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주요 사례
■ 총 26건 (권고 : 20건, 의견제시 : 6건)
회차/의결일자

제3차
(2012.1.31.)

방송사/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KBS-2TV
‘영화가 좋다’

○ <용띠 배우의 신년 영화 운세> 코너에서 한석규, 장혁, 안성기 등 여러 용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띠 배우들의 최근 영화 출연 현황에 대해 소개하면서,
2012.1.21.토,
- 배경으로 사용된 자료화면(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제19대 국회의원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10:05-11:05
제1항
선거 예비후보자인 문성근(부산북구 강서구 을, 민주통합당)의 얼굴․목소리
가 노출된 내용을 방송함.

의견제시

채널A
‘개그시대’

2012.1.16.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00:00-01:10, ○ 코미디 프로그램의 ‘생사토론’ 코너에 한나라당 홍준표 국회의원이 출연하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2012.1.16.월, 여 ‘정치 풍자’를 소재로 콩트를 진행하는 내용을 방송함.
제1항
15:50-17:00

권고

○ 영화 <부러진 화살> 방송광고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
KBS-2TV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012.1.14.토,
성근(부산북구 강서구 을, 민주통합당)의 얼굴, 목소리가 노출되는 내용을 방
방송광고 ‘부러진 화
제22조(광고방송의 제한)
12:13-12:13)
송함.
살(15초)’

권고

○ 영화 <부러진 화살> 방송광고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
MBC-TV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012.1.14.토,
성근(부산북구 강서구 을, 민주통합당)의 얼굴, 목소리가 노출되는 내용을 방
방송광고 ‘부러진 화
제22조(광고방송의 제한)
14:34-14:34
송함.
살(15초)’

권고

○ 영화 <부러진 화살> 방송광고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
OCN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012.1.14.토,
성근(부산북구 강서구 을, 민주통합당)의 얼굴, 목소리가 노출되는 내용을 방
방송광고 ‘부러진 화
제22조(광고방송의 제한)
01:13-01:13
송함.
살(30초)’

권고

○ 영화 <부러진 화살> 방송광고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
채널CGV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012.1.15.일,
성근(부산북구 강서구 을, 민주통합당)의 얼굴, 목소리가 노출되는 내용을 방
방송광고 ‘부러진 화
제22조(광고방송의 제한)
00:41-00:41
송함.
살(30초)’

권고

JTBC
‘뉴스10’

○ <집중조명 “부산을 점령하라”, ‘친노 집결’ 바람 부나> 아이템에서, 제19
대 국회의원선거 부산지역 여야 후보 간 가상 대결에 대한 중앙일보 여론조
2012.1.18.수,
사 결과(’12.1.2일자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의뢰기관’에 해당하는 ‘출처
22:00-23:00
(중앙일보)’만 자막을 통해 고지하고,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
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고 방송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권고

제4차
(2012.2.14.)

JTBC
‘무비스타’

○ 영화 정보 프로그램에서, 배우 안성기와 조지 클루니의 역대 출연작과 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근 화제작 등을 비교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안성기의 최근 화제작으로 소개
2012.1.28.토,
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자료화면을 통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08:45-09:30
제1항
인 문성근(부산북구 강서구 을, 민주통합당)의 얼굴과 목소리가 노출되는 내
용을 방송함.

권고

MBC-TV
‘우리가락 우리문화’

2012.1.18.수, ○ 전통문화(가악, 기악, 춤 등) 소개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민주통합당 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13:05-14:05 년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에 지원한 ‘가수 이안(본명 : 이동희)’을 진행자로
제1항
출연시킨 내용을 방송함.
등

권고

KBS-1TV
‘TV쇼 진품명품’

○ 일반인이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에 대해 감정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012.2.12.일,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에 지원한 ‘가수 이안(본명 : 이동희)’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11:00-12:00
제1항
을 패널로 출연시킨 내용을 방송함.

