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보도 평가와 모니터링 혁신1부

	 사회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민언련 이사)

주제발표	대선보도	모니터링	평가와	혁신	 p.3

	 	 -대선미디어감시연대	활동	중심으로	
  송경재 상지대학교 교수

	 	시민의	선거보도감시	역사와	모니터활동	 p.20
  김수정 중앙대학교 강사

	 	충북지역	대선보도,	무엇을	남겼나	 p.33
  이수희 충북민언련 대표

	 	경남지역	언론,	제20대	대선	어떻게	보도했나	 p.39
  노희승 경남민언련 사무국장

	 토론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   /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

  김현 광주전남민언련 사무국장 /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선거보도 모니터보고서를 ‘모니터’하다2부

	 사회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토론	 김효신 KBS 기자(시사프로그램 ‘추적’, 前 ‘질문하는 기자들’) 

  정철운 미디어오늘 기자  /  윤수현 미디어스 기자

  김고은 기자협회보 기자  /  김양원 YTN 편성국장(‘열린라디오 YTN’ 진행)

  강연섭 MBC 기자(前 언론노조 MBC본부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

  장세인 PD저널 기자

순서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 





대선���������������
‘대선미디어감시연대�����중심으로

송경재(����교�사�적경제�과�교수��민언��정책위원)

Ⅰ��선��������역할

미디어(언론)�� ��사����정부기�� 중� 제4부(t�e� fort�� �ranc�� of� government)�� 해��� 정도��

공식적·�공식적으��중요한�소���수행한다.�언론이���사����주����이���인���가�����매

�� 다�한� ��이�� ���� �의� ��해진� ��관�� ���� 정치·사�적으�� ���� 사��� �도해� 사��

���� ��하기� 때문이다.� ��� �원��� 미디어가� �민의� �� �리�� ����주�� ��의� ��� 기관으

��인�의�기��������주������하고�있다(�정�� 200��� ���).� ��적으��언론의�기능���주

��고� 있����� 첫째�� 사실(fact)�� 있�� ������하�� 기능이며�� 둘째�� �민의�정치의식�� 형성하거

�� 공중�론�� 이�어� �가�� �� ���� 미치�� 기능이다.� 이��� ��사���� 언론�� ��사��� �리�

정부�� ��해� 거의� ��� 정치적·사�적� 주�가� 사�적� 의제�� 선�하고� �의하�� �� �� ���� 한다(조

�제� 20���� 2��).�

고�� �리스� ���� 민주주의의� ��성기� 위�한� 정치�도���� 페리클레스(Perikles)�� 민주주의��

“정치��이� 소수��� 있�� 않고�� 다수의� 사���� 있�� 제도”�� ��하고� 다수의� 사�이� 스스�� �치��

수� 있�� 민주주의의� 중요성�� 강조했다.� 하��� ��� 민주주의가� 정착한� ��가� �고� �민의� 수가� ���

�민�가������민주주의가��조하고�이��������위�하���치하���의민주주의가�정착되었다

(�ey�ood� 20�4).� ����선�하���식의��의민주주의�정착��민주주의�하���선거의�중요성��확인

해준다.� 이� 과정���선거��민주주의의� �이�����정도�� 민주주의���정�가�작동�� ��되���있어

��중요한� 과정이다.� 미디어의�정치적� ����선거������ ���두드러진다.� �의민주주의� 하����선

거과정���도�민주적이어야��민주적������������수�있기�때문이다.

��� ��가� 강조한� ��� �이�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 책��� 있�� �민이� �두� 공정하

고������선거���해�정치과정��동�하������때�가능하다.� �러���실��제도적�민주주의의���

����형식적이고�����한정되���������수�있��되었다.� 이��언론��정치�과����인��민��

��해�주어야�한다(���� 200��� ��0).� 언론��정치매���으���정치�부��소����민��정치과정

의�주인으��재정�하������수�있��도�가�되어야�한다.�

이���민주주의�선거�과정���언론의��도��매��중요하다.� 민주주의가�제도적으��공고�하기�위해

��� ���인� �민�이� ���� 정치정��� ��하고� ��한� 선��� 해� ���� 선�해야하기� 때문이다.�

�러기� 위해�� 언론�� 공정하고� 사실�� �거한� 정확한� 선거� 정��� 제공해야� 한다.� 민주사���� 선거��

언론의�관���이���사�의���적�요소이다(�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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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바� ‘미디어�선거’라는��가�지����정���선거�����의���이��지고�있다.� ����

유용한� 선거정보�� 제��� 정��� 후보자�� 선��� �� 있는� 판�� 기��� 제시�으��� 유권자가� 선거��

���으����하��한다는�����중요하다.�정���후보자��유권자���는�유권자��유권자의�선거�정보

가� ����� 전�� 방식이� 아니라� ���� 의�� ��되고� 있기� 때문이다.� ��� 디지��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따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nication� Tec�nologies�� 이하� ICT)��

기반으�� 하는� �미디어의� ���� 정�행�자�� 유권자� �의� ���� ����� ����� ����� 방식으

��바�어�좋았다.� 문제는�바���기��있다.� ��이�제대��기�한다면��민의���권�����하고�바람

�한� 선거� 정보�� ��� �� 있지�� ��지� �으면� ���� ��이� 정��� 대한� ��감�� 냉소주의�� 무관심

�� 조�하�� 민주주의� 퇴행(backsliding)�� ���� ��� 있다(권혁�� 200�).� 이�� 시민사회�� �����

��의� 선거보��� �가하는� ��� �지� 선거� �정��의� �정이�� 문제��� 지�하자는� �이� 아니라�� 민

주주의의� �고화�� �한� 중요한� �정으�� 이���� 한다.� ��� ����� 시민사회�� ��의� 선거보�� 감

시��는�모니터링이�중요하다.�

하지�� 한���는� 아�� 선거� 시기� ��보�� 감시� �는� 모니터링이� ���으�� �행되지는� �하고� 있

다.���는�주��기자협회��노조����������중심으��한�시민사회��중심으��선거보��감시��모니

터링�� 전�하고� 있으며�� ������ ���� �는� ��� ����� 선거보�� 감시�� �가�� �행� 중이다.�

이� 발제문�� 이�한�����고��� 한����있었����� 3��의�대통�� 선거�����������시민

사회의�선거보��감시�정����보고���의미��대���가하고자�한다.� 이��정���가����������

제20대� 대통�선거보�� 모니터링�� 종합하고�� 이�� 비판�으�� �가�� �후� 바람�한� 모니터링� 혁신방안

��제안하고자�한다.�

Ⅱ�������모니터링

�반�으�� 모니터링(monitoring)� 이�� 용어는� 행정���� ���하�� 사용되었다.� 행정�사전�� 따르

면�� 모니터링�� 정��가�������이���의� ��대��운용되고�있는가�� ��고����대�� ����혜

�이� �아가��� �행되는가�� �가하는� ���� �가의� 한� 기��� 말한다.� ���� ���는� ����� 영

����모니터링이� 확대되어�의정�모니터링�� 제��모니터링�� ��� 모니터링���이�사용되면�� ��의�목

���따라��관���지���바�으���가하��이���선하기��한�환류(feedback)의� 기�자����활용

된다.

대선보��모니터링��사는� 1980�대���시민운동의�발전�정������이�하고�있다.� 1987��민주화�

이후� ��시민운동�� 다�한� 영���� ��� ��기� 시작했다.� 가�� �심��� �제�� �선� 운동�� 기반으

��미디어교육운동�� 대안미디어운동��으��영���확대했다.� 이후� 1990�대�한�� 시민사회의���이�강

화되면��이�바�감시운동이�본격화되는데�����영�����마찬가지였다.

사�� 감시운동의� 시작�� �제정의��시민�합�� ���대의� 행정감시운동�� 의정감시운동��� 시작되었

다.� ��� 비�한� 시기� ��시민운동����� 이�바� ������� 감시� �� 고발�� ��� ��보�� 비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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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내용

1 선거���조장
- 후보��대결� �상��심화하��경향

- 예비후보�� 0룡�� �룡���사전선거���기�조성

2 가�������기사의�강조 - 재담�� 비방�� 말장난�� ����의� �상��선거보도�중심

3 전���대결�보도
- 3자대결�� 4자대결��� 대결� �도�

- ��이��전��용어�사용

4 편파보도 -� �정� 이�����지지�성향에����편향��보도

�자� 권�� 보호�� 언론사의� 경�� �� 편�� 감시운동이� 시작되었다.� �중에서� 대��� 선거보도� 감시운동��

1992����시작되었다(���� 2011.� 460).

���� 사실� 1992�� 선거보도� 감시운동의� 시작�� 확정하기�� ��한� 감이� 있다.� 이미� 1987�� 대선에

서��� 선거보도� 감시�� �련�� �의가� ��기� �문에� 1992�이� 시작이�고� 하기�� 어렵다.� 하지��

1990�대������언론사��동조합�����시민운동이�결합해�시작��감시운동�� 1992��대��선거��

��고�조직화되었다.���� 1992���선거보도�감시운동의�������정도��언론사��조��시민사회�차

�에서의�감시운동이���화�되었다.

첫째�� �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주언론시민연합)>의�언론�������감시운동이�활발해졌다.�이어�

1992��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결성하�� 선거보도� 감시활동�� 공식화하였다.� 이�� 언론사� �조�� 언

론시민운동��가� 연대하�� ����� 대��� 선거보도�� 감시했다�� 차�에서� 의미가� �다고� �� 것이다.�

둘째�� 선거보도에� 한정하지� �고� 시민사회� 내에서� 공정선거�� �련��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 결�� <경

실련>�� <YMCA>��주�������시민��가�연대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가�결성되기도�하

였다(���� 2011�� 458).

이후�선거��전후하��언론사��조��기자협회�� 언론시민��의�선거보도�감시��������이�정�화�

되었다.� 첫째�� 1992��대��선거�이후�총선��전��동시�지방선거��� 전�선거��리고�중�한�보궐선거

에서�선거보도�����이�활발��진행되었다.� 이��한��정�에서�선거보도�����이�선거�다�일상화

되었�����주�� 계기가�되었다.� 둘째�� 미디어� �경�화에����감시대상도�확대되어� 1990�대�후반에

��지�언론��� 확대되었고�� 2000�대��어서�� ����신문�� 지�민방��리고� ��에���편��보도전

문채널��포털��소셜미디어����������감시��이�넓어졌다.�

이��� 언론시민���� 중심��� 한� 대선�� 총선�� 전�� 동시지방선거보도� ����� 기반��� 학계에서

도�다�한�연�가�진행되었다.� 선거���대의민주주의�이����보도하��방식에�대한�중�성����하��

선거보도�� �련한� 다�의� 연��� 기�� 언론보도� 행�의� 비�점에� 주목한다.� ��� 연�에서� 지�한� 선거

보도행�에� 대한� 비��� 주�� 편향�� 보도�� �정�� ���� 중심의� 보도�� 경�식� 보도�� �거� ��� ��성�

보도�� ���� �용� 보도�� 비�학��� 보도�� 지�감정� 자극�� 미진한� 주�� 이�� 보도� ���� 다�하�� 제시

하고�있다(�차�� 2006�� 이��� 1992�� �동�� 2012�� 158-159).� 이�한�연����합하��권혁남(2006)

��언론의�선거보도�문제점�� 10가지��정리했다.

<�� 1>�한��언론의�선거보도�문제점�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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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도 - ����저널리즘�보도� 중심

6 이��보도��인색 - 정��비교�� 검증�� 실현� 가�성���한�언��부족

7 정����부�중심��선거보도 - 정��지도자�중심��선거보도

8 부정���보도
- 선거� 무관심�� 흑색선전�� ��� 부정선거� 등�� 부정적인� �용���

��������감�조장

9 지�감정�조장
-� 지�감정��조장이��부추김

-� 선거��지���������인�하��하�� 기사

10 선거��론조사��부정확성
- ����������저널리즘��활용

- 선거������만��중하고�정�선거��관심���지� �하��함

����� ��권혁남(2006�� 390-398)�서��구자가�재구성

한�� 선거보도�서� 시민적인� 관��� 부재�� 지적한� �구도� 흥미롭다�� 이�� 관��서� 제기�� �제���

첫째�� �리�� �제가� ��� 보도�다�� 지적�� 둘째�� 시민� �권자가� 중�시하�� �용이� 제��� 보도되지� 않

�다�� 시민� 저널리즘적인� 지적이� 있다�� 김정기(2004)�� 선거보도�� 관�한� �용���� �해� 시민� 저널

리즘(�i�i�� journalism)이��업�������언론시장�서���성��확보����있��������이���것이

�� 지적하고� 있다�� �리고� 언론이� 시민�� ���� �도�� �� 있도�� 보다� 다�한� 시민이� 관심�� 가�만한�

�제��보도하�������전�해����것��제�하고�있다�� ������등(����o��� �osi��i�� ������o��

2008)이� 강조한� ��� �이� 민�사��서� 시민�� ��가� 중�하고� 정���니�이��� ���� 강조한� 것

���이�시민�제�중심�����업(�o��om� u�)�선거보도가���하다고�강조한다��

이���민���이��이��선거보도��감시��모니터�이�확�되�서�언론사�노조��언론시민단체�����차

��서� 다�한� ��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한� 시도�도� �구하고� ��� 선거보도�� 관한� 체�적이고�

��적인�����부족하다���기�� �����전�����인터�����미����등장��포털������등���선

거보도가� 확장되�서� 기��� 전�적인� �거시미��� 중심� 모니터�도� 보다� 확장되었고�� �� �용� �시� 광

범위해졌다�� 이�한� 시�적�������� �전한�선거보도��비해� 체�성이��평가��틀�� 미�지�적인�개

선����한�고민�����부족한�것이�현실이다��

Ⅲ�������모니터링�평가

1�� 2012��제18�������모니터링�

2012��제18���선�선거보도�평가���거�모니터��보고서��다��� �2012��선보도�민언��모니터

단�총평가보고서>가�남��있다���거�도��선보도�모니터�개��보고서��중��������론��평가�자료

�� 남�� 있지만�� ��보고서� ��� �서� ���� 제�되�� 기���� 남�� 있�� 것�� 제18�� �선부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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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내용

���

분석

�선���보도��도� 분석 - 기��인�통계량

보도��제��보도량�비교 - �제��보도� 비교

선거보도�후����사례 - �인���제외�사례

보도�

내���

분석

야권단일화�� 단일화� �동�터�

��사퇴까지…방송3사� “갈등”

