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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고서

∙수� � � 신 각�언론사�미디어�및� NGO�담당�기자,�사회부�기자

∙발� � � 신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담당자�손주화�전북민언련�사무국장� 063-285-8572)

∙제� � � 목 [보고서]� 지자체•공공기관의�간담회/오찬만찬,� 선물�구입� 지출� 실태

∙날� � � 짜 2017년� 7월� 7일(금)�

오찬만찬,� 선물� 구입�지출로�드러난�기자와�접대�문화

� 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론감시,� 비판,� 견제,� 그리고�

발전적인�대안을�제시하며,� 사회적�공기로서의�언론의�사명을�다하도록�하는�시민운동단체입니다.�

� 2.� 지역� 언론사는� 지자체� 후원으로� 생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자체는� 공고•광고료,� 오

찬만찬� 비용,� 언론사� 주최� 행사� 후원� 협찬,� 연감�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언론의� 운영을� 지

원합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역� 언론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도� 어렵습니다.� 언론홍보� 예산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고� 담당자는� 정확한� 실태를� 밝히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언론홍보� 예산의� 통합� 운영과� 기준� 마련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3.� 세� 번째�보고서에서는�지자체와�공공기관에서�언론사를�대상으로�지출하는�간담회/오찬만찬,� 선

물� 구입�비용을� 분석했습니다.� 2016년� 전라북도�및� 14개� 시군과� 전라북도�교육청에서�간담회/오찬

만찬에� 지출한� 비용과� 선물�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261,763,760원으로� 확인되었습

니다.

� 4.� 이에� 전북민언련�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물품,� 상품권� 등의� 금액을� 삭감할� 것과�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적인�언론환경�개선을�위한�비용으로�대체할�것을�요구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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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자체•공공기관의�간담회/오찬만찬,� 선물�구입�지출�실태

오찬만찬,� 선물�구입�지출로�드러난�기자와�접대�문화

전북민언련� 2016년� 정보공개� 청구에서�각� 지자체와�의회의� 업무•시책�추진비를�포함하여�각� 부서

에서�지출한� 간담회/오찬만찬,� 선물구입� 비용을�전부�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 시군에서�공

개하고�있는�지자체장의�업무추진비도�분석해�정보공개�청구�결과와�합산했다.�

(2012년과� 2007년� 정보공개� 청구� 때도� 전북민언련에서는� 지자체에� 같은� 내용을� 공개� 요청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공개했으며�지자체장�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포함되지�않아� 실제� 지출되었던� 금액

은�이전에�공개됐던�금액보다�훨씬�많을�것이라�예측된다.)

2016년에도� 지자체에서는� 간담회를� 표방한� 언론인� 대상� 오찬만찬이� 매월�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었

다.� 또한�특정�시기를�맞은�언론인에게�주는�선물�구입�비용도�여전히�존재함을�확인할�수� 있었다.

2016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간담회/오찬만찬에� 지출한� 비용과� 선물� 구

입에�지출한�것으로�확인된�금액은� 261,763,760원이다.

언론홍보예산�분석 2007 2012 2016 합계

간담회/오찬만찬비용 131,281,600 161,279,000 215,725,760 508,286,360

선물� 구입� 비용 82,941,000 38,080,000 46,038,000 167,059,000

합계 214,222,600 199,359,000 261,763,760 675,345,360

<전라북도�및� 14개�시�군,� 전라북도�교육청의�홍보예산�변화�추이>

2007년� 간담회/오찬만찬� 비용이� 131,282,600원에서� 2016년에는� 215,725,760원으로� 약� 2배로�

늘었음이� 확인된다.� 역으로� 선물� 구입� 비용은� 2007년� 82,941,000원에서� 2016년에는�

46,038,000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기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던� 격려금이� 금지됨에� 따

라� 나타난� 현상이다.(지자체별�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 확인)�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언론인에게�지

급된�각종�현금과�상품권은�아래와�같이� 2007년에만�약� 오천만�원에�이르고�있다.

2007년� 격려금�지급� 내용 금액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도정발전�시책추진�격려금 33,600,000

설명절�격려금전라북도의회 4,000,000

정읍시

격려금�지급 � � 4,600,000�

해외연수�실시에�따른�격려금 � � � � � � 100,000�

언론사�단합대회�격려품�구입 � � � � � � 228,000�

격려금지급 � � 4,600,000�

정읍시의회
지역언론� 19개사 설명절맞이�농산물상품권�지급 1,900,000

지역언론� 20개사 추석명절맞이�재래시장�상품권�지급 1,900,000

군산시의회 언론인�연찬�및�단합대회�관련�격려금 � � � � � � 200,000�

합계 51,1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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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세부�내용은�아래와�같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간담회� 뒤� ‘오찬’이나� ‘만찬’� 명목으로� 대부분� 비용을� 지출했다.� ‘불가근불

가원’�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긴장해야� 할� 기자와� 지자체� 관계에서,� 지자체가� 간담회� 형식으로� 지출

한� 기자들� 밥값이� 적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언론사� 간담회를� 통한� 업무홍보라는�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자들과의� 식대를� 시민들의� 세금인� 공적�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출입

기자�식사대접�관행이�여전함을�보여주고�있다.�

이와� 관련�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곳은� 전라북도로� 80,993,000원에� 이르는� 비용이� 간담회/오찬

만찬�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뒤를� 이어� 군산시가� 23,071,000원,� 전주시가� 22,613,810원을� 지출했

다.� 김제시는� 2012년� 구백만� 원이� 넘는� 오찬만찬� 비용이� 지출되었으나� 2016년에는� 980,000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김제시장의� 업무수행� 공백으로� 인해� 간담회�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

으로�보인다.

