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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OHPR� 대표 오평록

수 신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및 선거대책본부

제 목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In� Ulsan� 팟캐스트”� 제작을 위한 협조문

■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 저희는 울산이라는 지역을 소재로 “울산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에 제

20대 총선에 팟캐스트를 활용하고자 이렇게 협조문을 보냅니다.

■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In� Ulsan� 팟캐스트”(이하 팟캐스트)는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여 유권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각�후보에 대한 소개와

나아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협조내용

□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홍보하기 위한 “후보자의 오디오 음원”(이하 음원)을 이메

일 첨부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이메일 주소 :� ohprpodcast@gmail.com

□ 이메일 보내실 때 제목 :� “서구 한국당 홍길동 음원”

□ 2016년 3월 1일 00시 이후 언제든지 보내시면 됩니다.

□ 단,�2016년 3월 1일 00시 이전 도착한 후보의 음원은 반영하지 않습니다.(도달

주의)

■�참고사항

□ 녹음

● 제한시간 :� 최소 5분 ~�최대 15분



○ 각�후보마다 오디오 음원의 최초 시작으로부터 15분으로 제한하며 공정성을

위하여 그 15분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 삭제를 진행하며,� 15분 이내의

음원만 공개합니다.

○ 육성으로만 된 음원만 공개합니다.

○ 녹음시 배경음악을 이용하셔도 되나 이후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 후보자 또

는 선거대책본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선거법 저촉의 유무 또한 후보자 또는 선거대책본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 편집

● 편집과정에서 음원의 앞과 뒷부분에 해당 팟캐스트에 대한 안내멘트 또는 당

사에서 진행하는 CM광고가 추가 편성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음원이 유권자의 청각을 심각하게 훼손될만한 소지가 있을 경우 부득이

하게 소리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보정을 편집과정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공개

● 공개 소요시간

○ 반영시간 :� 이메일 도착으로 부터 1� ~� 2일 후

● 공개되는 리스트 순서

○ 하나의 팟캐스트에는 각�후보의 음원을 독립적인 에피소드들의 리스트로 구

성되어지며,�리스트(XML)의 특성상 유권자들에게 보여지는 순서가 정해집니

다.

○ 리스트(XML)의 순서는 각� 후보자의 기호에 따르지 않습니다.� 각� 후보자의

도착한 최초 이메일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합니다.�그 이메일의 순서는 당사

의 홈페이지 공개하며 팟캐스트 리스트의 최하단에 PDF의 문서형태로 공개

됩니다.

○ 팟캐스트를 청취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마다 리스트의 순서는 대동소이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선거운동 기간과 본선거 운동 기간

○ 예비후보자가 본선거 후보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리스트 및 음원은 삭제됩

니다.

○ 후보 사퇴의 경우에도 음원은 삭제됩니다.

● 공개 후 음원 변경

○ 변경하실 음원을 녹음하여 언제든지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 반영기간 :� 1� ~� 2일 후

○ 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변경 시 리스트의 최상단에 노출 되며,� 변경 이전의 음원은 삭제됩니다.

□ 공개 후 삭제

● 공개된 음원 중 선관위의 공개 중지 요청시에는 후보자 당사자의 허락없이 언

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문제된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 수정 후 공개가 가능

해집니다.

□ 선거비용 보전 관련

● 팟캐스트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6월 12일까지 팟캐스트의 음원은 공개됩니다.

■ 이 문서는 펙스와 이메일로 동시에 송부되었음을 알립니다.�또한 팩스가 없는 후

보나 선거대책본부에는 이메일로만 송부하였음을 알립니다.

■ 팟캐스트는 현재 열려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캠프에서 음원을 보내오면 편집해서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팟캐스트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아이튠즈에서 울산으로 검색 ->� “울산의 선거”� 클릭

● https://itunes.apple.com/kr/podcast/je20dae-gughoeuiwonseongeo/id1

077056091?mt=2

□ 팟빵으로 듣기

● 팟빵에서 울산으로 검색 ->� “울산의 선거”� 클릭

● http://www.podbbang.com/ch/1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