언론보도의 적극성은 공공문제에 관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일반 주민에게 알려주는 매개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홍장
수,2000:40).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론보도의 적극성에 대해서 지역언론의 적극
적인 보도가 지방정부간의 갈등단계별 영향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공무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정부간 갈등에 대한 언론보도의 적극성에 대한 설문문항으로는 ① 지방정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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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관련한 여론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②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여론
을 언론보도내용에의 적극적인 반영정도 ③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하여 기획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보도정도 ④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지역언론의 보도비중
정도 등을 개발하였다.

222)))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대대대안안안제제제시시시

오늘날 지역언론은 지역사회에서 단순한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에서 그치지 않
고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비공식 참여자로서 정책대안을 개발․제시하고 있다.지
방정부간 갈등과정에서도 지역언론은 정보의 제공과 함께 갈등해결대안을 적극적
으로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특히 지방정부간 갈등이 발
생할 조짐을 보일 때는 보도를 통하여 갈등의 예방을 요구하는가 하면,갈등이 표
출되었을 때는 갈등해결을 촉구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지역언론보도의 대안제시가 지방정부간 갈등단계별 영향력에 대하여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무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여 언론보도의 대
안제시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언론보도의 심층성에 대한 설문문항으로는 ①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올

바른 갈등해결방안의 제시 ②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지
적 ③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지역언론의 비판과 합의창출을 위한 방안제시 등
을 개발하였다.

333)))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심심심층층층성성성

언론보도의 심층성을 통해 언론별로 보도를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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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에 의해 깊이 있게 보도하는 자세를 견지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이를 위해
언론인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은 정확한 사실의 전달역할인 객관적 전달자 역할,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심층탐사․추적의 역할인 환경감시자 역할,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감시․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인 제4부로서의 견제자 역할,문제제기와 토
론․분석․해석의 역할인 여론형성의 매개자 역할 등이 있다.
이러한 언론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와 잘못 수행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언론보도의 깊이 있는 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홍장수,2000:40).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언론보도의 심층성이 지
방정부간 갈등단계별 영향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무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여 언론보도의 심층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지역 언론보도의 심층성에 대한 설문문항으로는 ①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 ②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제공 ③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정책발표
내용에 대한 진실여부의 탐사역할 ④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스트레이트취재와 기
획보도 등을 개발하였다.

444)))공공공무무무원원원과과과 언언언론론론인인인과과과의의의 협협협조조조성성성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정책과정에서 언론과 협조성을 강조하지만 역할 및 상호
추구하는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언론과의 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그리고 언
론도 정부와의 유착에 따른 죄의식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견제관계가 바
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공무원의 경우도 언론의 무책임성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견제적 관계를 지지할 수 있다(홍장수,2000:41).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관련한 공무원과 언론인과의 협조관계가 지방정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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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무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관련한 공무원과 언론인과의 협조관계에 대한 설문문항으

로는 ① 지방정부간의 갈등업무와 관련하여 언론인과 공무원과의 협조적 관계 여
부 ②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지역언론 보도의 도움 ③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
련하여 갈등현안문제에 대한 대화정도 등을 개발하였다.

555)))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공공공정정정성성성

언론의 역할 중 언론의 보도기능은 현실적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이다.이 기능
은 뉴스보도에 의해서 수행되며,보도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률,명령
과 같은 명령적 내용,타인의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것,객관적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어느 언론보도 내용의 것이든 그것은 객관적 존재로 취급
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지역언론 보도의 내용은 객관적이며 정확
성을 기해야 한다(장석영,2001:21).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언론보도내용의 공정성과 인식수준을 통하여 지방
정부간 갈등단계영향력의 관련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관련한 공무원의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설문문항으로는

① 지방정부간의 갈등업무와 관련한 언론보도내용의 객관성여부 ② 지방정부간 갈등
업무와 관련한 언론보도내용의 진실성여부 ③ 지방정부간의 갈등업무와 관련한 언론
보도내용의 중립성여부 등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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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의의의 영영영향향향력력력

지역언론은 소속부서의 정책,갈등과정단계의 어느 단계에서 언론에 보도되느냐
의 여부와 긍정적․부정적인 언론보도태도의 여부 등에 따라 갈등단계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단계 중 갈등의 발생단계,갈등의 심화단

계,갈등의 종결단계에서 지역언론이 어느 정도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공무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22...설설설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지금까지 살펴본 조작적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표 3-1>
과 같다.설문내용은 지방정부간의 갈등에 있어서 공무원 인식과 언론인 인식에 관
련한 지방정부간의 갈등에 있어서의 언론보도의 적극성,언론보도의 대안제시,언
론보도의 심층성,언론인과 공무원과의 협조성,언론보도의 공정성,지방정부간 갈
등단계별 영향력,피설문자들의 배경 등에 관하여 총 35문항의 질문을 구성하였으
며,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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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111>>>설설설문문문지지지 구구구성성성

변변변수수수 구구구성성성 설설설문문문내내내용용용 문문문항항항번번번호호호 측측측정정정방방방법법법

독

립

변

수

공
무
원

인
식

․언론보도의 적극성 A-1,2,3,4

5점
척 도

․언론보도의 대안제시 B-1,2,3

․언론보도의 심층성 C-1,2,3,4

․언론인과의 협조성 D-1,2,3

․언론보도의 공정성 E-1,2,3

언
론
인

인
식

․언론보도의 적극성 A-1,2,3,4

․언론보도의 대안제시 B-1,2,3

․언론보도의 심층성 C-1,2,3,4

․공무원과의 협조성 D-1,2,3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인

․공무원:근무연한,직급,업무성격,근무지
․언론인:근무연한,담당부서,직위

종속
변수

지방정부간
갈등단계별
영향력

․갈등발생기의 영향력
․갈등심화기의 영향력
․갈등종결기의 영향력

F-1
F-2
F-3

5점
척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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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첫째,사례분석으로 분석대상은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전남일보,광주일보,무등일보,전남매일,광남
일보,광주타임스,광주매일,호남신문,호남매일,대한일보’중 창간년도와 판매부
수,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중 전남일보,광주
일보,무등일보에 게재된 광주․전남 지방정부간 갈등관련 기사로 하였다. 구체적
으로는 각 신문사의 조사부에 입력된 자료,즉 ‘스트레이트기사․박스기사․칼럼기
사․기고․사설’등과 관련 기관 출입기자들의 기자수첩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분
석대상으로 삼았으며,분석기간은 양 지방정부간의 갈등의 발생기부터 갈등의 심
화기,갈등의 종결기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둘째,설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지역언론이 지방정부간 갈등단계별 영향력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지는 Likert5점 척도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본 논문은 PC를 통한 ‘SPSSWIN VER.10.01통계 패키지’
를 사용하여 분석모형 및 변수의 조작 등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 기법을 적용했다.
① 설문지에 대한 문항들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신뢰성과 타당성이 인정된 척도

이지만,변수의 측정도구에 대한 reliability를 조사하기 위해 cronbach'salpha계수
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이것은 동일한 측정을 위한 항목간의 평균적
관계에 근거한 항목 분석방법으로 cronbach'salpha(α)계수가 0.6～0.7이상이면
측정항목들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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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문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요인에 따른 지방정부간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집단간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
시하였다.분산분석은 두 표본 이상의 평균치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는 통계기법이
다.이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표본들이 동일한 평균을 가진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
인지의 여부를 추론할 수 있다.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집단간의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를 파악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두 집단 이상의 한 변수에 대한 평균의 차이
를 검증하고자 할 때 이용한다.
③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pearson상관계수를 산출했다.본

논문은 제 변수의 인식수준의 평가지표의 중위값(median)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고,이들 각각에 대한 pearson상관계수를 산출
하여 각 집단간 유의한 상관관계의 비교를 통해 그 인식수준에 대한 간접적 영향
을 검증하였다.
여러개의 독립변인을 가지고 하나의 종속변인이 아니라 둘 이상의 종속변인의

값을 동시에 예측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정준상
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정준상관관계의 분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들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

준변량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며,독립변인들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의
선형조합(정준변량)과 종속변인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선형조합을 도
출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오택섭,1992:3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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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222>>>광광광주주주․․․전전전남남남 지지지방방방신신신문문문 창창창간간간년년년도도도 현현현황황황

신신신문문문사사사명명명 창창창 간간간 일일일 대대대표표표이이이사사사 주주주요요요일일일지지지

광주일보(조간) 1980년 12월 1일 백 인 호

․ 84년 9월 15일 월간예향창간
․ 88년 6월 10일 노조결성
․ 96년 6월 전자신문뉴스발행
․ 99년 4월 전면 가로쓰기

무등일보(조간) 1988년 10월 11일 오 종 택

․ 88년 10월 9일 노조결성
․ 90년 9월 15일 전자신문서비스 시작
․ 94년 3월 기사실명제도입
․ 96년 12월 5일 전면 가로쓰기
․ 99년 11월 1일 ‘우리사주’로 속간

전남일보(조간) 1989년 1월 7일 임 원 식

․ 89년 3월 10일 노조결성
․ 90년 9월 14일 전자신문개통
․ 95년 5월 가로쓰기 시도
․ 96년 7월 ABC가입 발행부수 공개
․ 2001년 7월 19일 인터넷전남일보
서비스개시

전남매일(조간) 1989년 6월 27일 유 동 국
․ 90년 10월 8일 노조결성
․ 96년 12월 23일 휴간
․ 97년 1월 20일 복간

광주매일(조간) 1991년 11월 1일 김 원 욱

․ 92년 5월 1일 노조결성
․ 96년 10월 가로쓰기
․ 2001년 10월 6일 직장폐쇄
․ 2002년 10월 28일 ‘우리사주’복간

광남일보(조간)
(구)호남신문 1995년 12월 12일 박 행 환

․ 95년 12월 12일 가로쓰기시도
․ 97년 3월 노동조합출범
․ 2001년 5월 1일 ‘디지털호남’개통
․ 2004년 4월 1일 제호변경 ‘광남일보’

광주타임즈(조간)1998년 5월 10일 박 성 호
․ 98년 전자신문개설
․ 2000년 1월 1일 무가지에서
유가지로 변경

․ 2000년 8월 14일 주5일제 근무시작
호남매일(조간) 2000년 11월 25일 구 양 술 ․ 2000년 11월 25일 창간
호남일보(조간) 2001년 1월 5일 박 성 렬 ․ 2001년 1월 5일 창간
대한일보(조간) 2003년 4월 30일 김 정 ․ 2003년 4월 3일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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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증분석

제1절 자료의 분석

111...표표표본본본추추추출출출 및및및 표표표본본본의의의 특특특성성성

111)))표표표본본본의의의 추추추출출출

본 연구에서는 언론의 지방정부간의 갈등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본 연구사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먼저 공무원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시의 2개 지역을 대
상으로 하였다.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기획
업무 종사자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그리고 언론인과 관련해서는 광주․전남지역의 지역언론사인 전
남일보,광주일보,무등일보 등 3개 언론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시기는 2004년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시행되었다.표본 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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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무원의 경우는 광주광역시청과 전남 나주시청에 각각 100부씩 배포하여 총
200부의 설문지 중 18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
답과 응답항목 누락 등으로 활용이 부적합한 27부를 제외한 155부를 최종적인 유
효표본으로 확정하여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그리고 언론인의 경우에는 전남일보
100부,광주일보 70부,무등일보 70부 등 총 24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그 중 198
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과 응답항목 누락 등
으로 활용이 부적합한 24부를 제외한 174부를 최종적인 유효표본으로 확정하여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이러한 설문지 배부와 회수현황은 <표 4-1>과 같다.

<<<표표표 444---111>>>설설설문문문지지지 배배배부부부 및및및 회회회수수수현현현황황황

설설설문문문대대대상상상 설설설문문문지지지 배배배부부부 설설설문문문지지지 회회회수수수 설설설문문문지지지
회회회수수수율율율

분분분석석석대대대상상상
제제제외외외

분분분석석석활활활용용용
자자자료료료

공무원 200부 182부 91.0％ 27부 155부
언론인 240부 198부 82.5% 24부 174부

222)))표표표본본본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 조사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 유효응답자 155명 중 재직기간별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10년-19년이 64명(41.4％)으로 제일 많아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
며,5년 이하가 6명으로 3.8％,6년-9년이 36명으로 23.2％,그리고 20년 이상이 49
명(31.6％)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의 재직기간이 비교적 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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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응답자 155명 중 공무원들의 직급은 7급이 58명,전체의 37.2％로 제일 많
고,그 다음으로 8급이 41명으로 26.4％,6급이 29명으로 18.5％,9급이 22명으로
14.8％,5급 이상이 5명(31％)의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담당업무의 성격에 대해서는 기획업무 담당자가 85명

(54.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다음으로 집행업무담당자가 47명(30.4%),
대민업무담당자는 23명(14.8%)으로 조사대상 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당수가 기획업
무에 종사하고 있다.

<<<표표표 444---222>>>요요요인인인별별별 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의의의 특특특성성성:::공공공무무무원원원

구구구 분분분 내내내 용용용 빈빈빈 도도도(((명명명))) 비비비 율율율(((％％％)))

재직기간

5년 이하
6년 -10년
10년-19년
20년 이상

6
36
64
49

3.8
23.2
41.4
31.6

계 155 100.0

직 급

5급 이상
6급
7급
8급
9급

5
29
58
41
22

3.1
18.5
37.2
26.4
14.8

계 155 100.0

담당업무
성격

기획업무
집행업무
대민업무

85
47
23

54.8
30.4
14.8

계 155 100.0

직장
근무지

광주광역시청
나주시청

66
89

42.6
57.4

계 1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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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의 경우에 있어서 재직기간별 분포는 총 응답자 174명 중 3년 이하가 4명
(2.5%),4-9년은 69명(39.7%),10년-19년은 82명(47.4%)으로 가장 높은 응답분포를
보이며,20년 이상은 19명(10.4%)의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다.
언론인의 직위에 있어서는 기자가 111명(63.7%)으로 가장 높은 응답분포를 보였

으며,차장(차장급)이 43명(24.5%),부장(부장급)이상 및 임직원이 20명(11.8%)의
분포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부가 71명(41.1%),편집부․기타부서는 53명(30.5%),정치․

경제부는 32(17.7%),취재․사진부는 18명(10.7%)의 순으로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표표 444---333>>>요요요인인인별별별 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의의의 특특특성성성:::언언언론론론인인인

구구구 분분분 내내내 용용용 빈빈빈 도도도(((명명명))) 비비비 율율율(((％％％)))

재직기간

3년 이하
4년 -9년
10년-19년
20년 이상

4
69
82
19

2.5
39.7
47..4
10.4

174 100.0

직 위

기 자
차장(차장급)

부장(부장급)이상 및 임직원

111
43
20

63.7
24.5
11.8

계 174 100.0

소속부서

사회․문화부
편집부․기타부서
취재․사진부
정치․경제부

71
53
18
32

41.1
30.5
10.7
17.7

1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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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의의의 검검검증증증

111)))rrreeellliiiaaabbbiiillliiitttyyy분분분석석석

reliability란 동일한 개념에 대해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하는데 Kerlinger에 의하면 측정도구의 신뢰도란 첫째,어떤 대상을 놓
고 여러 번 측정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측정의 안정성(stability),둘째,측정방
법이 믿을만한가 하는 정확성(accuracy),셋째,예측가능성(predictability)그리고 어떤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간에 일관성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내적 일관성
(internalconsistency)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였다(Kerlinger,1964:
442-452).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 검증을 통하여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의 신뢰성을 얻

기 위해 cronbach'salpha를 이용하여 설문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
다.신뢰도 검증의 결과는 아래의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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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444>>>신신신뢰뢰뢰도도도 분분분석석석의의의 결결결과과과

연연연 구구구 단단단 위위위 최최최초초초
항항항목목목수수수

신신신뢰뢰뢰성성성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AAALLLPPPHHHAAA

독
립
변
수

․언론보도의 적극성 4 4 0.756
․언론보도의 대안제시 3 3 0.692
․언론보도의 심층성 4 4 0.755
․언론인과의 협조성 3 3 0.648
․언론보도의 공정성 3 3 0.633
․언론보도의 적극성 4 4 0.703
․언론보도의 대안제시 3 3 0.688
․언론보도의 심층성 4 4 0.695
․공무원과의 협조성 3 3 0.713

