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사일정
❏ 2016년 제2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6. 11. 10.(목) 10:30,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상정안건
❍ 보고사항(4건)
순서

의 안 명

담당부서

가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방송심의기획팀

나

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팀

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통신심의기획팀

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에 관한 사항 방송심의기획팀

❍ 의결사항(6건)
순서
가

나

다

라

마

바

의 안 명(안건번호)

담당부서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 KBS-2TV ‘배틀 트립’ 등 2건

지상파
텔레비전팀

(2016-21-0335~0336)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등 4건
(2016-21-0337~0340)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 t-broad 동남방송 ‘TV 건강클리닉’ 등 5
건 (2016-21-0341~0345)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 패션앤 ‘화장대를 부탁해 2’ 등 7건
(2016-21-0346~0352)

종합편성
채널팀
정보교양
채널팀
연예오락
채널팀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 홈앤쇼핑 ‘예다함 상조’ (2016-21-0353)

방송광고팀

방송분과 특별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2016-21-0354)

방송심의
기획팀

(비공개)

＊붙임 : 의결사항 세부내용(채널 및 프로그램명)

※ 회의 진행순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안건별 공개여부는 회의개회 직후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회의 개회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으신 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개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하며,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관리팀(팩스 : 02-3219-5069, 전화 : 02-3219-5061, 5064)으로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붙임>

의결사항 세부내용(채널 및 프로그램명)
순서

가

의안명
KBS-2TV <배틀 트립>
TBC-TV <생방송 굿데이프라이데이>

담당팀

지상파텔레비전팀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나

JTBC <청춘시대>
채널A <아침 경제 골든 타임>

종합편성채널팀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t-broad 동남방송 <TV 건강클리닉>
t-broad 낙동방송 <TV 건강클리닉>
다

t-broad 서부산방송 <TV 건강클리닉>

정보교양채널팀

리빙TV <행복 만들기>
Real TV(리얼TV) <언제나 청춘>

패션앤 <화장대를 부탁해 2>
e채널 <화장대를 부탁해 2>
폭스채널 <화장대를 부탁해 2>
라

씨네프 <화장대를 부탁해 2>

연예오락채널팀

드라마큐브 <화장대를 부탁해 2>
Mplex <577프로젝트>
OCNseries <577프로젝트>

마

홈앤쇼핑 <예다함 상조>

바

방송분과 특별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비공개)

방송광고팀

방송심의기획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