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심의의결 내역[지상파라디오 부문]
의결일/
의결번호
(부문)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의결 내용

관련조항

심의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4항

권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4항

권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2항제1호

권고

○ 동 프로그램의 1부에서 진행자(박중훈)가 <라디오 삶의 현장> 코너를 진행하면서,

2017-05-10
제2017-광고KBS-2AM
14-0189호
'박중훈의 라디오 스타'
(연예오락)

- 청취자 참여 방법 소개 후 신청곡이 끝나고 “<라디오 삶의 현장> 오늘부터 이 코너에 든든한 지
원군이 생겼습니다. 한국인의 기운 CJ 한 뿌리와 함께하는 <라디오 삶의 현장>입니다. CJ 한 뿌
리. CJ 참 좋은 회사입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
2017.4.3.월 등, 한 결과,
18:00-20:00
- 프로그램 코너명 앞에 별도로 협찬고지 하는 내용은 해당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
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 그 표현의 수위와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동 프로그램의 2부에서 진행자(최수종)가 <걱정 말아요 그대> 코너를 진행하면서,
- 콜센터에서 일한다는 청취자 사연 소개 후 “본죽과 함께하는 <걱정 말아요 그대>에 이어서 들
려드린 곡 김건모의 ‘빗속의 여인’이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방송내용
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2017-05-10
KBS-2AM
제2017-광고2017.4.17.월 등,
'매일 그대와 최수종입
14-0190호
09:00-11:00
니다'
- 프로그램 코너명 앞에 별도로 협찬고지 하는 내용은 해당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
(연예오락)
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 그 표현의 수위와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캠페인 방송에서 인천시와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공동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어울’을 소개하면
서,

2017-05-10
제2017-광고14-0191호
(보도교양)

iFM(경인방송)
'인천광역시 캠페인'

- “안녕하세요. 어울화장품과 함께 하는 배우 박세영입니다. 자연의 순수함을 담은 어울은 제 피
부건강의 비결입니다. 어울은 인천시와 우수기업이 정직함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
하는 공동브랜드입니다. 중소기업의 꿈과 희망, 어울화장품과 저 박세영이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
2017.3.13.월 등, 은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광역시가 함께 합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방송내
08:25-08:26 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캠페인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해당 상품명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 그 표현의 수위와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쉐보레 올뉴크루즈 할인판매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2017-05-17
제2017-광고14-0192호
(보도교양)

CBS전주-AM
'CBS 노컷뉴스'

2017.3.14.화,
15:00-15:05

-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가 완벽한 품질확보를 마친 올뉴크루즈의 출시가격을 최대 2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해 다음 주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신형 크루즈는 이번 가격인하 조치에 따라 1,600
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확보해 더욱 폭 넓은 고객 접점을 형성해 기존 준중형
시장의 틀을 흔들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
한 결과,
- 보도 프로그램에서 합리적인 기준없이 특정상품을 선정하여 할인판매 소식을 구체적으로 소개
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 지역 방송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의 애향적 보도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방
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3항제1호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