종
속
변
수

정부간 갈등단계별 영향력
공 무 원
언 론 인

3
3

3
3

0.665
0.731

<표 4-4>는 설문항목들에 대하여 신뢰성을 측정하였는데 Nunnally(1978)에 의
해 제안된 수준이상으로 단위요인들의 alpha계수가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22)))타타타당당당도도도 분분분석석석

요인분석(factoranalysis)을 통해서 동일한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항목들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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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높아야 하므로 동일한 요인을 측정한 항목들이 동일한 요인적재 양상
을 보이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설문된 변수들의 측정도구의 타당성(validity)
을 검증해 보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직교회전(varimaxrotation)방법을 사용하
였으며,기준의 추출방법은 주성분(principalcomponent)방법을 이용하였다.변수
내에서의 기준의 수의 결정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준인
고유값(eigenvalue)이 1이상인 기준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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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555>>>각각각 변변변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설설설 문문문
항항항 목목목

요요요인인인 111
(((심심심층층층성성성)))

요요요인인인 222
(((적적적극극극성성성)))

요요요인인인 333
(((협협협조조조성성성)))

요요요인인인 444
(((공공공정정정성성성)))

요요요인인인 555
(((대대대안안안제제제시시시)))

C-2 .745 -.010 -.022 -.106 -.044
C-1 .721 -.064 -.055 .031 -.386
C-3 .718 -.083 .028 .041 -.118
C-4 .707 -.090 -.016 .013 .053
A-2 -.011 .707 .076 .015 -.124
A-1 -.068 .688 .120 -.033 -.070
A-4 -.082 .642 -.030 -.083 -.003
A-3 -.056 .601 -.016 -.037 .007
F-1 .069 .031 .696 .280 -.160
F-2 -.019 -.067 .638 -.194 -.195
F-3 -.034 -.044 .630 -.075 -.082
D-1 -.108 -.020 -.005 .672 -.193
D-2 -.106 -.012 .022 .626 .248
D-3 .022 -.093 .065 .502 .315
B-3 -.033 .012 -.046 -.180 .638
B-1 -.033 .012 -.214 -.180 .617
B-2 -.069 -.001 .106 -.152 .609

eigenvalue 7.047 2.485 1.713 1.161 1.097
분산의
백분율

41.452 14.617 10.076 6.829 6.452

분산의
누적 백분율

41.452 56.069 66.145 72.974 7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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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변수별로 각각 하나의 요인이 추출되어 5개의
변수 모두에서 단일요인성이 확인되었다.

333...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별별별 빈빈빈도도도분분분석석석

111)))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적적적극극극성성성

지역언론보도의 적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인 여론수렴을 위한 적
극적인 노력,여론을 언론보도내용에의 적극적인 반영정도,기획기사 등을 통한 적
극적인 보도정도,지역언론의 보도비중 정도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의견을 살펴
살펴보았다.<표 4-6>에 의하면 지역언론의 여론수렴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지
역언론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96명,62.1%를
차지하였고,반면에 여론수렴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14명으로 8.8%를 나타내고 있어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지역언론이 여론수렴을 위
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지역언론이 여론을 언론보도내용에의 적극
적인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52명,33.8%를 차지하였고,
반면에 불충실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21명,13.3%를 나타내고 있어 공무원들은
지역언론이 여론을 언론보도내용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
각하고 있다.또한 정부간 갈등에 대하여 기획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보도정도
에 대해서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42명,27.3%를,반면에 보도수준이 낮
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29명,18.6%를 나타내고 있어 공무원들은 기획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보도를 위하여 언론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정부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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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문제 해결에 대한 갈등보도의 비중 정도에 대해서는 지역언론의 갈등보도의 비
중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148명,95.4%를 차지하였고,대체로 갈등보도
의 비중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5명,3%를 나타내고 있어 공무원들은
갈등보도의 비중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기획기사 등을
개발하여 언론보도내용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갈등보도의 비중을 중요하게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표표 444---666>>>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적적적극극극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응응응답답답:::공공공무무무원원원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구구 분분분
변변변 량량량

총총총 계계계전전전혀혀혀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여론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5
(3.1％)

16
(10.2％)

86
(55.7％)

50
(32.4％)

2
(1.4％)

155
(100％)

여론을 언론보도내용에의
적극적인 반영정도

3
(2.2.％)

11
(6.8％)

45
(28.9％)

83
(53.6％)

13
(8.5％)

155
(100％)

기획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보도정도

8
(5.1%)

21
(13.5%)

84
(54.1%)

39
(25.1%)

3
(2.2%)

155
(100％)

지역언론의 보도비중 정도 0
(0％)

2
(1.6％)

5
(3％)

70
(45.3％)

78
(50.1％)

155
(100％)

지역언론보도의 적극성에 대하여 언론인의 경우에는 지역언론의 여론수렴을 위
한 노력에 대해서는 지역언론이 여론을 잘 수렴한다고 생각하는 언론인이 140명,
80.8%를 차지하였고,반면에 여론을 잘 수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언론인이 5명,
2.7%를 나타내고 있어 언론인은 지역언론이 여론의 수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지역언론이 여론을 언론보도 내용에의 적극적
인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언론인이 66명,37.5%를 차지하였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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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불충실하다고 생각하는 언론인이 20명,11.8%를 나타내고 있어 언론인들은
지역언론이 여론을 언론보도내용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
각하고 있다.또한 언론보도내용에의 여론반영수준에 대해서 높은 편이라고 생각
하는 언론인이 149명,85.63%를,반면에 여론반영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언론인이
6명,3.5%를 나타내고 있어 언론인은 언론보도내용에의 여론반영을 위하여 언론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간 갈등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획
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보도정도에 대해서 높다고 생각하는 언론인이 169명,
97.2%를 차지하였고,대체로 갈등보도의 비중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언론인이 5
명,2.8%를 나타내고 있어 언론인들은 지역언론이 정부간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갈등보도의 비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표표 444---777>>>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적적적극극극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응응응답답답:::언언언론론론인인인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구구 분분분
변변변 량량량

총총총 계계계전전전혀혀혀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여론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5
(2.9％)

15
(8.9％)

88
(50.7％)

62
(35.4％)

4
(2.1％)

174
(100％)

여론을 언론보도내용에의
적극적인 반영정도

2
(0.8％)

3
(1.9.)

29
(16.5％)

100
(58.1％)

40
(22.7％)

174
(100％)

기획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보도정도

2
(1.2％)

4
(2.3％)

19
(10.9％)

125
(71.8％)

24
(13.8％)

174
(100％)

지역
언론의 보도비중 정도

0
(0％)

0
(0％)

5
(2.8％)

78
(44.9％)

91
(52.3％)

174
(100％)

<표 4-6>과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언론보도의 적극성에 대하여 여
론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여론을 언론보도내용에의 적극적인 반영정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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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보도정도,지역언론의 보도비중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공무원들과 언론인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공무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언론인
들이 지역언론보도의 적극성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데
결국은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기획기사 등을 적극적으로 보도․반영하는 것을 원하
고 있으므로 지역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22)))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대대대안안안제제제시시시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언론보도의 대안제시가 정부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공무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첫째,지방정부간 갈등단계에서 언론보도의 대안제시에 대한 공무원의 응답결과

를 살펴보면,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갈등해결방안의 제시수준이 높다고 생각
하는 공무원이 99명,63.9%를 차지하였고,반면에 갈등해결방안의 제시수준이 낮다
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9명,5.7%를 나타내고 있어 공무원들은 지방정부간 갈등과
정에서 언론보도의 갈등해결방안의 제시수준을 높게 생각하고 있다.그리고 지방
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언론이 정부간
갈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잘 해주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147명,94.7%를
차지하였고,반면에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8명,5.3%를 나타내고 있
어 공무원들은 지역언론이 갈등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지적수준이 높았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지역언론의 비판
과 합의창출을 위한 방안제시의 수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143명,92.1%)
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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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888>>>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대대대안안안제제제시시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응응응답답답:::공공공무무무원원원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구구 분분분
변변변 량량량

총총총 계계계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올바른 갈등해결방안의 제시 2
(1.2％)

7
(4.5％)

47
(30.4％)

88
(56.5％)

11
(7.4％)

155
(100％)

갈등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지적

0
(0％)

8
(5.3％)

57
(36.7％)

85
(54.8％)

5
(3.2％)

155
(100％)

지역언론의 비판과
합의창출을 위한 방안제시

5
(3.4％)

7
(4.5％)

66
(42.5％)

72
(46.4％)

5
(3.2％)

155
(100％)

둘째,지방정부간 갈등단계에서 언론보도의 대안제시에 대한 언론인의 응답결과
를 살펴보면,지방정부간 갈등단계에서 갈등해결방안의 제시수준이 높다고 생각하
는 언론인이 118명,67.9%를 차지하였고,반면에 갈등해결방안의 제시수준이 낮다
고 생각하는 언론인이 3명,1.7%를 나타내고 있어 언론인들은 지방정부간 갈등과
정에서 갈등해결방안의 제시수준을 높게 생각하고 있다.그리고 지방정부간 갈등
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언론이 정부간 갈등의 문제점
에 대하여 지적을 잘 해주었다고 생각하는 언론인이 170명,97.6%를 차지하였고,반
면에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언론인이 4명,2.4%를 나타내고 있어 언론인들은 지
역언론이 갈등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지적수준이 높았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또한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지역언론의 비판과 합의창출을 위한 방
안제시의 수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170명,97.6%)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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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999>>>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대대대안안안제제제시시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응응응답답답:::언언언론론론인인인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구구 분분분
변변변 량량량

총총총 계계계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올바른 갈등해결방안의 제시 0
(0％)

3
(1.7％)

53
(30.4％)

91
(52.2％)

27
(15.7％)

174
(100％)

갈등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지적

0
(0％)

4
(2.4％)

62
(35.6％)

93
(53.4％)

15
(8.6％)

174
(100％)

지역언론의 비판과
합의창출을 위한 방안제시

0
(0％)

4
(2.4％)

47
(27.0％)

102
(58.6％)

21
(12.1％)

174
(100％)

<표 4-8>과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간 갈등단계에 대한 언론보
도의 대안제시에 대하여 공무원과 언론인들 모두 상당히 높다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지역언론이 정부간 갈등문제해결에 있어서 언론보도를 통한
대안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는 갈등해결방안의 대안제시
와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비판과 합의창출을 이끌어내는데 언론의 역할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33)))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심심심층층층성성성

지방정부간의 갈등과정에서 지역언론이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인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언론보도의 심층성에 있어서는 정보의 신속
한 전달,중요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석제공,정책내용에 대한 진실여부의 탐사역
할,정확한 사실보도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의견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표
4-10>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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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명,95.0%를 차지하고 있고,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3명,5%를,그리고 지
방정부간 갈등문제에 대한 중요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석제공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07명(68.9%),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11명(7.4%)을 차
지하고 있다.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하여 지역언론의 정책내용에 대한 진실여부의 탐사역할

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95명,61.4%를,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20명,12.7%를,지역언론은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지역언론의 스트레이
트 기사보도와 기획취재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15명,74.0%를,그렇지 않
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3명,2.1%로 다수의 공무원이 스트레이트취재와 기획보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표표 444---111000>>>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심심심층층층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응응응답답답:::공공공무무무원원원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구구 분분분
변변변 량량량

총총총 계계계전전전혀혀혀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공개적인 토론의 장 제공 0
(0％)

0
(0％)

8
(5％)

81
(52.4％)

66
(42.6％)

155
(100％)

중요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석제공 0
(0％)

11
(7.4％)

37
(23.7％)

52
(33.5％)

55
(35.4％)

155
(100％)

정책내용에 대한 진실여부의
탐사역할

0
(0％)

20
(12.7％)

40
(25.9％)

69
(44.5％)

26
(16.9％)

155
(100％)

스트레이트취재와 기획보도 0
(0％)

3
(2.1％)

37
(23.9％)

33
(21.3％)

82
(52.7％)

155
(100％)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언론보도의 심층성의 4가지 요인에 대한 언
론인의 의견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표 4-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정보의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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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70명,97.7%를 차지하고 있고,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4명,2.3%를 그리고 지방정부간 갈등문제에 대한 중요문제에 대
한 분석과 해석제공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45명,83.4%를,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4명,2.5%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하여 지역언론의 정책내용에 대한 진실여부의 탐사역할

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55명,89.0%를,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스트레이트취재와 기획보도
에 대해서 대부분 중요하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표표표 444---111111>>>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심심심층층층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응응응답답답:::언언언론론론인인인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구구 분분분
변변변 량량량

총총총 계계계전전전혀혀혀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공개적인 토론의 장 제공 0
(0％)

0
(0％)

4
(2.3%)

77
(44.2％)

93
(53.5％)

174
(100％)

중요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석제공

0
(0％)

4
(2.5％)

25
(14.1％)

75
(42.9％)

70
(40.5％)

174
(100％)

정책내용에 대한 진실여부의
탐사역할

0
(0％)

0
(0％)

19
(11.0％)

76
(43.7％)

79
(45.3％)

174
(100％)

스트레이트취재와 기획보도 0
(0％)

0
(0％)

15
(8.8％)

78
(44.7％)

81
(46.5％)

174
(100％)

<표 4-10>과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공무원과 언론인들은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이
러한 결과는 갈등의 근원을 추적하여 기획취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보
도를 하는 것이 정책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지방정부간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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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언론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44)))공공공무무무원원원과과과 언언언론론론인인인과과과의의의 협협협조조조성성성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공무원과 언론인들의 협조성에 대해서는 갈등업무와 관
련된 협조정도,지역언론 보도의 도움정도,갈등현안문제에 대한 대화의 정도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의견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표 4-12>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갈등업무와 관련하여 언론인과의 협조관계에 있어서는 비협조적 관계(35명,22.7%)보
다 협조적 관계(65명,41.9%)의 응답비율이 높아 대체적으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지역언론 보도의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도
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57명,36.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갈등현안문제에 대
한 대화의 정도에 있어서는 대체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57명,36.8%)이 더 높
게 나타나 공무원들은 언론인과 공무원 상호간에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표표표 444---111222>>>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언언언론론론인인인과과과의의의 협협협조조조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응응응답답답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구구 분분분
변변변 량량량

총총총 계계계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갈등업무와 관련된 협조정도 2
(1.4％)

33
(21.3％)

55
(35.4％)

62
(40.0％)

3
(1.9％)

155
(100％)

지역언론 보도의 도움 정도 12
(7.7％)

36
(23.2％)

86
(55.5％)

15
(9.6％)

6
(4.0％)

155
(100％)

갈등현안 문제에 대한 대화의 정도 35
(22.6％)

22
(14.2％)

72
(46.5％)

19
(12.3％)

7
(4.4％)

1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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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공무원과의 협조성에 대하여 언론인의 의견
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표 4-1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먼저 갈등업무와 관련하
여 공무원과의 협조관계에 있어서는 협조적 관계(36명,20.7%)보다 비협조적 관계
(62명,35.6%)의 응답비율이 높아 대체적으로 비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나타
나고 있다.지역언론 보도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응답과는 달리 대
체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응답(85명,48.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갈
등현안문제에 대한 대화의 정도에 있어서는 대체로 대화를 하였을 것이라는 응답
(49명,28.2%)이 더 높게 나타나 언론인들은 공무원에 비해 공무원과 언론인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표표 444---111333>>>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공공공무무무원원원과과과의의의 협협협조조조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응응응답답답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구구 분분분
변변변 량량량

총총총 계계계전전전혀혀혀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갈등업무와 관련된 협조정도 7
(4.0％)

55
(31.6％)

76
(43.7％)

25
(14.4％)

11
(6.3％)

174
(100％)

지역언론 보도의 도움 정도 0
(0％)

20
(11.6％)

69
(39.6％)