-� 야권단일화����과정…경쟁·����레���발� �� ��� 축소

-� ��리� ‘단일화�야합’� 비방…방송3사�� 연일� 비중�있�� 실어

-� 단일화� ‘�과� 없다’?…방송3사�� �� 사퇴� 후� ��축소�나서

�다보도� ‘후보행보’…분량� 화면

�성�내�까지����일색
��리�방송3사� 공개��� ‘�� 보도지침’� 논란

정�공방� 보도…�거��� 중계�

�도한�방송3사

-� �정원�직원개입�� ���� 불법선거운동…�야�공방처리

-� ��지���� ���� 북풍몰이…방송3사��증없이����증폭

-� ��리�������된��표���연장…방송3사�침묵

-� 야권� 깎아내리기…����������나선�MBC

후보�� �증� 외면…‘��제기�

중계’� 올인

���� 있다.� �� 이���선�서�� 개��모니터�보고서��성�서�등이�언론단체�� 노조�� ���������공

동�모니터�단이�발표했지만��종합보고서���아�있�����제18���선이�유일하다.1)

1)�개요

제18�� �선� 모니터�� 민언�이� 단���� 진행했다.� 민언��� ‘2012� �선보도� 민언�� 모니터단’(이하�

민언�� 모니터단)�� �성�� 2012�� 10�� 29일�터� 12�� 20일까지� 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 등� 5개�

일�지�� �B�·MBC·�B�� 등� 방송� 3사�� 선거보도�� 모니터했다.� �� 과정�서� ��� 모니터� 보고서� 28건��

방송모니터�보고서� 24건��논평� 6건�등�총� 58건���선보도�모니터보고서��작성했다.�

이�� ��하�� 11�� 29일�� 2012� �선보도� 중�평가�론�� “선거운동원��� ��한� 언론�� 이�론� ��

된다”�� �어� 모니터� �과� ���� 선거보도�� �제���� 고발하고� �종� �동�과�� <2012� �선보도� 민

언��모니터단�총평가보고서>��발표하��제18���선보도����동��종합하였다.�

2)��요�내��평가

제18���선보도�모니터����인��제�� “선거운동원�����언론�� �������선거보도��기록”이었

다.� 방송과� ����� �분하�� 모니터�이� 진행되었다.� 방송�� 방송� 3사(�B��� MBC�� �B�)� �인� ����

중���� 2012�� 10�� 29일∼12�� 18일까지�진행되었다.����인�내���다�� <표1>과�같다.

<표1>�제18���선�방송�모니터��요약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2년 이후 대선보도 모니터를 진행해 온 민언련을 비롯한 언론사 노조, 기자협회 등 언론단
체를 중심으로 과거 자료를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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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도� 실종…����� �도� 내

용���심각

-� ����� 정책의제����사례

-� 언론정책���심��어� ��로�재�� 문� 방송3사

시사�

토론�

프로그램�

분석�

시사프로그램�� ��� 대선의�

29.8����으로�떨어져

선��� 법정토론회�� ��� �레�

��벗어나

구분 주제 ���내용

보도�

내용��

분석

이중�잣대

-� <조선><동아>� “��� �일화� �� ��자� ��� 침해�� 보�� �일화� ��

��자�선���보장”?

-� 조중동�� ‘막말’�� 대한�이중� 잣대

은폐·침묵
-� 조중동�� �����보�����한�이���누락

-� �정��보장� �원의� ‘투표시���장� 요구’�� �� �� 척

의제������호도
-� ‘경제민주화’�� �민경제��악화시킨다?

-� ���의�경제민주화�� ‘재�� �제�대책’이�강하다?

분열조장
-� ‘���취재원’� �장시��문-�� 분열�조장한�조중동

-� “�����문재�을�도���각이�없다”� 거�� ��기�나선� 조중동

물타기

��주의�조장

‘네거티브’�� ‘검증’으로�� ‘검

증’을� ‘네거티브’로…

-� ‘거짓말’로� ���� 정문�� 의원의� ‘비밀․��� 회담�� 북�� 녹취록’�
띄우기

-� 선�����발�� ‘�누����법� 선거� 운동’�� 조중동은� ‘사실� 검증’�

포기

-� �정원�선거���의혹…조중동�� “민주���의�네거티브”로� 몰아

색깔론․북풍몰이
-� ‘���� 포기발언’� ��� �아�자� �거� 정��� ‘�경호��� 투자하려

��했다’?

-� 대선� �보��정�� ��� “북한� 도발을���������� 사람을”?

�약�이행�종용

다�으로��문은� 2012�� 10�� 29일∼12�� 20일�기��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경

��문� �� 5�� 일�� 종��� �문사�� 중심으로� ����을� 진행하였다.� �시� 중요한� 내용은� <표2>�� 같

다.

<표2>�제18대�대선��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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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매체

신문보도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아시아경제�등)

방송보도 �BS,� �B�,� SBS,� �TB�,� TV조선,� 채널�,� �BN� 저녁종합뉴스

이������로� 2012�대선보도���련�����은�이중�잣대,�은폐·침묵,�의제������호도,�분��조

장,� 물타기,� 지역주의� 조장,� 네��브� 띄우기,� 검증포기,� 색깔론·북풍몰이,� 공약� �이행� 종�� 등�� 사안마

다���의�보도����방송��신문사�기사���종�선정했다.� ��결��방송은� 11건,�신문은� 10건이���의�

보도로�선정되었다(조선일보� 5건,�중앙일보� 1건,�동아일보� 4건).

2�� 2017��제19�������모니터링

제19대�대선보도�� 2017�� 3�� '2017� 대선미디어감시연대'����하�서�시작됐다.� 제19대�대선보도�

���������련��페이지에�����이�가���되어� DB�되기�시작했다���은������다��새로

��전환이었다.��분에����대선보도������등�관련�����구�하���기가�되었다.

�시� 2016����이어진���집������로�매우����선�일정이�확정되었지만,� ��역�이�집결되

�서� �기간에� 조���� 대선보도� ������ �한� 조��가� 이루어졌다.� ��어� 연합뉴스�� 뉴시스� 등�

통신사��네이버,�다��포털,� SNS(페이스북)�지�감시��진행하였다.�����로�일간지� 6개��경제지,�지

���방송� 3개,�종합��채널� 4개,�보도전문채널� 2개��이���론사의� SNS,� 연합뉴스���뉴시스�등�통신

사,�����포털�사이��지���������하였다.��리고�����로�종�� 4개사��보도전문채널� 2개에

서� 방송하�� 33�� 개의� 시사����지� 대��로� 선정하였다.� 아울�� 지역�론사�지� ��하�� ���한�

����이�진행되었다.

����� 결��� ��� 논평,� 일일� 브리핑,� 주간� 보고서,� 주�� 공약‧정�� 보도� 보고서� 등� 이슈별‧기간별�
���로�제작하�� �� �론사에� 배포‧공개하였다.� �리고� ������은�대선보도�� 관련해,� “선�보도� 감
시준칙”��제시하���론��에��사전�환기��하��등�체����������시도했다.2)

구체���일정은�선�� 50일�전�� 3�� 20일� '2017�대선미디어감시연대'�����시작�로� 4�� 18일�중

간평가.� 5�� 25일��평가��론��등이�진행되었다.�구체�������대�은�다���같다.

<표3����선�문��의������대��주��신문,�방송,�통신사,�포털�

2)� 감시준칙은�주����은� 8가지� 분�로�구�하��하�� �칙����하��제시하였다.�

1.� ���의�정����소������확�시���선�보도��감시한다.

2.� �보의�����공약에�대한�평가��정�의제�중�의�선�보도��지향하�지�감시한다.

3.� 지역감정����기��지역주의·소지역주의�선�보도��감시한다.

4.� 선정���경마��보도��감시한다.

5.� �시��론��기��������어서��선�보도��지향하�지�감시한다.�

6.� ���의�정���관�������촉진하고,� 시�사�의������동������로�보도하�지�감시한다.

7.� ���의�정���선�의�다����확보하기��해� 신진,� 소수,� 진보��보���분��보도하�지�감시한다.�

8.� ������ ��론��흑색선전,� 의���로� 등� �정��선�보도��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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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사�

페이스북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 MBN의�페이스북�선�����시��

종편�� 보도전문채널�

시사토크쇼
JTBC�� TV조선�� 채널��� MBN�� �TN�� 연합뉴스TV� 시사토크쇼(33�� 가량)

방송�토론��

시사프로그램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 MBN�� �TN�� 연합뉴스TV� �

대선�보�토론프로그램��시사프로그램

통신사 연합뉴스�� 뉴시스�대선� ��� 보도

포털 네이버�� 다음� 대선� 특�페이지�

신문 방송

경기지역 경기일보�� 경인일보 없음

경남지역 �의�중 �의�중

광주전남지역 광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 광주매일 �의�중

대전충남지역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금강일보 KBS대전총국�� 대전MBC�� TJB대전방송

부산지역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전북지역
전북일보�� 새전북신문��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 전주CBS

충북지역 �중부매일�� 충청타임즈�� 충북일보 KBS청주�� MBC충북�� CJB

<표4��발�선�문��의�모니���대��지역�론�

모니�� 기�� 발표�� 보고서�� 184건이었다.� 모니��� 대�� �론사� �가� �가함에� �라� 다�한� 영역에

서�모니��이� 시도되었다�� �에서� 의미� 있�� 전환이라고� �� �� 있다.� ���� ��� 모니��� 보고서� 중�

의미�있��보고서��기���다��특�����하��다음��같다.

첫째�� 제19대�대선보도�모니��에서��신문��방송�� 종편��통신사��포털�지�그�영역이���되��광범위

한� �론사의� 모니��이� 시도되었다�� �에서� 의미� 있�� 전환이었다.� 특�� 경제지� 모니��이� 시작되��

그동��사�지대였��경제지의�대선보도�모니�������가동하였다.�

둘째�� �지털�환경���에�부�하��포털�대선특집페이지�� �론사���미���등도�모니��대�에�포함

되었다.�역시�레�시미����함��뉴미���영역에서�대선보도�모니��이�시작되었다.��론�포털의�경우�

��에도� ���인� 모니��이� 있었지�� 제19대� 대선부�� ���인� �시대�이� 되었다.� 대표��로�

“2�17� 대선�� 포털� 모�일� 뉴스� 모니�의� 시작�� 그� 의미(4�� 19일)��� “포털� 모�일� 뉴스편집�� ��보다�

갈등·대��뉴스�우선하나?(4�� 27일)��� “페이스북��널��의�문제����필요(5�� 21일)�� 등� ���보고서

가�발표되었다.� 특��포털�뉴스의�영향�이��지�서�다�한�시민의�제보가�있었고�� 이에�대한����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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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지�진행되었다.�

셋째�� 가짜뉴스�� 팩트체크�� �요�이� 부�되�서� 이�� ����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시� 시대����

가짜뉴스�� ���이�제기되�서� 다��� 차���가짜뉴스�� 팩트체크� 모니터링이�시작되었다.� 대표����

“��인� 가짜뉴스�� �개하�� �� 유�하�� 조선(3�� 21일)”�� “팩트�� ����� ����� TV조선�� ‘팩트체

크’(4�� 17일)”�� “�보�� 정책‧논란‧��� ‘팩트체크’� 늘었다(4�� 18일)”�� “‘팩트’� ��� ‘팩트체킹’�� TV조선��
‘팩트체킹’�왜곡(4�� 27일)”�등�가짜뉴스��팩트체크�보도�����제���지�하기도�했다.

넷째�� 시사�론��� ��사�� 모니터링� 대��� ��하여� �거�� 다�� 분석�� 시도하였다.� �시� 논란이�

되었���정�정����호�인��론�����연��고발하거나�� �론�����부도���발��등��������

모니터링하여� �제�� 시���� 기여했다.� 대표���� “진보� 31명� ��� 보�� 151명�� ���� 여��� ‘기울어

진� 운동장’”(4�� 11일)�� “‘�� 유세차사고’� �거도� ��� ��� �장���B�� 이��� 변호사”(4�� 24일)� 등��

사��������장��일��기도�했다.

<��� 1��모니터링�보고서�리스트

����� ������홈페이지

� � (����������.����.��.�����������.������������������������2�5������24�등)

��� 2022��제20�������모니터링

��� 2022�� 제20대�대선����고� �시�� 2021�� 서울·부�시장� 보�선거�서도�선거보도�모니터링

이�진행되었다.� �� ���� ��하여� 미디어감시연대� 보도�서�� ��되어� �체���� DB�가� 되었다.� 서

울·부�시장�보�선거보도�모니터링�서��정책��인물��여론조사��팩트체크�����등��������하여�선

거보도�모니터링����운�지����었다고�����있다.� 세부�����①2021� �보�선거�미디어감시연대

������ 모니터링� 개요�� ②2021� �보�선거� 이슈� ���� 선거�정� 분석�� ③선거보도�� 검증보도�� ④부

동��정책�이슈��⑤여��정책�이슈��⑥인물�검증�이슈��⑦선거보도��여론조사��⑧선거보도��팩트체크��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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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제목 발표

1
신문/방송

여론조사
여론조사�보도�������무시������표현�������� ‘���무시’ 1/25

2
신문/방송

여론조사
여론조사�보도�� ‘2030‧젠더’�여론조사도���대�����맞추나 1/25

3
신문/방송

여론조사
여론조사�보도��지지율·�감도�편중�심각��중앙일보·채널��압도적 1/25

4 지역
[부산]��문하��언론��어디에���보�행보·발표�공약��아�기�보도에�그

쳐
1/28

5
신문/방송

여론조사
�-30� ‘무의미한’������여론조사��신���수�있을까 2/7

6 신문/방송 언론이�외면하��고용·노��정책��일자리�정책�����초래 2/8

7 신문/방송 ‘RE100‧택소노미’����한�언론�� 2��토론�무산�책������묻나 2/9

8 신문 “�하면�배신���치면�한���일��목���언론 2/9

9 지역
[부산]� ‘�발�공약’��부각한�지역언론�소수정���대�� ‘사회적�약자�공약’�

�대��이어져
2/9

10 지역 [광주·전남]� TV토론�건너뛰고...아젠다�발�����지역�대선보도 2/10

11 포털 [포털뉴��모니터]����정책�기사��포털에�����보인다 2/11

12 종편 종편�시사대담�출연자�보수·남성·언론인�편중�심각 2/14

13 종편 정책����종���지���선거보도�종편� ‘반토막’ 2/14

14 신문/방송 정책보도�10건�중���� 1건�� ‘공수표’���거른다 2/15

15 지역 [경남]�유�자�중심�보도에��지역주의�조��보도까지 2/15

16 지역 [경기]�정책보도���아�기�치중��갈등-���보도��중�높아 2/15

17 신문/방송 �년�대� ‘���일자리’��대�관심��고용·노�정책���보도���� 3건 2/16

18 지역
[부산]지역언론� 균형발전·지역소�� ��에� 주목.� �보별� 언론정책� ����

외면
2/16

19 지역 [충북]기자�취재�대신하�� '여론조사'��특별취재���� '특별취재팀' 2/17

선거보도�� 포털�� ⑩��� 선거보도의� 기��� 요소�� ⑪시�이� �� 선거보도� 등� ��적��� �성되어� ���

형���출간되었다.�

제20대� 대선보도� 모니터��� 언론·시�사회���� 중심��� 연대조�을� �성하면�� 시작되었다.� 2022

년� 1�� 25일�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주언론시�연�� 등� 언론·시�사회��� 24���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 발�하고� ��적인� 모니터�� ��에� 나섰다.�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 기��

