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 편협의 사업활동

세미나, 금요조찬 대화, 워크숍

1)각종 세미나

편협은 신문제작에 따른 여러 가지 공통 문제점 등에 대한 신문인들 간의 의견교환
을 위한 공동의 광장으로 1965년부터 해마다 매스컴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
서는 신문이 당면한 그때그때의 문제들을 주제로 삼았다.

1980년대 들어 이와는 별도로 각 직급과 직능별로 실무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
점을 다루기 위한 토론회와 세미나가 열렸으며 나중엔 그 구분이 없어졌다. 편집-보
도국장 토론회는 1983년부터, 주필-논설주간토론회는 1984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
되고 있다. 이에 앞서 1982년부터는 신문제작의 일선 책임자들인 부장들을 대상으로
한‘신문제작연구토론회’
를 열고 있다. 이 토론회 참석대상은 편집 정치 경제 사회
제2사회(지방) 외신 문화 과학 체육 사진 교정 조사 주간 출판부장 등이었다. 또 같은
해부터 지역신문이 안고 있는 애로를 살피고 그 활로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지방
신문 편집간부연구회’
를 시작해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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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미나 개최내용

회
1

일시 및 장소
1965. 10. 22~24

주제
자유언론의 사명

온양관광호텔

주제 및 주제발표자
「매스컴」
의 시대적 사명과 책임(申永澈)
정부와 신문(朴權相)
자유언론의 발전을 위한
문제점(任洪彬)

2

1966. 3. 19~21

신문제작의 문제점

유성만년장호텔

신문과 사회(金圭煥)
신문제작의 현황과 문제점(千寬宇)
신문편집의 제문제(金庚煥)
방송의 공공성과 자유(朴和穆)

3

1967. 3. 2~4

언론과 법률

유성만년장호텔

언론에 관한 법사조(李恒寧)
언론과 실정법(鄭顯準)
언론과 자율규제(金曾漢)

4

1967. 11. 10~11

신문과 독자

유성만년장호텔

제1차토론…사회 任洪彬
제2차토론…사회 任洪彬
제3차토론…사회 任洪彬

5

1968. 11. 8~11

신문과 경제

서귀포관광호텔

경제발전과 신문의 역할(金鎭炫)
경제발전과 보도의 문제점(金立三)
한국신문의 당면과제(崔錫采)

6

1969. 11. 29~30

한국언론의 현실진단

유성만년장호텔
7

1970. 12. 4~6

70년대의 전망(申永澈)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

유성만년장호텔
8

1971. 11. 12~14

1973. 1. 19~21

법제면에서 본 인권(梁俊模)
기본권과 언론(朴商鎰)

한국언론의 당면과제

유성만년장호텔
9

60년대 언론의 청산(朴權相)

국제정세와 보도(梁好民)
경영과 편집(張基鳳)

북한보도의 문제점

서귀포관광호텔

북한관계보도의 당면과제(金景來)
북한관계보도의 실제(秦哲洙)
남북회의의 회고와 전망(康仁德)

10 1973. 10. 25~28
속리산관광호텔

신문과 교육

신문과 교육(崔禎鎬)
신문과 사회교육(南載熙)
문교정책과 신문의 상관성(張 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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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일시 및 장소

11 1974. 11. 24

주제
신문과 공보행정

충무관광호텔

주제 및 주제발표자
한국언론의 자유와 책임(吳甲煥)
정부와 신문의 관계(朴鉉兌)
정부시책과 보도(金東虎)

12 1975. 10. 23~26

신문과 농촌(金大煥·崔昇鎬)

강릉경포대호텔
13 1976. 10. 20~23

신문과 사회정화(高永復·金昌復)
보도용어의 통일

경주불국사관광호텔

외래어표기의 문제(李秉鎬·朴甲千)
국한문혼용문제(金天明)
보도용어 통일을 위한 용어 순화(金英雨)

14 1977. 10. 13~15

청소년문제와 언론

용평주화호텔

청소년문제의 본질과 세계적 추세(李相周)
우리나라 청소년문제의 현실과 전망(崔同燮)
청소년문제와 언론의 역할(姜曾模)

15 1978. 10. 19~22
제주KAL호텔

고도성장경제하의

우리 경제성장 어디까지 왔나(具本湖)

언론의 과제

고도경제성장의 언론의 과제(金在益)
고도경제성장 사회의 언론의 과제(金璟東)
고도경제성장하의 언론의 과제(金成斗)