62
(35.6％)

23
(13.2％)

174
(100％)

갈등현안문제에대한대화의정도 12
(6.9％)

11
(6.3％)

102
(58.6％)

45
(25.8％)

4
(2.4％)

174
(100％)

<표 4-12>과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과 언론인과의 관계에 있어
서 갈등업무와 관련된 협조성에 대해서 공무원은 협조적이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상대적으로 언론인은 비협조적이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상이한 반응을 보
였다.그리고 지역언론 보도의 도움정도와 갈등현안문제에 대한 대화의 정도에 있
어서도 공무원과 언론인은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분석은 서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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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어서 공무원은 언론인에 대하여 공생적 관계로 인식하였으며,언론인은 공
무원에 대하여 견제적 관계로 인식한 결과 지역갈등의 현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협
조적 동의가 서로간의 진솔한 대화를 충분히 나눔으로써 동반자적 관계로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555)))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공공공정정정성성성

지역언론보도의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간의 갈등업무와 관련한 언
론보도내용의 객관성여부,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지역언론의 사실보도를 위한
노력,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하여 보도내용의 정확성여부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
의 의견을 살펴보았다.<표 4-14>에 의하면 지방정부간의 갈등업무와 관련한 언
론보도내용의 객관성(중립성)여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지역언론보도
의 객관성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고 생각(127명,81.9%)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또한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지역언론의 사실보도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는 지역언론의 사실보도를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35명,22.5%를 차
지하였고,반면에 지역언론의 사실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6명,4.0%를 나타내고 있어 공무원들은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내용의 진실을 위하여 언론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하여 보도내용의 중립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

는 공무원이 15명,9.7%를 차지하였고,반면에 불충실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27
명,17.4%를 나타내고 있어 공무원들은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하여 보도내용의
정확성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성에 기반을 둔 지역언론이 자기
편향적 사고로 기울어져 있음을 짐작케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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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111444>>>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갈갈갈등등등에에에대대대한한한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공공공정정정성성성에에에대대대한한한응응응답답답:::공공공무무무원원원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구구 분분분
변변변 량량량

총총총 계계계전전전혀혀혀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지방정부간의 갈등업무와 관련한
언론보도내용의 객관성 여부

0
(％)

12
(7.7％)

127
(81.9％)

16
(10.4％)

0
(0％)

155
(100％)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지역언론의 진실보도를 위한 노력

2
(1.4％)

4
(2.6％)

114
(73.5％)

25
(16.1％)

10
(6.4％)

155
(100％)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언론보도내용의 중립성 여부

5
(3.2％)

22
(14.2%)

113
(72.9％)

15
(9.7％)

0
(％)

155
(100％)

666)))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별별별 영영영향향향력력력

지방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간 갈등단계에 따른 갈등의
발생기,갈등의 심화기,갈등의 종결기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의견을 살펴보았
다.그 결과 <표 4-1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첫째,갈등의 발생기에서는 지역언론
의 영향력 정도가 매우 많이 미쳤다가(3.7%),대체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110
명(71.3%)으로 116명(75%)가 지역언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으로써 공무원들
은 갈등의 발생기에서 지역언론의 영향력이 대체로 많았음을 보여 주었다.둘째,
갈등의 심화기에서는 지역언론의 영향력 정도가 매우 많이 미쳤다가 30명(19.2%)
대체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4명(28.5%)으로 74명(47.7%)이 지역언론이 영향
을 미쳤다고 응답함으로써 공무원들은 갈등의 발생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언론
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셋째,갈등의 종결기에
서는 지역언론의 영향력 정도가 매우 많이 미쳤다가 42명(27.4%)대체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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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는 응답이 97명(62.3%)으로,139명(89.7%)이 지역언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
답함으로써 공무원들은 갈등의 발생기와 갈등의 심화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언
론이 갈등의 종결기에 영향력이 가장 컸었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분석은 갈등의 변화 속에서도 관심도의 차이가 발생기에는 무관심 속에서 출발하
여 직접 관심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여론에 귀 기울이면서 종결기에 이르러서는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표표표 444---111555>>>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별별별 영영영향향향력력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응응응답답답:::공공공무무무원원원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구구 분분분
변변변 량량량

총총총 계계계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갈등의 발생기 0
(0％)

0
(0％)

39
(25％)

110
(71.3％)

6
(3.7％)

155
(100％)

갈등의 심화기 0
(0％)

0
(0％)

81
(52.3％)

44
(28.5％)

30
(19.2％)

155
(100％)

갈등의 종결기 0
(0％)

4
(2.6％)

12
(7.7％)

97
(62.3％)

42
(27.4％)

155
(100％)

언론인의 경우 지방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첫째,갈등의
발생기에서는 지역언론의 영향력 정도가 매우 많이 미쳤다가 57명,(32.9%)대체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92명,(52.8%)으로 149명,(85.7%)가 지역언론이 영향을 미
쳤다고 응답함으로써 언론인들은 갈등의 발생기에서 지역언론의 영향력이 대체로
많았음을 보여 주었다.둘째,갈등의 심화기에서는 지역언론의 영향력 정도가 매우
많이 미쳤다가 27명,(15.4%),대체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6명,(32.2%)으로 83
명,(47.6%)가 지역언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으로써 언론인들은 공무원과 마
찬가지로 갈등의 발생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언론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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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셋째,갈등의 종결기에서는 지역언론의 영향력 정
도가 매우 많이 미쳤다가 73명,(41.7%),대체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95
명,(54.5%)으로,168명,(96.2%)가 지역언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으로써 언론인
들은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갈등의 발생기와 갈등의 심화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언론이 갈등의 종결기에 영향력이 가장 컸었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인 역시 갈등 초기에는 무관심 속에서 갈등
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감에 따라 관심도가 점점 높아져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표표표 444---111666>>> 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별별별 영영영향향향력력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응응응답답답:::언언언론론론인인인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구구구 분분분
변변변 량량량

총총총 계계계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갈등의 발생기 0
(0％)

0
(0％)

25
(14.3％)

92
(52.8％)

57
(32.9％)

174
(100％)

갈등의 심화기 0
(0％)

0
(0％)

91
(52.4％)

56
(32.2％)

27
(15.4％)

174
(100％)

갈등의 종결기 0
(0％)

0
(0％)

6
(3.8％)

95
(54.5％)

73
(41.7％)

174
(100％)

<표 4-15>와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과 언론인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지방정부간의 갈등의 단계 중 갈등의 발생기와 갈등의 종결기에 지역언론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는 응답을 보여주었으며,공무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언론인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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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의의의 인인인구구구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차차차이이이분분분석석석

여기에서는 공무원과 언론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지역언론의 영향요인,지방
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에 대하여 두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111)))인인인구구구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요요요인인인과과과 지지지역역역언언언론론론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111)))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적적적극극극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지역언론보도의 적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5년 이하 근무자가,직급에 있어서
는 8급,대민업무 종사자가,그리고 광주시청 공무원이 언론보도가 적극적이었다고 응
답하였다.이는 근무연한이 적을수록 언론보도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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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111777>>>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적적적극극극성성성의의의 차차차이이이:::공공공무무무원원원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NNN MMMeeeaaannn SSS...DDD... FFF PPP

근무연한

5년 이하
6년 -10년
10년 -19년
20년 이상

6
36
64
49

3.82
3.64
3.62
3.75

0.90
1.01
1.12
1.10

0.273 .735

직 급

5급 이상
6급
7급
8급
9급

5
29
58
41
22

3.64
3.52
3.75
3.71
3.56

1.01
1.18
1.16
1.14
1.13

0.837 .590

업무성격
기획업무
집행업무
대민업무

85
47
23

3.35
3.43
3.56

0.93
1.09
1.34

0.994 .362

근 무 지
광주광역시청
나주시청

66
89

3.76
3.71

1.19
1.03 2.164 .127

*:p<0.05
*:근무지 F값은 t값을 의미함.

언론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지역언론보도의 적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위와 소속부서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난 데 비해,이 중 부
장급 이상과 정치․경제부서에서 여론수렴에 있어서 충실하다고 응답한 점은 근무
연한이 낮은 기자와 관련기관에 출입하고 있는 부서와 갈등이 민감한 연령층에서
관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분석은 연령이 많을수록 사회의 큰 변화
를 원치 않고 갈등의 과정정도에 따라서 원만히 해결되리라는 심적 내용도 내포되
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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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111888>>>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적적적극극극성성성의의의 차차차이이이:::언언언론론론인인인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NNN MMMeeeaaannn SSS...DDD... FFF PPP

근무연한

3년 이하
4년 -9년
10년 -19년
20년 이상

4
69
82
19

2.96
2.93
2.80
3.32

1.28
1.33
1.40
1.41

.991 .397

직 위
기 자

차장(차장급)
부장급 이상

111
43
20

3.86
3.64
4.03

1.13
1.13
1.18

4.069 .007*

소속부서

사회․문화부
편집부․기타부서
취재․사진부
정치․경제부

71
53
18
32

3.53
3.57
3.99
4.33

1.05
1.09
1.08
0.95

6.871 .000*

*:p<0.05

(((222)))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대대대안안안제제제시시시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언론보도의 대안제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업
무성격에서만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는데,이 중 집행업무 담당자
가 언론보도의 대안제시가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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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111999>>>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대대대안안안제제제시시시의의의 차차차이이이:::공공공무무무원원원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NNN MMMeeeaaannn SSS...DDD... FFF PPP

근무연한

5년 이하
6년 -10년
10년 -19년
20년 이상

6
36
64
49

3.75
3.33
3.45
3.43

1.23
1.24
1.31
1.29

1.453 .159

직 급

5급 이상
6급
7급
8급
9급

5
29
58
41
22

3.38
3.50
3.20
3.40
3.44

1.28
1.05
1.15
1.09
1.07

.316 .815

업무성격
기획업무
집행업무
대민업무

85
47
23

3.29
3.42
3.25

1.04
1.10
1.07

1.597 .002*

근 무 지
광주광역시청
나주시청

66
89

3.30
3.35

1.07
1.02

1.125 .295

*:p<0.05
*:근무지 F값은 t값을 의미함.

언론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언론보도의 대안제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직
위와 소속부서에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는데 이 중 부장급 이상
과 사회․문화부에서 언론보도 대안제시의 비중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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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222000>>>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대대대안안안제제제시시시의의의 차차차이이이:::언언언론론론인인인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NNN MMMeeeaaannn SSS...DDD... FFF PPP

근무연한

3년 이하
4년 -9년
10년 -19년
20년 이상

4
69
82
19

3.54
3.56
3.67
3.22

1.12
1.20
1.18
1.01

1.097 .350

직 위
기 자

차장(차장급)
부장급 이상

111
43
20

3.48
3.41
3.67

1.21
1.26
1.35

3.242 .022*

소속부서

사회․문화부
편집부․기타부서
취재․사진부
정치․경제부

71
53
18
32

3.99
3.03
3.21
3.88

1.19
1.12
1.21
.93

4.398 .004*

*:p<0.05

(((333)))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심심심층층층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언론보도의 심층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집
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직급에서는 7급,나주시청 공무원이
언론보도가 심층성 있게 보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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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222111>>>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심심심층층층성성성의의의 차차차이이이:::공공공무무무원원원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NNN MMMeeeaaannn SSS...DDD... FFF PPP

근무연한

5년 이하
6년 -10년
10년 -19년
20년 이상

6
36
64
49

3.41
3.46
3.63
3.40

0.99
1.05
1.12
1.17

.729 .572

직 급

5급 이상
6급
7급
8급
9급

5
29
58
41
22

3.64
3.62
3.83
3.72
3.56

1.27
1.15
1.07
1.06
1.12

.398 .810

업무성격
기획업무
집행업무
대민업무

85
47
23

3.05
3.19
3.23

1.20
1.13
1.04

1.554 .186

근 무 지
광주광역시청
나주시청

66
89

3.36
3.59

1.14
1.01 1.913 .107

*:p<0.05
*:근무지 F값은 t값을 의미함.

언론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언론보도의 심층성을 분석한 결과,근무연한과
직위에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는데 이 중 20년 이상 근무자와
부장급 이상에서 지역언론의 심층 보도의 중요성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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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222222>>>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심심심층층층성성성의의의 차차차이이이:::언언언론론론인인인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NNN MMMeeeaaannn SSS...DDD... FFF PPP

근무연한

3년 이하
4년 -9년
10년 -19년
20년 이상

4
69
82
19

3.47
3.23
3.59
3.83

1.27
1.24
1.31
1.29

1.683 .011*

직 위
기 자

차장(차장급)
부장급 이상

111
43
20

3.33
3.21
3.47

1.09
1.11
1.07

1.147 .003*

소속부서

사회․문화부
편집부․기타부서
취재․사진부
정치․경제부

71
53
18
32

4.23
4.37
4.46
4.79

1.08
1.01
1.02
.86

.308 .476

*:p<0.05

(((444)))공공공무무무원원원과과과 언언언론론론인인인의의의 협협협조조조성성성 관관관계계계

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언론인과의 협조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집단간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직급에서는 6급,20년 이상 근무자 공무
원이 언론인과의 관계가 협조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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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222333>>>언언언론론론인인인과과과의의의 협협협조조조성성성의의의 차차차이이이:::공공공무무무원원원

변 수 구 분 N Mean S.D. F P

근무연한

5년 이하
6년 -10년
10년- 19년
20년 이상

6
36
64
49

2.82
2.82
3.14
2.74

1.19
1.15
1.35
1.25

1.122 .320

직 급

5급 이상
6급
7급
8급
9급

5
29
58
41
22

3.76
3.80
3.77
3.62
3.59

1.01
1.32
1.13
1.04
1.11

2.014 .115

업무성격
기획업무
집행업무
대민업무

85
47
23

3.58
3.68
3.65

1.02
1.20
1.09

.448 .547

근 무 지
광주광역시청
나주시청

66
89

3.59
3.58

0.79
1.22 .550 .682

*:p<0.05
*:근무지 F값은 t값을 의미함.

언론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공무원과의 협조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근무연
한과 소속부서에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는데 이 중 20년 이상 근무
자와 정치․경제부서에서 협조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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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222444>>>공공공무무무원원원과과과의의의 협협협조조조성성성의의의 차차차이이이:::언언언론론론인인인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NNN MMMeeeaaannn SSS...DDD... FFF PPP

근무연한

3년 이하
4년 -9년
10년 -19년
20년 이상

4
69
82
19

3.39
3.61
3.77
4.37

1.22
1.16
1.05
1.05

1.441 .012*

직 위
기 자

차장(차장급)
부장급 이상

111
43
20

4.03
4.18
4.28

1.20
1.09
1.13

2.123 .197

소속부서

사회․문화부
편집부․기타부서
취재․사진부
정치․경제부

71
53
18
32

3.52
3.54
3.87
4.09

1.11
1.03
0.98
0.95

1.076 .021*

*:p<0.05

(((555)))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공공공정정정성성성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언론보도의 공정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집
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직급에서는 8급,광주시청 공무원과
집행업무 근무자가 언론보도의 공정성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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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222555>>>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공공공정정정성성성의의의 차차차이이이:::공공공무무무원원원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NNN MMMeeeaaannn SSS...DDD... FFF PPP

근무연한

5년 이하
6년 -10년
10년 -19년
20년 이상

6
36
64
49

3.11
3.23
3.25
3.32

1.07
1.11
1.23
1.147

.962 .662

직 급

5급 이상
6급
7급
8급
9급

5
29
58
41
22

3.13
3.22
3.12
3.45
3.32

1.25
1.06
1.12
1.31
1.04

.436 .732

업무성격
기획업무
집행업무
대민업무

85
47
23

3.10
3.24
3.13

1.12
1.07
1134

1.011 .226

근 무 지
광주광역시청
나주시청

66
89

3.42
3.36

1.13
1.06 1.644 .173

*:p<0.05
*:근무지 F값은 t값을 의미함.

