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

http://dx.doi.org/10.14400/JDC.2016.14.2.1

한·중 언론의 공공외교 이슈에 관한 보도 연구
- AIIB 보도를 중심으로

조영권*, 나미수**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A Study on the Reports of Korean and Chinese Newspapers on 

Public Diplomacy Issues

Youngkwon Cho
*
, Misu Na

**

Lecturer,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이 논문은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국제 이슈에 대해 중국 언론과 한국 언론의 보도행
태를 AIIB 출범에 관련된 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AIIB 이슈에서 중국 신문은 중국 정부의 성명과 주장을 
세계에 공표하고, 바람직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며 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공공외교의 목표
에 부합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국 언론은 미디어 공공외교의 세 가지 패러다임 가
운데 도구주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국 신문의 도구주의 패러다임은 언론의 소유 구조에서 기인한다. 한
국 신문의 경우는 미디어 공공외교 패러다임의 대외정책 상관성에 있어서 도구주의를 제외한 문화주의와 전문가주의 
패러다임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사형식에서 AIIB가 국가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망을 포함한 기
획기사가 크게 부족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성숙한 담론경쟁과 정책경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전문가주의 패러다
임보다 문화주의 패러다임이 더 유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언론의 소유 구조가 국가이익
과 관련된 공공외교 이슈에 관해서도 주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주제어 :  공공외교, 언론보도, 미디어프레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국익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ports of Korean and Chinese newspapers on the foundation of AIIB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diplomacy. The results showed that Chinese newspapers reported the government's 
statements and opinions and played as a means of conforming to the purposes of public diplomacy. Chinese 
newspapers employed the media paradigm of Instrumentalism among three paradigms of public diplomacy, 
which was due to ownership structure of the press. In the case of Korean Newspapers, they adopted paradigms 
of culturalism and professionalism. However, they verged to culturalism in terms of lack of discourse struggle 
due to few in-depth reports of the effects of national economy of AI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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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 일본과 미국의 동맹 강화, 

아시아 인 라 투자은행(Asian Infra Investment Bank, 

이하 AIIB) 설립과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반도 배치 논란 등 한

반도를 둘러싼 국제 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

국은 미국과 국, 러시아와 일본의 힘겨루기 양상에서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차 한 국제문제들에 해 치 한 략

 응이 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국제문제가 단지 정

부 차원의 공식  외교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을 감안하면,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에

서 이 같은 국제문제들에 해서 극 응하는 것 역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략  사고 가운데 하나이다.

공공외교란 국가의 략  목표를 이루기 해서 상

국의 국민을 상으로 ‘공감과 동의’를 얻기 해 펼치

는 여론 조성 심의 방  외교 략이다. 자국에 우호

인 여론 조성이 주요 목 인 탓에 공공외교는 일방

인 정보 달이 아닌 상 국 국민과의 방향 커뮤니

이션을 강조하여 자국에 한 오해를 교정하는 데 힘쓴

다[1]. 따라서 부분 선진국들은 군사력 심의 하드

워(hard power)를 보완하기 한 략으로 공공외교와 

같은 소 트 워(soft power) 략을 동시에 구사하여 

왔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는 9·11

테러 이후부터 공공외교를 더욱 강화했으며, 국 역시 

‘개 개방’ 시기 던 1983년부터 뉴스 변인 제도를 도

입하고 이어 2004년에는 외교부 산하에 공공외교처를 만

들어 응해 왔다[2].

국제문제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한 공공외교

의 역은 방 이다. 미국 국무부는 공공외교의 

역을 미디어  교육,  련 기  등 상 국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 역

시 정부 정책은 뉴스와 인터넷을 포함해 문화와 패션, 스

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공외교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3]. 국 역시 미디어는 물

론 문화와 스포츠, 정당과 의회에 이르기까지 범 한 

활동 역에 걸쳐 공공외교의 범주를 설정해놓고 있다.

공공외교의 여러 분야  역 가운데에서도 미디어

는 디지털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가장 핵심

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외교는, 국가

의 문화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는 지식 기반 공공외교

와 로벌 략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기업 공공

외교와 함께 주요 3  공공외교 유형으로 꼽히고 있다

[4]. 미디어 공공외교는 텔 비 과 인터넷, 성 통신 기

술 등 디지털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뉴스 발신  외신 지원 그리

고 언론인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역에 걸쳐서 이 지고 

있다.

미디어 공공외교 활동 가운데에서 언론사 국제뉴스의 

발신과 수신이 가장 요하다. 로벌시 에 맞는 국제

뉴스의 제작과 송출은 외교  이슈를 둘러싼 상 국 혹

은 세계의 다른 외신과의 담론 경쟁에서 우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더욱더 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미디어 외

교가 국익의 차원을 지나치게 고려함으로써 자칫하면 진

실 추구라는 보도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 걸맞은 수  

높은 뉴스 담론으로 왜곡 보도된 자국의 과 주장을 

교정하고 정확한 사실 계를 즉각 으로 알려야 할 필

요성이 있다. 한 국제사회 문제들에 한 국민의 무

심이나 이해 부족과 같은 고질 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도 품격 높은 국제뉴스 제작과 송출이 요구된다

[5].

이 같은 에서 국익을 고려한 세련되고 심층 인 국

제뉴스에 한 요구가 그동안 꾸 히 제기돼 왔다. 그러

나 국제사회에 자국의 목소리를 변하는 로벌 공론장

의 역할을 할 채 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로벌 공론

장으로서의 역할은 종종 국가의 이익과 소속 회사의 이

해 계에 구애받지 않는 공정함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

이기 때문이다. 우리 언론이 수행해야 할  하나의 요

한 역으로서 미디어 공공외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6].

품격 있는 로벌 리즘에 한 요구는 그동안 깊

이 있는 취재와 보도를 통해 확보한 고  담론으로 한국

의 국익을 옹호하는 과 주장을 국제사회에 달할 

수 있는 채 을 만들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

기도 하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세계  확

산으로 사실상 국내와 국제 뉴스의 차이가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신문의 국제뉴스 보도와 

련해서도 공공외교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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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 정부가 ‘공공외교 추진 원년’으로 선포한 

2010년 이후 공공외교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꾸 히 

제기 다. 하지만 미디어를 심으로 한 공공외교에 

한 학술 논의는 아직 미진하다[7]. 

본 논문은 이 같은 공공외교의 에서 국이 주도

하는 AIIB 설립 과정에 한 한국과 국 언론의 국제뉴

스 보도를 비교 연구했다. 한국 등 57개 국가가 참여하는 

AIIB는 아시아와 세계의 경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상된다. AIIB라는 주제 자체가 아시아 지역의 

개발과 투자를 통해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진 공공외교  이슈라고 하는 에서, 본 연구는 미디

어 공공외교의 에서 AIIB에 한 국제뉴스를 실증

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과 국의 외교 계는 이제 경제는 물론 한반도

를 둘러싼 국제정치  에서도 으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한국과 국의 정치·사회  시스템

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로벌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 공공외교가 발휘하는 국제  향력은 특정 

국가의 환경  요인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이런 이유로 국의 미디어 공공외교 수 이 어디에 

와 있는지 가늠해보고, 국 미디어의 공공외교 활동이 

한국 언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한국

의 외교  응과 언론 시스템의 발 을 해서도 매우 

시의 한 연구 과제라고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2.1 AIIB의 공공 이슈적 특징 

AIIB는 시진핑 국 국가주석이 2013년 10월 동남아

시아 순방에서 공식 제의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안 돼 

2015년 6월 재 AIIB는 수권자본  1,000억 달러 규모

로 출발을 앞에 두고 있다. 회원국은 아시아와 오세아

니아 역내 지역 37개국과 역외 20개국을 합쳐서 모두 57

개국이다. 한국은 지분 순  5 로 AIIB 창립회원국이 

되었다[8].

