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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88%

<역대 최고 불신임률> (1995~2011 / 단위 : %)

순위 투표대상 투표일시 재적대비 불신임률 투표자대비 불신임률 비고 

1 길환영 콘텐츠본부장 2011 79.3 87.9

2 이근배 R본부장 1996 51.2 55.9 신임투표 이후 의원면직 

3 김영해 기술본부장 2009 45.4 51.5

4 조대현 TV제작본부장 2009 45.3 62.7

5 김종률 보도본부장 2009 44.1 67.1

6 강병우 편성본부장 1995 44.1 62.1

오늘(21일) 12시, 민주광장 KBS는 우리의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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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본부장 신임투표 보고 및 퇴진 촉구 결의대회

88% 불신임률은 KBS 사상 초유의 일 

억지주장은 그만두고 사측은 단협을 준수해 길환영 콘텐츠

본부장을 해임하라. 그가 본부장에 취임한 뒤 KBS 프로그램

이 어떻게 유린되고 망가졌는지 눈을 비비고 보라. G20 특집 

폭탄, 이병철 기념 <열린음악회>, 정부여당인사들의 놀이터

로 전락한 <아침마당>, <추적60분> 보도본부 이관, MC선정

위원회.. 과거 십 수 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더 많은 퇴행적 사

건들이 그가 본부장으로 있었던 14개월 동안 벌어졌다. 불신

임률 88%라는 사상초유의 신임투표 결과는 지난 14개월에 대

한 준엄한 심판이다. 

읍참마속의 결단이 필요할 때 

언론노조 KBS본부와 사측이 맺은 단체협약에는 본부장의 

자격을 ‘공정방송에 대한 실천 의지와 덕망 있는 인사’로 규정

하고 있다. 과연 길환영 본부장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인

지, 김인규 사장은 스스로 헤아리고 결단을 내려라. KBS에 대

한 불신감과 사내 갈등을 조장해온 인사를 본부장이라는 중차

대한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KBS의 미래에 과연 무슨 이득이 

되는지를 숙고하길 바라며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김인규 사장은 단협에 따라 길환영 본부장을 해임하라!

▶  길환영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추적60분> 이관, 

MC선정위원회, <이승만 특집>을 즉각 폐지하라!

▶  길환영 본부장은 그동안 자행한 불공정, 편파방송에 대

해  KBS 구성원과 시청자들에게 사죄하고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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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예상했지만 너무 궁색하고 초라하다. 본부장 신임투표 결과

에 따른 해임 건의를 거부하는 사측 태도와 논리가 기껏 이 정

도 밖에 안 되는가, 이것이 KBS 경영진의 수준인가! 조합원들

의 본부장 불신임 결의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김인규 사장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해임하라. 길환영 본부장은 스스로 명예

로운 퇴진의 길을 선택하라. 이것이 KBS가 살 길이다.

지난 금요일(18일)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언론노조 KBS본부

는 본부장 신임투표 후속조치에 대한 단체협약에 따라 길환영 

콘텐츠 본부장을 해임할 것을 사측에 건의했다.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조직개편으로 신임투표 대상이 안 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조직개편 전이나 후나 길환영 콘텐

츠 본부장의 역할은 콘텐츠 제작의 총괄 책임자였으므로 사측 

주장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사측, 궁색한 말 바꾸기로
엄중한 해임 건의 거부 

사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어이없는 주장을 펼쳤다. 단

협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 후 1년이 되는 시점’이 지났으므로 

해임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신임

투표를 지난해 11월 말에 했어야 하는데 2월에 했으니 무효라

는 것이다. 신임투표 자체가 문제라고 하더니, 스스로 말을 바

꿔 이번에는 시기가 문제라고 트집 잡고 있다. 

              김인규사장은

길환영본부장을 해임하라

▶ 재적대비 50% 이상은 사상 두 번 째 ▶ 1996년, 51% 불신임 본부장 결국 사임 ▶ 길환영, 역대 최악의 본부장으로 기록

길환영, KBS 신임투표 역사상 압도적 최고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