(((222)))인인인구구구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의의의 영영영향향향력력력

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지방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에 대한 차이를 분
석한 결과,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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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222666>>>지지지역역역언언언론론론의의의 영영영향향향차차차이이이:::공공공무무무원원원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NNN MMMeeeaaannn SSS...DDD... FFF PPP

근무연한

5년 이하
6년 -10년
10년 -19년
20년 이상

6
36
64
49

3.20
3.36
3.35
3.52

1.10
1.20
1.16
1.07

.687 .560

직 급

5급 이상
6급
7급
8급
9급

5
29
58
41
22

4.32
4.26
4.36
4.37
4.29

1.15
0.96
1.18
1.03
1.03

.377 .770

업무성격
기획업무
집행업무
대민업무

85
47
23

3.62
3.55
3.52

1.18
1.29
1.15

1.221 .302

근 무 지 광주광역시청
나주시청

66
89

4.16
4.01

1.22
1.12

.509 .676

*:p<0.05
*:근무지 F값은 t값을 의미함.

언론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지방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에 대한 차이를 분
석한 결과,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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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222777>>>지지지역역역언언언론론론의의의 영영영향향향차차차이이이:::언언언론론론인인인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NNN MMMeeeaaannn SSS...DDD... FFF PPP

근무연한

3년 이하
4년 -9년
10년 -19년
20년 이상

4
69
82
19

3.94
3.75
3.73
4.00

.96
1.17
1.21
1.06

1.637 .180

직 위
기 자

차장(차장급)
부장급 이상

111
43
20

3.72
3.41
3.72

.86
1.06
1.13

2.589 .053

소속부서

사회․문화부
편집부․기타부서
취재․사진부
정치․경제부

71
53
18
32

3.53
3.30
3.65
3.73

.82
1.07
1.23
1.14

3.957 .098

*:p<0.05

555...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28>과 같다.
<표 4-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언론의 영향요인인 언론보도의 적극성,언

론보도의 대안제시,언론보도의 심층성,언론인과의 협조성,언론보도의 공정성은
지방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 모두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이 중 언론보도의 적극성은 갈등발생기의 영향력과 언론보도의 대안제시와
언론보도의 공정성은 갈등종결기의 영향력과 그리고 언론보도의 심층성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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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기의 영향력과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관계로 나타나 변수 상호간의 관련
성이 크다.

<<<표표표 444---222888>>>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공공공무무무원원원

구구구 분분분 111 222 333 444 555 666 777 888
1.언론보도의 적극성 1.000
2.언론보도의 대안제시 .572**1.000
3.언론보도의 심층성 .623** .374** 1.000
4.언론인과의 협조성 .011 .052 .255 1.000
5.언론보도의 공정성 .071 .175** .069 .189** 1.000
6.갈등발생기의 영향력 .617** .377** .235** .344** .335** 1.000
7.갈등심화기의 영향력 .566** .413** .655** .492** .412** .352** 1.000
8.갈등종결기의 영향력 .523** .684** .606** .448** .593* .435** .103**1.000

*:p<0.05
*:p<0.01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29>와 같다.
<표 4-29>에서 보듯이 갈등단계에 대한 영향요인인 언론보도의 적극성,언론보도
의 대안제시,언론의 심층성,공무원과의 협조성은 지방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
모두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상호간의 관련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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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222999>>>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언언언론론론인인인

구구구 분분분 111 222 333 444 555 666 777
1.언론보도의 적극성 1.000
2.언론보도의 대안제시 .225**1.000
3.언론보도의 심층성 .322** .292**1.000
4.공무원과의 협조성 .507** .145** .463** 1.000
5.갈등발생기의 영향력 .557** .216** .211** .364**1.000
6.갈등심화기의 영향력 .193** .137* .448** .377** .180 1.000
7.갈등종결기의 영향력 .616** .645** .281** .452** .195** .303**1.000

*:p<0.05
*:p<0.01

666...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별별별 언언언론론론의의의 영영영향향향력력력 분분분석석석

111)))정정정준준준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분분분석석석

지역언론의 영향요인의 하위요인군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부간 갈등단계의 영
향력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정준상관관계를 산출 분석하였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변수간의 정준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30>과 같다.

<표 4-30>에서 분석변인들을 유의미하게 관련지을 수 있는 정준변량의 수는 종속
변인의 수에 따라서 3개로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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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상관계수는 .625(p<.05),.474(p<.05),.335(p<.05)로 정준변량짝들에 대한 상
대적 설명력이 유의적임을 판단할 수 있다.
먼저 표준화 상관계수를 살펴보면,지역언론의 영향요인에 있어서 정준함수 1에서는 언

론보도의 대안제시,언론보도의 심층성,언론보도의 적극성의 순으로 나타났다.정준함수
2에서는 언론보도의 심층성,언론보도의 대안제시의 순으로,정준함수 3에서는 언론보도
의 공정성,언론인과의 협조성의 순으로 보이고 있다.한편 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요
인에 있어서는 정준함수 1과 정준함수 2,정준함수 3에서는 갈등종결기의 영향력에서 높
게 나타났다.이를 토대로 정준부하량이 최소 .30수준이상인 것에 근거하여 유의적인 표
준정준관계수들로 2개의 변수집단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준함수 1에서 언론보도의 적극성(.552),언론보도의 대안제시(.794),언

론보도의 심층성(.574)요인이 갈등심화기의 영향력(.582),갈등종결기의 영향력
(.783)에 기여하는 관련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러한 상대적 설명력
은 정준부하량을 통해 볼 때 언론보도의 적극성,언론보도의 대안제시,언론보도의
심층성은 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 중 갈등심화기의 영향력,갈등종결기의 영향
력에 기여하는 상대적 설명력이 각각 63.7%,83.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두
번째 두드러진 패턴은 정준함수 1에서 설명하지 못한 잔여변인에 대해 추가적인
개별변수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제시한다.즉,정준함수 2에서는 언론보도의 대안제
시(.395)와 언론보도의 심층성(.412)요인은 갈등종결기의 영향력(.327)에 상대적인
설명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성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상대적인 설명력은
언론보도의 대안제시와 언론보도의 심층성요인이 갈등종결기의 영향력에 대한 몰입에
69.2%의 상대적인 영향관계를 제시하고 있다.세 번째 두드러진 패턴은 정준함수 1,2
에서 설명하지 못한 잔여변인에 대해 추가적인 개별변수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제시한
다.정준함수 3에서 언론인의 협조성(.336),언론보도의 공정성(.470)이 갈등종결기의
영향력(.390)에 상대적인 설명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성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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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대적인 설명력은 언론보도의 대안제시와 언론보도의 심층성요인이 갈등종결기의
영향력에 대한 몰입에 61.8%의 상대적인 영향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본 전체의 지역언론의 영향요인과 지방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과

의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두 개의 변수집단 내 개별 변수들간의 상대적인 영향관계
를 제시해 본 결과,정준부하량을 근거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시된 것은 정준함수 1의
언론보도의 대안제시가 갈등종결기의 영향력과 가장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표표 444---333000>>>정정정준준준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공공공무무무원원원

요요요 인인인 명명명
표표표준준준정정정준준준상상상관관관계계계수수수 정정정준준준교교교차차차부부부하하하량량량

정정정준준준함함함수수수
111

정정정준준준함함함수수수
222

정정정준준준함함함수수수
333

정정정준준준함함함수수수
111

정정정준준준함함함수수수
222

정정정준준준함함함수수수
333

지역언론의 영향요인
언론보도의 적극성
언론보도의 대안제시
언론보도의 심층성
언론인과의 협조성
언론보도의 공정성

.552*

.794*

.574*

.168

.132

.207

.395*

.412*

.017

.112

.172

.254

.017

.336*

.470*

.147

.892

.415

.088

.072

.041

.320

.339

.012

.015

.112

.194

.207

.315

.362
중복성 지수 .253 .120 .107

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
갈등발생기의 영향력
갈등심화기의 영향력
갈등종결기의 영향력

.453

.582*

.783*

.462

.286*

.327*

.111

.272*

.390*

.248

.637

.845

.018

.320

.692

.063

.203

.618
중복성 지수 .183 .065 .019

정준상관계수(Rc)
Wilk'slambda
Chi-Square
자유도
유의수준

.625

.647
239.452
17
.000

.474

.862
89.381
11
.000

.335

.943
27.622
5
.000

*:정준부하량이 0.3이상인 표준화정준계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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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변수간의 정준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31>과 같다.
<표 4-31>에서 분석변인들을 유의미하게 관련지을 수 있는 정준변량의 수는 종속
변인의 수에 따라서 3개로 나타났다.정준상관계수는 .872(p<.05),.625(p<.05),
.445(p<.05)로 정준변량짝들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이 유의적임을 알 수 있다.
먼저 표준화 상관계수를 살펴보면,지역언론의 영향요인에 있어서는 정준함수 1

에서는 언론보도의 대안제시가,그리고 정준함수 2에서는 언론보도의 적극성,언론
보도의 대안제시,언론보도의 심층성이,정준함수 3에서는 언론보도의 대안제시,
공무원과의 협조성의 순으로 보였으며,한편 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요인에 있
어서 정준함수 1,정준함수 2,정준함수 3에서는 갈등종결기의 영향력에서 높게 분
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정준부하량이 최소 .30수준이상인 것에 근거하여 유의적인 표준정

준관계수들로 2개의 변수집단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준함수 1에서 언론보도의 대안제시(.839)요인이 갈등심화기의 영향력

(.582),갈등종결기의 영향력(.814)에 기여하는 관련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이러한 상대적 설명력은 정준부하량을 통해 볼 때 언론보도의 대안제시요인
은 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 중 갈등종결기의 영향력에 기여하는 상대적 설명력
이 각각 86.8%로 높은 것으로 보였다.정준함수 2에서는 언론보도의 적극성(.520)
요인은 갈등종결기의 영향력(.540)에 상대적인 설명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성 수준
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상대적인 설명력은 언론보도의 적극성요인이 갈등종결
기의 영향력에 대한 몰입에 64.0%의 상대적인 영향관계를 제시하고 있다.세 번째
두드러진 패턴은 정준함수 1,2에서 설명하지 못한 잔여변인에 대해 추가적인 개
별변수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제시한다.정준함수 3에서 언론보도의 대안제시(.570),
공무원과의 협조성(.452)이 갈등종결기의 영향력(.410)에 상대적인 설명력을 제시함
으로써 관련성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상대적인 설명력은 언론보도의 대안



- 117 -

제시와 언론보도의 심층성요인이 갈등종결기의 영향력에 대한 몰입에 60.5%의 상
대적인 영향관계를 제시하고 있다.이와 같이 표본 전체의 지역언론의 갈등단계의
영향요인과 지방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과의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두 개의 변수
집단 내 개별 변수들간의 상대적인 영향관계를 제시해 본 결과,정준부하량을 근
거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시된 것은 정준함수 1의 언론보도의 대안제시가 갈등종결
기의 영향력과 가장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표표 444---333111>>>정정정준준준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언언언론론론인인인

요요요 인인인 명명명
표표표준준준정정정준준준상상상관관관계계계수수수 정정정준준준교교교차차차부부부하하하량량량

정정정준준준함함함수수수
111

정정정준준준함함함수수수
222

정정정준준준함함함수수수
333

정정정준준준함함함수수수
111

정정정준준준함함함수수수
222

정정정준준준함함함수수수
333

지역언론의 영향요인
언론보도의 적극성
언론보도의 대안제시
언론보도의 심층성
공무원과의 협조성

.132

.839*
-.498
-.041

-.520*
.500*
-.472*
.213

.158

.570*

.070

.452*

.172

.518

.290
-.018

-.427
.606
-.495
-.069

.163

.458

.265

.398
중복성 지수 .275 .169 .101

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
갈등발생기의 영향력
갈등심화기의 영향력
갈등종결기의 영향력

.182*

.692*

.814*

-.365
.305*
.540*

-.312
-.281
.410*

-.370
-.593
.868

-.019
.752
.640

-.292
.202
.605

중복성 지수 .176 .127 .012
정준상관계수(Rc)
Wilk'slambda
Chi-Square
자유도
유의수준

.872

.715
254.947
19
.000

.625

.849
97.172
13
.000

.445

.907
33.327
4
.000

*:정준부하량이 0.3이상인 표준화정준계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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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지역언론의 갈등단계의 영향요인군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부간 갈등단계의 영
향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111)))언언언론론론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과과과 갈갈갈등등등발발발생생생기기기의의의 영영영향향향력력력

공무원에 대한 갈등발생기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갈등발생기의 영향력에 있어
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5개의 지역언론의 영향요인은 갈등발생기의 영향력
66.4%(R2)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독립변수 중 언론보도의 적극성이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언론보도의 심층성,언론보도
의 대안제시,언론인과의 협조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표표 444---333222>>>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 발발발생생생기기기의의의 영영영향향향력력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공공공무무무원원원

독독독 립립립 변변변 수수수 BBBeeetttaaa ttt ppp ＲＲＲ²²² FFF
언론보도의 적극성
언론보도의 대안제시
언론보도의 심층성
언론인과의 협조성
언론보도의 공정성

.198

.168

.185

.163

.102

3.364
2.812
3.141
2.714
1.155

.000*

.001*

.000*

.007*
.071

.109 5.617

*:p<0.05

언론인에 대한 갈등발생기 영향력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독립변수로 설정한 4
개의 지역언론의 영향요인은 갈등발생기의 영향력 81.2%(R2)를 설명하고 있다.
독립변수 중 언론보도의 적극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공무원과의 협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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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변수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표표 444---333333>>>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발발발생생생기기기의의의 영영영향향향력력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언언언론론론인인인

독독독 립립립 변변변 수수수 BBBeeetttaaa ttt ppp ＲＲＲ²²² FFF
언론보도의 적극성
언론보도의 대안제시
언론보도의 심층성
공무원과의 협조성

.278

.155

.161

.135

4.892
2.394
2.826
2.047

.002*

.012*

.003*

.021*

.147 8.013

*:p<0.05

(((222)))언언언론론론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과과과 갈갈갈등등등심심심화화화기기기의의의 영영영향향향력력력

공무원에 대한 갈등심화기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갈등심화기의 영향력에 있어
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5개의 지역언론의 영향요인은 갈등발생기의 영향력 51.7%(R2)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독립변수 중 언론보도의 심층성이 가장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언론보도의 대안제시,언론보도의 적극성
이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표표 444---333444>>>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 심심심화화화기기기의의의 영영영향향향력력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공공공무무무원원원

독독독 립립립 변변변 수수수 BBBeeetttaaa ttt ppp ＲＲＲ²²² FFF
언론보도의 적극성
언론보도의 대안제시
언론보도의 심층성
언론인과의 협조성
언론보도의 공정성

.205

.227

.239

.161

.092

3.027
3.213
3.452
1.528
.647

.017*

.004*

.000*
.125
.102

.178 3.547

*:p<0.05



- 120 -

언론인에 대한 갈등심화기 영향력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독립변수로 설정한 4
개의 지역언론의 영향요인은 갈등심화기의 영향력 44.2%(R2)를 설명하고 있다.
독립변수 중 언론보도의 적극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공무원과의 협조

성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나머지 변수들은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표표 444---333555>>>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 심심심화화화기기기의의의 영영영향향향력력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언언언론론론인인인

독독독 립립립 변변변 수수수 BBBeeetttaaa ttt ppp ＲＲＲ²²² FFF
언론보도의 적극성
언론보도의 대안제시
언론보도의 심층성
공무원과의 협조성

.348

.289

.187

.103

4.515
3.315
2.327
1.248

.000*

.003*

.012*
.116

.018 .875

*:p<0.05

(((333)))언언언론론론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과과과 갈갈갈등등등종종종결결결기기기의의의 영영영향향향력력력

공무원에 대한 갈등종결기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갈등종결기의 영향력에 있어
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5개의 지역언론의 영향요인은 갈등종결기의 영향력 45.7%(R2)를
설명하고 있다.독립변수 중 언론보도의 대안제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언론보도의 심층성,언론보도의 적극성이 유의한 관계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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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333666>>>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 종종종결결결기기기의의의 영영영향향향력력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공공공무무무원원원

