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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완산구 전룡6길 6-1 (5F) ☎(063)285-8572 전송285-8527 

수 신 각 단체 및 언론사

발 신 4.13총선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담당 : 손주화 집행위원장 063-285-8572)

제 목 [보도자료] 선거보도준칙(여론조사보도 가이드라인 포함) 마련을 위한 토론회

날 짜 2016년 2월 15일(월)

 [보도자료]  
선거보도준칙(여론조사보도 가이드라인 포함) 

마련을 위한 토론회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13총선을 앞두고 지역 언론의 보도를 모니터 하고 불공정 보도 및 불법, 

탈법사례를 감시하기 위해 ‘4.13총선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3.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는 조사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는 그동안 

발표됐던 여느 전화여론조사에서 반복된 문제들, 가령 응답률의 문제나 착신전환 

문제 등이 재현되었을 뿐 아니라, 지나친 가중치부여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

를 그대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거 선거

보도에 국한된 것이 아닐 거라는 점입니다. 

   4. 이에 ‘4.13총선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는 여론조사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선

거보도준칙 마련을 통해 선거공간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보도행태를 감시하겠습

니다. 또한 <사이비언론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불법·탈법 언론행위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5. 4.13총선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발족식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학계, 

언론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여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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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기울어진 운동장”에사 “참여적 공론장”으로!!!

[ (여론조사보도 가이드라인 포함)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6년 2월 17일 (수) 저녁 7시

◯ 장소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 103호

◯ 사회 : 이상훈/ 전북대 신방과 교수

◯ 발제 : 선거보도준칙 입장 (여론조사 가이드라인 포함)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박민 정책실장

◯ 토론

토론1. 방송_ 이창익 전주MBC 기자

토론2. 신문_ 김경섭 전북도민일보 기자

토론3. 학계_ 이만제 원광대 신방과 교수

토론4. 시민사회단체_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진행순서

   △ 19시~ 19시 20분    4.13총선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발족식 

                                  참석자 소개 및 주관단체 대표인사

                                  향후 일정 소개 (진행 손주화 집행위원장)

   △ 19시 20분 ~ 19시 50분    주발제

   △ 19시 50분 ~ 20시 40분    종합토론

   △ 20시 40분 ~ 21시 00분       청중질문

◯ 주최 : 4.13총선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전북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

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호남언론학회, 전북언론노조협의회(KBS전

주총국, 전주MBC, JTV, 전북CBS)), 지역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포럼)

◯ 공동주관 : 지역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포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6년 2월 15일 

4.13총선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