권고

대구KBS-1AM
‘아침의 광장’

○ <정치 인사이드>코너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대구 수성구
2012.2.14.화,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방송하면서, ‘의뢰기관’(영남일보)만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08:35-08:58 을 고지하고,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밝히지 않음.

권고

씨네프
‘어떤방문’

○ 세 편의 디지털 옴니버스로 구성된 영화 ‘어떤 방문’에서 교수와 제자의 얽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012.1.12.목,
힌 애정 이야기를 담은 ‘첩첩산중’ 편을 소개하면서, 주연급으로 출연하는 제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00:10-01:53
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성근(부산북구 강서구 을, 민주통합당)
제1항
등
의 얼굴과 목소리가 노출되는 내용을 방송함.

권고

제5차
(2012.2.28.)

서울신문STV
‘크라임 시즌2’

TBS-FM
‘싱싱한 우리 음악’

제6차
(2012.3.13.)

GBN 강원방송
‘GBN 뉴스’

○ 실제 미해결 사건을 토대로 검사와 변호사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그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012.2.6.월,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성근(부산북구
13:22-14:38 강서구 을, 민주통합당)이 본명과 동일한 이름의 주인공 변호사 역할로 고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제1항
출연하며 얼굴과 목소리 등이 노출되는 내용을 방송함.
등
※ <가면 편>, <텔미썸씽 편>

2012.1.14.토,
1.15.일, 1.28.
토, 1.29.일,
06:00-07:50

○ 2012년 1월 12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방송 출연이 제한되는 동
음악 프로그램에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절차에 지
원한 가수 이안(본명 : 이동희)이 1월 14일(토), 1월 15일(일), 1월 28일(토),
1월 29일(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자로 출연한 것에 대하여,
- ▲후보자의 방송 출연이 제한되는 시점과 실제 입후보 시점의 시차를 이
용하여 관련 심의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누적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성이 있고, ▲방송사는 출연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 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입후보 의사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출연자에게 관련 심의규정 준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의무를 환기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방송사가 출연자의 입후보 사실을 실제로 인지한 시점은「공직선거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제1항
및「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선거의 ‘입후보예
정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데 다수(7인)가
의견을 모음.
- 제재 수위와 관련하여, ▲최근의 유사 심의사례와 비교해 볼 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방송사가 출연자의 입후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진행
자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제작 과정에
서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보다 유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제시’할
것을 의결함.

○ ‘허영 예비후보,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아이템에서, 춘천지역 민주통합
당 국회의원 허영 예비후보가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4월 총
2012.2.14.화,
선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춘천시장에게 제안했다는 내용을
21:30-22:00
보도하는 과정에서,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대상’만 고지하고, ▲‘조
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고 방송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토크쇼 프로그램 중 금주의 이슈인물을 풍자하여 소개하는 ‘미안전(美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tvN
2012.2.10.금, 傳)’ 코너를 통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국회의원 강용석(서울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백지연의 피플인사이
19:00-20:00 특별시 마포구 을, 무소속)의 최근 행보와 관련한 이슈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제1항
드’
강용석 의원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방송함.

권고

의견제시

의견제시

의견제시

MBC-AM
'뉴스의 광장'

제7차
(2012.3.27.)

제8차
(2012.4.10.)

○ 진행자가 클로징 멘트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부산 사상구
2012.3.16.금, 및 부산 북구․강서을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면서, ‘의뢰기관’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08:00-08:10 ‘조사기관’만을 고지하고,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
을 밝히지 않고 방송함.

2012.3.15.목,
채널A
19:40-20:50,
'글로벌 퀴즈쇼 한글
2012.3.17.토,
왕'
06:00-07:10

○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말에 대한 퀴즈를 진행하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프로그램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최종 선출(전체 17번)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된 필리핀 출신 귀화여성 이자스민이 개그맨 서경석과 함께 공동진행자로 출
제1항
연하는 내용을 방송함.