AIIB 출범에 해 각국의 기업들은 큰 기 를 가지고 

있다. 연간 7,300억 달러(약 820조원) 규모의 아시아 인

라 시장에 한 투자 경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9]. 국

내 업계는 AII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MDB)의 설립이 

침체된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해외 건설 사

업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단하고 있다. 투자 분야도 건

설  토목 공사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 기술과 력  

상하수도에 이르기까지 범 한 사업 분야에서 이 질 

것으로 상된다[10]. 이에 따라 많은 국내 기업들이 수

주 가능성을 울질 하는 등 응 략을 세우는데 부심

하고 있다[11]. 국 주도의 첫 국제 융기구인 AIIB가 

이처럼 설립 과정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다른 어떤 것보

다 우선 아시아 지역의 낙후된 인 라 개발사업에 략

 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국의 기업

들에게 성장 시 에 새로운 돌 구가 될 수 있으리란 

기 를 주고 있다[12].

국의 해외 인 라에 한 심은 최근의 일이 아니

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그동안 사회 부문에 

을 두고 해외 개발 원조를 해왔다고 한다면, 국의 해외 

개발 원조는 개도국과 빈곤국의 인 라와 생산 시설 건

설에 을 두어왔다[13]. 미국이 9·11테러 이후 공공외

교의 차원에서 해외 개발 원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 역시 1990년  반 이후부터 개발도상국에 한 개

발을 지원했고, 2006년에는 아 리카에 한 100억 달러

에 이르는 원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14]. 국은 이처

럼 아 리카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와 교역을 진하

기 해서 투자와 인 라의 에서 근하여 왔으며, 

AIIB의 설립은 이 같은 해외 개발 원조의 경험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AIIB의 설립과 운 은 해외개발원조와 같은 ‘돈’과 ‘자

원’이라는 비인간 변수가 련된 공공외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우 를 하기 한 ‘하

드 워’ 경쟁의 보다는 동아시아 국가의 마음을 얻

기 한 ‘소 트 워’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국가 간 교역이 특정 국가에 한 정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소 트 워 차원의 자원이 되는 것처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인 라 개발에 주력할 AIIB 

역시 공공외교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2.2 공공외교와 미디어 공공외교  

‘Public Diplomacy’가 ‘공공외교’라는 의미를 확보하게 

된 것은 1965년 미 해외공보처가 부정 인 인상을 주는 

‘propaganda(선 )’를 체할 용어로 사용한 이후이다. 

‘공공외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 해외공보처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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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간첩이 아닌 문 외교 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었

다. 공공외교는 이후 목표 공략층(target audience)의 자

유의지와 이성에 호소한다는 , 그리고 미디어를 포함

한 다양한 로그램과 인  교류를 외교  목 에 활용

한다는 에서 통외교와는 구분되는 활동으로 받아들

여지게 되었다[15].

공공외교는 공개외교를 지향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민간인과 기 과의 화를 통한 교류를 강조한다. 공공

외교 활동은 국가 지도자 혹은 엘리트 심의 통외교

와는 달리 국제사회의 범 한 과 소통하면서 자국

의 외 정책 혹은 자국의 국민, 문화에 한 오해를 해

소하고자 노력하며, 상 국을 향해 일방 으로 진행되는 

로 간다와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의

에도 극 참여한다. 공공외교는 국내외 커뮤니 이션을 

시하는 소통 외교를 강조하고, 정부와 민간 부분을 망

라하는 네트워크 외교에 을 두며, 국제  이슈에 

한 조율과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활

동에 비 을 둔다는 업 외교, 네트워크 외교이다[16].

공공외교는 단순한 홍보 캠페인이 아닌 신뢰성에 바

탕을 둔 우호  여론 조성 활동을 통해 자국의 정책이 원

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장기 인 계 구축에 실질 으

로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며[17], 외교 주체 간의 

개방 인 화와 소통 문화에 기 한 탓에 기존의 엘리

트 심의 폐쇄 인 외교 문화를 완 히 바꿔놓을 새로

운 외교 패러다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18].

공공외교 활동이 이 지는 범 에 해서는 세 가지 

차원의 논의가 가능하다[19]. 첫 번째가 외교정책의 결정 

상황에 해서 설명하는 일상 인 커뮤니 이션이며, 여

기서 해외 언론은 가장 요한 목표이며 발생 가능한 

기 상황에 해서는 신속한 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차

원은 정치 는 고 캠페인과 같은 정부의 외 정책과 

련된 특별한 상징  사건 등의 기획물을 개발하는 것

이다. 세 번째는 세미나나 스포츠 교류, 학술 회 그리고 

미디어 채 을 통한 정책 련 주요 인물들과의 계 발

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공공외교 범주에는 정부 외교 들의 국내외의 

정책 홍보  교류 활동, 미디어의 국제뉴스 보도, 첨단 

제품 생산과 매를 통해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기

업의 로벌 경   한국의 문화를 하는 스타

의 매력과 지 진출 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보화 시 로 어들면서 공공외교

에 기여하는 미디어의 역할과 비 이 더욱더 커지고 있

다는 이다. 정부의 외교 엘리트와 비정부 행 자들은 

국제사회 의 여론에 향을 미치거나, 정부 공직자

들 간 상호 이해 계와 상을 해서 는 분쟁해결을 

해서 미디어를 활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인들이 

국가 간 재를 해 상을 맡기도 한다[20].

정부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서 미디어는 외 정책이 

왜곡되거나 와 을 때 신속하게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21]. 20세기는 냉

시 를 앞뒤로 해서 큰 차이가 있었지만 미디어 공공외

교 분야에서 핵심 인 요인들은 비슷했다. 국가가 국제

계 행 의 심이었으며, 비  있는 비국가 행 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체주의와 민주주의  세계 이 립

하는 가운데 미디어와 커뮤니 이션 시스템은 아날로그 

기술을 사용했다[22].

그러나 자국에 우호 인 여론을 이끌어내기 한 뉴

스 쟁이 치열해지면서 국제사회의 여론 주도층을 상

으로 일방 인 로 간다를 성공시키는 것은 차 한계

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같은 단에서 세계 각국은 낡

은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고품격 리즘을 통해 담론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미디어 공공외교는 이 같은 국제

정치  요구에서 등장했으며 미국 등 일부 강 국이 독

했던 국제 여론 시장에서 다양한 국가의 미디어 외교 

채 이 나타나기 시작했다[23].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미디어 공공외교는 차 

그 역을 확 해 갔다. 오늘날 미디어 공공외교는 주로 

로벌 통신 미디어 시스템에 의해 진되고 있다. 이 같

은 미디어 시스템에는 텔 비 과 라디오, 국내외 신문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통신 시스템이 포함된다. 미디어를 제한하는 토  경

계는 로벌 통신 시스템의 발달로 빠른 속도로 붕괴되

기 시작했다. 로벌 미디어 네트워크는 인터넷과 생방

송으로 진행되면서 국제 정세에 한 정보 출처 실질

인 진원지로 여겨지게 되었다.

특히 방향 미디어를 표하는 인터넷은 국가, 비정

부기구, NGO, 각 국의 시민에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한 이슈들에 한 의견을 나  수 있는 공간

을 제공했다. 로벌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자국의 정

책 결정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의 힘을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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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세계로 정치 참여를 확 하는 효과 인 미디어 공

공외교의 방법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디어 

공공외교는 이제 디지털 역에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망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와 같은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 체제는 새로운 미디어 공공외교의 핵심 인 수

단으로 자리를 더욱더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24].

2.3 미디어 공공외교 패러다임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 인 발달과 함께 역을 꾸

히 확장하고 있는 미디어 공공외교는 정부 엘리트 심

의 통  외교와는 선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이 같은 에 착안해 공공외교와 미

디어 공공외교 그리고 세계 정치와 외교 정책 등에 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제시해 왔다.

애먼[25]은 실시간 로벌 뉴스 매체의 확산이 국제 

커뮤니 이션에 미친 변화 개방화된 외교 경향을 들어 

‘텔 외교(telediplomacy)’라는 세계 정치의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구나랏네[26]는 민족 국가가 아

닌 세계 시스템을 기본 단 로 공공외교를 근하여 정

부와 미디어의 국제활동을 심부와 주변부로 구분했다. 