신문�� 방송�� 종편�� 지역언론사�� ��� ���� ���을� 확대하고� 있�� 포털�� 유튜브�� �N�� 등� 신유형� 뉴

��������을��한�정보·뉴��유�의�����선거�공론�에�미치����을�분석��모니터��하였다.�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의� 대선보도� 모니터� 보고��� 제19대에� ��� �수�� �었지�� 보다� 심층적

인� 내용을� 중심��� 모니터�� 진행되었다.� 제19대� 대선보도� 모니터�� 보고��� 주�� 현�� 이�� 중심의�

�보성�모니터��보고���주류였다면��제20대�보고�� 65편��심층성을�추�하여��이�있��내용을�담았

다���에���별성이�확인된다.� 기��전�언론사��대����하고�있지�����주목�고�있��디지털미디

어��역인�유튜브까지�포�하여�����모니터��방�론이�시도되었다.�

<표5��제20대(2022년��대선보도�모니터��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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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포털
[포털뉴스�모니터]�여론조사��용����미��기사����정책·�보�검증�홀

대��채� ‘단독’�남������장사
2/17

21 지역 [광주·전남]�기획보도�없는�지역언론...지역���조장도�여전 2/17

22 방송 ��경�의혹� 172분� V���건��의혹� 17분��종편� ‘10��차이’ 2/18

23 유튜브
[유튜브� 모니터]� “유튜브�� 2022� 대선��� ���� 하고� 있는가?”모니터��

1차�보고���중심으로
2/22

24 방송 방송뉴스�유�����지역공��최다��정책검증�� 3%�미만 2/22

25 신문 신문보도�정책검증� 10%대�제자리��조선일보�가장�소홀 2/23

26 지역 [경남]�정책�보도��검증��위�������나아가야 2/23

27 포털 [포털모니터보고��특별기고]�사���대선뉴스�특집��사���포털�공론장 2/23

28 지역
[경기]선�보도�기사���전반적으로�증가�� 정책��검증보다는��용중심의�

�아�기�많아
2/23

29 신문/방송
�����결�위��담론����가로막는����보도��특정��보�편�기가�목

적인가
2/23

30 포털 [포털뉴스�모니터]�������������정책�뉴스 2/23

31 지역
[충북]���브� ��기� �� ��� �리지� 못했지만�� �만�� 정책� 보도도� 다

수
2/23

32 지역 [부산]공�선�운��시��자�선�보도��늘고�정책보도�줄었다 2/24

33 지역 [광주·전남]�군소정당·시�사회���하는�지역언론 2/24

34 신문/방송 종편�시사대담����경� ‘의혹’� V���건�� ‘행보’�치중 2/25

35 방송 ‘���로�단일화’�대담� ‘�철수로�단일화’보다� 7��많았다 2/25

36 신문 ‘정책검증’����� 24건�V��조선일보� 7건 3/1

37 방송 지���선�보도��여전��종편�반토막�� TV조선·채널��최다 3/1

38 방송 이재�� ‘기축통화국’��언���체��방송사별�온도차 3/1

39 방송 채널�� ‘단일화’� 16건�압도적�� TV조선� “����어��건�아니다” 3/1

40 지역 [경남]���일�다가�도�보도��제자리��정책보도��편차���지역신문 3/2

41 지역 [경기]�대선��보�공보물�광고�이���보��기사�보도 3/2

42 신문/방송 ��없는�대선����공��없고��언하지��는��보���책��물어야 3/2

43 지역
[부산]��보���공방·행보��아�기�보도로�유�자�정치�로���지역언론

도���몫
3/2

44 유튜브
[유튜브� 모니터]� 유튜브� 채널의� 언론보도�� 여론조사� 인용�� 가이��인이�

없다
3/2

45 포털 [포털뉴스�모니터]�����기사는�나온다���중이�없��뿐 3/2

46 지역 [충북]���의��� “충�의�사위”�여전��검증�없이�전�만�하는�언론 3/2

47 포털
[포털모니터보고�� 특별기고]� �이�� 제20대� 대선� 특집페이지�� 제19대��

비교하니…줄어��뉴스������기획������뉴스의�부재
3/3

48 지역 [광주·전남]�지역신문협의체�����전�비전��묻다 3/3

49 방송 ‘��경�의혹’�채널�� 90분·TV조선� 86분���건�� ‘반���산책’도�행보? 3/4

50 종편 종편�대담��단일화� ‘철회‧결렬’�����늘었다 3/4

51 신문 조선일보� “��결단����용단”�나홀로�찬사��언론인가�캠프인가 3/4

52 방송 2��방송뉴스�정책검증�1248건�중� 51건�� ‘부끄러운’� 4% 3/7

53 신문 조선일보�100건�중�정책검증� ‘4건’�� 이재���보만�비판했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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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종편 채널A·TV조선� ‘�석���주기�수사’����일�모��체? 3/7

55 신문/방송 ���전�필독��유�한�선�보도�추천합니다 3/8

56 신문 ‘�����대선’�����보도�한계�보���한�일보� ‘솔루션’ 3/8

57 종편 채널A��다���론조사��고� ‘�일�����석��결집’�해석 3/9

58 종편 종편���� ‘�간�넥타이’� ‘�간�스카프’� ‘�간�양말’�부각했을까 3/8

59 지역 [경남]�대선�보���보도� ‘수박겉핥기’��기�����경남일보��경남매일 3/8

60 포털 [포털�스�모니터]�대선��판�도������스로�����포털 3/8

61 지역
[부산]대선��지��주��유����한�보도�적고��보�유����지��판세보

도�늘어나
3/10

62 지역 [경기]��스타����만���������보도�외면��다��프레임으로 3/10

63 지역 [충북]대부분� '말잔치'�중계했지만���������보��문제�조명하기도 3/10

64 지역 [광주·전남]��까지��기�한�지역언론...지방선���달라져야 3/15

65 유튜브 [유튜브�모니터]� 2022�대선�서�유튜브��보��������한계 4/1

�� �� 6� �� 모니터��보고서�구분 ����� 2� �� 모니터��보고서�구분

구분 건수 비고

신문/방

송
32건

- 신문만�분석� 6건

- 방송만�분석� 8건

- 종편만�분석� 6건

지역 23건

포털 7건

유튜브 3건

총계 65건

�별� ��을� 발제문�서� 모�� ��하기�� 어��� 것이지만� 제20대(2022년�� 대선보도� 모니터�� 보고서

�����지�유��해�살펴보면��신문��방송�보고서�� 32건으로�전체�보고서�중�서� 49%�비중을�차지한

다.� ��고�지역으로�구분했지만�지역보고서�역��지역신문��방송을�대�으로�한�것으로�비중도� 32%��

달한다.� ��고�이�� 대선보도�모니터��서� ��을����� 포털��유튜브� 역�� 10건��보고서�� 발간되

어� 대선보도�� 문제��� ��이고� �으로�� �선방��� ���지� 제�하고� 있다.� ��� 포털�� 유튜브� 모

니터�� 보고서�� 경�� ��적�� ��� 분석� 보다�� 포털� 대선�집�이지�� 축소�� �고��� 기사���� 문

제��지적��유튜브�채널별�편중���제도���비���다각적��보고서��발간되었다.�

Ⅳ������������������� 7���제안

제20대�대선�� ��져�있다���역대� �������브�선�전이라�� �명을�받았다.� ���� ���비전

��사라지고� ����흑색선전�� 세대별·����라치기� �� 분�적�선�� ���으로�일��� 선�전이라고���

수�있다.� ����이야기한다면�이��대��선���프��전����으로�한���치사���������브�선

�전으로�기���것이다.���� 1990년대��지역��이�을��������브�선�전�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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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전이�다고���수�있다.����이����분������아����부분이다.

하지�� ��다고� 언론�� ���� 모�� 선거���� 전�� 문제�� ��� 수�� 없다.� 분��� �부� 언론사��

대선�도�� 분�적� 선거� ��에� ��하거�� ���� 한�� �� ��� 치�한� 선거�도�� ��했기� 때문이다.�

��� 20�� ��� 사�지지� 않�� ‘정치언론’�� 부정적인� 문제�이� �다시� ���다고� ���� 수� 있다.�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 65��� �고��� 이�� ‘정치언론’�� 민��� 정�하�� ��내�다�� �에��

�미�있��기�이�����고���수�있다.�

1992�� 이�� 대선�� �선� 등� 전국선거에�� 언론� ��단체�� 시민단체�� �계� 등�� 선거�도� � 모니터링

�� ��� 발전했다.� 하지�� ����� 것�� 여전�� 선거�도�� ��적이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 심지

어��부� ‘정치언론’이�스스��플레이어(player)���어�선거���인에�등장했다.���다고������모니터

링�����없��것��아니다.� 선거�도��유����정치적���에�필요한�정���제�함����정치적�선

��� 도�주어�� 한다.� 이�� 지�지� �한다면� 모니터링���한� 견제�� 균형(c�ec�� an�� balance)�� 필수

적이다.�

이������언론사�내․�부���연하고���적인�시민단체��적�적�역�이�요구된다.�민주주���개인
�� �유�� 수�하�� ��� ��한� 시민단체�� 중요��� 아��� ���도� 지�치지� 않다.� 시민단체�� 주도

하��시민사���국�����시장����개��제3�����재하��것이�아니다.�시민사���적�적���언

론�� 문제��� 견인하고�� 감시�� �화�� 시대정�이� 살아있�� ��고� �정한� 선거�도�� ���� 수� 있��

감시������수����한다.� 어��때�다���한�전선���전개���대선에��중심���고�����제시

하�� 역��� �국� 언론�� �이고� �것�� 때��� 함께�� �� 때��� ������ ���� 역��� 수�하�� 시

민사���모니터링��중요한���도�여기에�있다(��재� 2007).

이�� '2022�대선미디어감시연대'�모니터링��고�������한계���지고�있다.�이에�모니터������

��� ���� 한계�� �� 검토하여�� 2022�� 지방선거�� 2024�� 국���� �선거� 등� 전국�모�� 선거� 모니

터링에���이��다����������거��수�있기��기대한다.� 이���하여���적�선거�도�모니터링��

�한� 7�지�방���제�하면��������하고��한다.

������이�����������고도화

1992�부터��적된�질적·�적�분�에�기�한�다�한�모니터링�기���중요하다.�������단계�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에�� ��한� 모니터링� 기��� 체계화·��화�� ��� 중요하다.� �거� 모니터링�� 역사

��살펴본다면��시민단체��모니터링��인��재배치��구����변화��주체��부재�등���아�����전한�

것도� 사실이다.� ��� ��에�� 1992�� 이�� �어�� 모니터링� 방�론�� 체계�� ��� 필요�� 있다.� 이��

�뉴�화�하여�시민�이�����모니터링에��여��방����구�����것이다.� ��고�단지�선거�국면에

�� ��� 모니터링이� 아니�� �시적��� ���� 방�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하�지�� 유튜브�� 소

셜미디어�� 포털뉴스�� ��니��등��발전��� 기��모니터링�방�론�� 체계화��함께����� 방�론�모색

도�필요하다.�

���도������������� �� (가칭)<���도�����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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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안��아니지만����안������ ‘기록’����성��다시�상기�����것이다.��거�선거

�도����모니���성�가����지��하�������하����거�기록���실��있다.����가지���가�

있겠지만�� 현�����대선��총선����제�하고��거�모니���기록이����지��하고�있다.� ��시민단

체��언론노조����단체������어�있��것이지만�이�����하지���한�상황이다.�기록����성��

��들만이� 아니�� 시민단체도� ���� �지하고� 있다.� �거� 선거�도� 모니��� 성��� 문제��� �가한�

기���들이��실���실�����하지��아����것이다.�

이�� ��� 이제부��도� 미�지�적�� (가칭)<선거�도� 디지�� 아카이브>�� ���� 것�� 제안한다.� (가

칭)<선거�도� 디지�� 아카이브>�� 단��� �거� ���� 모���� 것이� 아니�� 소�한� 언론� ���� 역���

체��하����한�작업이다.� 단���시민단체��기록이�아니��미��언론�����도���한�기���가�

�� 것이다.� ��� ���서� 가�한� 대선�� 총선�� �시지�선거� �� ��선거� 모니��이�� 선거�도� �시� 기

록�� 만들어�� �� 것이다.� ��고� 가�하�� ��� 선거�다� �서� ��� 제작� ���� �� 시민���� 언제��

��이�� 소셜미디어�서� ��이� 가�하�� ��� �� 것이다.� 이�� ��서�� 언론단체�� 현업단체�� ���

����언론���단��������적�지�도�������있다.�

����기술(빅데이터�����등������������고민

4���업����디지��기술이�������������도하고�있다.���지만�이��������있��단체

�� �단�� 한정적이다.� �단� 기술���� ��이� �이� 들고�� ���� 디지����� �지� �선��가� �기�

때문이다.� ���� 소셜미디어�� ��상����� �가��� ����� 가��언론����고�한다�� 선거�도�모

니��� 역시� 디지�� 기술�� 적�적��� ���� ��가� 있다.� 실제� 모니���� ���� �기�� 작성하고��

시�하�서���������도��모니���한다��것��현실적��어��이�있기�때문이다.�이����서�기

����� 모니��� 대상� 단어� 도출�� ��상� �시�� �한� 디지�� 기술적�� ��� �안�� ���� ��가� 있

다.� 이�� ��� 언론시민���� ���� ��도� 모���� �� 것이다.� ��� ��� 아니지만�� ��성�� 가지고�

디지��기술����한�모니���기���고민�����것이다.

