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1월 심의의결 현황(연예오락채널 부문)
의결일/
의결번호/심의부문

2017.1.5.
제2017-01-0002호
(연예오락)

방송사/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가수들이 명곡을 재해석해 부르는 방송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을 패러디한 코너를 진행
하면서,

tvN
'SNL 코리아 8'

2016.12.3.토,
21:30-23:30

- 배우 엄앵란을 패러디한 캐릭터 ‘김앵란(정이랑 분)’이 등장하여 백지영의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일부 개사
하여 “총 맞은 것처럼…구멍 난 가슴~, 가슴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부끄러워요. 잡아보려해도~, 잡을 가슴이 없
어요.”라고 부르는 장면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로 의결함.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경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3호

주의

○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난치성 위장병! 담적병의 원인과 치료’를 주제로 출연의(최ΟΟ 원장, 한의학 박사)가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 최ΟΟ 원장이 ▲“역류성 식도의 근본적인 배경은 위장이 굳어져서…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해도 자꾸 재발되는 분들은 담적병 치료하면 역류 자체가 안됩니다.”, “양약을 좀 쓰더라도 같이 담적을 치
료하면 재발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2017.1.5.
제2017-01-0003호
(보도교양)

생활체육TV
'굿모닝 생활의 발견'

2016.11.25.금,
11:00-11:30

-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관련, 최ΟΟ 원장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다 밝혀내게 되었는데
요.", "담적이라는게 독소잖아요. 더러운 미생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염증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요.…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배경을 다 파악한거에요. 담적 치료하고, 장을 따뜻하게 하고…과민성 대장증후
군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
- 장상피화생 질환과 관련하여, ▲(진행자)“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장상피화생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담적병과
연관이 있는거에요?”라는 질문에, ▲(최ΟΟ 원장)“불치병은 아니고 사실 의학적인 치료법이 없어요.…장상피화
생이 오래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되어 있냐면 위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상피화생이 있으면 암으로 갈 가
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이 상피세포 외벽 쪽으로 이 독소들이 쌓여 있는데 이게 바로 담
적인거에요. 그래서 담적 치료하게 되면 이것이 싹 없어지죠. 그럼 장상피화생이 사라질 수가 있죠.”, “담적병을
치료하면 장상피화생이 없어지고 그 다음 위암으로 갈 수 있는,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하
는 장면에 이어, ▲(진행자)“장상피화생, 난치병, 불치병 아닌 것 같습니다. 담적병만 해결하면 뭐 장상피화생은
물론이고 위암까지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라고 말하는 장면,
-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화면 상단에 ‘방송 문의 02)62**-22**’라는 자막 문구와 전화번호를 고지하는 장면 등
을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로 의결함.
○ 토크 프로그램에서 술을 주된 소재로 하여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이 여러 차례 노출됨에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2017.1.18.
제2017-방송-03-0018호
(연예오락)

tvN
'인생술집'

- 선술집을 배경으로 출연자들이 “완샷!”을 외치며 술잔을 부딪치고 술을 마시는 장면과 함께 “완(?)샷!!”, “집
중, 完완샷!” 등을 자막고지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돌아가며 소주와 맥주를 이용하여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장
면과 함께 자막으로 “좀더 프레쉬한 준현 소맥”, “신비한 소맥의 세계”라고 고지하는 장면 등 출연자들의 음주
2016.12.22.목, 장면과 함께 소주, 맥주 등의 주류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바,
2017.1.5.목,
23:00-00:25
-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에서, 술과 음주를 프로그램의 주된 소재로 방송하면서 출연자들
의 과도한 음주 장면과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 등이 반복적으로 노출·언급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어린이 및 청
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프로그램의 소재와 형식상 음주 장면의 노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늦은 심야시간대에 방송된 점을 감안
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성),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2항
「방송법」제33조(심의규정)
제6항(「방송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제1항)

권고 및
등급조정 요구

○ 토크 프로그램에서 ‘우리를 현혹시켜 온 속설 혹은 진실’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 ▲“(혜민)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런거 아닐까?”라고 말하는 장면, ▲속설의 진실
여부에 대해 “발기(부전) 환자나 조루 환자 중에서 대머리가 꽤 있다고 해요. 꼭 남성 호르몬만으로 정력을 얘기
할 수는 없는거니까요.”라고 말하는 장면,
- ▲“(은주)남자들 사이에서도 (성관계를)참으면 참을수록 정력이 좋아진다. 이런 속설이 있다고 하네요.”, “(은
주)사랑을 나눌 때에도 남자가 사정을 참으면, 정력이 뭐 더 좋다는 속설도 있는데요.”라고 대화하는 장면,

2017.1.19.
제2017-02-0007호
(연예오락)

가요TV
'가요레이싱'

2016.12.6.화,
23:00~00:00

- ▲“(혜민)남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인데요, 자위를 천 번 하면 승천한대요.”, “(혜민)자위를 하면 머리가
나빠진다, 아니면 뭐 성기능이 좀 안좋아진다.”라고 대화하는 장면, ▲속설의 진실 여부에 대해 “(은주)자위를 하
면 건강에 해롭다는 말은 맞지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많이 하게 되면…정신적으로 문제가 생
길 수 있다고 하니까”라고 말하는 장면,
- ▲“(은주)섹스를 하면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진다! 많이 들어보셨죠?”, “(은주)노처녀들이 특히 요런거로 이
제…살도 빼고, 피부도 좋아지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대화하는 장면, ▲속설의 진실 여부에 대해
“(은주)그 속설은 맞습니다.…섹스를 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보면요…열량 소모가 상당하다고.”, “여자분들이
상위 체형(체위)일 때 열량이 더 소모된대요.”라고 말하는 장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4호 및 제5호,
제35조(성표현)제2항