라이어던[27]은 테러와 환경 문제 등 국제 인 이슈를 

심으로 정부와 NGO 개인 간의 긴 한 공조를 바탕으로 

하는 ‘ 화기반 공공외교(dialogue-based PD)’의 외교정

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김동률 등[28]은 정부와 언론의 계  미디어 기술

의 발달 등 여러 정치·사회 ·기술  맥락을 고려해 미디

어 공공외교를 도구주의(Instrumentalism)와 문화주의

(Culturalism), 문주의(Professionalism) 등 세 가지 패

러다임으로 구분했다. 먼 , 도구주의는 1920년 에서 상

업용 성통신이 구축되는 시기를 표하는 미디어외교 

패러다임이다. 제1차 세계 이 끝나고 국제연맹과 러

시아 명,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와 같은 굵직한 사건들

이 발생했던 이 시기는 로 간다가 미디어 외교의 특

징이었다[29]. 략  국가이익, 즉 로 간다는 쟁 혹

은 국제  기 상황에서 국 국민의 행동에 향을 

주기 해 계획 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같

은 심리 에서 승리하기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거짓이

나 왜곡, 편향된 정보를 달하기도 했다. 이 시기 미디어

는 정부의 외 정책에 완 히 종속되어 있었다. 미국 의

회가 밝힌 국제방송의 목 에는 “정부의 정책 동기를 설

명할 것, 미국인의 삶과 생활 방식에 한 진실하고 설득

력 있는 그림을 제시할 것, 미국 정책에 한 오해와 왜

곡에 극 응할 것, 외정책을 정 으로 해석하고 

지지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미국 앙정보국

(CIA)는 이를 해 라디오 자유유럽(Radio Free Europe) 

등을 설립했다[30].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외교는 으

로 ‘외부의 ’에서 추진력을 얻었으며. 미디어는 쟁 

지지를 해 동원 고 언론인을 활용해 정보 수집에 나

서기도 했다[31].

둘째는 문화주의 패러다임이다. 문화주의 패러다임에

서 미디어는 문화  소통과 커뮤니 이션의 매개체 역할

을 한다. 도구주의 패러다임과는 달리 미디어는 국방부

나 선 부서에 종속되지 않고 정부 기구의 한 트 로 

참가한다. 그리고 미디어 공공외교의 목  역시 이해

계국 시민을 상으로 우호 인 계를 만들고 국가 정

책 외에도 사상과 문화에 한 이해를 증진하기 해 

과 소통한다[32]. 국가는 여 히 요한 국제정치의 주

체이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거버 스가 국제사회

에서 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정치·사회  네트워크과 

디지털 기술, 시민사회 내의 국가와 비국가 행 자의 세

력다툼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계 질서를  변

형시켜가고 있다. 국가보다는 국가의 하 조직이나 민간

부문의 조합에서 개인의 필요와 욕구가 더 잘 충족되고 

정보가 아닌 심(attention)이 희소자원인 새로운 행

자들의 세계에서 공공외교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이

유들로 제1차 세계  직후 국가 주도의 공공외교 모델

의 등장과 비견될 수 있는 커다란 변화가 정보사회의 공

공외교에서 생겨났다[33].

 세계가 성과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정보 통제

는 약화되고 세계 시민의 네트워크 연 는 더욱더 강화

되었다. 외교는 이제 정부의 외교 만이 아니라 민간 부

문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연결 계를 포함하게 되었

다. 국제사회는 정치·군사  경쟁뿐만 아니라 시장 개척

과 객  해외투자 유치 등 범 한 분야에서 ‘공감

과 동의’ 확보라는 여론 쟁을 벌이고 있다. 미디어는 확

된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여론 지도층

을 상 로 이처럼 다양한 부문의 ‘매력’을 달함과 동시

에 잘 가공된 고품격 정보를 통해 ‘담론’ 경쟁까지 담당하

게 되었다[34].

미디어의 활동 역이 크게 확 된 이 시기에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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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상업용 통신 성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TV를 

통해 화와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정보가  세계로 

량 송출되었다. 단기 인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 인 국가이익 확보를 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

진국에 한 우호 인 분 기 조성과 이해 계국에서의 

연  세력 구축이 우선 인 목표 다. 비정부기구와 민

간단체의 활동 공간도 넓어졌다[35]. 국제방송은 방송

원회(BBG)에서 할했으며, 국가의 외정책에 으

로 종속돼 있던 도구주의 시기와는 달리 미디어의 자율

성과 독립성의 상 으로 높아졌다. 특히 이 시기에 언

론인 인  교류 사업이 본격 으로 시작되어, 미국 공보

처와 동서센터(East-West Center)에서는 자국에 우호

인 언론인을 양성하기 한 로그램을 시행했다[36].

1989년 미국과 소련이 몰타선언을 통해 냉 의 종료

를 공식 선언하면서 국가이익의 우선 순 는 안보에서 

다양한 이해 계로 분산되었으며, 1991년 제1차 걸

이 시작 을 때 CNN은 지에서 24시간 동안 쟁을 생

계해 정부 정책 결정에 큰 향을 미쳤다[37]. 미디어

는 국가이익뿐만 아니라 공공 아젠다를 발굴하는 데도 

힘을 쏟았으며, 한 인터넷이 확산되어  세계 시민이 

메시지를 직  주고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문주의 패러다임은 2000년   디지털 

명과 함께 등장했다. 이 시기에는 미국과 국 외 다른 

국가 역시 미디어를 통해 담론 경쟁에 나섰다. 미디어는 

단순한 도구나 조력자에서 벗어나 민간 외교 으로 기능

하기 시작했으며,  국가이익을 고려함과 동시에 인류

공동체 체에 기여할 이슈 발굴에도 극 나섰다. 2001

년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 정부는 다시  로 간다 개

념에 입각한 략  커뮤니 이션에 다시 을 돌렸다. 

2002년 7월에는 미국 통력 직속 로벌 커뮤니 이션

과(Office of Global Communication)를 가동해 미국의 주

요 외정책에 해서 통령이 직  나서 하고 력

을 구했다[38].

세계 주요 선진국이 러시아투데이, 랑스24, NHK월

드, CCTV-9 등 24시간 어 채 을 설립했다. 국제 사회

의 여론 주도층을 상 로 자국의 외정책을 자세히 설

명하면서 국제  이슈에 해서는 안  목소리를 달

하고자 했다. 바로 이 시기에 로벌 공론장이 등장했다. 

디지털 명으로 세계 각국의 국민들은 국내외 이슈에 

해 극 인 의사 표 에 나섰고,  세계로 이어지는 

네트워킹을 통해 시민들과 다양한 분야에 걸친 NGO는 

실질 인 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39].

이와같이 미디어 공공외교의 패러다임은 미디어기술 

발 과 정치사회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4 한국과 중국의 미디어 공공외교 

한국 외교부는 2010년을 ‘공공외교 추진 원년’으로 선

포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2010년 5월 ‘공공외교 

포럼’이 출범했고, 같은 해 9월에 ‘공공외교 사’ 임명이 

있었다. 2012년 1월에는 ‘문화외교정책과’를 ‘공공외교정

책과’로 개칭하고 문화외교와 공공외교 추진과제를 시행

해 왔다[40]. 한 국제교류재단은 2010년 조직 개편에서 

‘공공외교사업부’를 만들고 련 연구서 번역 등 공공외

교에 한 담론 생산에 주력해 왔다[41].

해외 홍보 업무는 해외문화홍보원이 담당하고 있다. 

냉  기간에 한국의 공공외교는 미국과 같은 우방국과 

언론인 상호 교류를 추진했다. 냉  이후에도 미국 심 

외교 행과 한반 도 안보 불안으로 공공외교는 활성화

되지 못했다. 하지만 1990년  한류가 유행하면서 국가

이미지 원회와 국가 랜드 원회 등이 출범했고 2010

년 이후부터는 국제교류재단, 통일연구원과 제주평화원 

등이 공공외교 연구  세미나를 진행해 왔다[42].

국내에서 미디어 외교는 아직 제 로 주목받지 못하

고 있으며, 련 논의도 그리 많지 않다. 국제방송 채 로

는 아리랑 TV와 KBS월드 채 이 어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신사인 연합뉴스도 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일부 매체를 심으로 미디어 공공외교 진행되고 있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외신에 한 지원에 나서 한

국 련 뉴스가 왜곡되지 않고 균형 잡힌 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43].

