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방송 일일 모니터 (2012. 11. 28)

1. “양적으로는 균형되게, 영상이미지는 차별적으로”

최근 KBS의 대선후보 관련 뉴스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기법이다.
문-안 단일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여권후보(박근혜)vs.야권후보(문+안) 1:1 구도로 설정, 양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단일화가 이뤄진 이후에는 최소한 양적 균형
은 유지하는 척 하면서 질적 측면에서의 차별을 꾀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질적 불공정은 단일화 이전부터 꾸준히 시도해왔다.

11월27일(화) 9시 뉴스를 보자.
법정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박근혜와 문재인 두 후보의 유세 관련 뉴스를 1,2번째 꼭지로 배
치했다.  양적 균형은 이뤄졌다.
그러나 영상 이미지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다음은 당일의 하이라이트 다음에 나가
는 9시 뉴스의 시작 화면이자 박근혜 후보 유세 뉴스 첫 화면이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관련 유세 뉴스가 2번째로 이어진다.



순서대로 보면 알 수 있듯이 박근혜 후보 관련 영상은 당일의 하이라이트 다음에 이어지는 뉴
스 시작 FS 화면부터 더 오랫동안, 보다 임팩트있게 전달된다.  이어지는 문재인 후보 관련 
뉴스는 상대적으로 노출도가 적을뿐더러 이미지 효과도 약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같은 날 SBS 8시 뉴스의 첫 시작화면이다.  SBS도 1,2번째 꼭지는 박근혜와 문재인이다.



다시 한번 묻는다.  KBS 뉴스와 SBS 뉴스, 어느 것이 보다 공정한가?  도대체 어떤 채널이 
공영방송인가?

2. 박근혜 후보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뉴스

뉴스 중반에는 전날(26일) 있었던 박근혜 후보 단독 토론회 관련 꼭지가 배치되었다.  문-안 
단일화 토론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기획된 토론회다.  하지만 아무리 단독 토론회였어도 기
본적인 객관성은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 토론회 방송 후 다양하게 제기되었
다.  하지만 박후보의 토론회를 전하는 KBS 뉴스는 이러한 문제 제기와 논란은 전혀 다루지 
않은 채 박후보 입장에서 철저하게 홍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다음은 뉴스에서 인용한 박후보의 토론회 당시 멘트다.

“... 70%의 국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나라...”

“... 약속한 것은 정치 생명을 걸고 지켜....”

박후보의 홍보성 주장의 나열이다.

당일 토론회의 MC였던 송지헌씨의 편파성 진행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박후보의 아킬레스 건이
라 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 등이 다뤄지지 않
은 것에 대한 문제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박후보가 고전했다고 리포트한 부분도 자세히 보면 박후보의 개혁의지를 돋보이도록 교묘히 
활용했다.

면접관의 송곳 질문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진홍(중앙일보 논설위원) : "지금 정치는 국민을 죽일 수 있는 정치라는 건 아시는거죠?"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그래서 정치 쇄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

다." 

더욱 가관인 것은 박후보의 약점인 척 하면서 상대 후보의 취약점을 강조한 부분이다.  

여성 대통령의 취약점으로 국방과 안보를 지적하자 편견이라면서 화살을 야당 후보로 돌렸

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NLL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과연 북한

의 미사일 위협에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

NLL에 관한 최근의 오랜 논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캠프의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  단지 여권의 주장뿐이다.  위의 리포트에서는 박후보의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다시 한번 홍보해줬을 뿐이다.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불공정 편파보도로 득을 보려는 자, 절대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