독독독 립립립 변변변 수수수 BBBeeetttaaa ttt ppp ＲＲＲ²²² FFF
언론보도의 적극성
언론보도의 대안제시
언론보도의 심층성
언론인과의 협조성
언론보도의 공정성

.187

.305

.227

.153

.092

2.327
3.962
2.752
1.612
.647

.021*

.000*

.010*

.000*
.172

.257 11.425

*:p<0.05

언론인에 대한 갈등종결기 영향력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독립변수로 설정한 4
개의 지역언론의 영향요인은 갈등심화기의 영향력 58.6%(R2)를 설명하고 있다.
독립변수 중 언론보도의 대안제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공무원과의 협

조성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나머지 변수들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표표 444---333777>>>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종종종결결결기기기의의의 영영영향향향력력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언언언론론론인인인

독독독 립립립 변변변 수수수 BBBeeetttaaa ttt ppp ＲＲＲ²²² FFF
언론보도의 적극성
언론보도의 대안제시
언론보도의 심층성
공무원과의 협조성

.259

.244

.205

.013

2.637
2.505
2.155
.126

.000*

.007*

.011*
.083

.146 7.548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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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간 갈등을 연구하기 위한 사례로서 2003년 10월에 발생
하였던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선호시설 유치갈등 대상인 정부기관 합동청사와 경
륜장 유치갈등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갈등사례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갈등사
례의 전개과정,즉 갈등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고서 갈등사례들의 전개과정별로 분류하여 갈등사례의 전개과정에서 외형상 나
타난 지역언론 보도의 건수,형태,그리고 내용에 따른 양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111...광광광주주주광광광역역역시시시 ↔↔↔ 나나나주주주시시시간간간의의의 정정정부부부기기기관관관합합합동동동청청청사사사 건건건설설설과과과 관관관련련련한한한 갈갈갈등등등

111)))갈갈갈등등등의의의 발발발생생생기기기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지방에 있는 ｢국가기관청사 합동화 사업｣을 추진하여,
강원도와 제주도에 이어 3번째로 광주․전남에 신축할 계획을 세웠다.그 후 행정
자치부는 2003년 5월과 9월에는 현지실사를 거쳐 나주시 남평지구를 입지로 선정
하고,광주광역시와 나주시,토지개발공사,주택공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2004.10.21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예산안에 의해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총 907억 여 원을 투입,택지개발예정지구인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1만5천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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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에 1만5천5백평 규모의 광주·전남지역 정부기관합동청사를 신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2004년도에 부지매입비 7억5천 여 만원과 설계비용 10억원

을 합한 총 17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기본설계 및 토지매입에
들어갈 방침이었다.2005년에는 시공자 선정 및 공사 시공,2006년 지하층 건설 완
료,2007년 마감공사 완료,2008년 입주를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광주지방 국세청과 조달청 등 광주․전남에 산재한 10여 개 정부기관을 한곳에

수용할 수 있는 정부기관합동청사를 나주시에 신축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광
주광역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시․도간 갈등이 표출되었다.11)정부청사 문제는
당초 행정자치부가 광주․전남 10개 특별행정기관의 합동청사를 나주시 지역에 건
립하기 위해 2004년도 행자부 예산에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17억원을 반영한 사실
이 알려지면서 광주광역시가 강력 반발,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즉 광주광역시에서는 뒤늦게 2004년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광주광역시

로 입지를 변경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갈등은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이 2003.10.27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

부를 방문해 광주․전남지역 정부기관 종합청사를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일대
49,500㎡ 부지에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전면 백지화하고 광주광역시
에 짓도록 요구 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양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11)정부합동청사사업은 지방노동청과 환경청 등 광주․전남지역 16개 정부기관(광주지방
노동청,광주지방 보훈청,광주지방 국세청,광주세관,영산강 유역 환경청,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청,전남지역 노동위원회,식물검역소 호남지소,
수의과학검역원 군산지청,전남지역 중소기업청,전남통계사무소,광주지방 공정거래사
무소,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광주국도유지 관리사무소,식품의약품 안전청 등)을 한 곳
으로 모으는 사업이다.합동청사를 나주로 유치할 경우 광주지역에 소재한 정부청사가
대거 이동하게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직원 1천 여 명이 빠져나가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
는 사업비 907억원이 나주지역에 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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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청사 마찰은 행자부가 나주시로 부지를 명기한 뒤 국회에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광역시가 시와 협의 없는 청사문제는 용인할 수 없다며 강
하게 이의를 제기해 본격화됐다(광주일보,2003.8.28).이 시기를 정부기관종합청
사 이전에 대한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갈등의 발생기로 볼 수 있다.이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의 갈등발생기 당시의 언론사별 보도경향에 따라 게재건수,기사보도
형태,기사보도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11)))신신신문문문기기기사사사 보보보도도도경경경향향향 및및및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①①① 신신신문문문별별별 게게게재재재건건건수수수 분분분석석석
갈등의 발생기 동안 3개 신문사의 게재횟수는 27건으로 집계 됐다.구체적으로

지역신문사별로 게재건수를 보면 광주일보가 11건(39.2%)으로 가장 많았고,전남
일보가 9건(32.1%),무등일보가 8건(28.7%)의 순으로 게재되었다.이 기간 중에서
도 특히 광주일보가 근소한 차이지만 게재건수 1위를 차지해 광주일보가 지역종합일
간지 중 가장 여론의 흐름과 향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표표 444---333888>>>신신신문문문별별별 게게게재재재건건건수수수 단단단위위위:::건건건(((%%%)))

언언언 론론론 사사사 건건건 수수수(((%%%)))
전남일보 9(32.1%)
광주일보 11(39.2%)
무등일보 8(28.7%)
합 계 28(100%)

주:2003.1.～ 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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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② 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형형형태태태별별별 분분분석석석
기사형태별로 분석하면 지역 언론의 취재를 통해 스트레이트 취재로 쓴 기사가

무려 15건(53.5%)에 달했으며 스트레이트 자료기사가 5건(17.8%),기획취재형태의
기사가 3건(10.7%),칼럼이나 기고․사설이 3건(10.7%),해설이나 논평 자료기사가
2건(9.0%)의 순으로 기록되었다.기사게재 건수가 적은 편이지만 취재기사가 5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갈등사건의 경우 사실 중심의 보도가 주를 이루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표표 444---333999>>>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형형형태태태별별별 분분분석석석 단단단위위위:::건건건(((%%%)))

형형형 태태태 건건건 수수수(((%%%)))
스트레이트(취재) 15(52.5%)
스트레이트(자료) 5(17.8%)
기획(취재) 3(10.7%)

해설,논평(발표자료) 2(9.0%)
칼럼/기고/사설 3(10.7%)
합 계 28(100%)

주:2003.1.～ 2003.8.

③③③ 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내내내용용용별별별 분분분석석석
기사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해당 지방정부간의 갈등상황보도가 16건(52.1%)으

로 가장 많으며,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이 9건(30.7건%),갈등해결의 대
안제시 및 요구를 전달한 건수가 3건(17.2%)으로 게재되었으며,이러한 결과는 정부간의
갈등초기인 발생기이기 때문에 정부간의 갈등상황보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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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444000>>>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내내내용용용별별별 분분분석석석 단단단위위위:::건건건(((%%%)))

내내내 용용용 건건건 수수수
갈등상황보도 16(52.1%)

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 9(30.7%)
갈등해결의 대안제시 및 요구 3(17.2%)

합 계 28(100%)

222)))갈갈갈등등등의의의 심심심화화화기기기

1997년 3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합동화 사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2000년 2월에는 기획예산처의 ｢국유부동산 활용도 제고방안｣에 의해 춘천,청주에
지방합동청사 건립을 추진하였다.이어서 2003년 5월 광주․전남 정부지방합동청
사 신축을 추진하였다.
그 후 2003년 5월 21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광주․전남 지방합동청사 건립부지

관련 협조요청｣공문을 발송(수신처:광주광역시,나주시,토지개발공사,주택공사)
함과 동시에 후보지 검토 착수에 들어갔다.그리고 2003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정부합동청사 입지 검토차 정부청사관리소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방문 조사하였다.
현지 방문은 광주-광산구 수완지구,남구 진월동,나주시-남평읍,송월동을 대상으
로 현지 조사하였다.그리고 2003년 9월에는 정부예산안에 나주시 남평을 대상지
역으로 확정,설계 및 토지 매입계약금 등으로 17억원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2003년 11월에 열린 국회 행자위에서 허성관 행자부장관이

민주당 전갑길 의원(광주 광산)의 질의에 대해 ‘광주에 있는 특별지방 행정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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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주 밖으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을 들어 사실상 통합청사 건
립지를 광주광역시로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광주광역시는 이에
따라 통합청사 건립후보지로 첨단산업단지,북구 본촌동 건설관리본부청사 인근,
남구 행암동 효천역 부근 등 3곳의 부지를 선정하고 시와 행자부가 협의를 통해
최종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하였다.그러자 당초 통합
청사 건립예정지로 거론됐던 나주시는 11월 4일 광주광역시의 청사 건립지 확인
선언과 관련,“김두관 장관시절 이미 나주시로 확정된 것을 광주광역시로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묵과하지 않겠다”며 크게 반발하였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신정훈 나주 시장은 지방합동청사 남평유치에 대해 시의장

과의 공동환영성명서에 대해 불과 수일만에 광주광역시에서 제동을 걸자 10월 28
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동청사 건립계획은 행자부의 장기계획으로
기획예산처와 총리의 결재를 얻어 내년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라며 “일부 정치인
의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변경될 사항이 아니며,이 계획은 광주 인접에 청사를
건립,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민원인 불편 최소,예산절감 등을 꾀하는 광주광역
시와 전남의 상생사업이다”고 주장했다.
나주시의회도 같은 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청사 계획이 광주광역시의 방해로 무

산될 경우 나주시민은 정부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
하였으며,곧바로 각 지역청년회와 상가번영회,재향군인회 등 30여 개의 광범위한
시민단체도 합세하여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나주신문,2003.11.7).
특히 정부의 향후 계획에 광주․전남 지방합동청사 부지로 나주시 남평읍이 구체

적으로 명기돼 있고 금액까지 확정되어 당시 김두관 전 장관과 고건 국무총리까지
결재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그러나 정작 주무부서인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밀실행정
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정부 정책원안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부정해 파장이 일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03년 11월 18일에 열린 배기운 의원의 국회 질의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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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의원이 허성관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나주시 남평읍으로 전임 장관이 부
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현 장관이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 추궁하자 지방청사와 관련 나주시장은 잘 알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장은 전혀 모
르고 있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규모 정부사업을 현 장관대로 표현하자면 청사 위치도 정하지 않고 사업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 되는데 부지도 확정하지 않고 사업 계획을 짜서 국회에 제
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둘러 답변하기도 했다.특히 전
임 장관이 나주시로 결정하기까지가 밀실행정이었느냐는 질문에 광주광역시와 나
주시간의 협의가 한쪽에 치우친 일방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밀실행정 쪽에 무게
를 둔 답변을 해 논란도 예상되었다.이러한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지방청사 신
축 시민대책위와 나주시 남평읍 비상대책위의 활동에도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나주 시민들의 대정부 반발의 형태는 지난달 2003.11.8일에 열렸던 시민궐기대

회를 전후로 지속되어 왔던 행자부와 국회 앞 일인릴레이 시위에도 나주시 지역
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등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합동청사 유치를 둘러싼 광주광
역시와 나주시의 대립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나주시는 즉각적으로 신정훈 나주시장과 이길선 나

주시의회 의장 명의로 23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합동청사 나주시 신축은
집권국가,집중사회의 낡은 패러다임을 분권국가,분산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정부합동청사 신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시민적 협조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관
심이 증대된 이 시기를 본 사례의 갈등심화기로 볼 수 있다.이 기간동안의 갈등
상황과 추이에 대한 언론사별 보도경향에 따라 게재건수,기사보도형태,기사보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29 -

(((111)))신신신문문문기기기사사사 보보보도도도경경경향향향 및및및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①①① 신신신문문문별별별 게게게재재재건건건수수수 분분분석석석

갈등의 심화기 동안 3개 신문사의 게재횟수는 54건으로 집계 됐다.구체적으로
지역신문사별로 게재건수를 보면 광주일보가 19건(35.2%)으로 가장 많았고,전남
일보가 18건(33.3%),무등일보가 17건(31.5%)의 순으로 게재되었다.

<<<표표표 444---444111>>>신신신문문문별별별 게게게재재재건건건수수수 단단단위위위:::건건건(((%%%)))

신신신 문문문 사사사 건건건 수수수(((%%%)))
전남일보 18(33.3%)
광주일보 19(35.2%)
무등일보 17(31.5%)
합 계 54(100%)

주:2003.9.～ 2003.11.

②②② 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형형형태태태별별별 분분분석석석

기사형태별로 분석하면 지역언론의 취재를 통해 스트레이트 취재로 쓴 기사가
20건(37.0%)에 달했으며 기획취재형태의 기사가 17건(31.6%),스트레이트 자료기사
가 11건(20.3%),칼럼이나 기고․사설기사가 5건(9.2%),해설이나 논평 자료기사가
2건(1.9%)의 순으로 기록되었다.여기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기사보도형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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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갈등의 발생기에 비교할 때 기획취재형태의 비율이 훨씬 높아졌음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갈등의 발생기에 보다 언론보도내용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판단할
수 있다.

<<<표표표 444---444222>>>기기기사사사보보보고고고 형형형태태태별별별 분분분석석석 단단단위위위:::건건건(((%%%)))

형형형 태태태 건건건 수수수(((%%%)))
스트레이트(취재) 20(37.0%)
스트레이트(자료) 11(20.3%)
기획(취재) 17(31.6%)

해설,논평(발표자료) 2(1.9%)
칼럼/기고/사설 5(9.2%)
합 계 54(100%)

주:2003.9.～ 2003.11.

③③③ 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내내내용용용별별별 분분분석석석

기사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해당 지방정부간의 갈등상황보도가 24건(44.2%)으
로 가장 많으며,갈등해결에 대안제시 및 요구를 전달한 건수가 16건(30.1%),지방
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이 14건(25.7%)으로 게재되었다.이러한 언론의 보도
결과는 정부간의 갈등의 발생기보다 심화기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과 갈등해결에 대안제시 및 요구에 대한 보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특징
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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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444333>>>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내내내용용용별별별 분분분석석석 단단단위위위:::건건건(((%%%)))

내내내 용용용 건건건 수수수
갈등상황보도 24(44.2%)

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 14(25.7%)
갈등해결의 대안제시 및 요구 16(30.1%)

합 계 54(100%)

333)))갈갈갈등등등의의의 종종종결결결기기기

일단은 광주광역시와 나주시간의 첨예한 대립이 빚어졌던 정부기관 합동청사 건
립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건
립 계획 입안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행자부가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합리적 절
차를 거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정부의 무사
안일한 정책결정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16개 지방청 1천 여명의 직원이
입주할 합동청사 건립은 예산 자체도 막대하지만 사후 영향도 적지 않은 일이다.
어디에 들어서는가에 따라 지역민의 편의나 이해도 크게 엇갈릴 뿐더러 해당 기관
공무원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행자부는 입안 과정에서 최소한
이런 문제들을 충실히 헤아렸어야 하였다.결국 2004.1.15일 박태영지사와 박광
태시장 간의 만남에서 정부합동청사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자간의 갈등은 일단락 되었다.이 시기 동안 해당 갈등사항이 어느 정도 소강국
면에 접어들고 사회적 관심은 위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에 따라 저하되었다.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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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언론도 보도형태를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르게 보이고 있다.구체적으로 언론보
도 경향에 따라 게재건수,기사보도형태,기사보도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1)))신신신문문문기기기사사사 보보보도도도경경경향향향 및및및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①①① 신신신문문문별별별 게게게재재재건건건수수수 분분분석석석

갈등의 종결기 동안 3개 신문사의 게재횟수는 46건으로 집계 됐다.구체적으로
지역신문사별로 게재건수를 보면 광주일보가 17건(36.9%)으로 가장 많았고,무등
일보가 15건(32.7%),전남일보가 14건(30.4%)의 순으로 게재되어 신문사별로 비교
적 비슷한 게재횟수를 보이고 있다.

