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5월 심의의결 현황(연예오락채널 부문)
의결일/
의결번호/심의부문

방송사/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의견제시

○ 특정 전직 대통령들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
고 논의한 결과,
2017.5.10.
제2017-방송-14-0146호
(연예오락)

SBS Plus
'캐리돌 뉴스'

2017.3.15.수,
23:05-00:10

- 사회 이슈 및 인물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에서, 다수의 코너를 통해 탄핵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시청자에게 불
쾌감을 유발하고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 비교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정치 풍자 코미디를 표방하는 동 프로그램의 장
르적 성격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방송 시 유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 세 남자(육성재, 그레이, 이동욱)가 각각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접광고주(티파니앤코)의 상품을 선물하
는 내용을 다룬 옴니버스 형식의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 ▲간접광고주의 광고 및 캠페인 문구(Love is...)를 프로그램명으로 사용하고, 방송 전반에 걸쳐 좌측 상단에
고지하며,

2017.5.11.
제2017-09-0079호
(연예오락)

On Style
‘Love is...’

2017.3.18.토,
22:50-23:10

- (육성재 편) ▲시작 부분에 간접광고주의 상품(펜던트, 상품명 : Tiffany T 스마일 펜던트)과 함께 ‘First Smile’
이라는 자막을 노출하는 장면, ▲여자 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품(팔찌, 펜던트)을
근접하여 노출하는 장면, ▲간접광고주의 상품(펜던트, 상품명 : Tiffany T 스마일 펜던트)을 양손으로 잡고서 “넌
뭐냐? 날 보고 웃는데요, 얘가.”라고 말하는 장면, ▲여자 친구를 기다리는 육성재의 뒷배경으로 간접광고주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브랜드 로고(Tiffany&Co.)를 노출하는 장면, ▲여자 친구에게 선물한 간접광고주의 상품(펜던트)을 근접하여 노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출하는 장면,

해당 방송프로
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그레이 편) ▲손을 씻은 후 반지를 끼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품(반지, 팔찌, 시계)을 근접하여 노출하는
장면, ▲여자 친구에게 선물을 건네고 팔찌를 끼워주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품(팔찌)을 근접하여 노출하는
장면, ▲여자 친구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품(팔찌)을 근접하여 노출하는 장면,
- (이동욱 편) ▲시작 부분에 간접광고주의 상품(반지, 상품명 : Tiffany T Two 링)과 함께 ‘Just the Two of Us’
라는 자막을 노출하는 장면,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품(반지, 팔찌)을 근접
하여 노출하는 장면, ▲여자 친구에게 선물을 건네고 반지를 끼워주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품(반지)을 근접
하여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의결함.

2017.5.17.
제2017-광고-15-0200호
(연예오락)

OCN
‘애타는 로맨스’

2017.4.18.화,
21:00-22:00

○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남자 주인공이 간접광고주(라쉬반)의 상품을 입고 있는 모습 및 간접광고주의 로고가
담긴 영상물을 보여준 후, “국내 남성 언더웨어로서 최초로 파리 세계 란제리 쇼에 진출, 홈쇼핑에서 1초에 한 개
씩 팔리는 언더웨어의 전설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상 2017년도 상반기 라쉬반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간접광고주의 상품이 진열되어있는 장소에서 주력 상품에 대해 묻자 직원이 “천연 소재인 텐셀 섬
유로 만들었고요. 3D 분리형이라서 청결함을 유지해줍니다.”라고 답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내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제47조(간접광고)제2항제1호
및 제2호
- 법령이 허용한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넘어 간접광고 상품명 및 간접광고 상품 등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권고

○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상대 출연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꼬집거나 바지를 억지로 잡아 내리는 등 부적절한 내
용을 방송하였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2017.5.24.
제2017-방송-16-0164호
(연예오락)

tvN
‘코미디 빅리그’

2017.5.7.일,
5.14.일,
19:45-21:36

- <그린 나이트> 코너에서 여성 출연자가 상대 남성 출연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꼬집거나 바지를 잡
아 내리는 장면, <CG 맨> 코너에서 출연자들이 “미쳤냐구. 꽃‘게’ 같은 자식아.”, “미‘역’ 같은 자식아.”, 너 얼굴
지‘옥’ 같이 생겼어.”라고 운운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바,
-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상황 설정이라 하더라도 부적절한 장면으로 시청자의 불쾌함을 유발하고, 발음과 어감
을 통해 욕설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

권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권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의견제시

-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기존 유사 심의사례를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코미디 프로그램의 <그린 나이트> 코너에서, 여성 출연자가 상대 남성 출연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꼬집거나 바지를 잡아 내리는 장면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2017.5.24.
제2017-방송-16-0165호
(연예오락)

XTM
‘코미디 빅리그’