�������터����강화

1991�� 지����선거�� ��고� 1995�� ���시지�선거��지���제가�부�한�지� 30�이���하고�

있다.� �정�서� 지역�� ��성�� 이미� ��� �민들��� ��이� ��다고� �도� �언이� 아니다.� ��고� 정

��역�서도� 이제� 지역민들��도� 지역� 이�가� ��하다�� ��도� ���고� 있다.� 이�� 선거� ���서�

모니��� �도� �가하고� 있고� 지역언론시민��� 역시� �성��고� 있다�� ��� 긍정적이다.� 아울�� ���

10�� �안� 선거�도� ��� 모니��� 역�도� �적�고� 있어� 지역언론�� 모니�� ���� 거�� 기대도� 크다.�

하지만�아��부족하고�서울�� 부����대도시�����언론��노조�� 언론시민���단체���적����도�적

고� ��적� 지�도� 적�� 것이� 현실이다.� ���� 선거�도� 모니���서도� 체�적이고� ��한� �시가� 부족

한�현실이다.� 이���선하기��하��기술적·��론적�지��안��고민�����것이다.� 실제��부�지역언론

�� ���도�� �정� 정�� 지��� ���� 가�울� 정도�� ��한� ����� 이�� �시하고� 모니��� �� ��

있��역�이�부족�서�제대��하지��하고�있다.�이���선하기��하���역단��모니���지��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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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지�신문� ��� 지�민�방송만� ���� 하�� �� 한� ���� ��� 모니터�� 방법�� 고민��� ��

것이다.

��������������������개발

����다���� 이�� 1990��� ����예측되었다.� 하지만� 4차� ����으로� 인한� �������� 과

��다� ���� �행되고� 있다.� 이�� ‘로봇(인공지능)� 저널리즘’이�� ��가� ��� ��로� �로�� ���� 시

작되었다.� �리고� 뉴스� 유�방��� 과�� ���인� ���서� ��인� ��으로� ��하고� 있으며�� ��구��

�시��스���이�지�서���상으로���되고�있다.� 기�������뉴스만이��니���������유튜

����서���되��방�한���������시�지�않��채����인�������하고�있다.� �지���불

법����인� 가�뉴스가� 전�되��� ���� �기� ���� 것이� 현실이다.� 이�� 과�� 신문�� 방송�� ��� 채

널��시�하고�모니터�하��방법��한�가�포털뉴스��유튜��모니터��서����고�있다.�이��기��방

법�과�차��되고����인�방법�����이�요구된다.� 포털뉴스��유튜���주로�뉴스공���문���함

�� 유�� 문��� ��되�� 있�� 이�� ��하�� �가방법�� 구��� �요가� 있다.� 기�� 신문과� 방송� 모니터

���리�기�����저��이��가�유튜��채널과�포털뉴스���고�����가������지���한�����

측������것이다.�

예�� 든다면�� 유튜��� ��� ��한� 10~20개� ���� 집�� 모니터�� �상�� ���서� ��과� 집�� 방

��� 모�하�� 것�� 방법이다.� �기�으로� 유튜��� ��으로서�� 책��과� ��법� ��� ���� 법�인�

��이�있기��문��여기서�다�지�않��것이다.�하지만�지�과����방���유튜��������유포��책

�지지� 않�� ����� ��과� 유�이��� �� 문��� 만�� �� 있다�� ��서� 고민�� ��이� 있다.� �리고�

포털뉴스�� ��이�� ��� 시기� ���된� 뉴스��� 이�� �� ��공개���� �구�� �요가� 있다.� 포털뉴

스��현���이���공개하고�있지만�� 현실�으로������로�뉴스가���하��것��모��모니터��하기

��불가능하다.� 포털������기��으로� ����시민����인� 인터페이스���가�가능한데�� 이��하고�

있지�않다.� 여기��인공지능�기���이�� 뉴스�구������ 시행하면서�� ������책���� 줄이��상

황이다(송��� 2017).� 포털������과��만�었�� “���특집페이지”���예�만�지��않고�� 실시��뉴

스�공� �주�� 서�스로�개�하여� 이�� 과�� 특집페이지인가��문이� �� ��인� 서�스�방��� ��� 개탄

스럽다.� 포털뉴스�� ��� 2~3�� ��� ���서� 모니터��� �� �� 있�� 뉴스� ��� 데이터�� ���� 여지

��줄이고�� 문�가�되��서�스�� 차�하고�있다.� 한��� 포털뉴스����로�터����� ��다고�뉴스서

�스�방���줄이�������유�한�발상���만�고���하����으로서�책��과����������한�

고민��시작���한다.���������공개하��������차���방법��모�하��것이�포털뉴스��발전

����서�������방�이���것이다.

����������������필요

����모니터��방법과���된������발����한다.� �����모니터�이�������시민���차

��서� ��되고� ��� ��이� ���� 것�� ��가� 하�� ���이� 있다.� 저널리즘�� 기����서� 검증

(������� �� ����������� 2001)과� ��� �가가� �요한데� ���인� ��가� ����� 것이다.� 1987��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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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거보도� 모니터��� �시�동이� 활성��자� 학�의� 연구도� 활발했다(김정기� 2004�� 권혁남�

2006�.� 하지만� ��� 대선보도� 모니터�� 연구�� �� 중요성�도� �구하�� 매��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학�의�관심도���어�기�때문일�수도�있겠지만�� 이��대한�노력이�시����것도�한� 이유이다.� 중

요�선거보도������회의�모니터��보�서�활용이나�방법�의��선���서�학�의�관심이�요구된다.�

������������� ��자�����정례화��시청자·�자�����시���강화

이���거���선거전이����판��일차적으로��선거������한�정치권의�문제이기도�하지만�언��

�시� �� ��성�서� �어나기�� ��� 것이다.� ��한� �거��� 선거전��도� 이�� �용하거나� 오��� 사

회�열�� 조�하�� 방식의� 선거보도�� �지� ��기� 때문이다.� ��� 차원�서� 언�� 스스로의� 정�� 노력��

이��도� ��한� �이� 있다.� �연�� 언�사� ���서�� 노조�� 기자협회� 차원의� ��� 사전․사�� 검증이� 필
요한데�� 이�� 제도�조차� 하지� �하�� 있다.� 실제� ���서� 대선보도� 관�� ���� �연� 있��지� 질문하

�� 싶다.� ��한� 언�사� 노조�� 기자협회�� 현���� 중심으로� 자사� 선거보도�� 대한� ��적인� ��� ��회�

�����판의������담아�����것이다.�

���� ‘시청자� �� 독자위원회�� �시� 선거보도� �시� ���� �대하�� 것�� ����� 한다.� �지� 일상적

인� 독자위원회�� 아니�� 선거� 시기��� 시청자�� 독자위원회� ��� 전담위원제�� ��한� 2~3일� �위� ���

��인� 상�회의�� ���자�적으로� 독자�� 시청자�� 스스로��시�� 수� 있�� 제도��선�� �민��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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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김수정(����강사���언��정책위원)

�

���들어가며

시��� �����시활동�� ���� �론��� �로� ��기� 위한� 조직적이고� �여적�� 정�운동� 성���

띠었고�� 한�� 언론���주화������ 위한�다�한�조직�� ��������이끌었다.� �����시�����

운동� ���� 모��� 활동�� 시�자이자� �자�� �상�� ���� 언론운동으로�� ��� �비�� 이용자(수용자)

������이���활성화한다(김동원�� 2016).

모��� 활동�� 언론� �주화�� 지�하는� 수용자운동� ���이� ������ 수용자운동�� 조직적�� 상시적

으로�전�하는��상�����시작됐다.� 1984�� 11�� 한�여성���������모�����제1��모���

���� 시작했고�� 1985�� 10�� YMCA�� 제1�� TV모��� 강���� 시작한� 이�� 모��� 활동�� 언론운

동���� 주�� 활동으로� 자��� 잡았다.� �주언론운동����� 언론�운동��� 시�언론운동��로� 전환

하��� ����� �상으로� 하는� 언론���� �고� 언론� 모��� 강��� ��한� ��� ��한� 계기였다.�

1992�� �����시����는� 기��� 수동적�� 수용자�� 능동적이고� 주�적�� 수용자로� 전환하여�� 비

�적�������언론����위한��다�조직적�������시��지�하��한���점이�됐다.

이���시작��언론�모���활동��언론현상���한�수용자�������계적이고���적����으로�제

시하여� �제� 언론��� �용이�� �조�� ������ 지�적이고� 조직적�� 활동�� �이는� �����시��

��적�� ��으로� 기능해왔다.� 이는� ���� ��� ��� 사���� 언론���� �제점�� �론화하는� �� 근

��� 제�하고� �시적� ����� ��는�� ��적�� 수�이�는� 점��� 시�� �여�� ��� 넓혔고�� 언론현

����� 시�� ����� ���� 모았다.� 다�� 모��� �상�� �정하는� �� ��� 이용자�� �제� 이용하는�

��������화����하기��지��다는�점������상이��������위주��전������언론�����

�상으로� 한다는� 점�� �계화�고� 전�화�� ��� ��이� ���� 동원�고� �지� �하다는� 점�� ����� 언

론���� 직�적�� �화���동�� ���� ���이�� �시적�성��� �정하는� �� ��한���� 작�이� 이

�지지��한�����한계로�지적돼왔다.

이����시��������시��모���활동이�언론�전����������주었는지�� 언론��이������

�화했는지�� ��하기� 위한� 시론�� 해당한다.� �화하는� ���� 환��� 고��� �� 시��� ��적� 언론운

동이�����화��모�해�����������하기�위해�는������시���사��모���활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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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작�이� 필요하며�� 주요� ��� 내��� ���� �대�� ���� ���� 지지�� ����

수�있는�언론개혁��제��대해�제�해��고��한다.

���������������전개

선거������ 등장� �경���� �개��� ����대한� ��적이고� �분한����� �해�는����� 선거

������언론����추이�� �����고��내���언론�수����������적이고���적�����해��

한다.� 선거������ �개한� ���� 폭넓고�� ���� ���� 이�� 대한� 언론�� 수��� ���� ���� 분

���수�있는������분하��수�하고�분���수��는�현���분���한계다.

�선� ��적� 맥락�� �� 한�� 언론�� 권력�� �정�� 주��� 필요�� 있다.� 한��� �주주�� 이행� ��� 언

론�� 권력화�� ������ 적�적� ���� �견� 개���� ����� 등장한� �이� 선거������이�� 때

문이다.�

미디어는� 거�� ��� ����� 정치권력이� 행�되는� �정�� �요한� ���� 수행한다.� 미디어� �경�� 변

화�� 정치적� 변화� �이�� �개되는� ��적� �계�� ��하�� �해�는� 다양한� 정치체계�� 미디어체계�� 작

�하는�경험적�맥락������필요��있다.�

이���미���조항제(2003�� 2017��� 2017b)는� 한���주주�� 30�� ���언론이���하��정치적�대

����영향력����해�다는�언론��권력화��짚어냈고�� �수정���한����장�지�적��수언론이�병

행‧��해�� 정치�� ��� 개�해� ��정권�� 대�했�� ��� ���� 설명해내며�� ���� 미디어�� �상��
�거��미디어���조������미디어���계적�변화��한��정치���주주���미치는�영향����하고�

설명��수�있는�이론적�������추고�있다(송현주�� 2021�� 154-155쪽�요약).�

조항제(2021)는� <한��� �주주�� 언론>��� “한�� 정치�� ��� 미디어-정치이고�� 정치행��� 한다는�

���미디어�행���하는��이������분되지�않는다”며�� 정치��미디어화��상�����적��현상이지

�� 한���는� 다�� ��적�� ���� ���다는� ��� 강조했다(52쪽).� 한�� ���� �주화� 이�� 경험하

는�언론��정치��이��상�작�����영향력����고�수�����미치는�영향����한�������견제

����는� ‘언론��권력화���정��대한�이해�������고�있다.

한�� 언론�� 1980�� 언론���� 이�� 정��� 강��� ���� ��� ���이� ���� 제한�다�� 1987

�� 이���� 양적�� �적��� ��� 변화했다.� 정치개혁�� 언론�� 개방화·��화� 정책�� 언론�조�� 등장���

미디어�������적�변화��이뤄졌다(윤영철�� 1991).� 1988�� ��주������한���문이�창간되고��

1991�� �����영방송이�등장했다.�����문������경�이�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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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0년�� ��지��언론문제�� �������에� �한��향�� 문제보다는�정권�� 관여로��� 만

한� ‘관권’�� ‘금권’����에��한��향�이�여�하���요한�관�사로�여겨졌다.� 1992년����이��� <제

14���선�부정선거��실체>��보��△관권���△���고����보��제작��포�△향응제공·금품살포·선

�관�� △선거선��� 훼손·�력��� �� 선거�동� ��� �� 사례�� �지� 않고�� 이�� �거로� �서� ‘부정선거’�

����제기했��것이�목격된다.

��다� 1990년�� �반부�� 최장집(1994)�� ��에� ���� “이제� 언론�� 국�권력�� 하�� 동반자로서

�� 지��� ��나� 시�사��� �장� �력한� �력�로서�� �기업�� 사�최���� ��이��� �변하는� 막

�한� ��� 자���� ��하�� 되었다(50쪽)”고� �� 만한� ��이� 나타난다.� 정부는� �� 이�� 보�지��� 하

������언론통����������없다.�언론�통제�����높����이�사라졌지만�����로�거��기업

화한�자본������시장������서서���화되기�시작했다.�

일례로�� 한국언론연구원이� <언론인��������� �� 제5���국기자��업���조사(1997년)>� 보고서에

서� 기자� ���로� �문한� ���� 보�� 언론�� 공정보��� ��하는� 요인에� ��� ‘언론인�� 노력� �는� 자

�� 부족(27.4%)’�� ‘언론사�� 노력부족(2�.2%)’� �� 기자� �인이나� ��사�� 지�한� ��인� 요인이� 절반

��차지했다.���인�요인에는� ‘정부������통제(11.9%)’��있었지만�� ‘�부�������통제(17.4%)’��

‘�고��� 압력(14.2%)’보다�� ��� 응답��� 보였다.� ‘정부�� ���� 통제’�� 공정보��� ��� 요인이라

는�응답이� ‘�고���압력’이����요인이라는�응답보다���되기�시작한�시기인�것이다.

