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국면에서 소외된 경기도에 집중하는 보도

1. 모니터 대상

- 경기일보, 경인일보

2. 모니터 기간 

- 3월 27일(월)~4월 5일(수)

3. 모니터 의견

모니터 기간 동안 경기일보과 경인일보의 대선 관련 보도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다뤄

지고 있다. 

공정했으나 정책비교는 부족했던 각 당의 경선 보도

먼저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한 내용이다. 3월 27일(월) 경

인일보는 1면 기사를 통해 3월 마지막 주간을 각당의 대선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는 

‘슈퍼위크’로 명명했다(4당 대선 후보군 윤곽… 이번주 경선 ‘슈퍼위크’). 이 기사 제목

에서도 보여지 듯 실제로 3월 마지막 주간부터 시작해서 4월 4일(화) 국민의당 경선 

결과가 나오기까지 4당은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을 진행했고, 신문의 보도도 각 

당의 경선 보도에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이번 대선 보도의 경우 지금까지의 다른 선거에 비해 각 후보별 사진 및 뉴스의 비중 

등을 두고 비교적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사의 수, 사진의 배치와 크기

까지 신경 쓴 점은 높게 평가된다(대선후보 경선 기사 제목의 첨부내용 확인). 하지만 

각 당의 경선은 경마식 보도에 그치고 있고,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각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내용과 공약들에 대한 보도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현재 경선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가에 멈추지 않는다. 

각 후보들의 정책은 무엇이고, 그들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독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 면에서 경기일보에서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된 이후 4월 5일(수) 4면에서 

보도한 <5당 대선후보 공약 비교(연합뉴스)>와 경인일보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결

정된 다음 날 보도한 <대선후보 라이프스토리> 모래시계 검사에서 우파 스트롱맨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라이프스토리> 정치인이 된 인권변호사 '대세론' 입증-더

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라이프스토리> 벤처신화 일군 의사 '끝나지 않은 도전'는 

의미 있는 기사였다. 

다만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경우 <대선후보 라이프스토리>가 게재되지 않은 점



은 의문이다. 또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경선 과정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정의

당 심상정 의원에 대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역시 눈에 띄인다. 

소외된 경기도를 말하는 보도

경선 기간 동안 경기 지역의 두 일간지가 중요하게 보도했던 내용은 소외된 경기도였

다.(기사 제목 첨부) 전현직 경기도지사가 후보 경선에서 선택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

며,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장 출신들이 후보에 선출되지 않을 이유와 대선 이후 정

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는 경기일보의 3월 28

일(화) 1면 기사 <'최대 표밭' 경기도 외면하는 대선주자 ; 장미대선 D-42…맞춤형 공

약도 찾기 어려워 호남 비해 방문 횟수 적어 '정치적 변방' 취급>와 경인일보의 4월 5

일(수) 1면 보도 <이번에도 '관전자' 경기도 ; 전현직 도지사 4명 등 '장미대선' 경선 줄

줄이 고배 이재명‧최성‧손학규 안방서도 고전…심상정 유일 최대 광역단체 '불명예' 차기 

정부서 정책소외 우려>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외에도 칼럼과 사설 등을 통해서 

정치 변방으로 남아 있는 경기도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경인일보는 3월 20일(월) 2면 기사 <경인일보 제19대 대선 보도준

칙 제정>를 통해 19대 대선 보도준칙을 제정하고 기존의 선거 보도에 있어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준칙 때문이었는지 경기

일보와 경인일보는 다른 선거 때에 비해 비교적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이러한 보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며, 경기지역의 독자에게 대선의 다양한 핵심 의제

와 함께 대선후보에게 경기지역의 중요한 의제들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으로 바로 서

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