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심의의결 현황 [정보교양채널 부분]
의결일
/의결번호
/심의부문

방송사
/프로그램명

2017.3.8.
제2017-방송08-0068호
보도교양

폴라리스TV
‘세계 문화 기행’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2017.02.17.금, ○ 두 남자아이 아민(7세)과 샤크조드(5세)의 할례의식을 다루면서 성기를 일부 클로즈업하고
23:00~23:50 시술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의견제시

○ 동 채널((주)딜라이브)에서 방송되는 지역 뉴스 프로그램 '맨투맨경제' 코너에서 'TV는 만능
상자'라는 부제로, ▲기자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케이블TV를 통해 다양한 생활편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 오늘 맨투맨 경제에
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블TV 리모콘 메뉴 버튼을 누르면 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
다. 홈서비스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제 차가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가 되었는데요. 출장교환서비
2017.3.15.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스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앱을 누르고 업체에 교환시간과 장소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정
제2017-광고- 서울경기케이블TV
2017.02.28.화, 비기사가 원하는 장소로 방문해 차량을 정비해주는데요.…정비소를 찾기 힘든 직장인과 집안일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
‘서울경기케이블TV
0912:00~12:30 에 바쁜 주부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라고 언급하고, '가입자, 5천원~1만원 할인 혜택'이 호, 제46조(광고효과)제1항
뉴스’
0078~0094호
제2호
라는 자막을 고지하며 서비스 사용법을 설명하는 장면, ▲"케이블 TV 이용자를 위한 할인혜택도
보도교양
있습니다."라는 기자의 내레이션과 함께 '피자배달, 가입자 20% 할인'이라는 자막을 고지하고
음식 배달 서비스를 설명하는 장면, ▲그 외에 타이어 교체, 출장 세차, 홈케어, 꽃배달, 도서 구
매, 이삿짐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딜라이브 홈서비스' 화면을 안내하는 내용을 방송함.

권고

※ 제2017-광고-09-0078~0094호 17건은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자명만 상이함.

2017.3.22.
제2017-광고09-0077호
보도교양

매일경제TV
‘증권 광장 2부’

○ 전자명함 스타트업 업체의 글로벌 진출 소식을 전하면서, ▲화면상단 좌측에 업체명과 업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로고를 고지하고, ▲해당 업체의 서비스명(Mecon Tong) 및 로고를 노출하며 서비스를 설명하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
2017.02.24.금,
는 내용, ▲“미국 투자회사인 글로벌 홀딩스와 30% 주식교환 MOA를 맺는 등 일곱 개 나라의 기
호, 제46조(광고효과)제2항
11:00~12:00
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자의 내레이션과 함께 업
제1호
무협약체결식 현장의 배경으로 업체 로고를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함.

페이지 1

권고

의결일
/의결번호
/심의부문

2017.3.23.
제2017-060032호
보도교양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 위치한 수익형 온천호텔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 진행자가 해당 호텔의 위치 및 면적, 실투자금 등에 대해 화면과 함께 간단히 소개한 후,
- 출연자가 해당 호텔의 입지여건, 투자호재 및 특징 등에 대해 설명한 후, 투자포인트에 대해
“어르신들 연세 드시면 이런 온천욕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관심 갖으시기 바랍니
다. 이 온천욕에서 1시간만, 약 30분만해도 피로가 싹 풀릴 정도로 성분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
리고 눈의 피로도가 높은 분들은 온천에 눈을 뜨고 있기만, 저도 한번 해봤는데 눈을 뜨고 있어
도 눈이 맑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좀 안좋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여기 담그고 일주일만 하루에 1시간씩 해도 피부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같고요. 성분함량이라고 하는 부분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라고 말하고, “비수기가 없는 안정
제42조의2(금융ㆍ부동산 등
적인 투자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월수익율 7%, 또는 연수익율을 7%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으
SBS CNBC
에 대한 투자자문행위)제1
2017.01.17.화,
로 되어있고, 호텔의 운영수익을 직접 나눠준다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위탁을 맡기시면 연간
'부동산 따라잡기 2
항, 제46조(광고효과)제2항
16:27~17:27
12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주어지니깐 월세도 받으면서 휴양도 할 수 있고 가
부'
제2호, 제46조(광고효과)제
족들이 즐길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2항제3호
- 임대가 및 예상수익률 등에 대해 “여기는 땅 지분을 주는데요. 땅을 직접 등기할 수 있는 약
20평 정도의 땅이 주어지고, 일단 건물도 역시 본인한테 등기가 주어진다...월임대 7%로 110만
원씩 주어지다가, 2년차부터는 수입이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월 129만원 그래서 연간8% 제
공되는, 6년 조건부계약이라고 하시면 될 거 같고요...연간 수익률 대출없이 7%구요, 대출 활용
할 경우에는 약 13%정도 월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 방송 내내 고지되는 화면 좌측 상단의 자막과 진행자의 언급을 통해 출연자 소속회사의 전화
번호를 안내하는 내용을 방송함.