국에서 공공외교가 시작된 시기는 냉 이 끝난 20

세기 후반으로 본다. 국에서 공공외교는 낯선 개념이

었지만 2007년 국 외교백서에서 ‘소 트 워(soft 

power)’를 강조한 이후 주목받는 개념이 되었다[44]. 

국 정부는 자국 경제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해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있

다. 국은 공공외교를 통해 자국의 지속 인 경제 발

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 국은 국

제사회와 교류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가 간, 시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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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공공외교를 주목

하고 있다.

국의 미디어 공공외교는 사실상 ‘개 개방’ 시기

던 1983년 뉴스 변인 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시작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식 공공외교에 한 비 이 국 

내에서도 존재했지만, 국의 공공외교는 사실상 미국의 

그것을 모델로 삼았다. 2004년 외교부 산하 신문사(新聞

司)에 공공외교처가 생겨났으며, 이 신문사를 심으로 

미디어 외교가 이루어졌다[45].

국은 자국의 미디어를 극 활용해 ‘평화를 사랑하

는 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미디어 공공외교를 수

행하 다. 신화 뉴스 통신과 국국제라디오, 국 앙방

송(CCTV)의 어 국제방송 채 (CCTV9)과 차이나 데

일리 등과 같은 매체들이 국의 정책을 세계 각국에 

하고 자국에 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46]. 국의 미디

어 공공외교는 다음 다섯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국 정부의 성명과 주장을 더욱더 강하게 세계에 

공표하고, 둘째, 국에 한 바람직한 이미지를 구축하

며, 셋째, 국에 한 언론의 왜곡보도에 해 반박 자료

를 내며, 넷째, 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다섯째, 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향력을 행

사한다.”[47].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국 정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소

유하고 있는 인민일보와 신화사 등 국 내의 주요 언론

들을 소유하고 있는 탓에 미디어에 한 검열과 통제가 

일상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에서 국은 

국가 선  시스템이 아주 강한 반면 공공외교는 상

으로 미약하다고 지 되기도 한다[48]. 이러한 이유로 

국은 미디어 공공외교 문가  속성과 함께 도구주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속성을 지니는 이유를 정부가 사실상 주요 언

론을 소유하고 언론 보도의 성격을 규정하고 국 언론

사 소유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 언론은 개 개

방 정책이 시행된 1978년을 후로 그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개 개방 이  국 언론은 사회주의 건

설을 한 계 투쟁과 정치 선 의 도구로서 역할을 했

다. 그러나 개 개방 이후에는 여기에 경제  선  기능

이 추가되었다. 언론은 경제 발 을 독려하는 경제 건설

과 교육을 진하고 여기에 국의 화를 실 하는 

도구로서 주목받게 되었다[49].

언론에 한 국 공산당의 기본 이념으로 여겨지는 

마오쩌뚱(毛澤東)의 언론 사상은 그 핵심에 모든 언론이 

인민의 소유물로 존재해야 하며, 사회주의 명을 앞서 

실천해가는 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 당과 인민의 의

사소통에서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국 공산당은 앙은 물론 지방의 언론사까지 모두 당의 

행정체계를 통해 통제하며, 언론은 국가 정책에 한 선

을 요한 책무로 여긴다. 당과 정부는 언론 정책과 편

집 방향을 수립하고, 뉴스 내용과 언론사의 재정과 인사

에 걸쳐 직 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50,51].

이처럼 언론 매체가 당과 정부의 감독 아래 있는 구조

인 탓에 국 언론의 발언권은 이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는 지 이 많다 그러나 국의 시장경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의제들이 많아

진 데다, 수용자의 요구가 다양화하고 언론 역시 확 된 

자유와 자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의 통제가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5 선행연구 검토

한국의 공공외교에 한 연구는 한국 외교부가 2010

년을 ‘공공외교 추진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양 으로 질

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공공외교의 한 주요한 분야

로서 미디어에 한 연구는 연구자의 수와 연구 논문의 

양 인 면에서 으로 부족하다. 

차재 [52]은 냉 의 시 인 1950년  미 국무성의 공

고외교 사업이었던 공동후원 언론인 로젝트(Jontly 

Spsonspored Journalist Project)의 성립과 운  과정을 

분석해 정부와 언론이 어떠한 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와 언론계는 냉 이 심화

되던 시기에 공식 인 공공외교 사업 부문에서 서로 

극 인 력 계를 맺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차재 [53]

은 역시 1950년 미국무성이 한국 언론인 교육교류 사업

을 통해 훈클럽의 결성 등 한국 언론의 문직주의 형

성에 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 로그램의 시행 과정과 

목 , 내용과 성격, 사후 리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미

국은 이 사업을 통해 한국에 미국에 호의 인 언론인을 

양성하려 했으며, 면 한 사후 리를 통해 미국의 언론

을 모델로 한국의 언론을 변화시키려 했음을 확인했다. 

김상배[54]는 공공외교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소셜 미

디어의 향을 살펴보았다. 그는 미국의 공공외교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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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구축에 페이스북과 트 터와, 유튜 와 같은 소

셜 미디어가 어떤 향을 미쳤는지 행 자-네트워크 이

론(Actor-Network Theory, ANT)의 시각을 원용해 분

석했다. 연구 결과, 미국의 공공외교가 소셜 미디어를 통

해 상 국 국민에 깊숙이 침투할 도구를 확보했지만, 정

부 행 자보다는 민간 행 자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의 속성 탓으로 정부 차원의 미국 

공공외교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은 않고 있다고 보

았다. 김성해와 강국진[55]은 국제사회와 정보주권  언

론외교의 역사  변화를 살펴본 뒤,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 언론외교가 크게 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

하고 견국 한국의 안  언론외교 략을 모색했다. 

연구 결과, 언론외교에 한 폭넓은 공감 를 확인하고 

견국 한국이 성숙한 동반자가 되기 해서는 국제사회

를 상으로 한 신뢰할 만한 발신과 수신이 이 져야 하

며, 무엇보다도 국제  이슈에 한 수  높은 담론 경쟁

이 필요하다고 지 했다. 김성해[56]는  미디어 공공외

교를 도구주의, 문화주의, 문주의라는 세 가지 패러다

임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각 패러다임의 특징을 정리한 

뒤 한국의 공공외교 모델에 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결론으로, 한국이 주변 강 국을 물리 으로 제

어할 수는 없지만, 문화와 IT, 지정학  치 등 소 트

워 자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도면 한 공공외교 정책

이 여러 외교  난 을 타개하는 데 효율 인 략이라

고 보았다.   

3.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본 논문은 공공외교의 에서 자국의 이익과 련

된 국제 이슈에 해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알아

보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참여 국가들의 이익이 서

로 다른 AIIB를 분석 이슈로 삼았고, AIIB 설립에서 

극  역할을 수행한 국과 수동  입장을 취한 한국을 

분석 상 국가로 선정했다. 이론  배경  선행연구 검

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은 한국과 국 언론의 AIIB에 한 일반

인 보도행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이를 

해 기사형식과 주제, 기사 임과 정보원에 있어서 양

국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 한국과 국 언론의 AIIB에 한 보도

행태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가설1-1> 한국과 국 언론의 AIIB에 한 기

사형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1-2> 한국과 국 언론의 AIIB에 한 주

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1-3> 한국과 국 언론의 AIIB에 한 기

사 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1-4> 한국과 국 언론의 AIIB에 한 정

보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에서는 한국과 국 언론의 AIIB 련 보

도에서 논조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언론사의 

의견을 직 으로 드러내지 않는 스트 이트기사와 해

설기사에 나타난 논조의 차이를 분석하 다. 구체 으로 

국 언론이 한국 언론보다 더 정 인 논조와 정

인 임으로 보도할 것이란 가설을 세웠다. AIIB의 경

우 국이 주도한 다자간개발은행이기 때문에 자국의 외

교와 련된 이슈에 해 한국보다 더 정  입장일 것

으로 가정했다.

<연구문제 2> 한국과 국 언론의 AIIB에 한 보도

에서 논조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가설2-1> AIIB 보도에서 국이 한국보다 더 

정  논조로 보도할 것이다. 

 <연구가설2-2> AIIB 보도에서 국이 한국보다 더 

정 인 임으로 보도할 것이다.