권고

의견제시

채널A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

○ 진행자와 정치평론가가 정가 소식 관련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관심지역 4곳의 지지율을 보도한 당일 동아일보의 여론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012.3.16.금,
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의뢰기관’에 해당하는 ‘동아일보’만 언급하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17:00-18:00
고,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는 밝히지 않고
방송함.

권고

EBS-TV
'함께하는 한국어'

○ 한국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실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새누리당 비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012.3.22.일,
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최종 선출된 필리핀 출신 귀화여성 이자스민이 진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14:30-15:00
제1항
행자로 출연하는 내용을 방송함.

권고

OBS
'뉴스 M'

○ 4.11. 총선 지역별 판세와 관련, ‘인천 남동갑’ 지역 후보들(윤태진, 박남
2012.3.26.월, 춘, 이윤성)의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19:45-20:30 지지도 조사 결과, 여론조사 관련 필수 고지 항목 6가지 중 ’조사기관‘과 ‘의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뢰기관’, ‘조사기간’, ‘조사방법’을 밝히지 않고 방송함.

권고

SBS-AM
'김소원의 SBS 전망
대'

○ ‘뉴스브리핑’ 코너에서 고정출연자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
2012.4.3.화, 상파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면서, ‘의뢰기관’만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07:10-08:00 을 고지하고,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한계’ 등을 밝히지 않고 방송함.

권고

○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에서, 충청투데이와 대전지역 방송 3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대전․충남지역 4.11총선과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012.3.23.금,
대전MBC-AM
과 중 충남 지역의 각 지역별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박선자의 시대공감' 07:05-08:00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오차한계’만을 고지하고, ▲
선거방송 여론조사 필수고지항목인 ‘조사방법’을 고지하지 않고 방송함.

의견제시

제9차
(2012.4.24.)

CH.CGV
'강철중 : 공공의 적
1-1'

○ 동 영화 프로그램에서, 태산그룹 백회장(문성근)이 거성그룹 이회장(정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012.4.2.월,
영)과 대화하는 과정 중,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문성근(부산북구 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16:20-18:40
제1항
서구 을, 민주통합당)의 얼굴과 목소리가 노출되는 내용을 방송함.

권고

채널A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

○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정치인 출연자 중 새누리당 소속이 60%를 넘을
정도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이는 타 종편의 유사프로그램과 비교해도
훨씬 높아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
하고 논의한 결과,
- 민원인이 지적한 5주간(2.13-3.16)을 포함, 8주간(2.13-4.6)의 총 40회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012.2.13.월, 방송분에서, 정치인 출연자(40명)는 ▲새누리당 21명(52.5%), ▲자유선진당
제5조(공정성)제1항, 제6조(형평
17:00-18:00 4명(10.0%), ▲통합진보당․창조한국당․국민생각․정통민주당․청년당․민주
성)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
공화당(이상 각 1명, 2.5%), ▲무소속 8명(20.0%, 여권 측 4명, 야권 측 3
등
그램)
명, 기타 1명), ▲기타 1명(2.5%)으로 확인되었고,
- 아울러 야당 정치인의 종편 출연 거부와 관련하여, ▲‘(자막)민주통합당 여
러분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나와주십쇼(3.19)’, ▲“(진행자)민주통합당 측, 아
시는 바와 같이 종편 거부하는 통에...모시지 못했고(3.29)”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권고

CBS-AM
'아침종합뉴스'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
구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 4월 3일 방송의 경우 “3개 방송사와 주요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1일 서울
지역 21곳에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라고 언급함으로써, ▲‘의뢰기관
2012.4.3.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 및 ‘조사기간(2012. 3. 31. - 4.1.)’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4.5.목,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개략적으로 고지하였으나,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한계’
07:30-08:00
등을 밝히지 않았고,
- 4월 5일 방송의 경우 <TV 3사 공동 여론조사>, <중앙일보 조사>, <조선
일보 조사>의 결과를 인용하며 ▲‘의뢰기관’만 고지하고, ▲‘조사기관’, ‘조사
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은 내용을 방송함.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