언론인이�기사�선���기사�작���향���정하는�언론�자유�����화�이�����신장된�것���� 변

화��하나다.� 1993년�응답자� 88.5%��기사�작�에�자유�다고�응답했고�� 1995년� 78.5%로���졌�나�

1999년� 90.7%로�높아졌다(한국언론연구원�� 1993�� 1995�� 1999).� ��화�이��국��통제력이��었지만�

시�사��� ����로� ��� 일시�� 공�에� 언론� 자본이� 자기� 권력화에� ���다는� ‘언론�� 정치권력화’�

��이�나온다.�

최영재(2005)는� “한국�언론��정������화�이����나기�시작한�정치��이�����������에�

언론이� ����로� ����� 노���로� �정� 정��� ��� ����는� ���기�� 1차원�� ��화� �정�

�에서� 본격화됐다”�서� “한국� 언론�� 정���� �동�� 정치권력�� 유착‧공�했�� �력�� �요한� �통��
선거에서��향�보�로��정��보에������다�실�한��력��이������한��������정����늪

에서����되�아����없는�������타�����것에서�비롯했다”�분석했다.�

조항제(2017)�� 비�한� ���로� 2001년� ���� 정부�� ��조사� 정국�� �로� ��� “시장� ��� 신문

이��것���장���에�있는��� ���신문이�사���기�권�이��� �이�지지하는�다����연���스스

로�� 권력��� 보여�는� �장� 기��인� 지�인� ����� ����서� ����� 공격했기� �문에� 권력화되

었다는�것”(14쪽)�로���하는�것에서�유사한�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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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과� 조항제�� 송현주�� 정준희(2011)가� ‘정�� 병행성(���������� �����������)’� ���� 이�해� 정���

언��������한�한�적��성�� “한���회��민주주��이행기��언������정�적�영��이�정���

�가��정도로� 커졌다”고�보고�� “�정� 언���정�적�영��과� 시장�지�가��화�수�� 공고화�단���있

는�한��민주주���전�이�제한된다”고���한�것도��은�맥락이다.�

김세은(2017)은� 언�과� 정�� �� 인적� 이��� 주목했는데�� 폴���스�는� �회적� �본�� 이�과� 공유

�� �해� 언�과� �정� 정�� �� 유���가� �성��� 보여주는� ��적� �재�고� 언급했다.� 언�인� 출�� 폴

���스�가�한���유���은�이유는� “정�지�주�������������성공한�인�으로�여기는�문화

��기저로��정��������한�도�적������정��병행성이��한�언��시스템���은�전문�화�수준��언

��경���화로�인한����안정성������다�한���이�복�적으로���하는�것”이�고�지적했다.�

여기��� 최장집(1994)�� ���� 다시� ���� 본다면�� �회�� 민주적� ��은� 언��� ��부�� 출발해

�� 하며�� 언���은� 언�� ���� �정��과� 기�� 회복�� 그�고� �민과� 시민단��� �부로부�� �시��

�����한�����기�지����수����것이�는�진단은�여전��유효해�보인다.

다�은� 선�보도�시�� 효과다.� 선�� 시기가� �면� �스�� �한� 시민��� ���� ��가� 급��� 증가한

다.� 언�� �시� ��� ���� ��해� 선��� 보도한다.� ���� 선�� 기�� 시민�은� 언�� 보도�� �해� 후보

�가� ��� ��이며� 그�� 공�은� ��인지� ��적으로� ��� 된다.� 그��� 이�한� ��성�� �해� 한�� 언

���선�보도는�여��고�적�문제���보여왔다.

����선�다�����하는�경�����보도��������심�보도��정�적�공�이��선�전�������

�는� 선�전�� ���� �은� ��� 보도�� �정� 정�이�� 후보�� 편�는� 편파보도�� ��� �제는� �면하면��

��한� 이���� ������ 부�하는� 가십보도�� 경�� 후보�� �한� 부정적인� 이��� 부�해� ��� 후보��

������� 시민��정�� 효���� ��는�효과�� �는� ��주��보도�� 전����� �발하는�전장� 보도��

지�주����고주����조한�보도��이�그것이다.�

그��과�유���은�선���스가���하고�현장��있��전�된다는���적��면은��정적으로�인�하고�

있는� 반면�� ‘심층적이다’�� ‘정확하다’�� ‘공정하다’�� �은� 저���� ��과� ��된� �면���해�는� 부정적으

로�인�하는�경���보이고�있다(김선호‧백영민‧장경은�� 2021�� 16��참조).� 박재영�� 안수찬�� 박성호(2014)
는� 1992�부�� 2012��지� 20���다������선���한��문보도����한��과��스���이�전반적

으로�하락했다고�진단했는데�� 다�한�����기반한�심층적이고���적인�보도는�지�적으로���했고�정

파성��지��보도가�증가했다고�보았다.

선�보도�시���은�문제�있는�보도�유���선�하여�유��������선���정��저해��수�있는�언

��보도��문제���지적하고�� 반�로��은�선�보도가���인지���해�제시하는���으로�����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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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문제��맞서왔다.��한�선�����민�한�문제��수����는�선�보도��정성����서도���한�

���� 제시해왔다.� 선�보도�시� ��은� 언론이� 제��� 서�� 방식�� ���� 보도태도�� �사� 유형�� �제�

유형�� 정보��� �장�유형����� �정��보��정��� 유�하��보도하는지�� 반대�� ��하���부정적으

�� 보도하는지�� 정량적·정성적으�� ��하�� 언론�� �정하지� �은� 보도태도�� ����� 사�적� 영향력

������수�있다.

이��정�서�유권자���정���수적인�유�한�정보����하는��정�자체�����������어긋난다

는���적� 문제����하�� �보자�� �약� �� 정책적� �장이� 중�하�� 다������� 있��도� 유권자들

은� �제� 보도�는� �도�� �대적으�� 적다�� 인식하는� 반면�� �보자�� ��� 경력이�� 선�� ��� 유권자�

반응�� �보자� �언� �은� 지�치�� �이� 보도�어� 선��� �한� 경�� ��으�� 인식하는� �중이� 높다(김선

호‧백영민‧장경은�� 2021�� 22��참조).

선�보도는�정치적��장�����정부���한��장���도�사�문화적�이�����해서도��정�이�이��

�장��강화�� 재강화한다.� ��������은� �적인�사���대해� 사�들������대화�� ��하는��이�

�어��하지������정치���적으���정�이�����적으����하도��부�����정치������효

����는�부정적�������하�도�한다.� 김춘식(2022)은� 선�보도�서�단��사��������하는���

치중하는� 언론� ���� 단��점� 보도�� 인�부호�� ��한� ��제��� ���� 중�하는�� ��는� ��적�

보도��언론��민���������������다��지적했다.

언론�� 중�보도�� ��조장� 보도는� 윤성이(2015)�� 지적하�� 이��� ���� 부��는� �인이�도� 하

다.�한��사�는���화���보�보수����서��어��이����치�����이���대�하는�구도����다

�하�� ���� 형태�� ��� ��지� �하�� 있다.� �보�� 보수�� �영정치� �� ��서� 인식하�� ��하��

다����이는� 이����이��제� 차이보다��������� 이유����보면�정치문화�� 정치구조�� 시민단체

��언론�� ��인�����다차�적�문제��있다(윤성이�� 2015).� 언론����구�는��은������재�자체

��부�하는��보다�사�적��론���론��장��형성하는����맞�����도�보수언론���보언론���차

이�����지는���은���지��는다는��이�한������수�있다.

권력��대한��시����은��자����적�사명이며������보다�중�한�언론��사�적���이�는�점

�서� 이�이� ��� ��� ��지�� 정권� 시��� ��� 언론�� 권력�시� ��은� �대적인� 경향�� 보였다.� 언

론�� 재정적� 취약성�� 지배구조�� �정�제�� �한� 정부� 영향력� 확대�� 정부�� 적대적� 언론정책�� ��� 들면�

검찰수사��언론중재������은��적�수단����하는�경��권력�시�보도��������시��수�있다.�

하지��다��한��으���정�단����보도�사�는��론��������시�����난�성난�민���영향

���은�언론사들이�권력�시�보도��적�����수�있��한����는�점��확인시켰다(배정근�� 201�).� 인

���������사������해�수�자��반응���시������수�있는��경이��자들��하���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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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민하����하도������했다는�분석이다.� 언론의��력감시�기����진하는��인���수용자

의� ��이� 기사�� 통제하는� 방�이� �니라� ��직하다고� ���는� 보도�� ��하는� 방���� �용�� 수�

������한�사례다.

언론사��부�서도�자사�보도����자�의�����도�����수��는��용한��보��제시��수��도��

�부�선거보도감시��진행했다.� �국언론�동조�� KBS�부는�����방송� <뉴스9>���심���신문방송

학� 석�사�� 교수�� ���� �문�� ���� �고� 20대� 대선� 보도�� 모니터하고� 보고서�� ��부�� 공개한

다.� �부��공개��� 않��언론사� 자��모니터� ����부� 심의는�선거� 시기�자사� 보도���사�� ���기

획��심층���용한�보도����수��도���조하는�����하며�자����신의���방�����하��만든다.

����������������������전개

선거보도��대����감시���개선�운동이���������진�사례는� 1980�대���� ‘KBS-TV시청료거

부운동’��� 거��� 올라간다.� 1985�� 2�� 12�� 국회의원� 선거�서� 방송뉴스의� ���인� 왜곡‧편파보도
�� 대한� �의�� �개�� ‘시청료거부운동’�� ‘KBS-TV시청료거부� 범시민운동’��� 확대됐고�� ��연�� �하�

TV뉴스�모니터�이� KBS���B���사의�뉴스�������모니터했다.� 서울����� TV모니터��도� 1987

��대통령선거�� 1988��국회의원선거�� 1991���방자�제�����의회�선거의�보도��모니터했다.

이��� 개����� 진행��� 방송보도� 모니터� �동이� ��간� 연대�� 협력의� �태�� 조직화�� ��화한�

��� 1992�� 2�� 20������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였다.�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는�선거기간�동�� 23회�

신문��방송� 모니터�보고서��발표했고�� 자��제�한�신문�� 스티커�� ���자����하며� 거����인��

벌였다.��한�이��� KBS���B��방송사���의�방문하��언론수용자운동의�����������놓았다(김

기태�� 1992).�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는�민주언론운동협의회(이하�민언협)의��선���이��기��됐다.�민언협��

1991�� 시민언론운동�����하�서���운�언론운동�방���모색했는데�� 대표�인�사���운데�하���

��인�� 대���� 하는� ‘언론학교’였다.� 언론학교는� 시민�이� 언론�� 대한� 문제의��� ��� 하고�� ����

시����언론���는�방���공���수��도��하��자발����언론개��운동��동���수��는��기��

제공했다.�언론학교�개��이��모니터��도�운영됐는데���시�언론의�문제�����하고�시�����하기�

��서는� 모니터�이� ��하다는� 인�이� ��기� 때문이다.� 하�만� 모니터�� ������ �� 수� �는� 인력

이� 부족했고�� 분석� 방�이� �교하�� 못하며�� 모니터� ���� 공개하고� 발표�� 수� �는� ��� 자��� ���

���언론��영������만한��시������������않았다.�이때�선거�����사회������한�이

�는�시민��심의�자발�인�선거보도감시��동��자연스���시���수��는��분한��기��됐다.



26 l 제20대 대선보도 평가 토론회 및 간담회 시민의 선거보도감시 역사와 모니터활동  l 27

1992�� 3월�국회의원�선거�시기(이하� 92��총선)��민언협�� KNCC언론대책위원회��한국여성민우회��한

국사회여론연구회(한국언론정보학회� 전신)�� 중�언론연구회� 등� 5개� ���� 중�이� 되�� ‘제14대� 총선� 선

거보도감시연대회의’�� 출범시켰다.� 3개� TV방송� �� 5개� ���� 방송뉴스�� 그리고� 9개� 중�일간지의� 보도

내��� 모니터했다.� 1992�� 총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로��� “공정한� 선거보도�� 국민의� 힘으로”��

“선거보도감시�� 국민의� 임무”로�� ‘���� 선거보도�� �려하�� 한�� ��� 왜곡�� �공정� 보도�� 감시하고�

비�하며�이의�시정��위한�모��방안��강구하��것’��내세웠다.

선거보도�모니터��동��언론학교����한�시민�이�자발적으로�참여하���선거보도감시��동��시민

언론운동의� 영��� 확대하고� 조�화하�� 했다.� 1992�� 9월� ‘제14대� 대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꾸려

졌다.� 대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총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참여� ���� 포��� 카톨릭매스콤위원회

�� �교언론대책위원회� 등� 종교계�지� 확대됐으며�� 지�� 민�언론운동협의회� 모니터� �동이� ��지���

15개�지��일간지��모니터대��범위로�하고� 74���보고���발표했다.�

언론��개혁하지��고��우리�사회��개혁�����다���제의�이���지고�언론개혁��제��정����

포�한� 사회� 전�의� ��� ��으로� 부�하��� 언론운동�� 참여하�� 계�도� 학생�� 일�� 시민�� �부� 등으

로� 확대되�� 양��� 보였다.� 이�� 지�� �위로� 언론� ��� 시민���� 생���� 동인이� 되었고�� 언론개혁

��위���시적으로� 연대하�� 시민언론운동이���화하��� 기여했다.� 이��전국언론�동조�연��� 한국

기자협회�� 한국프로��연�회�� 1995��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6월)�� ��� △��리민��의� 선도�

△정책중��의제�정�△공정보도�△선거감시��구��내�으로�하��언론3���공동의� ‘지자��선거보도‧제
작준칙’(1995.5.15)������발표했다.