페이지 2

심의의결 내용

경고

의결일
/의결번호
/심의부문

2017.3.23.
제2017-060033호
보도교양

방송사
/프로그램명

매일경제TV
‘생톡 대전’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 동 프로그램에서, 자사의 증권정보서비스 ‘MBN Gold' 사이트 내에 새롭게 런칭된 투자클럽
‘골OO클럽’을 소개하고, 클럽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무료방송 및 무료강연회를 안내하는 내용
을 방송함.
<2월3일>
- 출연전문가(김OO 매니저)가 “옆에 앉아계신 이OO 매니저님과 같이 골드맥이라는 투자클럽
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식 런칭을 하고요, 이OO 매니저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가트
렌드 그리고 주도주들을 논리적이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확실한 근거에 따른 매매를 하시는데
강점이 있으신 이OO 매니저님하고, 저는 주로 타이밍 잡는데 독사 같은 매수와 독사 같은 매도
를 하는 강점을 합쳐서 투자클럽을 열었고요. 공식 런칭을 다음 주에 시작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 또 다른 출연전문가(이OO 매니저)가 “저는 기업의 내재가치와 메가트렌드를 가지고 쭉 끌고
가는데요, 우리 김OO 매니저의 시스템, 매매기법,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독사처럼 그 자리를 딱
집어내요. 그래서 그 날 매수하자마자 급등하는 종목이 여지없이 연출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
타이밍을 맞춰서 바로바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타이밍을 잡는 귀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
니다. (제가) 종목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가 막힌 타이밍을 김OO 매니저가 딱 잡
2017.02.03.금, 으니까, 일석이조, 꿩 먹고 알 먹고, 그때그때마다 황금맥을 찾을 수 있는, 매매 포인트를 찾는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여러 가지 시너지를 줄 수 있어서 둘이 합치게 되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02.06.월,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
- 진행자(빙나리 캐스터)가 “김OO 매니저와 이OO 매니저, 힘을 합쳐서 골드맥이라는 새로운
02.07.화,
호
15:40~17:00 클럽이 탄생되었는데요. …든든한 방패막이 될 수 있는 골OO과 함께, 장중 무료방송 흔치 않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골드맥과 함께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언급
하는 내용,
<2월6일>
- 출연전문가(김OO 매니저)가 “맥이라는 것은 메가트렌드를 연구하고 매매하는 그런거고요,
골드라고 하는 것은 골든타임을 얘기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에서 메가트렌드 종목을 매매하는 클
럽이니까요, 거기에 맞춘 큰 그림에서의 투자전략과 타이밍에 대한 중요한 툴들, 기법들을 여러
분께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2월7일>
- 출연전문가(이OO 매니저)가 “내일로 장중무방이 마무리됩니다. 4차 메가트렌드 산업, 정부정
책의 변화에 따른 수혜주들을 봐야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방송에 못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서 주말에 강연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5시 사이에 매일
경제TV 11층에서 4차산업, 정책에 관한 것 말씀드리니까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언
급하는 내용과 함께,
- 골OO클럽 장중무료방송 안내를 전체화면 및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2월3일, 6일>과 강연
회를 안내하는 내용<2월7일>을 방송함.

페이지 3

심의의결 내용

경고

의결일
/의결번호
/심의부문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 대구에 있는 한 병원장례식장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권OO’ 씨에 대해 소개하면서,
- ▲권 소장이 해당 병원 부속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주 위로공연을 하고
있다는 내용, ▲권 소장이 장례업계에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의 타파에 앞장서고 있다는 내용, ▲
과거 기계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던 권 소장이 뒤늦게 장례지도사의 길로 들어선 사연과 ▲권 소
장이 장례식장 이곳저곳을 꼼꼼히 점검하는 모습 등을 소개한 후,
- 해당 병원이 바로 옆에 건립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천OO’의 공사 현장을 찾아 소개하면서,
‘요양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서 호텔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당, 치료실, 놀이방, 그리고 노
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안락함과 편안함에 맞춰 시공하고 있으므로, 완공이 되면 우
2017.3.29.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17-광고- 현대HCN 금호방송 2017.02.04.토, 리나라 노인 시설의 품질을 서너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는 권 소장의 발언과,
제46조(광고효과)제3항제2
‘드림스토리 비상’
12:00~12:30 - “(‘천OO’의 조감도를 화면으로 보여주며) 지하 2층에 지상 10층 규모로 70여 개의 방으로 이
11-0124호
호
루어진 요양원은 최대 220여 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가장 높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겠다는
보도교양
의지로 탄생한 천OO이라는 이름이 제 값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레이션에 이어,
-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권 소장과 천OO 공사 현장을 다시 찾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권
소장이 ▲‘당초 2016년 12월에 천유원을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추운 날씨로 인해 노인들의 입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고자 2017년 3월 말로 변경했다’, ▲‘노인들이 생활하는 공
간이다 보니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고, 특히 계단 끝 모서리나 건물의 배치 구조, 동선 거리 등을
과학적으로 접목시켜 완벽한 노인 시설로 태어나게끔 (노력)하고 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최초로 강제 열교환 장치를 도입했다’고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권고

2017.3.29.
현대HCN 새로넷방
2017.02.04.토,
제2017-광고송
12:00~12:30
11-0125호
‘드림스토리 비상’
보도교양

권고

상동

페이지 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3항제2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