　지자체
2016년� 언론홍보예산�지출� 분석

합계
간담회/오찬만찬비용 선물구입비용

1 전라북도 80,993,000 80,993,000

2 전주시 22,613,810 22,613,810

3 군산시 23,071,000 4,680,000 27,751,000

4 익산시 12,692,100 3,810,000 16,502,100

5 김제시 980,000 980,000

6 남원시 10,302,000 1,029,000 11,331,000

7 정읍시 14,449,300 13,392,000 27,841,300

8 완주군 10,890,200 10,890,200

9 무주군 2,587,000 7,188,000 9,775,000

10 임실군 3,315,000 3,059,000 6,374,000

11 부안군 3,914,000 2,330,000 6,244,000

12 진안군 2,615,000 9,070,000 11,685,000

13 장수군 3,861,000 600,000 4,461,000

14 순창군 2,704,000 2,704,000

15 고창군 4,216,000 880,000 5,096,000

16 전라북도교육청 16,522,350 16,522,350

합계 215,725,760 46,038,000 261,76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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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16-01-25 언론관계자 시책�또는�홍보(특산품) 900,000

지 자 체 장�
업무추진비

2016-01-26 언론관계자 시책�또는�홍보(특산품) 924,000

2016-05-20 언론관계자 시책�또는�홍보(물품) 600,000

2016-07-27 언론관계자 시책�또는�홍보(특산품) 1,714,000

2016-09-01 언론관계자 시책�또는�홍보(특산품) 4,752,000

익산시 2016-01-20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언론�
관계자�특산품�지급

� � � � 3,400,000�

군산시

2016-02-18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 추진� 홍
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등� � 지역
특산품�구입

� � � � 1,696,000�

2016-09-21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 추진� 홍
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등� � 지역
특산품�제공

� � 1,600,000�

무주군 16.02.01 72개사
군정홍보활동� 농특산물(사과구
입) � � � � 2,365,000�

선물�구입과�관련� 대부분� 지자체는�지역�특산품을�구입해�지역� 언론인들에게�홍보� 명목으로�전달하

고�있었다.� 특히� 2월과� 9월에�선물�구입이�대량으로�발생한�점으로�보아�명절맞이�언론인에게�선물�

제공이�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 경향은� 9월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다가� 9월�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는�

오찬만찬� 비용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김영란법� 시행이�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예산� 지출에�

제동을�걸었음이�확인되는�지점이다.�

장수군은� 특산품� 구입과� 관련한� 예산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지역� 언론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화환

과�화분을� 8회에�걸쳐� 600,000원� 지출했다.� 임실은�주요�언론사를�직접�방문해�지역특산품이�치즈�

및� 요구르트를�제공하고�있었으며�이와�관련� 2,184,000원의�예산을�지출한�점이�눈에�띈다.

간담회/오찬만찬�비용과�선물�구입�비용은�자치단체장의�업무추진비에서도�자주�지출됐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특정� 금액� 이상이� 되면� 누구에게� 지출했는지,� 무엇을� 구입했는지를� 공개하

게끔� 되어있으나� 대부분� 이를� 모호하게� ‘언론� 관계인’이라고� 지칭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공개하지� 않

아�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아래� 표는� 지자체장�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선물구입� 비용� 중� 오십만� 원� 이상� 지출된� 금액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무주군의� 경우� 특정� 일자에� 몇� 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사과를� 구입하였음을� 표기하

고� 있다.� 하지만� 군산과� 익산시의� 경우� 물건을� 받는� 대상자를�아예� 공개하지� 않았으며� 진안군의� 경

우도� ‘언론�관계자’라고�모호하게�지칭하고�있다.� 또한�어떤�물건을�구입했는지도�공개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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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할까?

구체적인�예산집행�과정에서�지자체와�언론� 간� 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관리되는�것이� 필요

하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자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은� 지역신문� 난립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 홍보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와� 언론의� 유착� 관

계를� 낳고� 있는� 선물� 지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지�않는� 한� 지역� 신문의� 개혁은� 요원한� 일이다.� 지

자체가� 난립하고�있는� 지역� 신문의� 개혁과� 신문� 시장� 정상화를� 원한다면�당장이라도�홍보예산�집행

의�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상품

권� 등의� 금액도�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언론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

로�대체되어야�한다.�

전북민언련은� 2017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7곳,� 교육

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6년� 집행한� 대언론홍보예산�

정보공개를�청구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예산으로� 언론사에�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알

아보는�동시에� 부당하게�집행되는� 예산을�줄이고자� 하는�취지에서�진행된�것입니다.� 전북민언련에서는�대언론

홍보예산� 분석� 결과를� 지자체별� 집행� 내역,� 매체별� 지원� 내역,� 연감‧대관� 판매� 내역,� 언론사� 행사� 후원� 내역�
등으로�나눠� 매주�보고서로�공개할�예정입니다.� � � (문의_� 손주화�전북민언련�사무국장� 063-285-8572)

*� 2017년� 12월� 20일� 보고서�수정�정읍시�오찬만찬�비용과�선물구입�비용�내용을�수정했습니다.

기존�정읍시�오찬만찬�비용� 18,881,300원->14,449,300원/� 기존�정읍시�선물구입�비용� �

8,960,000원->� 13,392,000원으로�총합은�변동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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