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2월 심의의결 현황(연예오락채널 부문)
의결일/
의결번호/심의부문

방송사/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의견제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의견제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주의

○ 영화 프로그램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2017.2.8.
제2017-방송-05-0037호
(연예오락)

OCN
'간신'

2017.1.11.수,
00:50-03:10

- 연산군이 세 명의 궁녀가 나체로 엉켜 있는 모습을 보며 그림을 그리는 장면, 판부사를 연산군이라고 생각하
며 시중을 드는 과정에서 설중매가 치마 속에 입고 있던 속옷을 벗은 후 누워있는 판부사의 얼굴 위에 다리를 벌
리고 앉아 다양한 자세를 취하는 장면, 최고의 명기가 되기 위해 훈련하는 과정에서 단희가 온몸에 침을 꽂은 채
나체로 누워있는 장면, 연산군이 설중매와 단희에게 서로를 탐해 보라고 명하자 설중매가 단희에게 키스하고 단
희의 옷을 벗기는 장면, 설중매와 단희가 나체로 뒤엉켜 기성을 내며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은,
-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방송한 것으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
나,
- 편성시간대 및 기존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방송 시 유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2017.2.8.
채널씨지브이(CH.CGV)
제2017-방송-05-0038호
'간신'
(연예오락)

2017.1.26.목,
03:10-05:30

○ 영화 프로그램에서 연산군이 세 명의 궁녀가 나체로 엉켜 있는 모습을 보며 그림을 그리는 장면, 판부사를 연
산군이라고 생각하며 시중을 드는 과정에서 설중매가 치마 속에 입고 있던 속옷을 벗은 후 누워있는 판부사의 얼
굴 위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다양한 자세를 취하는 장면, 최고의 명기가 되기 위해 훈련하는 과정에서 단희가 온
몸에 침을 꽂은 채 나체로 누워있는 장면, 연산군이 설중매와 단희에게 서로를 탐해 보라고 명하자 설중매가 단
희에게 키스하고 단희의 옷을 벗기는 장면, 설중매와 단희가 나체로 뒤엉켜 기성을 내며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
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방송한 것으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
나,
- 편성시간대 및 기존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방송 시 유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 토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이화선)와 게스트(메구리, 일본 성인영화배우)가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방송하면
서,
- ▲‘메구리’가 출연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에서 ‘메구리’의 엉덩이가 클로즈업되고, 남자 주인공이 ‘메구리’의
가슴을 주무르는 장면(가슴 부위 모자이크 처리), ▲영화를 보면서 “(메구리)모자이크 빼고 빼고'”라고 말하는 장
면, ▲자막으로 ‘※영화 본편에는 모자이크 없이 방송(야한수다에서만 모자이크)’라고 고지하는 장면,
- “(이화선)베드신 같은 걸 찍을 때 가장 신경 쓰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라고 묻자, “(메구리)가장 중요한 것은
체위, 섹스의 자세요. 사생활에서의 섹스와 AV 안에서의 섹스는 완전히 달라요.”라고 말하는 장면,

2017.2.9.
제2017-03-0016호
(연예오락)

케이블TV VOD
'야한수다'

2016.12.23.금, - “(이화선)촬영하는 도중에 재미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어요?”라고 묻자, ▲“(메구리)채성은 제 가
23:30-23:45 슴을 주무를 때 자주 유두를 가려버리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AV 촬영할 때는 가슴이 예뻐 보이게 하려고 그렇
게 안 하거든요. 채성씨에게 애무할 때는 바로 유두를 핥지 말고 여자의 몸을 달아오르게 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천천히 하라고 가르쳐줬어요.”라고 말하며, ▲가슴 위에서 손을 움직이면서 가슴 부위를 부각하는 장면,
- ▲“(메구리)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 팬들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제 이름이 메구리잖아요. 그런데 ‘빠
구리’라는 표현이 많이 올라와요. ‘빠구리’가 뭐예요? 메구리, 너구리, 빠구리”라고 말하는 장면(일부 묵음 처리),
▲자막으로 ‘X구리(bbar구리)’라고 고지하는 장면,
- “(이화선)한국 팬들에게 뭔가 필살기, 나만의 매력 필살기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하자, “(메구리)쿠키를 야하
게 먹어볼게요.”라고 말한 후 쿠키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혀를 내미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로 의결
함.

○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이 방송되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
과,

2017.2.22.
제2017-방송-06-0050호
(연예오락)

OCN
'보이스'

2017.1.14.토,
22:00-23:20
2017.1.15.일,
22:00-23:20
2017.1.21.토,
23:00-24:20
2017.1.22.일,
22:00-23:20

- 괴한이 케틀벨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 납치범이 망치와 칼을 휘두르는 장면, 여성이 자신이 입양한
아동을 물이 차 있는 욕조에 밀어 넣고 칼로 아동의 배를 찌르는 장면, 괴한이 맨발 상태인 남성을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몬 후 망치로 남성의 발을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한바,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인접하여 편성되는 프로그램에서 성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 둔기로 상대에게 해
를 가하는 장면 등 시청자에게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과도한 폭력 장면을 수차례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권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권고

- 범죄수사물의 장르 특성상 폭력 장면의 연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장면의 직접적인 묘사는 최소화하는
등 심의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2017.2.22.
제2017-방송-06-0051호
(연예오락)

SUPER ACTION
'보이스'

2017.1.14.토,
22:00-23:20
2017.1.15.일,
22:00-23:20
2017.1.21.토,
23:00-24:20
2017.1.22.일,
22:00-23:20

○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괴한이 케틀벨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 납치범이 망치와 칼을 휘두르는 장면,
여성이 자신이 입양한 아동을 물이 차 있는 욕조에 밀어 넣고 칼로 아동의 배를 찌르는 장면, 괴한이 맨발 상태인
남성을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몬 후 망치로 남성의 발을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내용
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인접하여 편성되는 프로그램에서 성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 둔기로 상대에게 해
를 가하는 장면 등 시청자에게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과도한 폭력 장면을 수차례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범죄수사물의 장르 특성상 폭력 장면의 연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장면의 직접적인 묘사는 최소화하는
등 심의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