연구문제 3에서는 언론사의 의견이 드러난 기사들에

서 한국과 국 언론의 AIIB에 한 논조의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았다. 신문사들은 사설( 국의 경우, 시론)을 

통해 어떤 사안에 한 자사의 공식 인 입장을 피력한

다. 심지어 미국의 신문들은 공직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

보를 지지(endorsement)하는 사설을 게재하기도 한다. 

사설과 더불어 칼럼을 통해서도 의견이 게재되기도 하는

데, 외부 필진의 칼럼의 경우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고 고지하지만 칼럼은 필자의 의견을 담고 있다. 따

라서 공공외교 측면에서 이슈에 한 언론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아보기 해서 사설과 칼럼 등 의견기사의 

논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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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한국과 국 언론의 AIIB에 한 의견 

기사에서 논조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가설3-1> 의견기사에서 국이 한국보다 더 

정  논조로 보도할 것이다. 

 <연구가설1-2> 의견기사에서 국이 한국보다 더 

정 인 임으로 보도할 것이다. 

4. 연구 방법 및 분석유목

4.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요 국가들이 AIIB 창립회원국으로 결정

한 시기의 후 6개월 동안 한국과 국의 신문지면에 보

도된 AIIB 련 기사를 내용분석하 다. 2014년 11월 1

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국과 국의 

각각 주요 5개 신문지면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 상으로 

설정했다. 이는 한국과 국 등 주요 국가들이 AIIB 참여

를 결정한 2015년 3월을 기 으로 후 6개월의 기사 내

용을 분석하기 함이다. 국 시진핑 주석이 공식 제의

한 2013년 10월 이후 산발 으로 보도된 AIIB 련 기사

는 주요 국가들의 참여 결정으로 련 기사가 쏟아져 한

국과 국의 보도태도를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분석 상으로 삼은 신문사는 한국에서 조선일보, 앙

일보, 동아일보, 한겨 신문, 경향신문 등 5개사와 국

에서 인민일보, 명일보, 주일보, 신민원보, 국청년

보 등 5개사이다. 한국의 5개 언론사는 보수 인 성향과 

진보 인 성향을 가진 표 인 언론사를 분석 상으로 

하 으며, 국 언론 5개사는 AIIB 련 기사를 최소한 

30건 이상 게재한 언론사를 분석 상으로 삼았다. 다자

개발은행인 AIIB의 창립회원국 참여는 국가 간 패권뿐만 

아니라 경제  득실 등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언론 가

운데 심도 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문으로 한정하

다.

분석 자료의 단 기 은 체 기사 가운데 AIIB에 

한 정보를 50% 이상 담고 있는 기사로 한정하 다. AIIB

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기사를 포함할 경우 단순한 사례 

는 일반  언  등 기사의 방향과  다른 오류를 범

할 수 있다. 따라서 체 인 단의 오류를 이기 해 

AIIB를 반 이상 다룬 기사만을 분석 상에 포함시켰

다. 자료의 수집은 한국 기사의 경우 해당 언론사의 홈페

이지에서 ‘AIIB’를 주제어로 검색 한 후 신문 지면을 

PDF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스크랩마스터’ 로그램을 이

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신문 기사의 경우 홈페이지

에 게재된 기사가 지면에 실리지 않거나 수정되었을 있

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국 기사의 경우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AIIB’ 는 국어 ‘亚洲基

础设施投资银行’을 주제어로 검색한 후 해당 홈페이지의 

PDF 서비스로 기사게재 여부를 확인하 다. 자료수집 

결과 조선일보 50건, 앙일보 53건, 동아일보 37건, 한겨

신문 46건, 경향신문 35건, 인민일보 114건, 명일보 

86건, 주일보 37건, 신민원보 46건, 국청년보 53건 등 

총 557건을 최종 분석 상으로 선정했다. 

데이터 코딩은 북 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 학생

과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  이상인 무역학과 학원

생이 각각 한국과 국 신문을 구분하여 기사 원문을 해

석해 분류하 다. 코더들은 지침서를 가지고 교육을 받

은 후 한 달여동안 총 20차례의 일치과정을 거쳤다. 한 

차례 일치도 검증 때마다 코더들은 20개씩 텍스트를 분

석했다. 코더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연구자와 토

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국 기

사 각각 20개를 상으로 최종 코더간 일치도를 홀스티

(Holsti) 신뢰도 계수로 측정한 결과 체 으로 만족할 

수 이었다. 각 항목별 홀스티 계수는 기사형식 0.90, 주

제 0.85, 논조 0.90, 임 0.90, 정보원 소속 0.89, 정보원 

국  0.89으로 나타났다.

4.2 분석유목

본 연구의 주요 분석유목의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

다.

4.2.1 기사형식 

AIIB에 한 한국과 국의 기사형식을 구분하기 

해 최윤규․최용 [57]의 분류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 구체 으로 스트 이트는 취재한 사건의 내용을 

기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육하원칙에 따라 나열

한 기사이다. 해설은 사실뿐만 아니라 사건의 배경과 맥

락을 분석하고 설명한 기사이다. 사설은 지면에서 한국 

신문의 경우 사설, 국 신문의 경우 시론으로 명시한 기

사이다. 신문사의 공식입장과 주장을 담은 사설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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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기획기사는 지면에 기획 

는 특별 등을 명시하고 이슈에 해 심도 깊게 다룬 기사

로 정의했다. 인터뷰는 특정 인물을 으로 하면서 개

인  특정 사안에 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사이다. 칼럼은 내부칼럼과 외부칼럼으로 구별하여 분

석하 다. 외부칼럼은 특정 사안에 한 평가, 의견이나 

감상, 주장을 신문사에 소속되지 않은 집필자가 작성한 

이다. 내부칼럼은 해당 신문사에 소속된 집필자가 작

성한 외부칼럼과 같은 성격의 이다.

4.2.2 보도주제

보도주제는 다자개발은행인 AIIB의 성격에 맞춰 구분

하 다. AIIB 참여에 따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는 국내 정치에 한 내용을 담은 기사이다. 구체

으로 정치는 이슈에 한 정부의 발표, 행정 료 혹은 정

치인의 발언, 는 이에 한 언론 혹은 이익집단의 의견 

제시 등의 기사를 포함한다. 경제개발기구인 AIIB의 특

성에 따라 경제는 경제에 한 내용만을 담은 기사이다. 

이슈와 련된 경제  이익, 개 과정, 망 등과 같은 

기사를 포함한다.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AIIB에서 외교

는 국가 간 정치에 련된 내용을 담은 기사이다. 국가 

정상끼리의 회담, 다른 국가의 방문과 상, 국가 간 비

이나 옹호 등의 기사를 포함한다. 특정 인물이 설립을 주

도하는 특성에 따라 인물을 구분하 다. 인물은 특정 인

물에 한 내용을 담은 기사이다. 특정 정치인, 행정 료, 

기업인 등 이슈와 련된 주요 인사의 리더십 스타일, 행

정, 외교 스타일, 사 인 일화와 흥 거리 등을 담은 기사

를 포함한다. 

  

4.2.3 논조 

보도논조는 기사의 주제나 소재 는 형용사로 규정

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특정 소재에 한 기사를 분석하

기 때문에 AIIB에 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정/

비 , 립/객 , 정/우호 으로 구분하 다. 더불

어 외교  상황 는 경제  상황을 종합 으로 다룬 기

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  기사 논조가 아닌 

AIIB에 한 부분으로 논조를 한정하 다.

4.2.4 프레임 

밸 버그와 세멧코(Valkenburg & Semetko)[58] 가 

분류한 뉴스에서 자주 나타나는 5가지 임, ‘책임 

임’, ‘인간  흥미 임’, ‘갈등 임’, ‘도덕성 

임’, ‘경제  임’을 기본 분석 임으로 채택한다. 

