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심의의결 내역[지상파라디오 부문]
의결일/
의결번호
(부문)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의결 내용

관련조항

심의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55조의
2(방송사고)

주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권고

○ 1월 18일(수) ‘5시 뉴스’를 방송하면서,

2017-04-06
2017-070046호

광주MBC-AM
'5시 뉴스'

2017.01.18.수,
17:00-17:05

- 전체 8개 뉴스 중, 1번째 ~ 7번째 뉴스는 1월 14일(토) ‘5시 뉴스’에서 방송한 내용과 동일한 주제
와 내용을 방송하였으며,
- 특히, ‘제12차 광주시국 촛불대회 개최(1번째 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호남 행보(3번째 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5번째 뉴스)’, ‘금호타이어 매각 우선 협상자 선정 연기(6
번째 뉴스)’ 관련 보도에서는 ‘잠시 후’, ‘오늘 저녁’, ‘이틀째’, ‘어제’, ‘다음 주 초’ 등 특정 시점 표현
을 그대로 사용하여, 방송시점 기준으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함.

○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 <3월 7일> 대장내시경 진단 중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헛소리와 욕을 했다는 내용 중에서 "(정선
희)... 야. 하지마. 하지마. 그거 꽂지마. 이런 쌍화차. (효과음) 이런 된장. (효과음) 이런 시베리아허
스키. 이런 깐새우~...”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2017-04-12
2017-방송12-0107호

MBC-AM
'지금은 라디오시대'

- <3월 20일> 경찰을 사칭한 회사동료 직원의 장난전화 내용 중에서, "(정선희)... 저는 다리에 힘이
2017.03.07.화,
풀려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 나갔죠. (효과음) 야이 시베리아허스키. 십장생. 나쁜 놈의 색연필아. 그
16:05-18:00
날 이후 저는 회사에서 욕쟁이 아가씨라는 별명이 생겼고요...”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안에
2017.03.20.월,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16:05-18:00
○ 욕설과 유사한 발음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 직접적인 욕설 표현은 아니라는 점, 해당 프로그램의 최초 위반사례인 점,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의결일/
의결번호
(부문)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의결 내용

관련조항

심의결과

○ 북한이 김정남 암살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맹독성 신경독가스 VX의 화학성분에 대해 출연자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원 원장)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2017-04-12
2017-방송12-0108호

- 진행자(곽수종)가 과거 자신이 군복무 시절 알게 된 북한의 독극물 사용 방법에 대해 “원장님이 보
시기에 북한 관련사건 수사에 많이 참여하시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사용한 독극물이나 독침에 어떤
성분을, 저는 예전에 군 근무를 했을 때 이런 쪽 내용을 번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주유소에 사
람이 잠시 주유를 하고 기름 값을 내러 간 사이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손잡이에 약간 유리 가루
가 섞인 독극물을 바르고 가면 문을 열려고 할 때 그 유리가루가 피부에 피를 내고 감염되어 죽거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YTN-FM
2017.02.27.월,
이런 것도 번역한 적 있었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18:00-20:00
논의한 결과,
2항

의견제시

○ 특정 범죄 사례에 대해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 동 프로그램에서, 마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crack” 이라는 후렴구와 “이제 시작이야 하나가 될
시간”, ”어젯밤 뜨거웠던 밤“ 등의 선정적 가사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2009.2.19.)된 빅뱅
승리의 노래 ”STRONG BABY“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18:12∼18:15)에 방송한 사안에 대해,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2017-04-19
2017-방송13-0123호

TBN강원(교통방송)-FM
2017.03.21.화,
'달리는 라디오 교통방송입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노래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18:05-20:00
니다'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의2(청소년유해매체
물의 방송)제1항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