2017.5.19.금,
12:20-13:35

-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상황 설정이라 하더라도 부적절한 장면으로 시청자의 불쾌함을 유발하는 내용을 방송
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기존 유사 심의사례를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시청자 투표를 통해 선정된 순위에 따라 남성 아이돌 그룹의 멤버를 선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에서, 특정 연
습생에 대하여 ‘탈모충’이라 비하하거나 투표를 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파양’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인터넷 게
시글 제목을 방송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2017.5.24.
제2017-방송-16-0166호
(연예오락)

Mnet
‘프로듀스101 시즌2’

2017.5.5.금,
23:00-01:30

- 시청자 반응을 소개하면서 탈모를 가진 사람들을 탈모충(蟲)이라 비하하는 자료화면을 노출하는 등 신체적 차
이를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는 내용을 방송한바,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자료화면의 노출 시간이 매우 짧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기존 유사 심의사례를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방송 시 유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팬티에 자꾸 손을 넣는 남편’에 대한 한 시청자의 고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 남성들이 팬티에 손을 넣는 이유에 대해, ▲(이민웅)“남자분들은 이 밑에 음낭이랑 음경이 겹쳐져 있잖아요,
그걸 자꾸 떨어트리려고 손을 갖다 댄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라고 언급하는 장면,

2017.5.25.
제2017-10-0084호
(연예오락)

- ‘장동민’이 자신은 볼일을 보기 전에 손을 닦는다고 이야기하던 중, ▲“내 손에 세균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만지고 잡고 싸야 될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요 부위를 잡고 소변을 보는 듯한 손짓을 클로즈업하여 보
여주는 장면,
XTM
‘남원상사’

2017.4.9.일,
00:25-01:30

- ‘신동엽’이 남성의 주요 부위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환은 정자가 생성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남자들의 고환은 다 레벨이 좀 달라요. 다 어느 정도 짝짝이에요.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냐면 레벨
이 같이 있으면 계속 부딪히니까.”라고 말하자, ▲(장동민)“우상 좌상이 있잖아요. 나는 우상. 오른쪽이 올라가있
다고.”라고 말하는 장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4호

경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4호

경고

- 남성들은 땀이 차서 주요 부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던 중, ▲‘김준호’가 자신은 손을 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잔기술이 있다며 자리에 앉은 채 몸을 뒤척이는 장면에 이어, ▲다른 출연진들이 이를 함께 따라
하는 장면과 함께, ‘바지를 내리는 척 하며 슥‘, ‘화난 척 일어서며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라는 자막 내용 등을 방
송한 것에 대해 ‘경고’로 의결함.

○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팬티에 자꾸 손을 넣는 남편’에 대한 한 시청자의 고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 남성들이 팬티에 손을 넣는 이유에 대해, ▲(이민웅)“남자분들은 이 밑에 음낭이랑 음경이 겹쳐져 있잖아요,
그걸 자꾸 떨어트리려고 손을 갖다 댄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라고 언급하는 장면,

2017.5.25.
제2017-10-0085호
(연예오락)

- ‘장동민’이 자신은 볼일을 보기 전에 손을 닦는다고 이야기하던 중, ▲“내 손에 세균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만지고 잡고 싸야 될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요 부위를 잡고 소변을 보는 듯한 손짓을 클로즈업하여 보
여주는 장면,
tvN
‘남원상사’

2017.4.9.일,
00:10-01:58

- ‘신동엽’이 남성의 주요 부위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환은 정자가 생성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남자들의 고환은 다 레벨이 좀 달라요. 다 어느 정도 짝짝이에요.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냐면 레벨
이 같이 있으면 계속 부딪히니까.”라고 말하자, ▲(장동민)“우상 좌상이 있잖아요. 나는 우상. 오른쪽이 올라가있
다고.”라고 말하는 장면,
- 남성들은 땀이 차서 주요 부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던 중, ▲‘김준호’가 자신은 손을 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잔기술이 있다며 자리에 앉은 채 몸을 뒤척이는 장면에 이어, ▲다른 출연진들이 이를 함께 따라
하는 장면과 함께, ‘바지를 내리는 척 하며 슥‘, ‘화난 척 일어서며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라는 자막 내용 등을 방
송한 것에 대해 ‘경고’로 의결함.