이들의 임 유형을 국간 간 뉴스, 지역경제 력에 

한 뉴스에 용하기 해 ‘도덕성 임’을 ‘국가이익 

임’으로 변용해서 분석하 다. 구체 으로 책임 임

은 이슈나 사건에 해 ‘국내’의 행  주체(국가, 혹은 정

부, 행정 료, 정치인 등)가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해

결책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묘사하는 임이다. 국

가 혹은 정부의 AIIB 설립과 운  는 가입, 문제 해결 

능력과 방안, 책임 등에 한 내용이 포함된다. 인간  흥

미 임은 이슈나 사건에 한 묘사를 인간 ·감정  

시각으로 드러내는 임을 말한다. 행  유발 사건을 

기사로 표 할 때 감정에 을 두거나, 흥미 주로 극

화한 뉴스 내용이 있는지, 기사가 개인의 삶 혹은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표 에 있어서 분노, 감정이입, 공

감, 동정심처럼 감정을 유발하는 형용사를 담고 있는지

를 본다. 갈등 임은 련 행  주체 가운데 ‘국가 간’

의 립과 갈등 계가 부각된 임이다. 이 논문에서

는 분석 상 기사가 국가 간의 의견 불일치나 비 과 비

난의 불신의 내용, AIIB 설립 운 에 의견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 발생하는 부정 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본다. 

국가이익 임은 련 주체 간의 행 와 사건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언 하는 임이다. AIIB와 련

된 분석 상 기사가 국가의 자기보존과 안보, 번 과, 

신, 평화 등 국가이익의 구성 개념을 명백하게 제시할 경

우 국가이익 임으로 간주한다. 경제  임은 행

 유발 사건의 결과에서 경제  측면을 강조하는 

임이다. AIIB 설립과 운용이 아시아 지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효과를 담은 내용이 있는가? AIIB 회원국 가입이 

각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향을 언 한 기사 있는가? 

AIIB 운용으로 미래에 얻게 될 국가와 역내 이익이나 손

실에 한 언 이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 임이

다. 

4.2.5 정보원 

정보원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국가의 입장을 고려

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조직이익 는 국가이익

을 변한다. 따라서 정보원의 소속을 악함으로써 한

국과 국의 정보원 차이를 이익을 변하는 정도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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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보원은 직  인용한 경우로 한정

하 다. 구체 으로 실명을 거론한 후 문장을 인용하거

나 ‘～에 따르면’으로 정보원을 명확하게 밝히 경우 정보

원으로 코딩했다. 정보원은 소속과 국 으로 구별하여 

하나의 기사에서 5명까지 복수로 분석하 다. 정보원 소

속은 행정기 ,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연구원 포함), 언

론사, 익명( 계자 등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 회단체

(이익단체 포함), 기업으로 구분하 다. 정보원 국 은 

분석 상인 한국과 국에 더불어 AIIB와 연 성이 많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구분하 다. 

5. 연구 결과 

<Table 1>과 같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국과 국의 10개 신문사 AIIB 련 기사는 총 557건

이었다. 이 가운데 국이 336건(60.3%), 한국은 221건

(39.7)건으로 나타나 국의 보도가 한국보다 약 1.5배 많

았다. 기사형식별로 살펴보면 해설기사가 37.3%로 가장 

많았고, 이이서 스트 이트 30.7%, 내부칼럼 11.8%, 외부

칼럼 11.0%, 인터뷰 4.3%, 사설 4.1% 순으로 나타났다. 

기획기사는 0.2%건에 그쳤다. 스트 이트로 많이 보도되

는 일반 인 경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는 AIIB가 

경제와 외교, 정치 등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으

로 단된다.

이어서 보도주제를 살펴보면, 외교가 65.2%로 반 이

상을 차지했다. 이어서 경제 21.2%, 정치 11.5%, 인물 

1.3% 순으로 나타났다. AIIB가 경제개발기구이지만 분

석 시 이 각국의 참여 여부를 결정 단계이기 때문에 외

교를 주로 보도한 것으로 단된다. AIIB에 한 보도 논

조는 정/우호  논조가 53.0%로 립/객  논조 

46.3%보다 높았다. 부정/비  논조는 0.7%에 불과했

다. 임은 책임 임이 3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 국가 이익 26.9%, 경제 24.2%, 갈등 11.5%로 나타났

다. 

frequency %

countries
China 336 60.3
Korea 221 39.7

news types

commentary 208 37.3
straight 171 30.7
column(insider) 66 11.8
column(outsider) 61 11.0
interview 24 4.3
editorial 23 4.1
feature 1 0.2
others 3 0.5

news subjects

diplomacy 363 65.2
economy 118 21.2
politics 64 11.5
people 7 1.3
others 5 0.9

tones
positive 295 53.0
neutral 258 46.3
negative 4 0.7

frames

responsibility 180 32.3
national interest 150 26.9
economy 135 24.2
conflict 64 11.5
human interest 3 0.5
others 25 4.5

sum 557 100.0

<Table 1> Frequency of main analysis units

다음으로 한 기사에 정보원 소속과 국 을 복수체크

로 알아보았다(Table 2 참조). 정보원 소속은 체 

272.5% 가운데 행정기 이 97.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타 언론사 63.2%, 학계 44.6%, 익명 30.2%, 정치권 29.5%, 

회단체 7.4% 순이었다. 시민단체는 1건(0.4%)에 불과

했다. 정보원 국 은 체 277.6% 가운데 국이 92.3%

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한국 73.7%, 미국 40.5%, 일본 

23.2% 순으로 조사 다. 기타도 47.9%로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유럽 등 세계 각국의 AIIB 참여 결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frequency %

area to which 

attached

administrative organs 251 97.3
other media 163 63.2
academic circles 115 44.6
anonymity 78 30.2
political circles 76 29.5
vocational groups 19 7.4
civil groups 1 0.4
sum 709 272.5

nationalities of 

news sources 

China 239 92.3
Korea 191 73.7
America 105 40.5
Japan 60 23.2
others 124 47.9
sum 719 277.6

<Table 2>  Frequency of news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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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한국과 중국 언론의 AIIB 보도행태 차이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 1>을 한국과 국 언론의 

AIIB에 보도행태 차이를 알아보는 것으로 설정하 다. 

이를 검증하기 해 양국 언론의 차이를 기사형식과 주

제, 임, 정보원으로 세분화하여 χ² 검증(chi-square)

을 통해 알아보았다. χ² 검증은 셀의 수가 많아지거나, 표

본의 수가 작아질수록 χ² 값이 커진다[59]. 이와 같은 오

류를 제거하기 해 기사형식에서 신문사 는 필자의 

주장을 담은 사설과 외부칼럼, 내부칼럼을 ‘사설/칼럼’으

로 재분류하고, 성격이 유사한 기획과 인터뷰를 ‘기획/인

터뷰’로 재분류했으며, 기타는 제거하 다. 

먼  국가별 AIIB 기사형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Table 3>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AIIB에 한 한국과 

국의 기사형식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χ²=15.04, df=3, p<.01). 한국은 해설이 44.3%로 가장 많

았던 반면 국은 스트 이트가 35.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한국은 사설/칼럼 29.4%, 스트 이트 24.0% 순인 

반면 국은 해설 33.0%, 사설/칼럼 25.5% 순으로 차이

가 있었다. 양 국가 모두 기획/인터뷰가 2.3%(한국), 

6.0%( 국)으로 가장 었다.

straight
comme-n

tary

editorial/

column

feature/in

terview

sum

(number 

of cases)

Korea 24.0 44.3 29.4 2.3
100.0

(221)

China 35.4 33.0 25.5 6.0
100.0

(336)

χ²=15.04, df=3, p<.01

<Table 3> News types by countries

이어서 양국의 AIIB 기사주제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

를 해 한 셀에서 빈도수가 5 이하로 조사된 인물과 기

타를 제외하 다. 그 결과, <Table 4>에 제시된 것처럼 

한국과 국의 AIIB 기사주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χ²=40.82, df=2, p=.000). 양국 모두 70.6%(한

국)와 63.9%( 국)로 외교를 AIIB 주제로  가장 많이 보

도했다. 하지만 한국은 정치가 19.3%로 두 번째를 차지

했지만 국은 경제가 29.4%로 두 번째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그 밖에 한국 경제 10.1%, 국 정치 6.7%로 나

타났다.

politics economy diplomacy

sum

(number of 

cases)

Korea 19.3 10.1 70.6
100.0

(218)

China 6.7 29.4 63.9
100.0

(327)

