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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외모지상주의’로 벌어들인 수입은? “은행 VIP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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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문

1. 데일리한국의 해당 기사는 웹툰 ‘외모지상주의’의 작가 박태준이 과거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자신의 수입을 밝혔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데일리
한국은 지난해 8월3일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은행 VIP? 연간 ‘수입’ 어느 정도>
라는 제목으로 내보낸 기사를 일부 문구만 고쳐 또 송고했다. 게다가 작가 박태
준이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것은 2016년 7월20일로 2년도 훨씬 지난 일인
이

유

데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금요일마다 연재되는 웹툰 ‘외모지상주의’

가 큰 인기를 끌고 있자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반복 전송한 것으로 본다.
2. 위 기사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보도의 완전성)과 강령 제6조 제4
항(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시행세칙 제11조(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
한)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 (보도의 완전성)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6조 제4항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1조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2019년 2월 7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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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연간 수입 어느 정도?…은행 VIP 고객이란 소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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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문

1. 화이트페이퍼의 해당 기사는 웹툰 ‘외모지상주의’의 작가 박태준이 과거 방송
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자신의 수입을 언급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화이트페이퍼는 지난해 8월3일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연간 수입 얼마 길래?
“은행 VIP”>라는 제목으로 내보낸 기사를 일부 문구만 고쳐 또 송고했다. 게다가
작가 박태준이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것은 2016년 7월20일로 2년도 훨씬
지난 일인데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금요일마다 연재되는 웹툰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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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주의’가 큰 인기를 끌고 있자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반복 전송한 것으로 본
다.

2. 위 기사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보도의 완전성)과 강령 제6조 제4
항(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시행세칙 제11조(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
한)를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 (보도의 완전성)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6조 제4항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1조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2019년 2월 7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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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인 줄’ 샤라포바, 살색 수영복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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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문

1. 데일리안의 해당 기사는 ‘러시아 테니스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30)가 과거 자
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수영복 사진을 싣고, 그녀의 매끈한 몸매가 눈길을 모으
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하지만 똑 같은 사진과 관련 내용은 1년 반 전에 이
미 다른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 이 사진은 샤라포바가 2017년 3월 자신의 페
이스북에 게재한 것이다. 그런데 위 기사는 그 시점을 ‘과거’라고만 밝혀 이용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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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최근의 사진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또한 샤라포바의 나이도 2017년 때
나이를 그대로 썼다. 특별한 계기 없이 과거 사진을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
고 기사화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2. 위 기사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보도의 완전성)을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 (보도의 완전성)

2019년 2월 7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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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헌, 20대 뺨치는 뚜렷한 식스팩 복근 '포착'..'아이 아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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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문

1. 데일리한국의 해당 기사는 가수 박지헌이 최근 자신의 SNS에 근황이 담긴 셀
카를 게재, 뚜렷한 식스팩 복근으로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내용을 다
루었다. 위 기사 본문에 ‘근황이 담긴’ 셀카라고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은 최근의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박지헌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복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지난 2018년 4월6일이다.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황이라고 표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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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박지헌이 23일 밤 방송된 MBC 예
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관심을 끌자 조회수를 늘리기 위
해 과거 사진을 최근의 것처럼 다룬 것으로 판단된다.

2. 위 기사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보도의 완전성)을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 (보도의 완전성)

2019년 2월 7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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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헌, 초콜릿 복근 담긴 근황 셀카 '화제'..'20대 같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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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문

1. 화이트페이퍼의 해당 기사는 가수 박지헌의 근황 셀카가 네티즌의 시선을 사
로잡는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사진 속 박지헌은 20대 못지 않은 완벽한 복근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위 기사 본문과 제목에 ‘근황’ 셀카라고 표현
함으로써 독자들은 최근의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박지헌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복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지난 2018년 4월6일이다.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황이라고 표현한 것은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박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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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이 23일 밤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관
심을 끌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과거 사진을 최근의 것처럼 다룬 것으로 판단된
다.

2. 위 기사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보도의 완전성)을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 (보도의 완전성)

2019년 2월 7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용, 박종수, 심재웅, 장하용, 황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