16 1979. 10. 18~20

신문제작상의 과제

구미금호호텔
17 1981. 9. 3~6
뉴설악관광호텔

취재보도의 문제점(朴權相)
한국신문편집의 과제(崔鍾洙)

언론기본법과 신문

그 입법 정신면에서의 소견(李秀正)
언론기본법상의 새로운 제도(朴容相)
기본법과 언론의 문제점(劉載天)

18 1982. 6. 19

언론의 시대적 기능(吳澤燮)

경주코오롱호텔
19 1983. 5. 27~29

국제화시대-한국언론의 새좌표(吳鎭煥)

부산코모도호텔
20 1984. 7.6~8

지역사회발전과 신문의 역할

속초설악파크호텔
21 1984. 11. 9~11

언론과 국가발표(崔錫采)

대구수성관광호텔
22 1985. 10. 25~27
경주코오롱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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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일시 및 장소

주제

23 1985. 11.29~12.1

주제 및 주제발표자
지방신문의 경영과 제작

수원브라운호텔
24 1986. 10. 10~12

언론과 민주화(崔錫采·姜元龍)

유성관광호텔
25 1986. 12.5~7

논설의 역할

부산조선비치호텔
26 1987. 11. 27~29

새언론법과 언론(劉載天)

유성관광호텔
27 1988. 11. 25~28

통일정책과 보도(李洪九)

전주코아호텔
28 1989. 5. 26~28

한국경제의 전망과 보도

제주워싱턴호텔

한국경제의 현황과 정책대응(趙 淳)

29 1990. 4. 20~22

전환기의 한국언론 - 위상과 과제(吳澤燮)

제주워싱턴호텔
30 1991. 5. 31~6. 2

취재시스템의 몇가지 문제(金昌悅)
취재시스템의 개혁

서귀포KAL호텔
31 1992. 6. 5~7

조선일보편집국 개편의 이론과 실제(朱燉植)
대통령선거와 언론제작

서귀포KAL호텔
32 1993. 6. 18~20

취재시스템의 개혁(元佑鉉)

선거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趙庸中)
대통령선거와 신문의 보도(彭元順)

언론의 역할과 책임

언론의 역할과 책임(崔禎鎬·金相基)

문민시대의 안보와

민주화시대의 안보와 언론의 역할(金瓊元)

언론의 역할

외교·안보문제와 언론(朴銖吉)

지면향상과

신문의 질적향상과 대기자론

전문기자제도

-외국사례 중심으로(朴權相)

서귀포KAL호텔
33 1994. 5. 26~28
서귀포KAL호텔
34 1995. 4. 20~22
서귀포KAL호텔

지면향상과 대기자제도(吳澤燮)
전문기자제도
- 중앙일보의 경우를 중심으로(金永熙)
35 1996. 4. 25~27
전남완도씨월드호텔

선거보도와 문제점

4.11선거보도의 반성(趙庸中)
새 신문윤리강령이 담고있는
새 언론윤리(金政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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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일시 및 장소

36 1997. 5. 1~3
서귀포KAL호텔
37 1998.5.1~2

주제

주제 및 주제발표자

선거여론조사 및

남북관계보도(초청연사·權五琦)

남북관계보도

선거여론조사 보도(朴武益)

한국위기와 언론의 역할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서귀포KAL호텔

한국위기와 언론의 역할(劉載天)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李鎭淳)

38 1998.6.26~27

IMF 관리 경제의

경제위기와 언론의 역할

서귀포KAL호텔

방향과 경제보도

IMF 관리 경제의 방향과 경제보도(嚴峰成)
경제위기와 언론의 역할(張鉉俊)

39 1998.10.20~21
무주 티론호텔

언론인들의 사명과 책임

언론인들의 사명과 책임

- 사회봉사의 방향

- 사회봉사의 방향(安光植)
허정(許程)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의 건강강좌

41 1999.4.30~5.1
서귀포KAL호텔
42 1999.5.7~8
경주 현대호텔

정치개혁

새로운 세기의 국가비젼(金鍾泌)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한·미 경제관계

본 한·미 관계

(洪宗欽, 페어팩스 미대사관 경제참사관),
통상관계(브란트 미대사관 농무참사관,
웨어 미대사관 대리상무참사관),
한·미간의 정치·안보문제
(朴香求, 미대사관 정치담당일등서기관)

43 1999.7.2~3
서귀포KAL호텔
44 1999.9.17~18
설악파크호텔
46 1999.11.10~11

서해교전 이후 한반도

서해교전 이후 한반도

안보와 평화

안보와 평화(宋榮大·徐大肅)