χ²=40.82, df=2, p=.000

<Table 4> News subjects by countries

다음으로 양국의 AIIB 기사 임 차이를 살펴보았다

(Table 5참조). 이를 해 한 셀에서 빈도수가 5 이하인 

인간  흥미와 더불어 기타를 제거하 다. 그 결과 한국

과 국의 AIIB 기사 임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

했다(χ²=121.26, df=3, p=.000). 한국은 AIIB를 경제 

임(39.8%)으로 가장 많이 보도한 반면 국은 책임 

임(40.9%)으로 가장 많이 보도했다. 이어서 한국의 

임은 갈등 25.9%, 책임 22.9%, 국가이익 11.4% 순으로 나

타났다. 이에 반해 국의 임은 국가이익 38.7%, 경

제 16.8%, 갈등 3.7% 순이었다.

responsib

ility
conflict

national 

interest

econo-

my

sum

(number of 

cases)

Korea 22.9 25.9 11.4 39.8
100.0

(201)

China 40.9 3.7 38.7 16.8
100.0

(328)

χ²=121.26, df=3, p=.000

<Table 5> News frames by countries

이어서 양국의 AIIB 기사에 나타난 정보원의 소속을 

복수체크로 알아보았다(Table 6 참조). 한국과 국 모두 

행정기 에 소속된 정보원이 각각 103.3%와 83.1%로 가

장 많았다. 이어서 한국은 타 언론사가 79.0%, 익명 

43.1% 순이었던 반면 국은 학계 59.7%, 타 언론사 

26.0% 순으로 서로 달랐다. 그 밖에 한국은 학계 38.1%, 

정치권 35.4%, 회단체 3.9% 순으로 조사 다. 국은 

정치권과 회단체가 각각 15.6%, 시민단체 1.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국은 각각 시민단체와 익명의 정보

원이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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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

nis-tra

tive 

organ

polit-i

cal 

circle

civil 

group

acad-e

mic 

circle

other 

med-ia

ano-n

ym-ity

voc-ati

o-nal 

group

numb-e

r of 

cases

Korea 103.3 35.4 0.0 38.1 79.0 43.1 3.9 181

China 83.1 15.6 1.3 59.7 26.0 0.0 15.6 77

<Table 6> News sources by countries

마지막으로 양국의 AIIB 기사 속의 정보원 국 을 복

수체크로 살펴보았다. <Table 7>에 제시한 것처럼 양국 

모두 자국민이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었다. 한국

은 자국민이 103.8%, 국은 자국민이 86.8%로 가장 많

았다. 이어서 한국은 AIIB 주도국인 국 국 의 정보원

이 94.5%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국은 기타 국 이 

72.4%로 두 번째를 차지했고, 한국 국 은 1.3%에 불과

했다. 한국은 미국 국  42.1%, 기타 국  37.7%, 일본 국

 27.9% 순으로 나타났다. 국은 미국 국  36.8%, 일

본 국  11.8% 순으로 조사 다.

Korea China America Japan others
number 

of cases

Korea 103.8 94.5 42.1 27.9 37.7 183

China 1.3 86.8 36.8 11.8 72.4 76

<Table 7> Nationality of news sources by countries

5.2 한국과 중국 언론의 AIIB에 대한 논조차이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 2>를 한국과 국 언론의 

AIIB에 한 보도논조의 차이로 선정하 다. 이를 검증

하기 해 국 언론이 기사논조와 임에서 한국보다 

더 정 으로 보도할 것으로 가설을 구성하 다. 기사

논조와 임의 차이는 χ² 검증으로 알아보았다. AIIB 

보도논조에서 부정/비  기사는 한국 신문에서 4건에 

불과했고, 국 신문에서는 1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

서 국가별 AIIB에 한 논조분석에서 부정/비  논조

는 삭제하 다.

<Table 8>에 제시한 것처럼 한국과 국 신문의 

AIIB에 한 논조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χ

²=127.80, df=1, p=.000). 한국은 AIIB에 해 립/객  

논조로 약 3분의 2(76.5%)를 보도한 반면, 국은 정/

우호  논조로 약 3분의 2(72.6%)를 보도해 확연한 차이

를 보 다. 한국의 정/우호  논조는 23.5%, 국의 

립/객  논조는 27.4%로 나타났다.

positive tone negative tone

sum(nu-m

ber of 

cases)

Korea 23.5 76.5
100.0

(258)

China 72.6 27.4
100.0

(295)

χ²=127.80 df=1, p=.000

<Table 8> Tone of news by countries

<연구가설 2-2>는 AIIB 보도에서 국이 한국보다 

더 정 인 임으로 보도할 것이다로 설정하 다. 

임을 정과 립 부정으로 구분하기 해 국가이익 

임과 경제 임을 정  임, 책임 임을 

립, 갈등을 부정  으로 재분류하 다. 그 결과 

<Table 9>과 같이 한국과 국의 AIIB에 한 ․부정

 임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χ

²=63.07, df=2, p=.000). 한국과 국 모두 각각 51.2%와 

55.5%로 정  임에서 AIIB를 가장 많이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부정  임이 25.9%, 립  임

이 22.9%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반해 국에서 립

 임이 40.9%를 차지한 반면 부정  3.7%에 불과했다. 

positive 

frame

neutral 

frame

negative 

frame

sum(nu-

mber of 

cases)

Korea 51.2 22.9 25.9
100.0

(201)

China 55.5 40.9 3.7
100.0

(328)

χ²=63.07, df=2, p=.000

<Table 9> Positive and negative frames by countries

5.3 의견기사에서 한국과 중국 언론의 AIIB에 

대한 논조 차이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 3>를 의견기사에서 한국과 

국 언론의 AIIB에 한 보도논조의 차이로 선정하

다. 이를 검증하기 해 의견기사에서 국 언론이 기사

논조와 임에서 한국보다 더 정 으로 보도할 것으

로 가설을 구성하 다. 기사논조와 임의 차이는 χ² 

검증으로 알아보았다. 이번 분석에서 의견기사는 자사 

는 필자의 입장이나 주장을 담은 사설과 외부칼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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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칼럼으로 한정하 다. 체 기사에서 빈도가 5 이하인 

부정  기사를 제외하 다. 

먼  의견기사에서 국가별 AIIB에 한 논조의 차이

를 살펴보면(Table 10 참조), 의견기사에서 한국과 국

의 AIIB에 한 논조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χ

²=26.68, df=1, p=.000). 의견기사에서 한국은 AIIB에 

해 립/객  논조가 71.4%를 차지한 반면, 국은 

정/우호  논조가 72.9%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한국의 

정/우호  논조는 28.6%, 국의 립/객  논조는 

27.1%로 조사 다.

positive tone neutral tone
sum(num-b

er of cases)

Korea 28.6 71.4
100.0

(63)

China 72.9 27.1
100.0

(85)

χ²=26.68 df=1, p=.000

<Table 10> Tone of opinion news by countries

이어서 의견기사에서 국이 한국보다 더 정 인 

임으로 보도하는지 알아보았다. 임을 정과 

립 부정으로 구분하기 해 국가이익 임과 경제 

임을 정  임, 책임 임을 립, 갈등을 부정

 으로 재분류하 다. 그 결과 <Table 11>과 같

이 의견기사에서 한국과 국의 AIIB에 한 ․부정  

임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χ

²=9.14, df=2, p=.000).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은 립  

임이 49.2%로 가장 많았던 반면 국은 정  임

이 58.3%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 정  임은 33.3%, 

부정  임은 17.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은 립  임 32.1%, 부정  임 9.5% 순으로 

나타났다.

positive 

frame

neutral 

frame

negative 

frame

sum(nu-

mber of 

cases)

Korea 33.3 49.2 17.5
100.0

(63)

China 58.3 32.1 9.5
100.0

(84)

χ²=9.14, df=2, p<.01

<Table 11> Positive and negative frames in 
opinion news by countries

6. 결론

이 논문은 공공외교의 에서 자국의 이익과 련

된 국제 이슈에 해 국 언론과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

를 AIIB 출범에 련된 기사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구

체 으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AIIB 참여를 결

정한 2015년 3월을 기 으로 후 각각 3개월간,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인민일보 등 국 5개 

신문사와 조선일보 등 한국 5개 신문사의 AIIB 련 기

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AIIB 

련 보도량은 국 언론이 한국 언론보다 약 1.5배 많았

다. 기사유형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은 해설 기사

가 많았던 반면 국은 스트 이트 기사가 많았다. 한국

의 경우 AIIB 자체가 경제와 외교, 정치 등 다양한 분야

와 련된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에 주요 사실

에 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기 때문에 해설 기사가 많

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은 별다른 해설이나 논

평 없이 사실 달에 치 한 탓에 스트 이트 기사가 많

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매체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사기업인 신문사

는 다양한 정보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달하려 노력

한다. 따라서 이슈 자체가 어려운 AIIB에 한 독자의 이

해를 돕기 한 기사를 많이 게재했음을 의미한다. 하지

만 국의 경우 국가 소유인 신문사는 정부나 공산당의 

입장을 그 로 달한다. 따라서 국 정부가 주도하는 

AIIB의 주요 사실들에 해 정부의 발표만을 달하는 

보도 형태를 알 수 있다. 

