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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림 돋보이는 싱그러운 미소,,,배우 정거운이혼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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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문

1. 마켓뉴스의 해당 기사는 배우 정겨운과 그의 아내 김우림이 한 예능 프로그램
에 나오면서 화제가 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날짜 표시도 없고, 어디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동상이몽’ 방송을 보지 않은 독자들은 이 기사만
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기사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
이

유

했다.

또한 기사 제목에는 본문과 아무 관련이 없는 표현을 넣었다. ‘뜨거운 감

자’라는 표현도 기사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2. 위 기사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보도의 완전성)과 제6조 제1항(제
목의 원칙)을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 (보도의 완전성)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6조 제1항 (제목의 원칙)

2019년 2월 21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석기, 김용, 남영진, 이강혁, 이성규, 황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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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밥상 GMO 늘어난다…위험과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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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13

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권고’로 결정한다.

문

1.

컨슈머치의

해당

기사는

콩,

옥수수에

이어

감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식품)를 승인할 계획인 가운데 한
국인 밥상에서 늘어나고 있는 GMO가 과연 안전한 식품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
히 숙제로 남아 있다며, 안전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GMO 표
시 개정 청원을 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1월 30일 전송된 위
기사에 “올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약 21만 명의 소비자들이
이

유

GMO 표시 개정 청원에 동참했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정부가 내년부터 GMO감
자를 추가로 승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완전표시제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란
부분까지 독자가 시점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2. 위 기사는 지난해 4월을 올해 4월로 잘못 표기하는 등 기사 전송 시점과 맞
지 않는 시제를 사용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보도의 완전성)을 어겼
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 (보도의 완전성)

2019년 2월 21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석기, 김용, 남영진, 이강혁, 이성규, 황용석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221-005

제

공현주, 주차장에서 포착된 사진 보니? ‘억대 스포츠카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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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문

1. 데일리한국의 해당 기사는 배우 공현주가 억대 스포츠카 앞에서 포착됐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위 기사는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공현주, 억대 스
포츠카 사이에서”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면서 시점을 과거로만 밝혔다.
그러나 이 기사는 지난 201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실검에 오를 때마다 실렸
이

유

던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과거’라고만 표시해 시점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
써 독자들이 최근의 일처럼 오해할 수 있다.

2. 위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보도의 완전성)을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항 (보도의 완전성)

2019년 2월 21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위 원 김석기, 김용, 남영진, 이강혁, 이성규, 황용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