부패방지

부패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金成洙·李石淵)

어떻게 할 것인가
보도사진, 새 천년의 과제

보도사진, 새 천년의 과제(具滋虎·梁淙勛)

언론윤리와 책임

언론윤리와 책임(林尙源·權五琦)

4·13 총선과 공정보도

4·13 총선과 공정보도(李容勳)

서귀포KAL호텔
47 1999.12.10~11
경주코오롱호텔
48 2000.3.10~11
제주KAL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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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일시 및 장소

49 2000.6.30~7.1
제주KAL호텔
50 2000.10.6~7
설악파크호텔
51 2000.10.18~19
한국프레스센터

주제

주제 및 주제발표자

변화의 한반도와

변화의 한반도와 국제시각

국제시각

(朴程讚·金慶敏·李仁浩·朴勝俊)

인터넷시대의

인터넷시대의 시사매거진(黃義鳳·金鐘明)

시사매거진
제2차 ASEF
언론인 세미나
「여론과 외교정책에
끼치는언론의 영향」
,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언론의 역할-동티모르와
코소보의 사태의 경우」
,
「언론사 소유의
권한과 책임」

53 2000.12.8~9

2001년의 남북관계

2001년의 남북관계(鄭鍾旭·李鍾奭)

언론자유와 언론개혁

언론자유와 언론개혁(南時旭·金學銖)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

언론인의 전문성(朴永祥·金昌龍)

서귀포KAL호텔
54 2001.3.23~24
서귀포KAL호텔
55 2001.4.12
한국프레스센터
56 2001.4.27~28
서귀포KAL호텔

「언론인의 전문성」
새천년을 위한

정치·안보분야

한·미 관계

(정서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주한미국대사 정치참사관),
경제·무역분야
(서상호, 리처드 삭스 주한미국대사관
경제담당관)

57 2001.5.11~12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田允喆·孫炳斗)

정치권력과 언론

정치권력과 언론(鄭璟喜·金東益)

부산
웨스턴조선비치호텔
58 2001.6.22~23
서귀포KAL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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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일시 및 장소

59 2001.10.12~13

주제

주제 및 주제발표자

정치개혁

정치개혁(韓和甲·崔秉烈)

문화월드컵

문화월드컵(남궁진·이연택 )

61 2001.11.23~24

디지털시대의

디지털 사진의 오늘과 내일(하동환)

설악파크호텔

포토저널리즘

디지털 사진과 윤리(이병훈)

선거개혁

선거개혁(이만섭·유지담)

월드컵과 언론보도

월드컵과 언론보도(남궁진·이연택·유재천)

언론과 언론인의 윤리

언론과 언론인의 윤리(신중식·성병욱)

남북문제 어떻게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풀어야 하나

남북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강철환)

서귀포KAL호텔
60 2001.11.16~17
서귀포KAL호텔

62 2002.3.8~9
서귀포KAL호텔
63 2002.4.19~20
서귀포KAL호텔
64 2002.5.17~18
서귀포KAL호텔
65 2002.7.5~6
드래곤밸리호텔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이성춘)
66 2002.10.11~12
서귀포KAL호텔
68 2002.11.22~23

대통령 선거와
언론의 역할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약

서귀포KAL호텔
69 2003.7.11~12

대통령 선거와 언론의 역할(서청원·김원기)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약
(최병렬·정동영·전성철)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토머스 허버드)

국어기본법 제정 배경,

국어기본법 제정 배경(김세중),

중국어 표기 문제 있다

중국어 표기 문제 있다(박승준)

정치자금 투명화를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박관용)

서귀포KAL호텔
70 2003.9.19~20
제주KAL호텔
72 2003.12.12~13
서귀포KAL호텔
73 2004.4.30~5.1
서귀포KAL호텔
74 2004.6.18~19
부산 매리어트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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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언론의 역할
북핵 6자회담과

북핵 6자회담과 한국 외교의

한국 외교의 과제 및 대책

과제 및 대책(반기문)

전문기자 제도

전문기자 제도 어디까지 왔는가

어디까지 왔는가

(김사승·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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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일시 및 장소

75 2004.9.10~11
서귀포KAL호텔
77 2004.12.17~18

주제

주제 및 주제발표자

참여정부의 정책성과와

참여정부의 정책성과와

2기 내각의 국정운영방향

2기 내각의 국정운영방향(이해찬)

