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호루라기상(언론상)
- MBC PD 수첩, 김동희 ․ 김정민 PD
○ 수상자 소감
올해의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월 8일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 의한 성폭행 피해를 세상에 알린 직후 제작에 착수하여 2주 후 긴
급편성 된‘얼음왕국의 추악한 비밀’편은 빙상계에 만연해 있는 폭행, 성폭행 문제를 고
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복수의 피해자들이 조재범 코치의 폭행을 증언하였습니
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재범 코치 또한 그의 스승인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에게

폭행당했고, 전명규 교수는 선수의 인격을 말살하는 폭행을 동반한 지도법으로 국제대회
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내 빙상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
신의 저서에서 체벌을 지도법으로 당당히 기술해 놓기도 했습니다.
조재범 코치 사건에 다수 언론이 주목하고 있을 때, <PD수첩>은 빙상계의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들춰냈고 빙상계 내부의 구조적인 원인에 집중했습니다. 폭력을 동반한
훈련을 통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빙상계를 장악한 전명규 교수는 입시,
국가대표 선발, 실업팀 취업, 징계 및 사면 과정에서 전권을 휘두르게 됐고, 폭행 및 성
폭행 피해자들의 호소는 그에 의해 철저히 묻혔습니다. 전명규 교수 눈 밖에 날 경우 빙
상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받았고 이는 곪고 곪아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PD수첩>은 전명규 교수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주민진 전 국가대표 쇼
트트랙 선수와 전 교수의 폭행을 증언해 준 여준형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의 인터뷰
를 통해 전명규 교수의 폭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다.

저희 방송의 1등 공신입니

그리고 전 교수와 제자와의 녹취를 공개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막기 위해 동원된

부적절한 방법들을 보여줌으로써 올림픽 금메달 뒤에 숨겨진 빙상계의 추악한 이면을 생
생히 전달했습니다.
<PD수첩>이 제기한 문제들은 제도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방송 3일 후인 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여“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
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그동안 체육 분야 (성)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해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단순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사안의 배경과 원인을 심도 깊게 취재하여 제도 변
화를 이끈 <PD수첩>‘얼음왕국의 추악한 비밀’편은 용감한 제보자들 덕분에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빙상계 정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제보해 준 그분들께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