15대�국회의원(1996�� 4월)� 선거����� KBS�� ��으로� ‘선거방송�보도준칙’�� 제정하고�� 균등성�� 동

일성�� 공정성��내세웠다.� 1997�� 제15대�대선�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공정방송�기준안’������공표

했다.� 이� 기준안의� ��� 내��� 양적� 공정성�� 기준으로� 정�적으로� 의�� ��� �� 정�이�� ��� 후보자

��� 동등한� 시간�� 부여하고�� 동등� 시간� 의무�� ��� 뉴스� 프로그램� 외�� 대담�� 토론�� 인터뷰�� 시사교양�

프로그램�� 다��터리� 등� 프로그램�도� 적�하자�� 것이었다.� �적� 공정성으로�� 정�적� 중립�� 외부� ���

배제��기사작성의�균형���론기회�제공��그리고�제작기��의�공정성��강조했다.�방송�모니터��김영삼·김

대중·정�영�대선�후보의��성����인��보도시간���성인��발언�내�의�적절성��기자������의�리포

�� 내��� 양적·�적으로� 비교했다.� 특정� 후보�� 대한� 보도� ��성� 시비�� ��� 대�이었고� 언론사의� 이

����성�����지지후보���리��양���보였다(김원��외�� 1997�� 38-39��참조).�

2000��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고� 전국� 412개� 시민��로� �성�� 총선시민연대�� 언론대책특별

위원회�� �고� 일일모니터�� 포��� 기사�� 대한� 항의전화�� 항의�일� 보내기�� 항의� 시위�� ��대회� 등도�

계획했다.� 왜곡��� 보도�� 대한� ��� 비�� 운동�� ���선운동� 왜곡보도� 전시회�� ��� �공정한� 언론사�

선정��지��의�조��언론사��대한�책임����등의�대��동��펼쳤다(최종숙�� 200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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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대선�����공정선거���한�미디어대책�활동에�주���시민운동연대기��� ‘2022대선미디어

공정선거국민연대’가�민언련��언론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 102��시민‧노동‧사회‧��단�가�참여
한� 가운�� 결성됐다(김철관�� 2002.9.18.).� �시� 미디어국민연대�� 33�� 방송사�� 10�� 중�일�지� 편집

국장에��선거보도���공���의���발송했���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광주방송��대전방

송이�선거보도����제정했다고�답변했다(신미희�� 2002.5.3.).�

�한� 미디어감시연대�� �책�한� ���시론적� 보도�� 지역감정� 조장� 보도�� 정�불신� 조장� 보도�� 선정적�

경마�� 보도�� 유��� �시� 보도�� 불공정‧편�� 보도�� ��선전� �� �보� �방� 보도에� 대�� 집중적인� 시정��
��하�다고�밝혔다.� 방송뉴스가�선정적�보도�도���보���라가기��보도������거�관행에�����

��하지��했다�� �가가�제기됐다.� 신문�� 방송��리고�인터넷� ����감시�대상��� 삼았다.� 오마이뉴

스�� ��시��� 포함한� 5~6�� 인터넷� ��가� 모니터� 대상이었다.� 참여정��� 미디어� 정�라�� ��운�

문화��제대��진단하거��사회의제화하��역�에�미디어가���적���대했다���가가�총�가�토론회에

��언급됐다.�

한국언론학회(2002)�� ‘언론학회�선거보도�가이드라인’��공�하고� “보다����선거보도���한����리

스트”� ��� 유��에�� ��한� 이��� 정책�� ��� ���� 보도�� 것�� 사�� ���� 강조했다.� 방송보도

의�공�성�� TV토론�보도의�유의점��여론조사�보도시�주의���용이�담겼다.�선거�의미��참여�의의��강

조하고�� �적인�편�성������것�� �정적�보도��전�적�용어�사용·��학적�설명·지역감정����하��

보도���일�것����성�보도��기�의�감정��주관적�����하지���것����포함했다.

2004� 총선�� ��고� 결성�� ‘2004� 총선미디어감시국민연대’�� 민언련�� 언론노조�� 한국언론정보학회� ��

222��시민사회단����학�가�참여했고�방송�� 신문�� 인터넷�� 보도사진�모니터��진행했다.� 2006��지방

선거에��� 민언련�� 8�� 지역민언련�� 중���� ‘2006�� 5.31지방선거� 선거보도모니터단’�� �성�� 운

영됐다.� 2010�� 지방선거에��� 민언련�� 8�� 지역민언련�� 참언론대�시민연대가� 참여한� ‘6.2지방선거모

니터단’�� 발족�� 활동했다.� 이� 시기�� 지방선거에� 대한� 관�이� �대적��� �족하여� 모니터단�� 정�적�

����불�일����보도��경��대상���삼았고��방송뉴스의�선거보도감시가�중시되었다.

2007�� 대선에��� 언론��시민연대�� 중���� 언론노조� �� 49�� 시민·사회단�가� 참여한� ‘2007대

선미디어연대’가� 8�� 발족했다.� 대선미디어연대�� ��� �시� “2002�� 대선미디어국민연대의� 활동이� 신문

��방송에�대한�감시�기�에�한정적”인�한�가��었다��미디어�감시기���미디어정책�제��기�의�통합

�� ���� 삼았다.� �한� 기�� 신문�� 방송의� ���� �어� 인터넷신문�� 포털�� 통신사�� 보도전문���� 감

시� ���� 영역�� 확장했다.� �한� 민언련�� 8�� 지역민언련�� 참언론대�시민연대�� ��� 10�� ‘2007� 대

선� 민언련� 모니터단’�� �성�� 감시활동�� 펼쳤다.� 민언련� 모니터단�� 기�� 선거보도감시� 활동이� 일�� 보

�신문이���어��의제����가����급급했다��한�����하기����△다�한�기��모니터��정책의

제� 중�� 모니터�� �� 것� △정기적� 선거보도모니터보다�� 기�모니터�� 발��� 것� △대선시민연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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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운동본부’�� 연대�� 평화통일,� 환경,� 경제,� 교육,� �지� �련� 정책보도�� 집중� 모니터�고� 의제화��

것� △전국� 단위� 모니터가� 실시�는� ��� �� 지역� 미디어�� 대�� 선거감시가� ��� �도� �고� ��적으로�

이�어��수��도�������일간지��지상파방송의�지역의제�지도�모니터��다는�����밝혔다.

2008��제18대�국회의원선거����고�선거보도��감시�� ‘2008총선미디어연대’가�출범했다.� 전국� 57

개� 시민·사회·언론단�로� ���� ‘2008총선미디어연대’� �동부터는� 언론인� ��단�도� 모니터�� 본격적으

로� 참여했다.� 전국언론노동��� SBS본부는� <SBS노보>�� 통�� 총선� 보도의� 문제점�� 지적했고,� �B�� 민

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도�총선�방송보도�일일�모니터��제��가동��자사�보도��점검했다.� ‘2008총선

미디어연대’는� 선거� �련� 시사,� �론� 프로��� 모니터링�� 추가했다.� ��� 선거� 여론�사� 보도�� 대�� 보

도����공표했는데,�언론�가� 2016�����선거여론�사�보도����제정��것��비�� 8��이��것이

었다.

2012�� 국회의원선거��� 전국� 1,000여개� 시민·사회·언론단�� �은� 2�� 9일�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

크’�� 발��� “�동적이고� 지�적인� 유권자� 행동�� ���� 것”�� 선언했다.� 민언련은� 총선유권자네트워크�

�동�� 이어� 2�� 27일� 7개� 지역민언련,� 참언론대�시민연대�� ��� ‘4.11� 총선� 선거보도� 민언련� 모니터

단’�� ���� 주�� 신문·지상파3사·��� 모니터링,� 선거보도감시��� 발표,� 시민사회단��� 유권자운동� 연

대����중�으로�펼쳤다.�

민언련은�이어�제18대�대선����� 10�� 22일� 7개�지역민언련����� ‘2012�대선보도�민언련�모니터

단’�� ���고� 5개� 일간지·방송3사·지역신문� �� 방송�� ���는� 대선보도� 감시�� 돌입했다.� 일일모니터

��주간모니터���도� 140자�브리핑,���보도��상제���추진했다.����대선보도감시����보���△

정��소주의�� ��시�는� 선거보도감시� △지역감정� 부추�는� 선거보도감시� △선정적인� 경��� 보도� 감

시� △흑색선전,� 의혹� �로� �� 부정적� 선거보도감시� △정책의제� 중�의� 선거보도� 지�� △시민사회의� 유권

자� 운동� 적�적� 보도� △신진,� 소수,� 진보� �보�� �분��� 보도�� 것� �� 8가지� ���� 제시했다.� ��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행동�는� 언론소비자연대(행언련)이� 주��는� ‘시민감시단’�� 연���

통���������중동방송�감시��위��신고�터��개���문제보도��집중모니터했다.�

‘2012� 대선보도� 민언련모니터단’은� 이��인� 2013�� 1�� 총평가보고��� 통�� 신문�� 방송으로� ���

��의�보도��선정했다.�방송�부문��는��보���제대로��론의��회��주지��았����수��문�표��

의혹,�노���대통�� NLL발언��련�보도,��상��집����파보도�사��������보�노�적인�������

선정적인� 경��� 보도�� 지적했다.� 신문� 부문��는� △이중�대� △은폐‧���△의제� ��� �� �도� △분열
���△����△지역주의����△네거�브�△검�����△색깔론‧���이�△공���이행�����꼽았다.
2014�� 5.13�지방선거의�경��민언련��언론노�가�공동�대���로����� ‘2014�지방선거�공정선거

보도감시단’�� ���� 모�� 17회� 보고��� 발표했다.� 민언련�� 지역민언련은� 신문�� 방송,� ��� 시사프로

���모니터��동��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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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통�� ���� ��시위�� 조기�� ��진� 2017�� 대선�� 경�� 민언련,� 언론노조,� 언론개혁

시민연대��� 18개�단���������� 3�� 20�� ‘2017� 대선미디어감시연대’�� 구성헀다.� ‘2017대선미디

어감시연대’�� ���� ��� 선거보도�� 양적,� �적� ���� 구��� 모니터하고,� ��� 시����� 모니터,�

�이���� 언론��� ���� 모니터,� ��� 모����� 모니터,� 경제지� 선거보도� 모니터,� ��통���� 연합

�����시��대선�이지�모니터�����대���확대했다.�������시��������하단��자�이�출

연자�발언��무�하거����������전하고��은����위����보�고��다���실��양적�����통

�� 증명했다.� 자�� ��만으�도� ���� 후보��� 부�적�� 자�이� �장� 많고,� ��적� 자�은� 안�수� 후

보�� �장� 많�� ��적� 보도행��� 지적됐다.� 언론�� �이��� ���� 모니터한� �도� �기�� 만하다.�

‘2017대선미디어감시연대’�� 42��� 13개� 언론���이���������이지� 19,710개��수집·����언

론���이���������집�������하고����������것��제안했다.�

이어� 2018��지�선거�서��성�� ‘2018�전�지�선거�미디어감시연대’�����합�����보도��중

�으��양적����모니터��진행하였고� ‘4무(無)�경향’이��다고�지적했다.�선거보도��수�자���적고,�후

보자�자�이�� 후보자���한��당이� 제시하������대한� 비교검증,� 실효성검증,� ��� 검증이�제한적이

며,����당�후보자��보이지�않고,�교�감선거���보도��보이지�않��것으��지적됐다.

2020�� ����선거�� ��� �성�� ‘2020� 총선미디어감시연대’�� 기�� 선거보도감시���� 선거보도

제���으�� 발전시켰다.� 단��� 어�� 보도�� 하지� �자�� ���� �어� 언론��이� 선거보도�� 제���

�� 실�적으�� 도�이� ��� 하�다�� 취지였다.� 모니터� ��은� 양적� ���� 좋은·��보도� 선�� �� �기�

모니터�������� ‘���기고쓰’������이��하��대중���성���이��시도했다.

2021���� ��적으�� 보�선거�� 대한� 미디어감시연대�� �성�기도� 했다.� 2020�� ���� �어진�

지�자�단�장��� 성비위�� 서울·부산시장� 보�선거�� ��� ��진� �� ��� 것이다.� 민언련�� 부산민언

련�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거� 보도� 모니터�� 진행했으며,� 언론노조�서�� ����� 모니터�� 시도

하��������고��이��대적으��수���은�����구조적으��������하도��만�다�����구

�적으��밝혀냈다.

�장� ��� �성��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 기�� 미디어�� ����� 모니터�� 이어��� 한�� 유튜

��모니터��대한�전�적�����시도했다.� �론조��단����쓰기�������조장�보도������이룸

�����비�����도��론조��보도��집중됐다.�����서�단�������언��기도�전��언론이� ‘단

�����무이며�당위’�며��선�����������시��론�����보도�행���지적하기도�했다.�후보자

���당� ���유튜��채널�� ����진보��보수� ��시��유튜��채널(24개)�� 모니터한�유튜�� 모니터

�은�양적·�적�����통��시�유튜�������������적으����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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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필요한가?

- ���도�시의�필요성

- ���도���문제��는� �도의�가�� 판단

�� ���도�시�� ���� 활동�� ���� 제

공해��하는가?

- ���도�����활동의�대상��범위

- ���도� ���� 활동의� ��� ���� 공��

방식

�� ���도�시�� ���� 활동�� 어�� 방식

�����되어��하는가?

- ���도� ���� 활동의� 조직화�� �대� 방

식�� 재원

- ���도� ���� 활동의� 공표�� 시�의� ���

범위

�� ���도�시�� ���� 활동의� 한��� 어

���극���것인가?

- ���도�시������ 활동의��극�인�목

표��대한�정의(�도������ 등��

- ���도��� 문제� �는� �도의� ��� 다��

�해� 조정

- �의�조�� ������ ��하�� 위한� ���

마련

- ���도�시�� ���� 활동의� 공��이고�

��한�공표�� ��고���� ���확대

�������������������������과제

��� ���� ���도�시는� ���도의� 문제��� ��하고� ��하도�� 유도한다.� ��� 30��� 전���

시�들의����도�시�운동��유�자��위한��다�������도����하도��자극하고�� ���이�자가�

���도�� �판���� ���� �� ��� 했다.� 정�� ��자�� 대한� �증�� 공정한� ��� �위�� 조성�� 위

해� ��의� �����조하고� 시�� ���� 직���정����� ��해� 시�� �� 정�����이�의� ��� 증

가시켰다.� �������활동�����도�시�활동���해�상시화·전문화되었고�� 시�단���시���의�운

동������하��하고��정��������인����의가���되도��하는�정�운동��만들어냈다.�

���도�시������활동이���해��고�해�����문�� “����위한�����활동인가?”��것이다.�

이�� 위해� ���도�시������ 활동의� �제�� △필요성�△활동� 범위� △활동� 방식�△한��� 문제�� 해

��등��원������������같다.

�� ���도�시의�목���대상�� ����활����는�시���위한�것이어��한다.� 이��위해�����방

식�� ���� 공표하�� ��성�� 높이고�� ���� ���� 대한� ���인� 유��� 의���의� ���� 확대해

����것이다.��한�����활동���의�문������시������유도하는�것도�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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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보도������남겼나

이��� (충���언론��������활동가��

시작하며

�����아�충����언론들도�������보도��쏟아냈다.� 그��������보도����������전

��������이����중������ �보�동��보도�� �����중���보도�� ��������� ���보도�

����그������������보였다.�

����전�������보도��������전����충실했�������������않았다.� ����비교

�� 충실�� 전�했��� �전�� '�아��� 보도'�� ���어� 있�� 뿐�� ���� ��이�� 전문가�� ��이� 전

��없이��보������������전����보도��그쳤다.� �문���������������전����못

했다.�

���보����������������������취재����보도��������아보��힘들었다.� ���

���보�������������충���아들�����������������썼다.� ��가��������충

��� ��이� 이��도� �았다�� “백발백중”이었다�� ����� �가�� 내놓았다.� ���� ���� 충�이� ��

�����������했��������������어려웠다.�

이�� ����� 언론이� ������ ���� ���� �보�� ��했���� ����� �다�� 충���� 언론

�� ��보도�� �전�� ���다� �� �� 있다.� ���가� �보� ���� ���� ���� 이�� 가��이�� 실효

��������힘들�때����이����������효���보��������도�언론����이��때문이다.

