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3월 심의의결 내역[지상파텔레비전부문]
순번

의결일/
의결번호/
심의부문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의결 내용

관련조항

심의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의견제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5호

의견제시

○ 주말 가족시청시간대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속옷까지 벗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노출장면을 방송하여 불쾌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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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8.
제2017-방송-080059호
연예오락

KBS2-TV
'해피 선데이
-1박 2일'

- ‘1박 2일’ 코너에서 경남 통영 지역을 여행하면서, 출연자들이 야외 공원에서 내의, 속옷
2017.2.19.일,
등 입고 있던 옷을 벗은 채 게임을 진행하는 장면을 장시간 방송하여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16:50-19:55
유발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오락 프로그램이라는 장르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 제
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 출연자들이 뱀을 사냥하고 손질하는 장면이 장시간 방송되어 시청하기 불쾌했다는 민원
에 대해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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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8.
제2017-방송-080061호
연예오락

SBS-TV
'정글의 법칙'

- 출연자들이 인도네시아의 코타마나도에서 생존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큰이모족’ 3인
(윤다훈, 공명, 성소)이 저녁거리를 찾아다니다 뱀을 잡고 손질하는 과정에서 윤다훈이 잡은
2017.1.27.금, 뱀의 머리를 칼로 자르는 장면을 일부 모자이크하여 보여주고, 손으로 뱀의 가죽을 벗기기
22:00-23:20 시작하는 장면, 윤다훈이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뱀의 양끝을 잡고 당기면서 가죽을 완전히
벗겨내는 장면, 가죽을 벗긴 뱀을 씻은 후 작은 크기로 자르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정글에서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와 특성 및 기존 심의사례와의 형
평성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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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5.
제2017-광고-090076호
보도교양

원주MBC-TV
'MBC 뉴스데스크
원주'

○ 6차 산업의 성공사례를 알아본다는 취지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양잠 테마단지(고니골)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원주MBC에서 주최하고 해당 테마단지에서 진행 중인 유료 행
사(고니골 빛축제)를 소개하는 한편, 테마단지의 위치, 부대시설, 규모, 방문객, 가공식품 등
을 음성·화면·자막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테마단지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가 기
재되어 있는 현수막을 노출한 것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017.1.27.금,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
22:00-23:20
- ‘고니골 빛축제’를 주관하는 특정 유료 테마단지(고니골)와 그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
1호
체적으로 보도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보도한 점과 기존 심의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권고

순번

의결일/
의결번호/
심의부문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의결 내용

관련조항

심의결과

○ 오디션에 출연한 어린이가 짧은 교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모습을 방
송하고, 걸그룹으로 공연한 미성년자들에게 지나치게 선정적인 가사가 포함된 노래를 부르
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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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5.
SBS-TV
제2017-방송-09'K팝스타 시즌6 더
0072호
라스트 찬스 2부'
연예오락

- <배틀 오디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자(한별 11세)가 ‘Oops!...I did It again'이라
는 곡을 선곡하여 공연하며 짧은 교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노래에 맞춰 안무를 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YG걸스’(김혜림 17세, 크리샤츄 18세, 고아라 15세)팀이 연습하는 장면에 이
2017.2.5.일, 어, ‘Lady Marmalade'라는 곡을 선곡하여 공연하며 “Voulez vous coucher avec moi ce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soir(오늘밤 나와 자고 싶나요? 오늘 밤?)”, “Voulez vous coucher avec moi(오늘밤 나와
2.12.일,
제45조(출연)제6호
22:00-23:05 자고 싶나요?)”라고 노래하는 장면을 방송한 것은, 참가자가 공연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제
작진이 어린이‧청소년의 품성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참가자들의 의상과 안무 등의 수위를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오디션 프로
그램의 취지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
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의견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