○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남성호르몬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 남성호르몬이 떨어졌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허준)“우표를 자기 전에 (주요 부위
에) 둘러서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끝이 떨어져있다, 혹은 아예 떨어져있다면 ‘아 아직 건강하구나’(라 생
각하고), 그런데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어제 붙이 그대로 붙어있다, (그러면) ‘아 녹즙을 먹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최성준)“옆에서 와이프가 ‘어 우리 남편이 좀 시들시들한 것 같다’라고하면 좀
굳건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자, ▲(허준)”시들이라고 안하기로 했잖아. 말랑말랑.“이
라고 언급하는 장면,
2017.5.25.
제2017-10-0086호
(연예오락)

XTM
‘잡식남들의 히든카드
<M16>’

2017.4.10.월,
22:00-23:00,
2017.4.14.금,
13:35-14:40

- 속옷을 안 입는 남성이 지퍼를 올릴 때 벌어지는 일 대해 이야기하던 중, ▲(서유리)“속옷을 안 입으면, 굉장히
불상사가 심하다는데요. 지퍼 올리다가.” ▲(정영진)“그건 초보들 얘기고요, 한 1~2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지퍼
가 올라가며 알아서 들어갑니다.“라고 말하자 ▲(정영진)”뭐 코끼리에요?“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 ‘허준’이 정액을 꾸준히 마신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떤 여성이 꾸준히 섭취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
의 IQ가 200이 넘어서 아인슈타인 급이 되셨대요. 그걸 마치 뉴스 기사처럼 쓰셨더라고. (그러나) 그것은 증거가
없어요. 아직은.”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정영진)“에휴 더러워”, “네가 네 걸 먹는데 괜찮니?”, ▲(서유리)“차
라리 자기 거 먹는 게 낫지.“라고 말하는 장면,
- ‘정영진’이 자신의 지인 중 주요부위가 다소 왜소한 사람의 경험을 언급하며, ▲“어떤 여성과 좋은 시간을 보
내려고 하는데 ‘오빠 잘할 수 있겠어?’(라는 말을 들었대요).”라고 하자 ▲(허준)“저기요 사모님.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는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
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로 의결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경고

○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소자본 창업 아이템 ‘크로와상 ΟΟΟΟ 제조기계 대리점 사업’, ‘ΟΟΟ
밥버거 사업’을 소개하면서,
- ‘크로와상 ΟΟΟΟ 제조기계 대리점 사업’의 장점에 대해, ▲“(창업주)수입도 생기고 가사일에도 전혀 지장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창업을 할 때는 아이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해
요. 그리고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점포에 기계를 임대하고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이라 기본적인 수요
가 확보되어 있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라는 내용을 내레이션과 자막,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는 장면,
- 제품의 특성에 대해, ▲“(내레이션)담백하면서도 풍미가 좋은 팥 앙금과 크림치즈 두 가지 맛으로 손님들의 입
맛을 공략한 크로와상 ΟΟΟΟ”, ”(판매점주)반응 너무 좋죠. 커피 마실 때 보통 마땅한 디저트가 없어서 고민 많
이 하시는데, 이 기계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맛있는 디저트도 드시고 커피랑 곁들여 드셔서 너무 좋아하세요.“라
고 말하는 장면,
- 창업비용과 관련하여, ▲‘제조 기계 10대, 판매장소 10곳 소개, 기기 설치 및 물품 배송, 초도물품 지원(전단
지, 포스터, 명함 등), 총 창업비용 1,290만 원’ 이라고 소개하는 장면,
2017.5.25.
제2017-10-0087호
(보도교양)

하이라이트TV
‘하이라이트 매거진’

2017.4.3.월,
12:40-13:10

- ‘ΟΟΟ 밥버거 사업’의 장점에 대해, ▲“(창업주)판매점에서 주문 받고 제품을 본사에 발주를 주면 판매점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직배송되는 시스템이어서 시간이 틈틈이 나면서도 자유롭게 살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라는 내용을 제46조(광고효과)제3항제2호
내레이션과 자막,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는 장면,
- 제품의 특성에 대해, ▲“(본사 관계자)저희 제품은 간편하게 돌려먹을 수 있는 영양밥입니다. 입맛대로 즐길
수 있게끔 매콤 제육볶음, 청양 소불고기, 매콤 닭갈비 맛까지 총 3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고열량 저칼로리 한 끼
식사대용으로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간편하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많아서 많이
찾고 있어요. 예전에는 컵라면이나 빵 같은 제품을 많이 찾았으면 요즘은 밥 버거 찾는 손님이 많으시거든요.”라
고 말하는 장면,
- 창업비용 및 절차와 관련하여, ▲“(본사 관계자)저희 본사에서는 계약 시 대리점주들이 원하는 지역 내에 독점
권을 부여하며, 전문 섭외위원을 파견하여 상권분석 후에 판매가 잘 될 것 같은 30곳을 섭외해 드리며, 냉동고 1
대, 초도물품 400개, 포스터, 전단지, 명함 일체를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꾸준한 관리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드
리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거래처 섭외 30곳, 초도제품 400개, 냉동고 대, 전단지, 포스터, 명함, 각종 홍
보. 창업비용 930만원이라고 소개하는 장면,
- 방송 전반에 걸쳐 좌측 상단에 ‘프로그램 문의 02)7**-21**’ 이라는 전화번호를 고지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로 의결함.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