해당 방송프로
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자살묘사)제1항

의견제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자살묘사)제1항

의견제시

- ▲“(혜민)섹스의 시간이 길면 여성들이 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라고 묻는 장면, ▲속설의 진실 여부에
대해 “(은주)남성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성행위의 지속시간이라고 하네요.
…그 곳의 크기보다도.”, “(혜민)남성들이 ‘내가 너무 금방 끝낸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여자
들의 경우에는 만족을 느끼기까지 남성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하지만요, 오히려 너무 오래 지속을 해
도 여자들은 싫어한다는거죠.”라고 말하는 장면,
-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VJ 2인의 가슴, 둔부 및 다리 등 신체 특정 부위를 근접촬영하여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의결함.
○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여 시청자의 불안감과 혐오감을 야기 하였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보스 은환기(연우진 분)의 비서였던 채지혜(한채아 분)가 의문의 투신 자살을 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채지
혜가 고층 빌딩 옥상에서 신발을 벗어둔 채 밑으로 뛰어 내리는 장면, 자동차 위로 추락한 채지혜가 피를 흘리
며 쓰러져 있는 장면 등을 방송한바,
2017.1.25.
제2017-방송-04-0023호
(연예오락)

tvN
'내성적인 보스'

2017.1.16.월,
23:00-00:33

- 건물 난간에 올라 자살을 시도하려는 장면, 건물 밑으로 투신하는 장면,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내쉬는 장
면 등 극 중 인물의 자살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을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묘사하여 방송
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 비교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해당 장면이 향후 극 전개 과정에서 등장인물 간
의 갈등 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극적 장치임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방송 시 유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보스 은환기(연우진 분)의 비서였던 채지혜(한채아 분)가 의문의 투신 자살을 하는 내용
을 방송하면서, 채지혜가 고층 빌딩 옥상에서 신발을 벗어둔 채 밑으로 뛰어 내리는 장면, 자동차 위로 추락한 채
지혜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2017.1.25.
제2017-방송-04-0024호
(연예오락)

OtvN
'내성적인 보스'

2017.1.19.목,
09:10-10:40

- 건물 난간에 올라 자살을 시도하려는 장면, 건물 밑으로 투신하는 장면,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내쉬는 장
면 등 극 중 인물의 자살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을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묘사하여 방송
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 비교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해당 장면이 향후 극 전개 과정에서 등장인물 간
의 갈등 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극적 장치임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방송 시 유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2017.1.25.
제2017-광고-04-0019호
(연예오락)

SBS Plus
'2016 슈퍼모델
선발대회'

○ 슈퍼모델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에서, 특별상 등을 시상하면서 간접광고주명을 시상명으로 사용하여 ‘슈퍼모델
GΟΟ상’, ‘슈퍼모델 문Ο상’ 등으로 명명하고 해당 업체의 대표인 시상자들이 선발 기준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
모델들이 촬영한 방송광고 형식의 영상에서 간접광고주의 제품을 근접하여 노출하고 모델이 간접광고주의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설정하는 장면, 패션쇼 무대에서 ‘뚜ΟΟΟ’, ‘지ΟΟΟΟ ΟΟ’
의 상표명을 무대장치와 자막 등으로 부각하여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
의한 결과,
2016.12.22.목,
17:20~19:20

- 간접광고 상품명 또는 간접광고주명을 사용한 시상명을 멘트, 자막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언급하고, 간
접광고 상품과 간접광고 상품명 또는 상품의 기능을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제1항제3호, 제2항제1호

권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제1항제3호, 제2항제1호

권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제1항제3호, 제2항제1호

권고

- 모델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 및 기존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2017.1.25.
제2017-광고-04-0020호
(연예오락)

SBS funE
'2016 슈퍼모델
선발대회'

○ 슈퍼모델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에서, 특별상 등을 시상하면서 간접광고주명을 시상명으로 사용하여 ‘슈퍼모델
GΟΟ상’, ‘슈퍼모델 문Ο상’ 등으로 명명하고 해당 업체의 대표인 시상자들이 선발 기준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
모델들이 촬영한 방송광고 형식의 영상에서 간접광고주의 제품을 근접하여 노출하고 모델이 간접광고주의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설정하는 장면, 패션쇼 무대에서 ‘뚜ΟΟΟ’, ‘지ΟΟΟΟ ΟΟ’
의 상표명을 무대장치와 자막 등으로 부각하여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
의한 결과,
2016.12.22.목,
17:20~19:20

- 간접광고 상품명 또는 간접광고주명을 사용한 시상명을 멘트, 자막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언급하고, 간
접광고 상품과 간접광고 상품명 또는 상품의 기능을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모델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 및 기존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2017.1.25.
제2017-광고-04-0021호
(연예오락)

SBS MTV
'2016 슈퍼모델
선발대회'

○ 슈퍼모델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에서, 특별상 등을 시상하면서 간접광고주명을 시상명으로 사용하여 ‘슈퍼모델
GΟΟ상’, ‘슈퍼모델 문Ο상’ 등으로 명명하고 해당 업체의 대표인 시상자들이 선발 기준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
모델들이 촬영한 방송광고 형식의 영상에서 간접광고주의 제품을 근접하여 노출하고 모델이 간접광고주의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설정하는 장면, 패션쇼 무대에서 ‘뚜ΟΟΟ’, ‘지ΟΟΟΟ ΟΟ’
의 상표명을 무대장치와 자막 등으로 부각하여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
의한 결과,
2016.12.22.목,
17:20~19:20

- 간접광고 상품명 또는 간접광고주명을 사용한 시상명을 멘트, 자막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언급하고, 간
접광고 상품과 간접광고 상품명 또는 상품의 기능을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모델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 및 기존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