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방송 일일 모니터(2012. 11. 29)

 네 번 째 대선방송 일일 모니터를 게시한다. 사상 초유의 대선 검증 프로그램 불방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한동안 뜸한 듯 했던 KBS뉴스의 편파, 불공정 경향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탐

지되고 있다.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판단이다. 

 과연 왜 그럴까?

 우리는 길환영 씨가 사장에 선임된 이후 이러한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주

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사장이 되면 먼저 보도부터 손을 볼 것이라는 우리의 불길한 예

측이 점점 맞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어제 하루 KBS 뉴스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보

자.      

1. 대선토론 방송 거부, 누가 했는데?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어제(28일)의 최대 화제 중 하나는 방송사 주최 대선토론 
TV방송 무산이었다. KBS와 SBS는 11월 말, 12월 초에 박근혜-문재인 후보 양자 토
론방송을 계획했으나 박근혜 후보측의 거부로 무산이 됐다. (MBC는 아예 계획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11월 초 KBS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순차 토론을 계획했다가 박근
혜 후보측이 거부를 하면서 토론회가 취소돼 파문이 인 적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 후
보측은 야권 단일화가 결정되면 토론에 응하겠다고 했으나 안철수 후보의 사퇴 후에
도 거부를 했다.
 그런 만큼 어제는 문재인 후보측이 박근혜 후보측의 말바꾸기를 거세게 공격하고, 
박후보 측이 이를 해명하면서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후보측
에 “수첩 봐도 좋고 질문지 미리 봐도 좋으니 토론에 응하라”고 독한 논평을 내놓기
도 했다. 당연히 이 사안은 뉴스에서 크게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이슈였다.
 그런데 어제 KBS와 SBS 메인 뉴스에서는 모두 이 소식을 리포트 말미에 한 문장으
로만 간단히 언급했다. 먼저 어제 SBS <8시 뉴스>.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후퇴시키고 법정 토론을 제외한   

 TV 토론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준비 안 된 가짜 후보라고 비난했습니다.

   SBS <8시 뉴스> 2012. 11. 28



단 한 문장 뿐이다. 그래도 SBS는 박근혜 후보측이 토론을 회피했다는 사실을 언급
하고 있고, 자막으로 이 내용도 전달했다. 그런데 어제 낮 12시와 오후 5시 뉴스에 
방송된 KBS 뉴스 리포트를 보자. 

 문 후보 선대위는 또 박근혜-문재인 후보간 양자 TV 토론을 박 후보측에 제안했  

 습니다.

 박근혜 후보측이 TV토론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문후보측
이 TV토론을 박후보측에 제안한 것은 뉴스가 아니다. 구문이다. 전부터 요구를 했었
는데 박근혜 후보측이 최종적으로 전의 입장을 바꿔 거부를 했다는 것이 ‘뉴스’다. 그
런데 KBS 뉴스는 아무 맥락 없이 문후보측이 TV토론을 제안했다는 ‘구문’을 전달하
고 있다.
 
 9시 뉴스에서는 TV토론 무산을 한 문장도 아닌 반 문장으로 전달했다.

 박근혜-문재인 양자 TV토론을 놓고도 유세일정, 기피 공방을, 문재인 후보의 신생  

 아실 사진에 대해선 표만 의식한다, 사전 양해 구했다. 여야의 핑퐁이 이어졌습니  

 다.

 KBS 뉴스의 고질적인 수법이 드러난다.
 먼저, 박근혜 후보측에 불리한 내용은 ‘공방’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공방’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명백히 원인 제공한 측이 있는데 
원인 제공자의 책임을 가려버리는 것이다.
 또한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생략돼 있다. 누가 기피를 했는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
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 

2. 문재인 후보측 ‘의혹’만 집중 제기. 

 어제 9시 뉴스에서 안철수 씨의 기자회견 소식을 다룬 리포트 말미에 여야 후보간의 
의혹제기 공방을 언급했다. 

  박근혜-문재인 양자 TV토론을 놓고도 유세일정, 기피 공방을, 문재인 후보의 신  

  생아실 사진에 대해선 표만 의식한다, 사전 양해 구했다. 여야의 핑퐁이 이어졌습  

  니다.

  여기에 박근혜 후보의 현수막 훼손과 문재인 후보 광고의 고가 의자 논란까지 하  

  루 종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네 가지가 다뤄졌다. 박근혜 후보측의 TV 토론 거부, 문재인 후보 신생아실 사진 촬
영 논란, 박근혜 후보 현수막 훼손, 문재인 후보 광고 고가 의자 논란이 그것이다. 그
런데 앞서 말했듯이 TV토론 무산 건은 이렇게 다른 내용에 묻어서 슬쩍 언급할 사안
이 아니다. 또한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이다. 친절하게 화면
도 일일이 보여준다. 특히 마지막의 문재인 후보 고가 의자 논란은 어제 트위터 등에
서 먼저 논란이 시작됐는데, 문후보 측에서 고가가 아니라 50만원대 중고 의자라고 
해명을 했다. 진위 여부를 확인했으면 모를까, 뉴스에서 단신으로라도 다뤄질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문장으로만 보면 문재인 후보측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
겨질 수 밖에 없다.

 <KBS 뉴스9> 2012. 11. 28
 
 이미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여권에 대한 야권의 문제제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잘 
안 다뤄진다. 반대로 야권에 대한 여권의 의혹 제기는 무차별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그 극단적인 예가 지난 총선 때 김용민 후보의 ‘막말’ 보도였다. 편파보
도의 양상 중 가장 악의적인 행태이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3. 첫 배경 화면의 부적절성 문제는 시정

 어제 일일 모니터에서 뉴스 첫 아이템이 시작하기 전 오프닝 멘트를 할 때 박근혜 
후보의 사진이 먼저 걸려 있고, 반면 SBS 뉴스는 ‘2012 국민의 선택’ 화면이 걸려 
있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사진)
 



            <KBS 뉴스9>                     SBS <8시 뉴스>

그런데 일일 모니터가 나간 후 어제 뉴스에서는 이것이 시정이 됐다. 시정이 되는 것
이 맞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없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길환영 씨가 사장이 된 이후 한동안 다소 수그러졌다고 평가받
던 불공정, 편파보도가 다시 발호를 하고 있다. 이번 대선 검증 프로그램 불방 사태
에서도 봤듯이 그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다. 우리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