한류열풍

한류열풍(가모시타 히로미·이기진)

언론 산업의 미래

언론 산업의 미래(김택환)

열린우리당을 맡으면서

열린우리당을 맡으면서(정동영)

편집과 사진

편집과 사진(조시행·구자호)

한국신문 Opinion면

한국신문 Opinion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유재천·정진홍)

제주KAL호텔
79 2005.5.20~21
설악파크호텔
81 2006.3.31~4.1
제주KAL호텔
82 2006.10.20~21
설악파크호텔
84 2006.12.8~9
경주 힐튼호텔

2)금요조찬 대화

편협은 1991년 4월부터‘뉴스메이커와의 조찬대화’
를 가졌다.
이 조찬대화는 각 사의 부장급 이상인 회원들에게 취재원과의 직접 대화를 통
해 기사판단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내외정세 발전에 관한 시야를 넓히는 데 일조하
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뉴스메이커들과의 대화 내용은 당일 석간신문 마감 전에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팩스로 동시에 각사로 배포, 신문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했다.
또 조찬대화의 운영과 관련한 준칙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조찬대화는 원칙적
으로 매월 제2, 4번째 금요일 아침 7시에 개최하며, 참석자는 편협 회원으로 제한하
며, 초청인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10~20분 정도의 발표를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시간을 질의응답에 할애하도록 했다. 뉴스메이커들의 허심탄회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단과 협의해 오프 더 레코드를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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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조찬대화
횟수

연월일

1

91. 4. 12

2

5. 3

초청인사

주제

李鍾九 국방부장관

걸프전의 안보적 의미

소콜로프 주한소련대사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 방한 이후의
한소관계 전망

3

5. 23

崔珏圭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당면 경제 현황

4

6. 21

吳 明 대전 EXPO 조직위원장

제3의 물결과 대전 EXPO

5

7. 12

崔秉烈 노동부장관

임금·인력·직업병 등 노동현장의 현안

6

9. 6

金鍾仁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7

10. 11

李相玉 외무부장관

남북한, UN 동시 가입 이후의 과제

8

11. 1

鄭元植 국무총리

최근의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9

12. 13

金鎭炫 과학기술처장관

과학기술의 혁신과 기술주권의 시도

10

92. 1. 24

朴權相 시사저널 편집고문

한국언론을 비판한다

11

1. 31

金宇中 대우그룹 회장

평양을 다녀와서

12

2. 28

徐東權 안기부장

13

3. 6

李海元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정의 기본방향

14

4. 3

金泳三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21세기를 맞는 한국의 정치지도자론

15

4. 10

金大中 민주당 공동대표최고위원

우리 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16

4. 15

비탈리 이그나텐코 타스통신 사장

러시아 연방의 개혁 전망

17

4. 17

鄭周永 통일국민당 대표최고위원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한국정치의 방향

18

9. 18

도널드 P.그레그 주한미국대사

한국과 세계-과거와 미래

19

10. 16

張庭廷 주한중국대사

한국수교와 양국관계의 전망

20

11. 27

질 아누이 주한EC대사

EC의 장래와 한국

21

93. 3. 26

李經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22

4. 9

韓昇洲 외무부장관

새 정부의 외교정책

23

5. 14

吳隣煥 공보처장관

문민정부와 언론

24

94. 4. 6

폴 뉴월 런던 시장

세계 금융시장

25

5. 12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북한 핵사찰대책과 남북관계 전망

26

10. 17

마이클 헤슬타인 영국 상공부장관

서울 속의 영국

27

11. 8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

한미관계와 한반도안보

28

12. 13

크리스토퍼 패튼 홍콩 총독

변화의 시대에 한-홍콩 동반자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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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29

연월일
95. 2. 8

초청인사
프랭클린 슈어츠

주제
멀티미디어 시대의 신문

슈어츠 커뮤니케이션 사장
30

3. 24

李洪九 국무총리

세계화와 개혁의 과제

31

3. 31

투에 로르스테드 주한EU대사

김영삼대통령의 유럽순방 이후의
한-EU관계 전망

32

7. 14

趙淳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 시정방향

33

7. 21

孔魯明 외무부장관

동북아정세와 한국외교

34

9. 15

金潤煥 민자당 대표위원

한국정세가 나아가야 할 방향
- 민자당 역할을 중심으로

35

10. 6

36

10. 27

金大中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오늘의 한국정치와 새정치국민회의

호딩 카터 3세

21세기의 언론매체-미국언론의 당면과제

(전미 카터 행정부 국무부 대변인)
37

96. 2. 9

李會昌 신한국당

현시국에 있어서의 우리의 과제

선거대책위의장 내정자
38

5. 3

李壽成 국무총리

후기내각의 과제와 역할

39

5. 22

羅雄培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우리 경제의 과제와 방향

40

9. 10

韓昇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96년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41