특별취재���� ‘특별취재팀’

���때�다�언론들��특별취재팀����������������그친다.� ������들������특별취

재팀��� ��보도가� ���� 비�� �별�이�� 않�� 때문이다.� �이���� ‘특별취재팀’이��� �어있���

����문���특별취재팀����������내�������보도했다.� 보도����그��������들���

�����때문이다.��문��이���가려놓���어������문������������없다.

���� ���� 어������� ���� 보도도�있었다.� 2�� 7�� 중���� 6�� <����도� �� ���안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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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부��� ���� 촉각>�� ������ <�권� 재��이냐� 교체냐…���� 없�� ��전� '��� 승부'� 돌

입>�� ���� ��� ���� ���� 재���� ��� ��� �재�� ���� 지��� 실었다.� “각각� ‘��� 사위’��

‘��� 아들’�� 자���� 이재명·���� �보�� ��� ��권�� ���� 주목된다”�� �� �� ���� �언���

뿐이다.������������사��������재��선��기사������없었다.�

�� ��� ������� ‘퍼온’� 기사�� �부�� �보�� ��이�� ��� 이���� 주��� �� 기사였다.� 시민

사�����권자���이����기사��사��기사������� 2�� 10�����보� 4�� <��� ‘����� NEW

권자'� ����지지� 선언>�� ���보� 6�� <�������� �권자��� �����보� 지지선언>������ 내

���기사����이�전부였다.� 시민��목����������권자�������������선�보����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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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많았다

"충청�� 아들"�� "충청�� 사위"� ���연�� 지역주��� 부�기는� 선거���� ���� 발견됐다.� “충���

아들”�� “충청�� 사위”부�� 나��� �� ����� ��대��� 지�하는� “충��� 딸”�지� 등장했다.� �니�� 대

�� 4사�� ��� 5일간(2�� 21일-25일�� ��� 3.5��� 지역주�� 강조� ��가� 발견됐다.� �� ��마다� 3��

��� 4������이라�����������마��비슷했다.�

CJB청주��� 2�� 24일� ���� <��하고� 노�� 부�� '충청사위'� 이재명>��는� 아�� ��부�� ‘사위’라

는� ���� 썼다.� ���� ��� 적나라하다.� “��� 사위� ��� 반갑죠�� 사위는� ����이라고� 했는데�� 사위

는� ���이� �일� 편합니다.”라는� 이� ���� �연� 강조� 발언� 장��� ���� �대�� 옮겼다.� ��� ����

분�� �� 선거� 공�� �� ��� ��� ��이� �� �� �� 뿐�� ‘마�주�들이� ���� 대�� ���� 선물했다’라는�

등�선거�유세�지��가�����지�����������이������담겼다.�

MBC충��� ���� ���� ���� 역�� ��� <이재명� 1�� 2일� 충�� 유세..� �가� 충주� 공략>��부��

이재명� ���� �가가� 충주��� 드러냈다.� MBC� ��가� CJB�다는� �� 노골적이었지만�� “장��� 고향”��

“충청��사위”�등�혈연��강조하는���가�����등장����마찬가지였다.����이����는������윤

��������������거론했는데��윤����역�� “부���고향”이�충�������세�다��혈연��기반

��지역�연고��강조했다.

대선��가�지역�유세마다�사������연고�지�������혈연�� 지연���세������연��지역주

��� 부�기는� 발언�� 하는� ��� �간� �하�� 지적��� 부분이다.� 이�� 비�� �이� �대�� ��하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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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크다.

��방�� ���� �한� ���정� 제15조(계층�� 종교�� 지역�� ��� 보도)는� "방��� ���� ��하�� 계

층��종교��지역�����지지��는�����조�하는�����방�하��는�아��된다"�고�명시했다.�����

�����다�����이�����보도�����생산한다.����������는�후보��지역���고��있는�것

이�아����������������되����요��있다.

����������������걸���

이������������조����이�시행되었고�����도��다��보도��쏟아냈다.�지역��������

�제� �으�� ��� ��조��� 하지� 않는다.� 지역��� ��하�� KBS��이� ��조��� 시행했다.� KBS는�

����������� 15건���������으����조����발표��했으며�� KBS��조������지역신

���������������아����재생산시켰다.�

KBS���� ������� 15건(���� 14건�� ����� 1건)�� 보도�� ��� �이������� ��한�

��조�� ���� 발표했다.� �제는� ��� 후보·��도지�� 후보�� 지지�� 조���� 지역��� �제�� �한�

��조��지� ���하�� 이뤄졌다.� KBS���� 하�� ���� 보도��� ���� ��조�� ���� 보도하는�

�� 썼고�� 조�� ��� 발표� 보도�� 되는� ��� ��� ��� �재� ��는� 없었다.� ��방�이� ��조�� ����

�재����하고�있는�것��아������정도이다.�

��조�는� �이�� ��보는� 것이� ��� 중요하다.� 하지�� 지역���� 재�� �제�� ��조��� ����

�시하��������한����시한���조��������정지����다는���이���되고�있다.� 조��방



36 l 제20대 대선보도 평가 토론회 및 간담회 충북지역 대선보도, 무엇을 남겼나  l 37

�이�� 대상�� ��� ��� ��� ���� ��� ��가� ��� ����� �� ����� 아닌가.� �� ��한� 것��

LNG�전�������정�한�������이���한����������������다���행태다.����주민

��� ���이� ��� �대한� 문�이�� 때문이다.� ����� 주��� �정�� 때� ���� 이� ��� ���� 충분

�������것이다.�이분�������������가������������������된다.

�����������������������많아

��자� �� 대����� ������ ������ ����� ���� 많았다.� ���� �다�� �민� �이� 관성

����전����� ����������� 있었다.� 이� ��������관�� ����승자·�자�� �정���전

�이������������만든다.� ��������민�가���된���자����이��승자���자가�된�정

����있��것이�아��������������된다.�또한 �������������이��상대�����무분

���� ���� ���� �대�� ���� ����� ����전�� �성�� ���� ��� ��� 행태��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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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충북��� 15일(화)�� ��� <"정�도� 모른다"vs"��정권� 종식"� ���� 돌입�� 보도�� ��부�� 후

보들�� ������� ���� 중���� ��이� 담겼다.� 이� ������� 이��� �주�� 충북�������

“정권�� ���� 일��� ���� 후보가� ���이� �다�� ���� �다시� �주� ��� �주가� �지도� 모릅니

다”��� ��과� 정��� ����� 충북������� “��과� 고��� ��� 이� ���� 정권�� 이�� ��� 독

��정권��종식시������가����다가왔습니다”�����이�����탔다.

����� KBS충북� <충북�정�권����동�시작…���체��돌입��보도도����동일한���가�들어갔다.�

���한� ������� �이�� 정��들�� ��� ��이� ���� 보도�� ���� 없다.� 이�한� 보도�� 유권

자�� ����� ���� 방��� 뿐이다.� ���� 정��이� ��� ���� ����� ���과� 동시�� 부��한�

부����������어��한다.

��������� �������������������사실들

��도� �했�이� 이�� ����도� 지����� �다른� �이��� 보�주지� 못했다.� ������� 꾸렸지

�� ������ �지�� 않았고�� �들�� 한� ������ ���� 15���� ��기간� ��� ���기도� 했다.�

지�과�� �고�� 지��� 정도�� ������ 충북�� ��이� ���� �정��� ���� ������ �����

충북지������������정도였다.�

이�� 지��������보도����한�������부족�� ������어����보도�패턴�� ��체��과정

�� ��지� 않�� 후보들�� 기��� 보도자료�� 기��� 중���� ���� �다� ���� 정��� 이��� 중�� 등

����어�������방������가���한�과���남겼다.

��모니��기간�� 2022�� 2월� 7일(월)� �� 3월� 8일(화)

��모니��매체

����� ��동양일보��충청타임즈��충북일보��중부매일

��방송� �� KBS충북(뉴스7� ���뉴스�)��MBC충북(뉴스�스��충북)�� CJB청주방송(CJB�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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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20����������보도했나

노희승(경남민�언론�민���사무국장)

서론

� � � 국민�� �장� 중요한� 권�� 중� 하나�� 선거권이다.� 선거권�� ��� 정��� ��하�� �이� 민����� 실

현이다.� 선거��� 지역�사���민���� 실현�����지역언론�� 역할��중요하다.� 특�� 지역언론��후보

����권��사이������역할��하�������지역언론������도�하고���정��도�한다.

� � �지역언론�� 다�한� 정책���� ��� �권��이� 정��� ��할� �� 있도�� 하�� �무�� 있다.� 선거��

중요��� ��하고� 후보��� ������ 정책�� 대한� 이��� 돕고�� 후보��� ������ ���� 대�� 사

실��������실������나������한�언론��역할이다.

� � �코로나��� 대���로� �한� 비대�� �대�� �권��� 다�한� 언론�� ��� 선거정보�� �하�� 된다.� 특

�� 지역� �권��� ���� ��� ���� 지역언론��� 후보��� 지역정책�� 대한� �언이나� 정책·���� 대

한� 정보�� ����� 된다.� ‘역대�� 비호감’이��� ���� ��� 후보��� 지역� �권�� ��� 경남� 지역언론

�����역할����지�살펴보았다.

���보�동정��정������������보도

� � � 2022대선���감��대�경남지��� 2�� 7일��� 3�� 6일�지�경남도민일보��경남신문��경남일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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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일�� KBS창원총국��MBC경남�� KNN�� 7�������대��매���총� 4건��보고���발표했다.�

� � � ����� 대�� ��� 보도�� 분석�� �� ��� ��기�� 915건� �� 159건� 보도되었으며� 17.4%� 비율이

다.�MBC경남�� 282건��� 61건(21.6%)으��보도�이����많았으며�� KNN�� 245건��� 43건(17.6%)��

KBS창원총국�� 388건��� 55건(14.2%)��으��보도�이�나타났다.

� � ���터� 기�� ��� �� ����� 보도��� KBS창원총국� 11~18%�� MBC경남� 18.6~25.4%�� KNN�

7.3~22.7%��나타나��표일이��������보도�이���나������보였다.

� � �경남������ 3�����터�기�����보도����분석����보����트� 61건����� 72건��기획/연

�� 24건�� 인터뷰/대담� 1건� 보도했다.� KBS창원총국�� ’경남� 공약� 분석‘이��� 기획기��� 8건� 보도했고��

MBC경남�� ’대�� 공약� 검증‘� 기획기�� 8건�� ’����� ��� 대담‘� 기획기�� 2건�� KNN�� ’대��보� 공약�

점검‘�기획기�� 6건��보도했다.

� � �����대�보도������분석��보������표���보�이� ‘�����공약’�� ‘�보���������이벤

트’���기������많이�보도되었다.�������대���보�����이나�경남��������������

���보도�����이�나타났다.

보도매체 KBS창원 MBC경남 KNN 합계

정����공약
12 18 10 40

21.8% 29.5% 23.3% 25.2%

의혹�� 논란��

공방

4 3 1 8

7.3% 4.9% 2.3% 5.0%

정당����의�

선거전략

7 1 1 9

12.7% 1.6% 2.3% 5.7%

선거������

여론조사

3 4 6 13

5.5% 6.6% 14.0% 8.2%

����정���

정당�이벤트

11 16 13 40

20.0% 26.2% 30.2% 25.2%

��사����

����의견

3 7 4 14

5.5% 11.5% 9.3% 8.8%

선관위/����

���사항

10 9 5 24

18.2% 14.8% 11.6% 15.1%

선거���

사건/사고

2 1 1 4

3.6% 1.6% 2.3% 2.5%

�방선거�관련
2 1 0 3

3.6% 1.6% 0.0% 1.9%

기타
1 1 2 4

1.8% 1.6% 4.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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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매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매일 합계

정����공약
60 43 22 11 136

29.4% 24.6% 15.3% 14.1% 22.6%

의혹,� 논란,�
공방

26 12 24 5 67

12.7% 6.9% 16.7% 6.4% 11.1%

정당,� ��의�
선거전략

10 15 21 4 50

4.9% 8.6% 14.6% 5.1% 8.3%

선거�����
여론조사

12 22 16 5 55

5.9% 12.6% 11.1% 6.4% 9.2%

����정���
정당�이벤트

20 25 22 24 91

9.8% 14.3% 15.3% 30.8% 15.1%

��사����
����의견

38 22 10 9 79

18.6% 12.6% 6.9% 11.5% 13.1%

선관위/����
�내�사항

15 21 16 9 61

7.4% 12.0% 11.1% 11.5% 10.1%

선거���
사건/사고

4 1 1 2 8

2.0% 0.6% 0.7% 2.6% 1.3%

�방선거�관련
7 4 2 5 18

3.4% 2.3% 1.4% 6.4% 3.0%
기타

(신문사알림,대
선관련내용을
잠깐언급한기
사등)

12 10 10 5 37

5.9% 5.7% 6.9% 6.4% 6.2%

� � ����� ��� ��� 보도�� ��기사� 6,746건� �� 601건� 보도되었으며,� 8.9%� 비율이다.� 경남도민일보

�� 1695건��� 204건(12.0%)으��보도�이����많았고,�경남��은� 1772건��� 175건(9.9%),� 경남일

보�� 1635건��� 144건(8.8%)이며,�경남�일� 1644건��� 78건(4.7%)으��보도�이����적었다.

� � ��� ���� �니�� 기�� ��� 보도�은� 경남도민일보� 9~12.6%,� 경남일보� 6.6~10%,� 경남�일�

4.2~5.2%�� 나타나� �� �이�� 보이�� 않았고,� 경남��은� 7.5~15.6%�� ��� ��일이� ������ 2

����이�늘어났다.

