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2.4.26(목)

주요 발언 내용
▲ 총선 보도 전반적으로 좋았음
△ 긍정적 평가
- 총선 방송에서 전문가 분석과 그래픽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 (임상혁 위원)
- 지상파에서 부족한 정보인 개표소 현장 상황을 보여준 점에 대해 긍정적 평가
(차경애 위원)
- 뉴스Y 타이틀은 ‘선택 4․11’이었고 타사는 ‘2012총선’이었는데 총선 타이틀선정에
긍정적 평가 (한박무 위원)
- 초청 인사들의 지명도는 떨어지지만 방송 3사에서 제공되지 않는 다른 정치적 해
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긍정적 평가 (김경모 위원)
△ 보완 필요
- 지상파 3사는 개표방송을 하고 뉴스Y는 전문가 분석이 주를 이뤄서 다소 지루했
음. 자막 크기 등 개선 필요 (임상혁 위원, 차경애 위원) (회사 측 답변 : 자막이
심플하고 작은 것은 젊은 층이 좋아하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크고 정돈된 것을 좋
아하는 것으로 조사.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 중)
- 경쟁사 개표방송은 지상파 3사 자료 인용이라는 것을 함께 노출하며 뉴스Y보다
빨라 (임상혁 위원, 한박무 위원)
- 개표방송하면서 초청 인사를 통한 대담 내용은 좋으나 내용에 비해 인사의 지명
도나 중량감 떨어져 (김정연 위원, 김경모 위원)
- 전화 대담 통화 중에 앵커의 추임새가 없어서 통화가 연결되어 있는지 후보가 재
차 확인하게 되어 거슬렸음 (김정연 위원)
- 선거 유세지역 한 정당 후보만 유세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
(차경애 위원)
- 뉴스Y는 특보 대신 ‘긴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특보’인지 ‘긴급’인지 적당한 단어
사용해야 (한박무 위원)
- 개표방송은 6시~12시까지 흐름이 있으니 스토리텔링을 미리 짜서 평론가와 대담
해야. 초청자나 대담주제를 미리 방송중 안내해 시청자 잡아야 (김경모 위원)
- 애프터 서비스도 필요. 출구조사의 핵심은 판세 분석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의미
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중요. 총선에 이은 대선 분석도 필요 (박영상 위원장, 김
경모 위원)
- 뉴스Y의 장점인 해외특파원들을 활용, 외국에서는 어떻게 한국 선거의 의미를 해

석하고 있는지의 현지 주요 언론들의 반응을 보도, 현지의 시각을 통한 국제적인
AS도 필요 (김경모 위원)
-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60개국이 선거를 진행하는 세계적인 선거의 해로 관련 정
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김경모 위원)
- 청년당, 녹색당 등 소수 정당들에 대한 보도 보완 필요 (이석구 위원)
- 김형태, 문대성 논문 표절 사건 등 사실관계보다는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
족. 민간인 불법 사찰과 김용민 막말 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보 도하는 것도 안
맞아 (박영상 위원장, 이석구 위원)
- 선거 보도에서 오차범위 내에서의 섣부른 분석은 옳지 않음 (박영상 위원장)
▲ 뉴스Y 홍보 신경써야
- 뉴스Y 로고 컬러를 계절에 따라 바꾸는 방안은 어떤지 (홍승용 위원)
- 뉴스Y도 지하철 등 외부 홍보 필요 (임상혁 위원)
- 회사 차원의 슬로건 준비가 필요. 사회 전반을 주도하는 슬로건 등(임상혁 위원)
▲ 뉴스 보도의 깊이 감 신경 써야
- 기획 뉴스는 주간, 월간으로 기획될 필요. 5월 여수 엑스포 행사 등 큰 행사에 대
한 스팟이 아닌 인뎁스로 기획 뉴스를 다뤄야 (홍승용 위원)
- 학교 폭력, 영유아 5세 누리과정, 주 5일 수업 문제, 고졸 취업 문제, 맞벌이 문제,
유치원 연결 문제 등 핫 이슈를 다룸으로써 학부모 등 어머니 층을 타깃으로 끌
어 들어야 (홍승용 위원)
- 런던 올림픽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스포츠 비인기 종목에도 조명 을 해
서 타 채널과 차별화해야 (최종준 위원)
- 북한 미사일 발사 자체보다는 몰고 올 파급 효과, 동북아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
의 사전 취재 돼야 (박영상 위원장)
- 카이스트 학생의 투신자살과 관련하여 내용도 부실하고 보도가 늦은 듯. 속보 강
화해야 (김정연 위원)
- 전문가 섭외 신중할 필요. ‘Y초대석’에서 범죄 심리 관련하여 경찰대 표창원 교수,
김부겸 의원 등이 나와 좋았으나 이후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수석 통역자의 출연은
적절치 않아 보여 (차경애 위원)
▲ 화면 구성 및 자막 처리 개선해야
- 화면구성이 가독성이 높아야 하고 개표 방송은 장시간 시청이기에 피로감을 덜기
위한 색상, 디자인 등을 감안해야 (박영상 위원장, 한박무 위원)
- 오른쪽 상단 자막에 연합뉴스TV 로고가 화면 가운데로 많이 치우쳐 날씨, 시간,
연합뉴스TV로고, 라이브 표시, 4.11총선 타이틀 등이 너무 복잡해 개선 필요 (임
상혁 위원)

▲ 프로그램 제작 개선해야
- 트리맵 뉴스, 홈페이지 우측 중단 키워드 클라우드 등은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
은데 필요한 것인지. (박영상 위원장, 김경모 위원)
- 6시 교통, 날씨에서 아나운서를 정면이 아닌 위에서 촬영하고 있음. 사람이 눌려
서 보이는 경향이 있어 시정 필요 (차경애 위원)
- 글로벌 뉴스는 특파원들이 현장감 있는 뉴스를 보내줘서 좋으나 음질이나 화면이
가끔 끊기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 시정돼야 (차경애 위원)
- 6시 뉴스 교통 정보는 수도권 중심으로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 생각 (박영상 위원장)
- 마켓워치에 배경음악이 너무 커서 멘트가 잘 안 들림. 시정 필요 (김경모 위원)
- 현 자막뉴스 시간은 특정 시간대에 편중돼 있는데 다양한 시간대에 제공해 청각
장애인들을 고려할 필요 (이석구 위원)
▲ 기타 긍정적인 평가
- KTX는 뉴스Y 영상이 잘 뜨고 있어 홍보 측면에서 좋아 (홍승용 위원)
- 핵정상회의에서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음 (박영상 위
원장)
- 탈북자 관련 이슈가 발생 했을 때 박선영 의원과 전화 인터뷰는 시기적으로 잘
맞았음 (차경애 위원)
- 광화문 현판 표기 공청회를 다뤄서 좋았음 (차경애 위원)
- ‘대한민국 외교비사’는 기획이 좋아. 연합뉴스 사진을 외교비사에 적극 활용하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 (김정연 위원)
- 4월 22일 와이초대석에서 앵커와 김부겸 의원 대담 진행이 좋았음. 앵커들도 계
속해서 노력해서 기량을 향상 시켜야 (김정연 위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