11. 15

權五琦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42

97. 4. 18

李會昌 신한국당 대표위원

한국 정치의 당면과제

43

11.14

앤더슨 KEDO사무총장

남북관계와 경수로 산업

44

98. 3. 27

康仁德 통일부 장관

국민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방향

45

5. 29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46

8. 21

高建 서울시장

21세기를 향한 서울시정의 방향과 과제

47

99. 4. 15

林東源 청와대외교안보수석비서관

한반도의 냉전종식

48

6. 18

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

제2기 내각의 경제정책

49 2000. 6. 23

朴在圭 통일부장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50 2001. 5. 11

安相英 부산시장

부산경제 살리는 길

51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

한·호 통상무역 및 남북한과 호주와의

5. 31

상호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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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52

연월일
6. 15

초청인사
鄭夢準 월드컵조직위원회

주제
2002년 월드컵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

공동위원장
53

8. 3

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하반기 경제전망

54

11. 9

金政起 방송위원장

디지털시대의 방송의 공영성

55

12. 7

李濱 주한 중국대사

중국의 외교정책과 한·중 관계

56

2002. 2. 1

孫吉丞 SK회장

한국기업 살리는 길

57

3. 22

金在哲 무역협회 회장

21세기 한국경제의 활로

58

4. 26

李泰馥 보건복지부 장관

의약분업 어떻게 할 것인가

59

8. 12

李明博 서울 시장

청계천 복원과 교통 대책

60

2003. 7. 4

朴寬用 국회의장

의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비전

61

2006. 3. 7

글레프 이바센초프

한러 관계

주한 러시아대사
62 2006.4. 13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

21세기 북동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상

또 조찬대회 모임 총 시간은 90분으로 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조찬모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조식은 15분 내외로 마칠 수 있는 간단한 메뉴로 했다.
편협은 조찬대화 참석자들에게는‘금요 조찬대화 기념’
이라는 도안과 함께 초
청 인사의 이름과 날짜가 새겨진 직경 8센티미터 크기의 메달이나 감사패를 기념품
으로 선물했다.

3)빛나는 인생 후반전 만들기 워크숍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006년 삼성의 지원을 받아 기존의 각종 세미나와 별도
로‘언론인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 만들기’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2월 24, 25
일 제주에서 열린 제 1회 행사를 비롯 모두 5차례 열었다.
첫 워크숍은‘언론인의 건강과 리더십’
이라는 주제로 중앙일보 홍혜걸 의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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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자, 김종래 조선일보 출판국장이 각각‘중년기 언론인의 건강관리법’
‘CEO 칭
기즈칸과 리더십’
을 주제로 강연했다.
워크숍 참가대상은 편집-보도국, 출판 및 뉴미디어 관련부서 부장급(대우 및 직
대 포함)이상, 논설-해설위원이며 매회 50여명이 참가했다.

언론인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 만들기 워크숍

회

일시 및 장소

1

2006.2.24~25

언론인의 건강과 리더십

언론인의 건강(홍혜걸), 리더십(김종래),

서귀포 KAL호텔

그리고 시장경제와 언론

시장경제와 언론(김광태)

2006.4.28~29

가정, 행복경영이 해답이다

가정, 행복경영이 해답이다(송길원)

서귀포 KAL호텔

저금리 고령화 시대의 자산운용

저금리 고령화 시대의 자산운용(강창희)

시장경제와 언론

시장경제와 언론(최우석)

2006.6.23~24

감동의 리더십

감동의 리더십(한홍)

경주 코오롱호텔

시장경제와 언론

시장경제와 언론(최우석)

스트레스 극복법과 암의 예방

스트레스 극복법과 암의 예방(이무석)

2006.9.8~9

혁신 조직과 리더십

혁신 조직과 리더십(신완선)

제주KAL호텔

중풍 예방과 웰빙 건강법

중풍 예방과 웰빙 건강법(신준식)

2006.11.17~18

Aging Power

Aging Power(이시형)

서귀포KAL호텔

건강과 생활

건강과 생활(이종수)

2

3

4

5

주제

주제 및 초청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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