<<<표표표 444---444444>>>신신신문문문별별별 게게게재재재건건건수수수 단단단위위위:::건건건(((%%%)))

신신신 문문문 사사사 건건건 수수수(((%%%)))
전남일보 14(30.4%)
광주일보 17(36.9%)
무등일보 15(32.7%)
합 계 46(100%)

주:2003.12.～ 2004.1.

②②② 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형형형태태태별별별 분분분석석석

기사형태별로 분석하면 지역 언론의 취재를 통해 스트레이트 취재로 쓴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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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35.9%)에 달했으며 스트레이트 자료기사가 10건(21.7%),기획취재형태의 기사
가 9건(19.5%),칼럼이나 기고․사설기사가 7건(15.2%),해설이나 논평 자료기사가
3건(7.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표표 444---444555>>>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형형형태태태별별별 분분분석석석 단단단위위위:::건건건(((%%%)))

형형형 태태태 건건건 수수수(((%%%)))
스트레이트(취재) 17(35.9%)
스트레이트(자료) 10(21.7%)
기획(취재) 9(19.5%)

해설,논평(발표자료) 3(7.7%)
칼럼/기고/사설 7(15.2%)
합 계 46(100%)

주:2003.12.～ 2004.1.

③③③ 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내내내용용용별별별 분분분석석석

기사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해당 지방정부간의 갈등해결에 대안제시 및 요구
를 전달한 건수가 22건(47.12%)으로 가장 많으며,갈등상황보도가 15건(32.7%),지
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이 9건(20.2%)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언론의 보도
결과는 정부간의 갈등의 종결기에 정부간의 갈등해결에 대한 대안제시 및 요구에
대한 보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지방정부간의 갈등에 대하여
지역언론은 기사보도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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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444666>>>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내내내용용용별별별 분분분석석석 단단단위위위:::건건건(((%%%)))

내내내 용용용 건건건 수수수
갈등상황보도 15(32.7%)

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 9(20.2%)
갈등해결의 대안제시 및 요구 22(47.1%)

합 계 46(100%)

④④④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별별별 보보보도도도횟횟횟수수수

광주광역시와 나주시간의 정부기관합동청사 유치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
등에 있어서 보여지는 전체적인 갈등단계별 보도횟수를 살펴보면 광주일보가 가장
많은 기사를 게재하였으며,갈등의 단계 중 갈등의 심화기에 가장 많은 기사게재
가 이루어졌던 걸로 미루어 심화기에 언론의 관심이 고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표표 444---444777>>>정정정부부부기기기관관관합합합동동동청청청사사사 건건건설설설사사사업업업의의의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별별별 보보보도도도횟횟횟수수수

보보보도도도횟횟횟수수수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 전전전남남남일일일보보보 광광광주주주일일일보보보 무무무등등등일일일보보보 계계계

갈등의 발생기 9 10 8 27
갈등의 심화기 18 19 17 54
갈등의 종결기 14 17 15 46

계 41 46 40

주:2003.12.～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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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광광광주주주광광광역역역시시시 ↔↔↔ 나나나주주주시시시간간간의의의 경경경륜륜륜장장장 건건건설설설과과과 관관관련련련한한한 갈갈갈등등등

111)))갈갈갈등등등의의의 발발발생생생기기기

광주광역시는 2002년 11월 18일 용역보고회를 통해 광주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의 하나로 경륜장을 유치키로 결정하고 다음날 곧바로 문화관광부에 경륜장
시행 허가를 신청했다.광주광역시는 경륜장 유치의 당위성으로 2007년 전국체전
유치를 대비해 사이클 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지역재정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점을 들고 있다.시의 경륜장 운영 수지분석에 따르
면 2007년 경륜장이 개장할 경우 연 3천233억원의 매출을 올려 환불금 2천265억원
과 운영비 및 국세 등을 제외할 경우 레저세와 교육세,지방체육진흥소득 등으로
연간 556억원의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전남도는 2001년 12월 경륜장 유치타당성 용역에 들어간 뒤 나주시로부

터 경륜장 부지 사용승낙을 받았으며 2001년 10월 경륜장 유치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
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얻은 뒤 2002년 11월 27일 문광부에 허가를 신청했다.
이렇게 경륜장 유치를 둘러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첨예한 대립이 양 시․도

의회의 유치전 가세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
륜장을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장’으로 규정하고 반대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등 경
륜장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었다.
광주광역시는 호남권 경륜장 유치에 따른 비교우위로 이용객 대부분이 광주광역

시민인 만큼 광주에 호남권 경륜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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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남도는 호남권 전체의 경제활성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나
주경륜장의 경우 지역민들이 나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광주광역시는 시민
들의 반대 속에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기를 양 시도간 경륜장 유치전 가세로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갈등의 발생

기로 볼 수 있다.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의 갈등발생기 당시의 언론사별 보도경
향에 따라 게재건수,기사보도형태,기사보도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11)))신신신문문문기기기사사사 보보보도도도경경경향향향 및및및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①①① 신신신문문문별별별 게게게재재재건건건수수수 분분분석석석

갈등의 발생기 동안 3개 신문사의 게재횟수는 51건으로 집계 됐다.구체적으로
지역신문사별로 게재건수를 보면 전남일보가 20건(39.2%)으로 가장 많았고,광주
일보가 16건(31.4%),무등일보가 15건(29.4%)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언론사별로
비슷한 게재횟수를 보이고 있다.이 기간 중에서 전남일보가 근소한 차이지만 가
장 많은 게재횟수를 차지해 지역종합일간지 중 여론의 흐름과 향배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표표 444---444888>>>신신신문문문별별별 게게게재재재건건건수수수 단단단위위위:::건건건(((%%%)))

신신신 문문문 사사사 건건건 수수수(((%%%)))
전남일보 20(39.2%)
광주일보 16(31.4%)
무등일보 15(29.4%)
합 계 51(100%)

주:2001.10.～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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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② 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형형형태태태별별별 분분분석석석

기사형태별로 분석하면 지역 언론의 취재를 통해 스트레이트 취재로 쓴 기사가
무려 26건(50.9%)에 달했으며 스트레이트 자료기사가 9건(17.6%),기획취재형태의
기사가 8건(15.7%),칼럼이나 기고․사설기사가 6건(11.7%),해설이나 논평 자료기
사가 2건(4.1%)의 순으로 기록되었다.기사게재 건수가 적은 편이지만 취재기사가
50%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사건의 경우 심층적인 사실 중심의 보도
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표표 444---444999>>>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형형형태태태별별별 분분분석석석 단단단위위위:::건건건(((%%%)))

형형형 태태태 건건건 수수수(((%%%)))
스트레이트(취재) 26(50.9%)
스트레이트(자료) 9(17.6%)
기획(취재) 8(15.7%)

해설,논평(발표자료) 2(4.1%)
칼럼/기고/사설 6(11.7%)
합 계 51(100%)

주:2001.10.～ 2002.11.

③③③ 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내내내용용용별별별 분분분석석석

기사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해당 지방정부간의 갈등상황보도가 21건(41.2%)으
로 가장 많으며,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이 13건(25.5%),갈등해결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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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시 및 요구를 전달한 건수가 17건(33.3%)으로 게재되었다.따라서 지방정부간
의 갈등에 대하여 지역언론은 기사보도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정부간의 갈등초기인 발생기이기 때문에 정부
간의 갈등상황보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표표 444---555000>>>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내내내용용용별별별 분분분석석석 단단단위위위:::건건건(((%%%)))

내내내 용용용 건건건 수수수
갈등상황보도 21(41.2%)

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 13(25.5%)
갈등해결의 대안제시 및 요구 17(33.3%)

합 계 51(100%)

222)))갈갈갈등등등의의의 심심심화화화기기기

2002년에 경륜장 유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펼친 전남도는 나주시 송월동 신 역사
후면부를 적정지로 판정,나주시에 사업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도의회에 추진계획
과 용역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위치는 나주시 송월동 324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

부터 2004년 12월,개장은 2005년도로 계획했으나 문화관광부의 허가 지연으로
2006년 개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경륜장 시설규모는 지상 5층 돔형으로 부지 3만
6천여평에 건축면적 8천여평이다.
주요시설로 (창원 경륜장 공단기준 분석)는 1층에 공단사무실과 선수숙소 그리

고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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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산업운영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나주시 경륜운영공단이 되며 1이
사장 1이사 4부 1실,13팀 1사무소의 기구를 갖는다.인원은 260명으로 정규직 74
명과 연봉계약직 38명,일용직 148명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1,27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나주신문,2003.4.8).
현재 전남도와 나주시는 경륜장 추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고 있다.
경륜장 설치 운영으로 경륜문화의 지역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제공과 자전거 타기 운동을 통해 환경친화산업 발
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또한 지역체육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기금투
자로 청소년 육성사업 및 체육문화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여 취약한 재정수입증대와 공공부문 인력감축,민간부문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2.11.27일 전남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한 나주경륜장 건립 승

인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전남도와 나주시가 조기확정을 위해 다
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전남도의 역점사업으로 서남권의 경륜장 건립을 나주로 확정,순조롭게 진행되

던 경륜장 건립사업이 2002.12.18일 광주광역시에서도 설치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전남도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광주광역시는 부지활용적 측면과 사업 타당성에서 풍암동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5천석 규모의 3층 경륜장 건립사업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아래 전남도가
추진 중이지만 뒤늦게 계획을 발표했다.
결국 경륜장 사업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간의 지역간 경쟁사업으로 비춰진 가

운데 광주광역시가 전남도의 경륜사업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을 피력하고 있어 전남도와 나주시의 입장에서는 광주광역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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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에서도 경륜장 최종허가를 2002년 대통령 선거전에 못 박는 것이 중요하
다는 판단아래 발 벗고 나선 가운데 신정훈 나주시장이 최인기 전 행정자치부장관
과 함께 김성재 문화관광부장관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나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정훈 시장이 지난 4일 문화관광부를 방문,김성재 장

관을 만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의 지역경제 여건과 나주경륜장 건립의 타당성
을 역설,장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편승하여 전
남도 관광문화국장도 문화관광부와 관계 부서장들을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광주광역시의 경륜장 유치 결정 이후 난관에 봉착한 나주경륜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나주시의회도 지난 74회 임시회의를 통해 나주지역에 경륜장 유치를 위한 11만

나주시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은 경륜장이 반드시 나주시에 유치되기를 바라는 11만 나주시민의 간곡한

희망이 담겨있고 또한 나주시 지역에 경륜장이 유치되어야 하는 입지조건 및 추진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그 동안 광주권의 팽창에 밀려 개발의 낙후성
을 면치 못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근교권 지역이 이제는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에
서부터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내용이다.
이렇듯 경륜장 조기확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문화관광부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 놓을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나주
신문,2002.12.11).이러한 나주시와 광주광역시의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각종 주민조직의 반발에 직면하는 새로운 지방정
부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8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03년 1월 3일 도박장 반대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매일 도박장 반대 1
인 시위 를 벌이기도 하였다.문화관광부는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에 각각 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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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협의를 통해 호남권 경륜장을 공동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해
시․도의회의 의견도 함께 제출해 달라 는 공문을 보냈다.또 충청권 경륜장 유
치를 단독 신청한 뒤 그동안 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관측된 대전시에 대해서
도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문화관광부는 올해 안에 허가지역을 발표할 계획으로 사업타당성과 시민여론 수

집 등 실무작업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평행선을 긋는 유
치경쟁을 계속하고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지속된다면 호남권 경륜장 건설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결국은 경륜장 유치를 둘러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대립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덧붙여져 지방정부간,그리고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
었다.이와 같이 관련 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가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이 시기를 본 사례의 갈등심화기
로 볼 수 있다.이 기간 동안 갈등상황과 추이에 대한 언론사별 보도경향에 따라
게재건수,기사보도형태,기사보도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1)))신신신문문문기기기사사사 보보보도도도경경경향향향 및및및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①①① 신신신문문문별별별 게게게재재재건건건수수수 분분분석석석

갈등의 심화기 동안 3개 신문사의 게재횟수는 44건으로 집계 됐다.구체적으로
지역신문사별로 게재건수를 보면 무등일보가 16건(36.3%)으로 가장 많았고,광주
일보가 15건(34.2%),전남일보가 13건(29.5%)의 순으로 신문사별로 비슷한 게재횟
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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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555111>>>신신신문문문별별별 게게게재재재건건건수수수 단단단위위위:::건건건(((%%%)))

신신신 문문문 사사사 건건건 수수수(((%%%)))
전남일보 13(29.5%)
광주일보 15(34.2%)
무등일보 16(36.3%)
합 계 44(100%)

주:2002.12.～ 2003.11.

②②② 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형형형태태태별별별 분분분석석석

기사형태별로 분석하면 지역 언론의 취재를 통해 스트레이트 취재로 쓴 기사가
16건(36.3%)에 달했으며 기획취재형태의 기사가 11건(25.0%),스트레이트 자료기사
가 10건(22.7%),칼럼이나 기고․사설기사가 4건(9.2%),해설이나 논평 자료기사가
3건(6.8%)의 순으로 게재되었다.
기사보도형태에 있어서 갈등의 발생기와 비교할 때,기획취재형태의 건수가 상

대적으로 많아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갈등의 심화기에 심층적인 언론보도가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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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555222>>>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형형형태태태별별별 분분분석석석 단단단위위위:::건건건(((%%%)))

형형형 태태태 건건건 수수수(((%%%)))
스트레이트(취재) 16(36.3%)
스트레이트(자료) 10(22.7%)
기획(취재) 11(25.0%)

해설,논평(발표자료) 3(6.8%)
칼럼/기고/사설 4(9.2%)
합 계 44(100%)

주:2002.12.～ 2003.11.

③③③ 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내내내용용용별별별 분분분석석석

기사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해당 지방정부간의 갈등해결에 대안제시 및 요구
를 전달한 건수가 18건(40.5%)으로 가장 많으며,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
판이 14건(32.7%),갈등상황보도가 12건(26.8%)으로 게재되었다.이러한 언론의 보
도결과는 정부간 갈등의 발생기보다 심화기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과 갈등해결의 대안제시 및 요구에 대한 보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특징
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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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555333>>>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내내내용용용별별별 분분분석석석

내내내 용용용 건건건 수수수
갈등상황보도 12(26.8%)

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 14(32.7%)
갈등해결의 대안제시 및 요구 18(%)

합 계 44(100%)

주:2002.12.～ 2003.11.

333)))갈갈갈등등등의의의 종종종결결결기기기

결국 2004.1.15일 박태영지사와 박광태시장 간의 만남에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광주·전남 현안사업의 일괄 타결에 합의함에 있어 경륜장 문제는 광주광역시
와 나주시의 접경지역에 공동 건립·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시기 동안 해당 갈등상황이 어느 정도 소강국면에 접어들고 사회적 관심은

위의 자치단체장간 합의에 따라 급속히 저하되었다.이에 따라 언론도 보도형태를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르게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론사별 보도경향에 따라 게재건수,기사보도형태,기사보도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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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신신신문문문기기기사사사 보보보도도도경경경향향향 및및및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①①① 신신신문문문별별별 게게게재재재건건건수수수 분분분석석석

갈등의 종결기 동안 3개 신문사의 게재횟수는 42건으로 집계 됐다.구체적으로
지역신문사별로 게재건수를 보면 광주일보가 16건(38.1%)으로 가장 많았고,전남
일보가 14건(33.3%),무등일보가 12건(28.6%)의 순으로 나타나 신문사별로 게재횟
수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표표 444---555444>>>신신신문문문별별별 게게게재재재건건건수수수 단단단위위위:::건건건(((%%%)))

신신신 문문문 사사사 건건건 수수수(((%%%)))
전남일보 14(33.3%)
광주일보 16(38.1%)
무등일보 12(28.6%)
합 계 42(100%)

주:2003.12.～ 2004.1.

