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의 특징은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박근혜, 문재인 편 모두 앵커 리드에서부터 상  

 대편에 대한 공격을 언급했으나 MBC와 SBS는 공약에 대해서만 전했고,

  - 기사 구성에서도 우리는 전반, 중반, 후반에 걸쳐 네거티브 공세를, 타  

 사는 후반에 가서 덧붙이는 정도로 차이가 있었음.

  - 우리의 박근혜, 문재인 간 영상 구성의 차이는 여전해서 우선 앵커의 배  

 경 그림만 해도 박근혜는 활짝 웃는 얼굴과 촘촘히 몰려 있는 청중들을, 문  

 재인은 묘하게 일그러진 표정과 몇몇 당 관계자들이 함께 보이는 정도였음.

  - 가장 문제였던 것은 후보에 대한 불공정한 의혹 제기였는데 우리와     

 MBC는 문재인 부인의 다운계약서 의혹만, SBS는 문재인 의혹과 함께 박근  

 혜 동생 박지만의 룸살롱 임대 논란을 함께 전했음.

대선방송 일일 모니터 (2012.11.30.)

1. KBS 스스로도 인정한 불편한 대선방송의 진실...

 위의 모니터링 결과는 어떤 시민단체나 특정 정당이 한 모니터링이 아니다. 
바로 KBS 심의실에서 나온 모니터 보고서다. 

어제 <KBS 뉴스9>의 대선 관련 보도는 박근혜 후보의 ‘중산층 재건’ 공약과 
수도권행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지역균형발전’ 공약과 영·호남지역 방문이
었다. 
 KBS 자체 심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두 후보 간의 화면구성에서부터 확연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부감샷에서 줌인샷으로의 변화, 환호하
는 군중들의 박수치며 웃는 모습 등을 다양하게 편집해 내놓은 반면, 문재인 
후보는 호남을 방문하는 장면에선 담담하게 쳐다보는 군중들의 모습을 클로즈
업해 보여줌으로써 ‘대놓고’ 박근혜 후보를 편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박근혜 후보의 경우 리포트 후반부에 영화배우, 종교인 등의 지지선언 
모습으로 마감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리포트 후반부에 안철수 씨의 다음 주 
캠프 해단식과 입장 발표 예정 소식을 한데 묶어 리포트(안철수 씨의 심각한 
표정을 배경으로)했다. 안철수 씨의 입장표명과 해단식은 별도로 단신 처리하
는 것이 양 후보의 선거운동 리포트의 특성상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
보의 단일화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데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KBS 뉴스9> 朴, 수도권 공략…“실패한 정권 부활 막아야” 리포트 후반부

<KBS 뉴스9> 文, 영·호남 지역 강행군…“지역 균형 발전” 리포트 후반부

이러한 화면 구성은 뉴스 후반부의 ‘이슈 앤 뉴스’에서는 더 노골적이다.
‘초접전 양강 구도, 승리전략은?’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선 초반부 양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 연령대별로 분석하고 안철수 지지층의 표심을 보도했
다. 이후 양당의 선거 전략을 분석하는 화면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박근혜 후
보의 경우 연설하는 광장의 풀샷, 환호하는 모습 등을 전략분석 중간 중간에 
끼워 넣었고 심지어는 관중 중에 육영수여사의 액자를 크게 치켜든 한 지지자
의 모습을 살짝 클로즈업하는 등의 센스를 발휘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모습은 항상 클로즈업된 상태에서 몇몇 지지자와 악수하
는 모습, 안철수 씨와 악수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엔 손학규 등과 손잡고 지
지자를 향해서 손을 치켜드는 장면 등 관중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온통 민주
당 관계자들의 모습만 보일 뿐이다. 참으로 교묘한 편집이다.

2. 다운계약서는 문제, 룸살롱 임대는 몰라?

다시 심의실 모니터링 결과를 인용하자면, KBS 9시 뉴스는 두 후보의 선거운
동 리포트 바로 뒤에 문재인후 보 부인의 2006년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에 대
해 리포트했다. 

 SBS <8시 뉴스>는 문재인 후보의 다운계약서 논란과 룸살롱 임대 논란을 한 
데 묶어 리포트했다. 심의실의 지적처럼 SBS 역시 보도의 균형성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KBS 9시 뉴스는 SBS 뉴스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대선의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금, 양당에선 하루에도 수십 건
씩 기자회견을 하고 상대방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갖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KBS는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문재인 후보 
부인의 2006년 다운계약서 작성논란은 당시의 자료화면까지 들먹여가며 상세
하게 보도한 반면, 민주통합당이 제기하는 박지만 씨 소유의 건물 내에 성매매
까지 하는 룸살롱을 임대계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리포트도 내놓지 
않고 있다. 



 

 - MBC는 새누리당 측의 공격만 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현 정권 인사청  

  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세금탈루라고 비난해놓고 이번에는 일반적인 관행  

  이라며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음. 

 - SBS는 박근혜 동생인 박지만 회사 소유 빌딩에 룸살롱이 성업 중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전해 우리와 MBC에 비해서는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였으  

  나 실상은 SBS도 문제였는데,

 - 기사의 대부분을 문재인 관련 의혹으로 채우고 박근혜 동생의 룸살롱 문  

  제는 민주당의 맞불 차원으로 기사 끝에 살짝 결들인 정도였음. 

  - 룸살롱 문제를 단독 보도한 프레시안은 이곳이 문을 연 것은 약 1년 반  

  전이며 그 전에는 다른 룸살롱이 있었고 성매매도 가능한 곳이라고 보도했  

  는데 유력 대선 주자의 동생이자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소  

  유 건물에 룸살롱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것이었  

  으나 우리는 왜 보도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임.

 또한 최근 박근혜 후보의 선거홍보노래의 저작권 논란은 이미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고 새누리당에선 이와 관련해 저작권문제를 빨리 
매듭짓겠다는 발표까지 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리포트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육영재단의 이사장 재직 시 재단부설 유치원에서 
교사들에게 결혼 시 퇴사를 강요했다는 한 교사의 폭로 건 역시 보도에선 찾
아볼 수 없다.



길환영 사장과 이화섭 보도본부장은 공방위에 참석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
실로 확인되지 않은 아이템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늘  
보여 왔다. 그 태도는 맞다. 그렇다면 그러한 보도본부 수장의 태도는 일관되
게 보도에 적용되어야 한다. 누구에겐 주장이 사실처럼 보도되고, 누구의 얘기
는 사실로 입증되기 전까지 보도를 유보하거나 취재조차 안한다면 이러한 행
태는 누가 봐도 편파보도이며 역사에 기록될 수치스러운 대선보도의 한 형태
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