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2. 5.31(목)

주요 발언 내용
▲ 파업으로 인해 뉴스 꼭지 부족해
- 파업 영향 우려 (김정연 위원, 김경모 위원)
- 사건 사고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음. 뉴스Y도 계절별 편성 전
략을 고민해야 (김경모 위원)
- 런던올림픽 특집 프로그램 나와야 (최종준 위원)
▲ 여수엑스포 홍보성 기사와 뉴스성 기사는 구별해야
- 여수엑스포 관련 보도가 뉴스성 기사가 아니라 홍보성 기사 같은 느낌. 구별할 필
요 (김경모 위원)
- 긴 행사이다보니 바가지, 숙박문제, 갑작스런 예약제도 폐지 등 지금 시점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진단해줘야 함 (김경모 위원, 한박무 위원)
▲ 뉴스 및 제작 프로그램 개선 필요
- ‘아웃도어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은 정보 제공성인지 단순 환기성 프로그램인지 콘
셉트를 알 수 없어 아쉬움 (이석구 위원)
- ‘북한은 오늘’의 전문가 분석이 뉴스 형태로 나가다 보니 시청자들은 사실로 받아
들일 여지가 많아 주의 필요 (이석구 위원)
- 통합진보당 및 민주노총 기자회견 중계에서 질의응답 도중 갑자기 방송이 중단되
고 광고가 나감. 방송사고인지 광고 방영 때문인지 의문 (김정연 위원)
- 여수엑스포에서 사무총장과의 인터뷰에서 자료화면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인터뷰
장면만 방영. 경제적 효과 위주로만 보도해 국제 속 한국의 방향과 가치 등을 다
룬 보도가 약했다고 생각 (이석구 위원)
- 통진당 사태가 심화되면서 정치면 뉴스도 통진당의 자극적인 장면에 집중 되는
경향. 정당 뉴스를 다룰 때 균형 필요 (차경애 위원)
- 2012 정치권 분석을 주제로 전문가 인터뷰를 하면서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가
수차례 나왔음. 전문가 다양하게 섭외할 필요 (차경애 위원)
- 5월 9일 방영된 ‘돌고래쇼, 폐지 대신 생태설명회로’ 꼭지에서 제목 선정 에 신경
써야. 생태설명회가 이름만 바뀐 돌고래쇼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목에 치우친 느낌 (차경애 위원)
▲ 정확, 신속한 보도 중요

- 에닝요 귀화 문제 이슈에 대해 귀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귀화가 무엇인지 등
뉴스Y만의 분석 기사를 미리 보도해야 (최종준 위원, 김정연 위원)
- 5월 19일 광주 봉선동 도심에서 교통사고로 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타
사에 비해 늦었음. 연합뉴스와의 협업도 중요 (김정연 위원)
▲ 이슈를 짚는 보도 주제 선정 필요
- 런던올림픽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카운트다운투런던’은 외
국 프로그램이라서 와 닿지 않음 (최종준 위원)
- 체육과 공부를 분리하는 교육, 소화 당뇨 비만 등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을 기
획해서 방영 필요 (최종준 위원)
- 기획물로 바람직한 대통령상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하면 좋을 듯 (김정연 위원)
- 대선, 차기 정부 어젠다, 복지, 경제 등 직장인들의 관심사들을 모아서 관련된 정
보를 줬으면 (이상목 위원)
- 게임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폭력성에 대한 정보를 ‘취재뒷마당’에서 다뤘으면
(이상목 위원)
▲ 관행적 보도 포맷 벗어나야
- 반복되는 뉴스 때문에 뉴스Y를 보면 설레임이 없고 평탄한 것 같아 아쉬움 남아.
예를 들어 ‘조계사 봉축식’을 다룬 보도의 경우 수십년간 되풀이한 방식 그대로.
관행적인 포맷에서 벗어날 필요 (박영상 위원장)
- 미국 뉴스는 맨 마지막에 웃음을 주며 끝내. 우리도 뉴스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
에 재밌는 뉴스로 바꿔야 할 필요 (박영상 위원장)
- 부분일식, 올림픽 10주년 보도 등은 좋아 (박영상 위원장)
- 날씨가 건강, 음식, 의복에까지 파급될 수 있는 만큼 날씨 뉴스는 생활 밀착형 정
보로 제공해야 (박영상 위원장)
- 뉴스를 다룰 때는 무색무취가 아닌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박영상 위원장)
▲ 적절한 전문가 섭외를 통한 대담 유익해
- 광우병 문제 관련 5월 1일 우희종 교수, 고리원자력 납품비리 관련 4월 28일 사
실 보도 김해창 교수 전화 연결은 적절 (차경애 위원)
▲ 기타
- 장기적으로는 시청자 타깃을 20대, 30대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SNS, 홈페이지
등 뉴미디어 활용도이 필요. 장기적 비전 갖고 있어야 (김경모 위원)
- 장애인들의 접근성, 유형별 장애인들 고려한 보도방식 필요 (이석구 위원)
- 화면은 안정적으로 정비돼 눈의 피로도가 많이 없어짐 (김경모 위원)

- 검정 바탕의 시계 표시는 눈에 거슬려 흰 바탕이 낫다고 생각 (임영호 위원)
- 사회 이슈의 맥락에 대해 잘 짚는지 그래픽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고 있는 지 뉴
스 가치 여부 등이 중요. 앞으로는 위원들은 완전성, 적절성, 짜임새 등에 포커스
를 맞춰 모니터링 해야 (박영상 위원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