②②② 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형형형태태태별별별 분분분석석석

기사형태별로 분석하면 지역 언론의 취재를 통해 스트레이트 취재로 쓴 기사가
15건(35.7%)에 달했으며 스트레이트 자료기사가 10건(23.8%),기획취재형태의 기사
가 8건(19.0%),칼럼이나 기고․사설기사가 6건(14.3%),해설이나 논평 자료기사가
3건(7.2%)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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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555555>>>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형형형태태태별별별 분분분석석석 단단단위위위:::건건건(((%%%)))

형형형 태태태 건건건 수수수(((%%%)))
스트레이트(취재) 15(35.7%)
스트레이트(자료) 10(23.8%)
기획(취재) 8(19.0%)

해설,논평(발표자료) 3(7.2%)
칼럼/기고/사설 6(14.3%)
합 계 42(100%)

주:2003.12.～ 2004.1.

③③③ 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내내내용용용별별별 분분분석석석

기사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해당 지방정부간의 갈등해결에 대안제시 및 요구
를 전달한 건수가 23건(55.7%)으로 가장 많으며,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
판이 10건(24.6%),갈등상황보도가 9건(19.7%)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결과는 정부간의 갈등의 종결기에 정부간의 갈등해결에 대한

대안제시 및 요구에 대한 보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지방정
부간의 갈등에 대하여 지역언론은 기사보도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47 -

<<<표표표 444---555666>>>기기기사사사보보보도도도 내내내용용용별별별 분분분석석석 단단단위위위:::건건건(((%%%)))

내내내 용용용 건건건 수수수
갈등상황보도 9(19.7%)

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 10(24.6%)
갈등해결의 대안제시 및 요구 23(55.7%)

합 계 (100%)

주:2003.12.～ 2004.1.

④④④ 경경경륜륜륜장장장 유유유치치치사사사업업업의의의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별별별 보보보도도도횟횟횟수수수

광주광역시와 나주시간의 경륜장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에 있어서 보
여지는 전체적인 갈등단계별 보도횟수를 살펴보면 지역신문에 있어서는 전남일보,
광주일보가 각 47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를 게재하였으며,갈등단계에 있어서는 갈
등의 발생기에 가장 많은 기사가 신문지면에 활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표표 444---555777>>>경경경륜륜륜장장장 건건건설설설사사사업업업의의의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별별별 보보보도도도횟횟횟수수수

보보보도도도횟횟횟수수수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 전전전남남남일일일보보보 광광광주주주일일일보보보 무무무등등등일일일보보보 계계계

갈등의 발생기 20 16 15 51
갈등의 심화기 13 15 16 44
갈등의 종결기 14 16 12 42

계 47 47 43

주:2003.12.～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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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555888>>>호호호남남남지지지역역역 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 및및및 협협협력력력사사사례례례

대대대 분분분 류류류 갈갈갈등등등 주주주체체체 갈갈갈등등등 및및및 협협협력력력의의의 문문문제제제

광역 ↔ 광역

전남도 ↔ 광주시 도청이전문제
전남도 ↔ 경남도 멸치잡이 조업구역 조정문제
전북도 ↔ 충남도 용담댐 물배분 문제
전북도 ↔ 충남도 동계올림픽 유치
전북도 ↔ 충남도 군산내항 가호안 축조공사

광역 ↔ 기초

광주시 ↔ 나주시 정부기관 합동청사 유치
광주시 ↔ 여수시 2012세계바람회 유치
광주시 ↔ 나주시 경륜장 유치문제
광주시 ↔ 장성군 황룡취수장 사용허가 연장문제
광주시 ↔ 각 자치구 구청간 경계조정문제
전북도 ↔ 군산시 F1그랑프리사업
전북도 ↔ 김제시 김제공항건설
전북도 ↔ 전주시 도청사 입지갈등
전북도 ↔ 전주시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부지선정

기초 ↔ 기초

목포시 ↔ 무안군 시군 통합문제
여수시 ↔ 해남군 도립공룡박물관 건립
순천시 ↔ 광양시 율촌제1산단지 관할권 다툼
전주시 ↔ 완주군 광역쓰레기매립장
전주시 ↔ 임실군 방수리 상수원 취수
전주시 ↔ 군산시 외국어고 유치문제
전주시 ↔ 완주군 시내버스 노선개편
고창군 ↔ 영광군 쓰레기매립장 입지갈등
익산 ↔ 완주 ↔ 정읍시 양성자가속기사업유치갈등
군산시 ↔ 서천군 군산과 장항간 철도연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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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555999>>>유유유치치치시시시설설설 갈갈갈등등등사사사례례례 비비비교교교

정정정부부부기기기관관관 합합합동동동청청청사사사 경경경 륜륜륜 장장장
주 체 광주 ↔ 전남(나주) 광주 ↔ 전남(나주)
갈등의 유형 유 치 갈 등 유 치 갈 등
갈등의 강도 집행기관,지역주민의 갈등강도는 높았음.단,광주지역은 약한 편.
이슈의 초점 도심공동화 방지․지역 개발 경제 활성화

갈등해결방법
단체장간의 정치적 선택 단체장간의 정치적 선택
당사자간의 갈등조정제도-(×),제3자에 의한 조정(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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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결과에 대한 종합적 논의

111...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먼저 지방정부간의 갈등단계의 영향요인에 대한 공무원과 언론인의 인식도를 분
석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언론보도의 적극성의 수준정도에 대한 응답결과

에서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언론인들이 지역언론의 여론반영수준이 더
높다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둘째,언론보도의 대안제시에 대한 응답결과는 공무
원과 언론인들 모두 언론보도의 대안제시 수준은 상당히 높다는 분석결과를 보여
주었다.셋째,언론보도의 심층성에 대한 응답결과는 공무원과 언론인들은 모두 정
보의 신속한 기획취재보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넷째,공무원과 언론인들의 협조관계에 대한 응답결과는 공무원과 언론인과
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업무와 관련된 협조정도에 대해서 공무원은 협조적이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상대적으로 언론인은 비협조적이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다섯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응답결과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언론보도의
객관성과 사실보도를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을 보였다.반면에 언론보도내용의 정
확성 수준은 낮다는 반응을 보여 주었다.여섯째,공무원과 언론인의 경우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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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지방정부간 갈등의 단계 중 갈등의 발생기와 갈등의 종결기에 지역언론의 영
향력이 가장 높았다는 응답을 보여주었으며,공무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언론인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분석에서는 첫째,언론보도의 적극성과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의 경우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5년 이
하 근무자가,직급에 있어서는 8급,대민업무 종사자가,그리고 광주시청 공무원이
언론보도의 적극성이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언론인의 경우 직위와 소속부서에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났는데 이 중 부장급 이상과 정치․경제부서
에서 언론보도의 적극성이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둘째,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별에 따른 언론보도의 대안제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업무성격에서만 집단 사
이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났는데,이 중 집행업무 담당자가 언론보도의 대
안제시의 수준이 가장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리고 언론인의 경우 직위와 소속
부서에서 집단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났는데 이 중 부장급 이상과 사
회․문화부에서 언론보도의 대안제시의 수준이 가장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셋째,
언론보도의 심층성과의 관계에서는 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언론보도의
심층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집단 사이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언론인
의 경우 근무연한과 직위에서 집단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났는데 이
중 20년 이상 근무자와 부장급 이상에서 언론보도의 심층성의 중요성이 크다는 반
응을 보였다.넷째,언론인과의 협조관계에서는 언론인과의 협조관계의 중요성 차
이를 분석한 결과,집단 사이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언론인의 경우 근무
연한과 소속부서에서 집단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났는데 이 중 20년
이상 근무자와 정치․경제부서에서 공무원과의 협조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다섯째,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언론보도의 공정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집단 사이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마지막으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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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지방정부간 갈등단계별 영향력에서는 공무원과 언론인 모두
집단 사이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방정부간 갈등 단계별 영향력과 갈등단계의 영향요인간의 상관분석결과에서

공무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언론보도의 적극
성,언론보도의 대안제시,언론보도의 심층성,언론인과의 협조성,언론보도의 공정
성에서 모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지역언론의 갈등단계 영향요인의 하위요인군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정준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는 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력요인에 언론보도의 대안제시와 언론보도의 심층성이
갈등심화기의 영향력과 갈등종결기의 영향력에 기여하는 관련성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언론이 지방정부간의 갈등발생시에 단순한 갈등상황에 대한

보도보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갈등행위자의 주체인 공무원들에게 전달
하고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갈등단계의 심화기와 종결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언론의 영향요인과 정부간 갈등단계의 영향
력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공무원과 언론인 모두 갈등단계의 영향력에 있어서 독
립변수로 설정한 4개의 요인 중 언론보도의 적극성,언론보도의 대안제시,언론보
도의 심층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22...사사사례례례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2003년 10월에 발생하였던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선호시설 유치갈등 대상인 정
부기관 합동청사와 경륜장 유치갈등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갈등사례의 전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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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외형상 나타난 지역언론 보도의 건수,형태,그리고 내용에 따른 양적 요인
을 분석하였다.
먼저 광주광역시 ↔ 나주시간의 정부기관합동청사 건설과 관련한 갈등보도의 건수

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하여 보면 첫째,갈등의 발생기에는 기사형태별로 지역 언
론의 취재를 통해 스트레이트 취재로 쓴 기사가 무려 15건(53.5%)에 달했으며 스트
레이트 자료기사가 5건(17.8%),기획취재형태의 기사가 3건(10.7%),칼럼이나 기고․
사설기사가 3건(10.7%),해설이나 논평 자료기사가 2건(9.0%)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기사게재 건수가 적은 편이지만 취재기사가 50%이상을 상회한 것으로 판단된다.기
사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해당 지방정부간의 갈등상황보도가 16건(52.1%)으로
가장 많으며,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이 7건(30%),갈등해결에 대안제시
및 요구를 전달한 건수가 3건(17.2%)으로 분석되었다.
둘째,갈등의 심화기에는 기사형태별로는 지역언론의 취재를 통해 스트레이트

취재로 쓴 기사가 20건(37.0%)에 달했으며,기획취재형태의 기사가 17건(31.6%),
스트레이트 자료기사가 11건(20.3%),칼럼이나 기고․사설기사가 5건(9.2%),해설
이나 논평 자료기사가 2건(1.9%)의 순으로 분석되었다.기사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해당 지방정부간의 갈등상황보도가 24건(44.2%)으로 가장 많으며,갈등해결
에 대안제시 및 요구를 전달한 건수가 16건(30.1%),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이 14건(25.7%)으로 게재되었다.셋째,갈등의 종결기에는 기사형태별로 분석
하면 지역 언론의 취재를 통해 스트레이트 취재로 쓴 기사가 17건(35.9%)에 달했
으며 스트레이트 자료기사가 10건(21.7%),기획취재형태의 기사가 9건(19.5%),칼
럼이나 기고․사설기사가 7건(15.2%),해설이나 논평 자료기사가 3건(7.7%)의 순으
로 분석되었다.기사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해당 지방정부간의 갈등해결에 대안
제시 및 요구를 전달한 건수가 22건(47.12%)으로 가장 많으며,갈등상황보도가 15
건(32.7%),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이 9건(20.2%)으로 게재되었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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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광주광역시↔나주시간의 경륜장 건설과 관련한 갈등보도의 건수와 내용을 중
심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갈등의 발생기에는 기사형태별로 분석하면 지역 언론의 취재를 통해 스트

레이트 취재로 쓴 기사가 무려 26건(50.9%)에 달했으며 스트레이트 자료기사가 9
건(17.6%),기획취재형태의 기사가 8건(15.7%),칼럼이나 기고․사설기사가 6건
(11.7%),해설이나 논평 자료기사가 2건(4.1%)의 순으로 분석되었다.기사를 내용
별로 분류해 보면 해당 지방정부간의 갈등상황보도가 21건(41.2%)으로 가장 많으
며,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이 13건(25.5%),갈등해결에 대안제시 및 요
구를 전달한 건수가 17건(33.3%)으로 분석되었다.
둘째,갈등의 심화기에는 기사형태별로 분석하면 지역 언론의 취재를 통해 스트

레이트 취재로 쓴 기사가 16건(36.3%)에 달했으며,기획취재형태의 기사가 11건
(25.0%),스트레이트 자료기사가 10건(22.7%),칼럼이나 기고․사설기사가 4건
(9.2%),해설이나 논평 자료기사가 3건(6.8%)의 순으로 분석되었다.기사를 내용별
로 분류해 보면 해당 지방정부간의 갈등해결에 대안제시 및 요구를 전달한 건수가
18건(40.5%)으로 가장 많으며,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이 14건(32.7%),
갈등상황보도가 12건(26.8%)으로 분석되었다.
셋째,갈등의 종결기에는 기사형태별로 분석하면 지역 언론의 취재를 통해 스트

레이트 취재로 쓴 기사가 15건(35.7%)에 달했으며 스트레이트 자료기사가 10건
(23.8%),기획취재형태의 기사가 8건(19.0%),칼럼이나 기고․사설기사가 6건
(14.3%),해설이나 논평 자료기사가 3건(7.2%)의 순으로 분석되었다.기사를 내용
별로 분류해 보면 해당 지방정부간의 갈등해결에 대안제시 및 요구를 전달한 건수
가 23건(55.7%)으로 가장 많으며,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이 10건
(24.6%),갈등상황보도가 9건(19.7%)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종결기에는 대안제시
가 많이 게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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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종종종합합합적적적 논논논의의의

위의 두 사례의 내용별 분석에 대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리하여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갈등사례의 전개과정에서 외형상 나타난 지역언론 보도의 형태에 따른 분

석에서는 지역언론의 취재를 통해 스트레이트 취재로 쓴 기사가 정부간의 갈등단
계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지방정부간 갈등사건
은 갈등의 발생부터 갈등의 해소,또는 갈등의 발생부터 갈등의 심화라는 크게 두
가지의 전개과정을 가진다.이 갈등의 과정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방정부,지역언
론,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 하에 있게 된다.비단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갈
등사건이 간접적․파급적으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지역의 주민까지도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스트레이트 기사로 다루어지는 사건은 다른 종류의 기사보
다 할당되는 지면의 양 뿐만 아니라 배치되는 위치를 보더라도 주로 신문의 1면에
위치하여 독자들에 대해서 시각적 효과를 가장 많이 주는 기사이기 때문이 당일의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 스트레이트 기사로 채택된다.이와 같이 지방정부간
갈등을 언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볼 때,갈등은 언론으로부터 그 취재가치
를 충분히 인정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언론보도의 내용에 따른 분석에서 지방정부간 갈등의 초기단계인 갈등의

발생기에는 정부간의 갈등의 상황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지방정부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립적 입장에서의
보도가 우선이다.특히,언론은 지방정부간 갈등사건에 대한 제3자적 입장이기 때
문에 섣부른 가치판단이나 중재를 위한 직접적 개입은 갈등의 심화를 초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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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단이나 지방정부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이 보다 악
화되면 자칫 지방정부나 언론,또는 지역주민과 언론간에 새로운 갈등관계가 형성
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언론이 갈등의 발생 초기단계에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
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언론이 상황에 대한 보도에 치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갈등의 초기단계에서 언론의 자료부족은 갈등의 근본적 발생원인,갈등상황의 향
후 전개과정의 예측 등을 파악해내기 어렵게 만든다.갈등의 발생기에는 지역주민
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실리는 기사의 형태는 대부분
스트레이트 기사와 이를 보완해 주는 스트레이트 자료의 형태를 띠게 된다.
셋째,지방정부간 갈등의 심화기에는 갈등의 발생기보다 지방정부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과 갈등해결에 대안제시 및 요구에 대한 보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특징을 보인다.이 시기에는 언론이 지방정부간 갈등의 발생기보다 다양하게 수집
하게 됨으로써 조심스럽게 가치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특히,특정 갈등사건을 장
기간에 걸쳐 취재한 결과 언론이 취재하는 지방정부간 갈등사건을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의 결과 언론이 갈등의 내막을 이루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비교적 상
세하게 알 수 있는 결과에 이른다.이러한 단계에서 언론은 새로운 갈등관계를 일
으키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물론,아직까지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았으며 한편으로는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가치판단과 해결책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이 단계에서 보도되는 기사의 형태는 스트레이트
취재로 쓴 기사가 갈등의 발생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기획취재형태의
기사가 늘어난다.
넷째,지방정부간 갈등의 종결기에는 지방정부간의 갈등해결에 대한 대안제시