� � ��니�� 기�� ��� 경남��� ��� 4사�� ��� ��� ��� 기사� 601건�� 보도유���� 분석해� 보�� 스

트�이트� 357건,� 기획/��� 62건,� ��� 108건,� 사�� 29건,� 사�� 33건,� 인��� 3건,� 기타(��사� ���

등)� 9건으�� 나타났다.� 기획/��� 기사�� ��� 많이� 보도�� �은� 경남��으�� 34건(19.4%)이며,� ‘경남

민��들어보니’,� ‘��후보�경남공약�톺아보기’,� ‘��� 76�����후보�공약비교’,� ‘������� 3��여론조

사’� 등�� 보도했다.� 경남도민일보�� 26건(12.7%)�� 기획/��� 기사�� 보도했다.� ‘��후보� 정책분석’,� ‘유

권자�� 묻다�경남� ��� 해법은’,� ‘��정�� 후보정책’,� ‘�늘��시민,� ���� 유권자’,� ‘���� ‘���� 묻다’‘�

등��기획기사��보도했다.� 기획/���기사�����없었��경남일보�� 2건이며�경남�일은�기획기사��없

���으��확인되었다.

� � � 경남��� ��� 4사�� ��보도�� ���� 분석해� �� ��� 아��� ���� 보�이� � ’후보� �정� �� 정��

이벤트‘�� ’정책���공약‘�기사�����많이�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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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판���도�검증�부족���������������초점

� � � ��의� 정책보도�� 정책의� ��� ��형� 기사�� 정책�� 비�� 분석��� �설형� 기사�� 정책� 검증형� 기사��

����� ��사�의� 정책� ��� �� 4가지� �형으�� 분��� 수� 있었다.� 이�� ��보도���� 후보��이�

�언�� ���� 정리��� 리���주�� 형식��� ��� ���지� ��� ��이� 있었고�� ��가의� 정책� 검증

이��후보�����������공�����이�부족했다.

������나열
��������

제안·비판
������보도 ���검증 합계

경남신문 2 2 2 2 8

경남도민일보 1 3 3 10 17

경남일보 3 3 - 1 7

경남매일 2 1 1 - 4

KBS창원 6 2 - 2 10

MBC경남 10 3 - - 13

KNN 3 0 - 1 4

합계 27 14 6 16 63

표� 13� 2022�� 2�� 7~20��지�언�사�����정책� 보도� 분석표

� � � KBS������ 4�� 정당�후보의� 정책��소��고�정리·비��주�� �식으��보도했다.� ���의�정책

�� ��� ��� 의�과� ��가의� ��� ����� ��� 검증�� ��했지만� �부�� 불과했으며�� �부분� ‘���

설명��� ‘비����비판��수�의�정책�검증��불과했다.

�MBC��의� 기�보도� ��� 정책�� 정리·비��고� ��� 설명�� ��이�� 형식이었다.� 차이��� 소수정당

���보당�����후보의�공�도� 4�� 정당과����비���기사가�있었다.� �지만�정책����� ��이�맞

���있었고��검증��부족했다.

� KNN����가�가�이��수��정책보도�이�증가했다.����설명과������정당�후보����심으��정

책��비����기사가���적으��많았다.�정의당����의당�정책�����언급했고��다��소수정당��후보

의�정책��언급�지�않았다.

� � �����언�사����차가�심했다.� ��도��보��������기�기사�����정책검증�����쏟았

지만�����보��������정책보도���가�적었다.�

� � � ���보�� 항공우주�� 설�과� 공공기�� 이��� ��� 정책� 보도� 주�가� �부분�� 차지했다.�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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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의�정책���구도���들어�보도하기도�했다.��부분�정책��단��나�하거나� ‘경

��지역��정�지역��공약��바란다’��의�보도����적으��많았다.

� � �경�도민일보는� 다�한�정책�� 보도했다.� ��� 지역균형발전�공약�� ������ 많��보도��� 보였다.�

�경� 정책부�� ��� 정책�지� 다�성이� 돋보였다.� 4�� 정�� �� 선거� ��� 경력이� 많�� �보�의� 정책도�

��� 비교ž분석하고�� �요� ��정�의� 정책� 기�기��� 보도하는� �� ��정�� �보�� ��시�지� 않으��

했다.

� � �또�경�도민일보는��보자�정책���한�비���아�지�않았다.���적인�예�� 2�� 22일� <경��원전업

�� 257�� 도산�� �석������ '허위'�� 기��서� “�석�� 국민의�� ����선거� �보�� 지�� 19일� �원�

유��서��원전�정책���기하�다��제시한���들���거��부�한��으��확인됐다”���석��국민의

�� �보자�� 정부의� �원전� 정책�� 비�한� �요� 발���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국제원자력기구(����)�

�의�검증��자���시민�회�의������������시도했다.

� � �경�신문��지역균형발전�공약�� 원전�정책�� �공����������정책�보도�����많았다.� ‘경�민��

들어보니’�기�기�������보들의�공약��비교했다.�또��경�신문�� ‘3.9����선거������부��선

거보도자문단’�� 2�� 15일� 발�하고� ‘��� 76��� �선�보� 공약비교’�� 보도했다.� 문화예술�� 지역균형발

전�� 경제��� 일자리�� 노동�� 여성�� 부동산�� 복지�� �경�정책�� 4��정���보���분석하고�선거보도자문단

이�검증하는�형�으��보도했다.

� � �경�의� 정책보도는� ������ ���� ��� 나타났다.� 정책보도는� 유권자의� ���� ��� ��하고� 자

�한�보도��필요하다.� ��구도나�정���성����으��정책의��요성보다�정�적�이권���으��몰아

�일���유권자의��단��부정적인������������없다.�

��������������������������������은�언론은?

� � � 선거�서� ���� ��이� 있다�� 적�적으�� 보도��� 한다.� ��� �한민국의� 선거�� ���� ��하는�

��선거�리위원회�서��보��선거���위�되는��위��했����위��������적�적으��검토하는

지�� �리고��������석이�없는지��� �시���한다.� 선거���다��복되는���인��명���일방적으

��배����는�이���선�서도�이어졌다.

� � �공�선거�� 93조(��방���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시� �� 금지)�� ‘�구�지� 선거�동�� 하도��

권유·약�하기�위하여�선거구민���하여�신분증명서·문서�기타�인����발급·배부�또는��구하거나�하��

����없다.’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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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니�� 기�� 경남도�일보��� ���� �단� ���� ���� 기사�� ��� 보도했다.� ��� 일�� 유권자

����자로������보�직인이�����자������받은�사���밝혀냈다.������단������해�경

남도���는� “�정�� ���� ��� ��� ��� ���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경남도�일보� 보도�� ����

�����는� “�인정보� 도�은� ���� ��� 사�이� 아니다”�� “�직���� ��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해���이���사���알렸다.

�또� 경남도�일보는� 만��� �해� “���� 93조� 3�� ��� �건�� ��해야� 하는데�� ������ 하�� ��

��으로����������는���으로�����있다”�� “하지만�이��건은�������하��하는����는�

���이� 있다.”�� “(����� ��� ��� 조직은�� 직��으로� ������ 하는� 기��� 아니�� ���� 준비

하는� 조직으로�� ����� 받았다고� 해�� ������ 하�는� ��은� 아니다”��� ����� 해��� 풍자하

기도�했다.

��� 13.� 2�� 9일� 경남도�일보� 5��만�� <�����는�물건인고?>

� � �또�� ���� �단����� ������ ��으로�보기�어렵다는� �����해� 사����어��� 해���판단

�� ���� 제기했다.� 보도�� ���� “�� 경기도�원은� 2017�� 5�� ��� ��� ��인� ��어���� �보�

직인이�������� 367���경로�� 14����단으로�비�하���������로��판��받았다.�해��도

�원은��직�����������받았다”�� “해���원이�������������로��������받은��이�

있었다는�점�� ��������������점� �도�고려해야겠지만�� �원은��사자����없는�����남���

������으로�판단하고�유�로�인정했다.”고�밝혔다.

� � ������단��������판단���해� KBS창원�� KNN은�보도��없었고�� 경남����경남일보�� 경남매

일은� 하��� �은� 사건으로만� 취급했다.� ���� �단� ��� 사건은� 유권자�� �인정보�지� �해�� 사안이

기������단��취급��사�이�아니었다.� �보�����������이�있다���������판단이�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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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에�� �극���� 질��� ��가� 있다�� ��� ������ �도�고� �제�� 제��� ���� 경남도민

일�가�유일했다��

<관련기사>

MBC경남� 2�� 14일��포�� <"민주당�당직자에게까지"��국민의힘�임명장�남발>

경남��� 2�� 15일� 4�� <민주당�� "������ '�석열�임명장'�반납">

경남도민일�� 2�� 9일� 5����� <��에����물건인고?>

경남도민일�� 2�� 9일� 1�� <일���정당�임명장에����� "��법��반�아냐">

경남도민일�� 2�� 10일�사�� <�����스스���시�������태도>

경남도민일�� 2�� 10일� 1�� <일���정당����임명장������고�지���맞다?>

경남도민일�� 2�� 11일� <'�지��임명장'��도���심�노��낚시질?>

경남도민일�� 2�� 15일� 8�� <"�석열�임명장�살포��유�자���매수">

경남도민일�� 2�� 15일� 13����� <임명장�스토킹>

경남도민일�� 2�� 15일� 13����� <�����가���� '의아'>

경남일�� 2�� 11일� 4�� <국힘�����후��명의�임명장��발�논란>

경남매일� 2�� 11일� 4�� <민주당�당직자에�임명장�발��논란>

���주��텃밭��보�의�심장������지역주의조장보도

� � � ‘민주당�텃밭인�호남’� ‘민주당�텃밭인�광주�� 제주’�� “�수의�심장(TK)��텃밭(PK)”�� “PK지역�민주당�지지

�������전략”� ��지역�연고�정당에��해�강조했다���정�지역�지지세의�����지역의�지�����결

���내놓았다��

� � � 2�� 7일�경남��� 1�� <����판세����영남·��호남� '��지�공략'� 승부수>��사에�� ‘민주당�텃밭

인� 광주�� 제주’�� ‘민주당� 텃밭인� 호남’� �� 지역주의�� 강조했다�� �� 2�� 9일� 경남��� 4�� <��� ��� 후

���다�� '노���향수'�자극>에�� ‘노���향수’�������제�에�붙였다��내용에� “����가�지��고�

고(故)� 노���전� ���의�향수��자극�고� 나��나�의� ‘��� 셈법’�� ���것� 아�냐��해석��나온다”

�� “�해������노�전������������정����나������후�에�� ‘�수�일정’��됐다”고�했다��

“PK지역� 민주당� 지지��� ���� 전략”“친노�� 친�� �심�� ���� 것��� 해석”“노� 전� ����� 지역연고

��인연��강조했다”� ��후����지역��연고��향수��자극���지역주의���������사용했다�� 2��

9일� 경남도민일�� 4�� <‘노��� 고향'� 민주당� 강세� 지역� �직에� 도전��� 공�경�� 가열>에�도� 지역� 연

고��강조���지역주의������사용했다�� 2�� 8일�경남매일� 2�� <TK가� PK�다���친국민의힘���흐

른다>�사�� “�수의� 심장(TK)�� 텃밭(PK)”� �� 지역주의�� ���� ��� “TK가� PK에� �해� 친(親)국민의힘�

경향�������것”���나��다고�노�����������정�정당에��향���도�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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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강조��������고��������������구�대���도�����남아있다.� ����

���������고��강조했다면��이���������부���수�있기����려�������대���판할�수�

있���한다.�

<���기사>

경남도���� 2�� 9�� 4면� <‘����고향'�����강세��������도����공천경��가열>

경남도���� 2�� 25�� 5면� <��열� “자�������면��������부�통합”>

경남��� 2�� 8�� 2면� <TK가� PK�다�����������흐른다>

경남��� 2�� 14�� 9면���� <�가����도���없다>

경남��� 2�� 7�� 1면� <�박빙�판세...�李�영남·��호남� ‘����공략’�승부수>

경남��� 2�� 9�� 4면� <���대������다�� ‘����향수’�자극>

경남��� 2�� 24�� 1면� <李-�� '영호남�텃밭'���고����달성할까>

경남��� 2�� 25�� 4면� <도����������등록�������권�����쏠려>

경남��� 2�� 28�� 4면� <���텃밭� '�이�이재명'����기대>

경남��� 2�� 28�� 1면� <李�호남·��영남� ‘강세’...경기·인천·강원·충청·��� ‘박빙’>

경남��� 2�� 22�� 3면� <李� ‘수도권·�도��구애’...�� ‘호남����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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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일�� 경�도�일보� 1�� <������라��대����□이다>

�����������������보도

� � � 2�� 7일� 경�도�일보� 1�� <������라��대����□이다>� 기��서���������대����원

하�지� 다�� ���� �리해� 그� 이��� 대�� ���� 1�� 25일부�� 28일� 진��� �라인� 설����� �해�

수집했다.� 진주�� 창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김해�� 부산�� �천�충북�� 강원�� �주��� 다���지��서�설

���응했고�� 창원지���������� 많았다.� �����실����� 원하��대����대해� 다�������

모았다.����이��시하���보�����대������현�대���선거�서������������보여주었다.

� �이�기���보도�기��� 2�� 10일�기������해� “�대��보��거������거�����방도�� 저�다�

���다고� 설��� 프레임도�� 진�이�� 소속도�� 지라시·����� ��� 것도� �시� �었��� 했다”�� “개인

�보���개하고����대����다�������리해�이������보��라���라인�설��� 62�이�참여

했다”�� “기�하�다�� 설��� 참여하�서� �보� ���� 다시� ��하�� 보�� �다�� �� 응��� 인����

묵직했다”고� 밝혔다.� 이� 기��� �해� ����� ��� 참여�� �고� 지�� ���� 발굴�� 수� ��� �����

��것이다.

� � �이� ������� 설���� 보도������� 시대�� �라인���해� ����� 참여시�����이� 중요하

����하���보������대해�발굴하고��지��현�이��이���발굴��수������직��선거보도이다.�

지��지�� 레거시� ����� 선거� 보도���� ���� ���� ��이� ��� ���� ‘��� 저널리즘’�� 실현

��수�������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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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다�한������������있도�����������보도��지����한다.�

�지����보도는���������������있��언���������������보�는��지�않았다.�

��결론

� � � 이�����������지는�지�언��보도���������������인���는�미비했다.� �지��언

�사���지�����������두었는지������������������했는지는�������있었다.

� � ��지��언�사�����보도����는����나타났다.� ������보도�������나지���고�사실

����이����������보도�는�����������도�있었고�� ��������보���지�����대

한�������시도했고������다�������������보�������������������지��있

�� �� ��보도�� ��� ���� 시�� ����� ���� ��도� 했다.� 이는� 언�사�� ��� 능력�� 여력�� 이

��� 능력�� ���인� ���� ��� �이�� 나타난다.� 이�� ����� �한� 지�언��� ���인� ���� 대

한�고�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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