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방송광고심의 의결내역
월

의결일

회차

의결번호

채널

광고명

방송일시

논의내용

관련조항

의결내역

○ 호텔식 아파트를 광고하면서, 분양사 대표가 출연하여 부동산·경제 프로그램의 전문가 상담코너와 유사
한 형태로 광고하여,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방
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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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제15차 광
고소위

2017-광고15-0201

MBN

2017.04.04.화,
부동산 칼럼 더 트리니(1분)
09:06~09:07

- 일반적인 광고와 달리 광고 초반부에 타이틀을 삽입하면서 동 채널의 CI와 동일한 타이틀 자막을 사용하
고, 이어 전문가와 앵커의 대담코너 형태로 구성한 것은
- 전반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허용됐을 경우 광고와 프로그램의 경계가 모호해져
시청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
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제4
호

권고

- 상단 자막을 통해 ‘광고방송’임을 고지하였다는 점, 기존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의료기기를 광고하면서, ‘의료기기’임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한 달에 3~4만원’이라는 월 렌탈료만 고지
하고, 렌탈 가입비, 구매 시 가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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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제15차 광
고소위

2017-광고15-0202

씨엔티브이
(CNTV)

대한보청기(30초)

-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렌탈가입비가 존재하고, 심지어 해당 가입비가 비환급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렌탈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채 저렴한 월 납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
2017.03.14.화,
입금만을 강조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한 것이며, ‘의료기기’임에도 해당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관련 심의 18조(진실성)제4항, 제29조(의료
06:00~06:01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기)제1항

권고

- 단시간 내에 제품을 소구해야 하는 일반광고의 시간적 제약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의료기기를 광고하면서, ‘의료기기’임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한 달에 3~4만원’이라는 월 렌탈료만 고지
하고, 렌탈 가입비, 구매 시 가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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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제15차 광
고소위

2017-광고15-0203

ETN(연예TV)

대한보청기(30초)

-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렌탈가입비가 존재하고, 심지어 해당 가입비가 비환급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렌탈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채 저렴한 월 납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
2017.03.20.월,
입금만을 강조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한 것이며, ‘의료기기’임에도 해당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관련 심의 18조(진실성)제4항, 제29조(의료
01:58~01:58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기)제1항

권고

- 단시간 내에 제품을 소구해야 하는 일반광고의 시간적 제약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씨스팜 캠페인’ 광고(‘씨스팜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송출되고 있으나, ‘광고방송’임을 상단 자막으로 표
시하고 있고, 해당 방송사로부터 ‘광고’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함.)에서,
5

2017-0525

제10차 전
체회의

2017-100092

채널A

씨스팜 캠페인(30초)

2017.03.14.화,
- 특정 방송프로그램(‘나는 몸신이다’)의 진행자가 방송광고에 등장하여 해당 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황을 연
21:20~21:21
출하고 있음에도, ‘광고방송’ 자막을 시청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배치하고, ▲광고를 위해 재촬영된 영상임에
도, ‘채널A <나는 몸신이다> 중에서’라고 고지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의’로 의결함.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
18조(진실성)제1항, 제6조(방송
프로그램과의 구별)제1호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