및 요구에 대한 보도율이 가장 높게 형성됨을 판단할 수 있다.이 시기에는 지방
정부간 갈등사건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정부의 관심이 저하되는 시기로 언
론이 보도하는 기사의 수도 다른 시기에 비해 비교적 줄어든다.이 단계에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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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기사의 형태는 갈등의 심화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따라서,갈등의
발생기에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 또한 증가
한다.이 때 지방정부의 갈등사건 기사는 할당되는 양 뿐만 아니라 배치되는 지면
도 신문 중 가장 비중 있는 곳을 언론으로부터 할애 받는다.갈등의 발생기에 언
론은 가치판단을 자제하지만 갈등이 심화되고 종결되는 과정에 이를수록 갈등사건
을 학습하게 됨으로써 나름대로 가치판단을 하게 된다.반면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의 관심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기사의 보도 횟수도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보여지는 광주․전남의 선호시설 유치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할 수 있다.
사례분석에서도 보았듯이 모두가 해당 자치단체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그러다 보니 자치단체
간에 감정적인 대립의 양상을 보이게 되고 상대 자치단체를 지역이기주의자로 매
도하는 현상까지 발전한다는 것이다.또한 갈등당사자 사이의 충분한 대화를 위한
노력이나 협상의지의 부족과 건립,계획,입안,과정에서 갈등당사자 사이의 충분
한 대화를 위한 노력이나 협상의지 부족과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
과 정부 또는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결정으로 인한 갈등조
정 능력이 부재하였다는 점이다.광주․전남의 선호시설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이 주된 중심문제였는데 이것을 협의를 통하여 교환하려는 노력이
없었고,서로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광주와 전남 나주의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과 의회의 여론에 힘입어

자신들의 주장을 견지해 나갔으나 이는 지나치게 갈등에 대한 협의와 조정의 과정
을 경직시키게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광주지역 주민들의 경우 문제제기 수준
은 소극적이었지만 전남지역 주민들의 문제제기 수준은 매우 적극적이었다.그러
한 과정 중에 지역여론이나 언론 등은 행정협의회 같은 제도적 장치에 의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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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양 자치단체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었다.그러다 보니 양 자치단체간의
갈등문제의 흐름이 마치 자치단체장간의 갈등관계로 설정되는 현상으로까지 초래
되었다고 본다.또한 선호시설유치 갈등에 대한 협의와 조정절차에 시간적 제한이
발생함으로써 자치단체장들이 갈등해결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를 느꼈기 때문에 자
치단체장간에 협조전략의 선택아래 정치적 타협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
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광주․전남은 지역적으로도 불가분의 커다란 한 축으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지역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자치단체장간의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도 한 요인이 된다.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서
는 양 자치단체간의 대립적인 문제는 상호 win-win정책으로 긴밀하게 풀어나가
는 전략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러한 갈등해결의 본질은 두 지역의 상호의존적인 차원에서 갈등해결에 있어서

상호 밀어주기 정신을 발휘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게 된 사례로서 보여 진다.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 의
해 강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역할을 약화시키게
된다.따라서 자치단체간에 분쟁이나 갈등시에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 당사자간
의 협상이나 조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 상황
에서는 제도적 협력장치보다는 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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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지방정부간의 갈등에 있어서 지역언론이 미친 효과를
정부간 갈등에 대한 보도내용,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지역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 및 태도를 조사․분석해 봄으로써 지방정부간의 갈등해결과 지방자치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언론의 역할과 영향력을 모색해 보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언론의 보도내용이나 형태가 지방정부간의 갈등단계에 따른

변화에 어떠한 요인과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언론의 정부간 갈등보도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과 보도
의 방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례분석과 선행연구의 이론적 논의

등을 토대로 분석의 틀을 마련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사례분석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와의 선호시설유치와 관련하여 나타난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갈등단계,즉 갈등의 발생기와 심화기,종결기마다
보여지는 신문언론의 보도내용을 대상으로 지역신문별 게재건수 기사보도 형태,
기사보도 내용을 통하여 정부간 갈등단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심층분석하였다.
그리고 사례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설문분석을 병행하였는데 설문의 대상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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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집행담당․대민업무 담당공무원과 정부간의 갈등단계를 인지하고 있을 것으
로 생각되는 언론인의 두 집단으로 하였다.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의 경우 본 연구
의 연구대상인 광주광역시청의 공무원과 나주시청의 공무원 각각 100명이 대상이
었으며,언론인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전남일보,광주일보,무등일
보의 언론인 2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설문내용은 지방정부간의 갈등단계에 있어
서의 언론보도의 적극성,언론보도의 대안제시,언론보도의 심층성,공무원과 언론
인과의 협조성,언론보도의 공정성 등 다섯 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설문내
용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하여 지방정부간의 갈등단계에 미치는 영향
력의 수준을 분석하였다.전체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언론이 정부간의 갈등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간의 갈등 발생시에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지방정부간 갈등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간의 갈등에 대하여 지역

언론은 기사보도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간의 갈등단계에 따른 언론보도의 영향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앞으로의 정부간의 갈등발생이 높아질 것이 예측된다고 할 경우 정부간의 갈등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언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둘째,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단계의 영향요인인 언론보도의 적극성과 지방자치

단체간의 갈등단계 영향력간에는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지
역언론은 지방정부간 갈등에 있어서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갈등이슈에 관해 문제를 제
기하고 토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기획기사 등을 적극적으로 보도․반영하여 문제
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적극 개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지방정부간의 갈등과정의 영향요인인 언론보도의 대안제시가 지방정부간

의 갈등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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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제시와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비판과 감시 및 견제 등으로 합의창출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는 지역언론이 지방정부간의 갈등문제 해결방안에 관하여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하는 전문가적인 역할의 수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넷째,언론의 역할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의 심층성에 대한 중요성과 관련한 반응

결과에서는 공무원과 언론인 모두 언론보도의 심층적인 보도가 중요하다는 결과로
분석되었다.언론인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앞으로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하여 지역언론은 갈등의 근원을 심층적으로 추적하여 정책내용에 대한
탐사적인 기획․취재 등을 통해 신속한 정보 전달,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제공,그리고 정확한 사실보도가 더욱 잘 수행되어야 할 것이
다.
다섯째,지방정부간의 갈등과정의 영향요인인 공무원과 언론인과의 협조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원 집단과 언론인 집단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분석되었다.이러한 결
과는 공무원들과 지역언론인들이 추구하는 목표차이에 기인하는데 있다 할 수 있
다.따라서 공무원들과 지역언론인들 모두 지역갈등 현안문제에 대한 언론보도의
협조적 도움과 서로의 진솔한 대화를 충분히 나눔으로써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의 일체감이 더욱 필요로 하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지방정부간의 갈등과 관련한 언론보도내용의 공정성에 대한 반응결과에

서는 공무원들은 언론의 공정성의 수준이 낮다는 해석을 보여주고 있음은 지역성
에 기반을 둔 편향적 사고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기 때문에 편파보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지역언론은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하여
사실보도를 위한 노력과 보도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언론의 객관성과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지방정부간 갈등해소에 대한 지역언론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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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방정부간의 갈등발생시에 갈등해결의 중요수
단 가운데 하나인 지역언론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지역언론의
정부간 갈등해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제공
하고 일반화시키는 일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통하여 공무원과 지역언론의 지

방정부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먼저 공
무원의 경우 정부간의 갈등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해 지역언론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갈
등해결을 위한 정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지역언론의 역
할은 정부간 갈등해결의 주체자인 공무원들이 지역언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론
을 수렴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잘못된 보도를 지양하고
더욱 충실하게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보도하는 등 지역주민의 여론형성에 있
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나아가 정부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에 대한 정
확하고 신속한 상황보도는 물론이고 해당 지방정부간의 갈등전략에 대한 비판과 감
시,그리고 견제와 정부간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제시 및 요구를 통하여 정부간 갈등
해결에 기여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보다 충
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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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지방정부간의 갈등관계에서 갈등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언론과의 관
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함에 있어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방정부간의 갈등단계의 영향력에 미치는 지역언론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공무원들의 정부간 갈등과정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갈등과정이 전개되었을 당시의 갈등관련업무에 직접적으로 관계
하였던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시의 담당 공무원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야 한다.물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업무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도하였다.그러나 어디까지나 정부간 갈등단계가 끝난
후에 일반공무원들까지 포함시켜 간접적으로 일반적 인식만을 조사하였다는데 우
선적인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일시적인 일회성 측정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지방정부간 갈등단계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
다.지방정부간 갈등에서 나타나는 갈등단계의 특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
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방정부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영향정도에 대한 보
다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기초로 하여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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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지방정부간 갈등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역언론의 영향정도를 더욱 정확하

게 규명할 수 있는 분석모형의 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즉 본 연구에서 다룬 변
수이외에도 더욱 다양화된 변수를 부가하여 양자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앞으로 지역화가 심화 될수록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더욱 많아지리라 생각

된다.따라서 지방정부간의 갈등단계에서 나타나는 지역언론의 영향정도를 정확하
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횡단면적인 연구를 탈피하여 종단면적인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리라 판단된다.아울러 이러한 연
구과제를 기초로 하여 지방정부간 갈등에 영향을 주는 지역언론에 대한 논의와 더
불어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분석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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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은은은 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적적적극극극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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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 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 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지역언론은 정부간 갈등과 관련하여 여론수
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었
다고 생각한다.
2.지역언론이 정부간 갈등과 관련되는 여론을
언론보도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편이었다
고 생각한다.
3.지방정부간의 갈등에 대하여 지역언론은 기
획기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보도하였다고
생각한다.
4.지방정부간의 갈등문제에 대하여 지역언론의 보
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었다고 생각한다.

BBB...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은은은 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역역역언언언론론론의의의 대대대안안안제제제시시시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
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해해해당당당항항항목목목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ＯＯＯ ,,,ＶＶＶ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
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 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 통통통
이이이 다다다

약약약간간간그그그
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지방정부간의 갈등문제에 대하여 지역언론은
올바른 갈등해결방안을 잘 제시해 준 편이었다
고 생각한다.
2.지방정부간의 갈등해결에 대한 해당 지방정부의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준 편이었다고 생각한다.
3.지방정부간의 갈등에 대하여 지역언론은 비판
과 동시에 합의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보
도를 많이 한 편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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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은은은 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역역역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심심심층층층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해해해당당당항항항목목목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ＯＯＯ ,,,ＶＶＶ 하하하여여여 주주주
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 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2.지역언론은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중요
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제공해 주었다
고 생각한다.
3.지역언론은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하여 지
방정부의 정책발표 내용에 대한 진실여부의 탐
사역할을 잘 하였다고 한다.
4.지역언론은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하여 스트레이
트취재․기획보도 등을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DDD...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은은은 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언언언론론론인인인과과과의의의 협협협조조조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
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해해해당당당항항항목목목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ＯＯＯ ,,,ＶＶＶ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
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 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지방정부간의 갈등업무와 관련하여 언론인들
과의 관계는 협조적이었다고 생각한다.
2.지방정부간의 갈등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언론의 보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
라 생각한다.
3.지방정부간의 갈등업무와 관련하여 공석에서나
사석에서 공무원과 언론인들은 갈등현안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대화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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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은은은 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공공공정정정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
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해해해당당당항항항목목목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ＯＯＯ ,,,ＶＶＶ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 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지방정부간의 갈등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내
용은 객관적이었다고 생각한다.
2.지방정부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지역언론은 사
실보도를 위한 노력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3.지방정부간의 갈등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내
용은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한다

FFF...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은은은 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의의의 영영영향향향력력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해해해당당당항항항목목목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ＯＯＯ ,,,ＶＶＶ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 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지역언론은 지방정부간의 갈등관계가 나타
나는 갈등단계 발생기의 갈등해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2.지역언론은 지방정부간의 갈등관계가 나타
나는 갈등단계 심화기의 갈등해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3.지역언론은 지방정부간의 갈등관계가 나타
나는 갈등단계 종결기의 갈등해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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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선생님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사항입니다.귀하께서 해당
되는 곳에 V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재직기간: ① 5년 이하( ) ② 6년-10년( )
③ 10년-19년( ) ④ 20년 이상( )

2.직급: ( )급

3.담당업무의 성격: ① 계획수립 등의 기획업무( )
②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집행업무( )
③ 대민업무( )

4.직장의 근무지: ① 광주광역시청( ) ② 나주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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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언언언론론론인인인용용용)))

언언언론론론이이이 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질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지역언론이 지방정부간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

하여 순수한 학술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며,응답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느끼시는 대로 답
하여 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부간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언론의

발전적 역할을 모색해보는데 조금이나마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하

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9.

지도교수 :박희서(조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자 :박근수(조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과정)
문의할 곳 :011-603-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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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은은은 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적적적극극극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해해해당당당항항항목목목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ＯＯＯ ,,,ＶＶＶ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 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지역언론은 정부간 갈등과 관련하여 여론수
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었
다고 생각한다.
2.지역언론이 정부간 갈등과 관련되는 여론을
언론보도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편이었다
고 생각한다.
3.지방정부간의 갈등에 대하여 지역언론은 기
획기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보도하였다고
생각한다.
4.지방정부간의 갈등문제에 대하여 지역언론의 보
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었다고 생각한다.

BBB...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은은은 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역역역언언언론론론의의의 대대대안안안제제제시시시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
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해해해당당당항항항목목목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ＯＯＯ ,,,ＶＶＶ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
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지방정부간의 갈등문제에 대하여 지역언론은
올바른 갈등해결방안을 잘 제시해 준 편이었다
고 생각한다.
2.지방정부간의 갈등해결에 대한 해당 지방정부의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준 편이었다고 생각한다.
3.지방정부간의 갈등에 대하여 지역언론은 비판
과 동시에 합의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보도
를 많이 한 편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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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은은은 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의의의 심심심층층층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
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해해해당당당항항항목목목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ＯＯＯ ,,,ＶＶＶ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 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지역사회 이슈에 대
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2.지역언론은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
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3.지역언론은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하여 지방
정부의 정책발표 내용에 대한 진실여부의 탐사
역할을 잘 하였다고 한다.
4.지역언론은 지방정부간 갈등과 관련하여 스트레이
트취재․기획보도 등을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DDD...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은은은 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공공공무무무원원원과과과의의의 협협협조조조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
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해해해당당당항항항목목목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ＯＯＯ ,,,ＶＶＶ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 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지방정부간의 갈등업무와 관련하여 언론인들
과의 관계는 협조적이었다고 생각한다.
2.지방정부간의 갈등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언론의 보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
라 생각한다.
3.지방정부간의 갈등업무와 관련하여 공석에서나
사석에서 공무원과 언론인들은 갈등현안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대화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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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은은은 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간간간 갈갈갈등등등단단단계계계의의의 영영영향향향력력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해해해당당당항항항목목목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ＯＯＯ ,,,ＶＶＶ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 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지역언론은 지방정부간의 갈등관계가 나타나는
갈등단계 발생기의 갈등해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2.지역언론은 지방정부간의 갈등관계가 나타나는
갈등단계 심화기의 갈등해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3.지역언론은 지방정부간의 갈등관계가 나타나는
갈등단계 종결기의 갈등해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선생님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사항입니다.귀하께서 해당
되는 곳에 V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귀하의 기자로서의 총 재직기간은 ? ① 0-5년( ) ② 6년-10년( )
③ 11년-15년( )④ 16년-20년( )
⑤ 20년 이상( )

2.귀하의 직위는?
① 기자( ) ② 차장(차장급)( ) ③ 부장(부장급)이상 및 임직원( )

3.귀하의 소속부서는?
① 사회․문화부( ) ② 편집부( ) ③ 취재․사진부( )
④ 정치․경제부( ) ⑤ 기타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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