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본부  tel: 02-781-2980~2  fax: 02-781-2989    
blog: www.kbsunion.net  twitter: @kbsunion    

email: kbsunion@gmail.com   

발행인 김현석   발행일 2012년 10월 25일(목)

골프, 단란주점 접대받고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5공부역에 비리·학력조작 이길영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지만 이렇게 빨리 사단이 날 줄은 몰

랐다. 명색이 공영방송 KBS 이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지 두 달 밖에 안 

된 최양수, 최영묵 두 이사는 미디어재벌 CJ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단란주

점과 골프접대로 KBS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말았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이다. 이미 이렇게 몸을 더럽힌 인사들이 앞

으로 KBS 이사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단란주점과 골프접대로 KBS 얼굴에 먹칠

●● 지난 18일부터 사장공모가 시작되고 11월 9일 경 사장을 최종 선임한다고 한다. 최

고의 도덕성으로 무장한 이사회가 엄격한 잣대로 사장을 뽑아도 모자랄 판에 이길영 씨

에 최양수, 최영묵 같은 사람들이 모여 KBS 사장을 선임한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

인가? 정말 낯이 뜨거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보장해야할 엄중한 책무를 진 공영방송 이사가 

거대 미디어재벌인 상업방송 CJ의 접대를 받고다닌 다니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더욱

이 지난 주 수요일 이사회도 최양수, 최영묵이사가 제주도행을 위해 논의할 안건조차 

미루고 떠났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최양수, 유료방송 대변인 역할 자처

●● 최양수는 이미 유료방송업계에선 유명인사다.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주저함

이 없었기 때문이다. 9월 11일 최양수 이사는 <유료방송산업의 미래는 있는가>라는 세

미나에 사회로 나서 공영방송 KBS의 콘텐츠를 재벌 방송에 무료로 줘야한다는 식의 

발언을 해 KBS 종사자를 아연실색케 했다. 공영방송 이사가 케이블 업계의 이해를 대

변하는 듯한 세미나에 사회와 토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공영방송에 반하

는 특정집단에게 대 놓고 유리한 발언을 할 정도의 기개와 담대함은 두고두고 ‘과연 최

양수’라는 말을 낳았다. 그는 애초부터 KBS 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번에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최영묵, 골프안쳤다 거짓말하다 들통나

●● 높은 도덕성과 자기관리로 몸가짐에 더욱 엄정해야할 야당추천 이사인 최영묵은 

사건이 터지자 거짓말로 일관하다 오히려 보수언론에 먹잇감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모

습을 보였다. 술자리에 잠시 들렀다 나왔고 골프는 안쳤다고 했다가 나중에 들통나 곤

욕을 치뤘다. 도대체 이래 가지고 야당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그동안 욕했던 제도권안의 저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사퇴만이 살길이다.

●● 이길영, 최양수, 최영묵 이사들에게 다시 한 번 정중히 말한다. 당신들이 공영방송 

KBS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감이라도 남아 있다면 당장 KBS를 떠나주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KBS에 남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최양수 교수   최영묵 교수

학생들에게 드립니다

최양수, 최영묵 교수가 접대받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M 단란주점

서귀포시 광덕면에 위치한 CJ나인브릿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있는 
최양수, 최영묵 교수

최양수, 최영묵 교수는
KBS 이사에서 
즉각 물러나라!
(연세대 신방과 교수)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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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성  최양수, 최영묵 교수의
                   제주도 3박4일

단란주점과 골프로 이어진 풀코스 접대 확인
개탄스럽고 실망스럽다. 본인들이 KBS이사인 사실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CJ가 어떤 회사인가? KBS의 목줄을 노리는 탐욕스런 대기업이며 제주도 CJ나인브릿지 골프장을 

거점으로 구축한 거대한 로비의 장을 워크숍으로 포장한 재벌기업이다.

더욱이 KBS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 워크숍을 앞두고 정치독립적인 사장선임 방법에 대한 정책을 짜내도 부족한 여야 운영위원이 이사회도 제껴놓고 술과 골프접대를 받

았으니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들끓고 있다. 최양수, 최영묵 이사의 제주도 3박4일을 재구성했다.

밤 9시30분 – 제주공항 도착,

CJ가 차려놓은 단란주점으로 직행

●● 두 이사는 제주공항에 마중나온 CJ관계자 자동차로 제주시 연동

에 위치한 고급유흥주점 M단란주점으로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술자

리를 함. 

이 자리에는 CJ헬로비전 방송사업 팀장이 배석함. 

오전 – 두이사, CJ나인브릿지 골프장 라운딩

●● 최양수, 최영묵 이

사는 오전 CJ나인브릿

지 골프장에서 2개조로 

골프 라운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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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수
)

10월
 11일

(목
)

10월
 12일

(금
)

10월
 13일

(토
)

10월 11일(목) 둘째날

10월 10일(수) - 첫날 

오후 KBS이사회 도중 두 이사 자리 떠남.

●● 이날 이사회는 교향악단 안건 등 보고사항을 요청해 놓은 두 운영위원이 

자리를 뜨면서 사실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회의를 일찍 마침.

제주도 가는 비행기 시간에 맞추다 보니 보고를 들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이

사회의 여야 운영위원을 맡고있는 최양수, 최영묵이사가 CJ로부터 접대를 받기

위해 제주도로 

가기위해 이사회 

조차 팽개치고 

부랴부랴 나간 

상황은 야당이사

조차도 볼멘소리

가 나올 정도의 

상황 이었다.

10월 12일(금) - 세째날

오전 – 제주총국 이사회 워크숍

●● 이길영을 비롯한 이사들은 오전 9시 비행기로 제주도로 향함. 물론 최양수, 

최영묵 교수는 이

미 수요일 밤 내려

가 있었다. 최양수, 

최영묵 교수는 제

주총국에서 열린 

이사회 워크숍에 

참가함.

10월 11일(목) - 둘째날

새벽 1시 – CJ나인브릿지 골프장 콘도로 투숙

●● 자정 넘어까지 술자리를 한 두 이사는 서귀포시 광덕면에 위치한 

CJ나인브릿지 골프장내 콘도로 CJ관계자와 함께 자동차로 이동해 골

프장내 콘도에 투숙함(최영묵 이사는 제주도에 혼자 왔고 지인 집에서 

묵었다고 채널A에 해명함)

●● CJ나인브릿지 골프장은 CJ가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일반인은 부킹

이 힘든 ‘회원제 골프장’으로 알려져 있음.

10월 13일(토) - 넷째날

오전 – 이사회, 사장 선임 방식 결론 못내고 워크숍 마침.

오후 7시 – 이사회 사무국, 두이사(최양수, 최영묵) 해명 보도자료 

냄. “CJ 워크숍 참여와 KBS이사 직무는 무관하다”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