AIIB 련 기사의 세부 주제에서 양국 모두 외교  

에서 다루는 보도행태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한국은 

가입여부 논쟁에서 국내 정치  도 많이 다룬 반면

에, 국은 정치  논란 없이 경제  측면에서 강조한 기

사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이 같은 상은 기사 임에

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 신문은 AIIB 가입여부에 따른 

갈등 임과 책임 임으로 근한 반면에 국 신

문은 부분의 기사에서 국가이익 임으로 주로 보도

하 고 갈등 임은 극히 드물었다. 기사 내에서 주요

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은 양국 모두 행정기  등 

정부 계자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신문보

다 국 신문이 정부의 입장을 더 변하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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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국 신문은 정치  논쟁과 갈등  책임 임을 

통해 AIIB 가입에 해 다양하게 근하 다. 하지만 

국 신문은 경제  측면과 국가이익 임으로 한정하여 

AIIB 출범에 따른 경제  효과와 국이 얻게 될 이익을 

주로 달하 다. 국 정부가 제안하고 주도 으로 추

진하고 있는 AIIB에 한 국 신문의 입장이 정부의 입

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IIB에 한 양국 신문의 논조 차이에서 국 신문이 

정부 입장을 충실히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신문은 AIIB에 해서 립 이고 객 인 논조로 부

분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반해 국 신문은 정 이고 

우호 인 논조가 압도 으로 많았다. 한국 정보가 AIIB 

가입을 하지만 다른 참여 국가에 비해 은 액을 출연

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한국 신문은 차분하게 보도했다. 

하지만 AIIB에서 자국이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 

신문은 AIIB의 정  시각에서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사 체에 한 기사 임에 있어서는 양국의 

신문 모두 기사의 반 이상이 정 인 임으로 보

도하지만 한국의 경우 립 , 부정  임 등 다양한 

임을 통해 근했다. 하지만 국은 부정  임

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국의 신문은 자국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변하는 공공

외교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설과 칼럼 등 

의견기사를 분석한 결과, 국 신문이 한국 신문보다 

AIIB에 해 더 정 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기사에서 AIIB에 한 논조는 한국 신문이 립  

객 이었던데 반해 국 신문은 정  우호 으로 극

명한 차이를 보 다. 의견기사에서 AIIB의 임 역시 

한국 신문은 립  임으로 근한 반면 국 신문

은 정  임으로 보도했다. 의견기사의 임과 

체 기사의 임을 비교해보면, 한국 신문은 체기

사에서 정  임이 가장 많았지만, 의견기사에서 

립  임이 가장 많아 차이를 보 다. 국 신문 경

우, 정  임이 체 기사보다 정  임에서 

더욱 많았다. 이를 종합하면 국 언론이 사설과 칼럼을 

통해 AIIB의 정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 같은 가설검증 결과, AIIB 이슈에서 국 신문은 

국 정부의 성명과 주장을 세계에 공표하고, 바람직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며 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향

력을 행사하려는 공공외교의 목표[60]에 부합하는 수단

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 언론

은 미디어 공공외교의 세 가지 패러다임 가운데 도구주

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국 신문의 도구주의 

패러다임은 언론의 소유 구조에서 기인한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개 개방 정책의 추진 이후에도 국 정부는 

주요 신문과 방송, 통신을 국가 소유로 제한하고 있다. 인

민일보는 공산당 앙 원회에서 발행하고 사장은 장

이고, CCTV는 정부의 용방송국으로 차  기 이

며, 신화통신 역시 통신사로 법정 뉴스의 감독 리 

기구이다[61]. 주요 언론사를 국가가 소유한 언론 환경에

서 개별 언론사들은 독립된 편집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

문에 국가나 정부에 반하는 보도에 극심한 제약을 받아 

비  리즘은 약화된다. 더 나아가 국가나 정부의 

이익을 변하는 나팔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더

욱이 AIIB는 외교와 련된 국가이익 측면에서 국 언

론이 정부 입장에 반하는 정보를 유통시킬 수 없다. 

한국 신문의 경우는 미디어 공공외교 패러다임의 

외정책 상 성에 있어서 도구주의를 제외한 문화주의와 

문가주의 패러다임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사형식

에서 AIIB가 국가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향에 한 

망을 포함한 기획기사가 크게 부족한  등으로 미 볼 

때, 성숙한 담론경쟁과 정책경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문가주의 패러다임보다 문화주의 패러다임이 더 유사

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국과 달리 신문사가 사

역에서 존재하는 한국 언론환경은 보수와 진보, 도 등 

다양한 성격의 신문이 존재하며 이러한 다양성은 정부 

입장이나 국가이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언론의 소유 구조가 국가이익

과 련된 외교 이슈에 해서도 주요한 변인임을 입증

하 다. 자국과 타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외교에서 다양

한 성격의 언론이 존재하면 여러 의견과 사상이 유통된

다. 이 논문은 학술 인 논의가 많지 않은 미디어 공공외

교에 한 연구를 AIIB의 추진과 설립 과정에 한 국 

언론과 한국 언론의 실제 보도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양국 언론의 실제 보도 행태를 구체 으로 분

석함으로써 국과 한국 두 나라의 미디어 공공외교의 

수 을 가늠할 수 있게 한 도 큰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로 볼 때 공공외교 이슈를 보도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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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언론은 도구주의  패러다임의 양상을 띠는 국 

언론과 달리 성숙한 담론경쟁과 정책경쟁을 할 수 있는 

토 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 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세련된 뉴스 보도를 해서는 미디어 

공공외교  에서 언론 스스로의 국제뉴스 취재력 강

화를 한 지속 인 노력과 이와 련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 언론은 공공외교 이슈와 련된 보도에

서 앞으로도 국가이익을 충실하게 반 하는 보도로 일

할 것임이 상되기 때문에 우리의 미디어 공공외교 역

시 더욱더 략 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정부 정

책 차원에서는 특정한 외교  사안에 있어서 련 정보

를 언론에 극 개방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

이는 등 미디어 공공외교 활성화를 한 방향 소통 구

조를 다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진

다. 첫째, 국의 5개 언론사와 한국이 5개 언론사의 기사

를 상으로 조사하 지만 이를 국 언론 체로 그리

고 한국 언론 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을 들 수 있

다. 특히 국의 경우는 국제 뉴스 보도에 있어서 검열과 

통제가 강하고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표성을 따지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연구 기

간을 한국이 AIIB 참여를 결정한 2015년 3월을 기 으로 

후 6개월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이후 한국과 국 양측

의 언론에 있어서 달라진 보도행태를 악하기 어렵다는 

을 들 수 있다. 통상 으로 모든 국제기구 련 뉴스는 

가입 이후에 련 기사들이  더 늘어나는 경향을 감

안할 때 6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은 양국 언론의 보도행

태를 분석하는 데 충분한 양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셋

째, AIIB를 추진하는 입장에 있는 국의 언론과 이에 

한 가입 여부를 놓고 실리를 따지는 한국 언론의 입장이 

서로 같을 수 없다는 에서 사실상 조사 결과는 충분히 

견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도 이번 연구의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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