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신청서

제목 : SBS 설특선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중 동성 간 키스 신 삭제 및
모자이크에 대한 심의 요청

내용
1. SBS는 2021. 2. 13. 20:40 경에 설 특선 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합니다)를 방영했습니다. 이 사건 영화는 그룹 퀸의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다룬 영화로서 양성애자로 알려진 프레디
머큐리의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을 주요한 플롯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 그런데 SBS는 이 사건 영화를 방영하면서 임의로 극 중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동성 애인과 키스를 하는 장면 2가지를 삭제하였고, 배경 속에
남성 엑스트라 간의 키스신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프레디 머큐리가 이성과 한 키스 장면은 그대로 방영하였습니다(참고자료 1
머니투데이 기사).

3. 이에 대해 SBS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상파 방송국에서 저녁
시간대에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하는 설 특선 영화라는 점을 진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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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편집일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지상파 채널에서 영화를
방영할 때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이나 흡연 장면을 임의로 편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헤미안 랩소디> 역시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연휴 기간·저녁
시간에 편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적인 스킨십 장면은 편집했다”고
밝혔습니다(참고자료 2 경향신문 기사).

4. 그러나 이 사건 영화는 2018년 극장 개봉 당시 12세 관람가로 개봉되었고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음에도 극장 상영 시
위와 같은 삭제, 모자이크 처리는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폭력, 흡연 장면의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명문으로 과도한 묘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성인 간의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스킨십 장면을 폭력, 흡연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SBS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드러낸 것입니다.

5. 한편 남성 엑스트라 간의 키스 장면을 모자이크한 것은 또 다른 특수성을
갖습니다. 영화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프레디 머큐리의 키스 장면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시청 당시 바로 파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이크 장면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 모두에게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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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키스 장면이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즉, SBS는 모자이크 장면을
통해 전국의 시청자에게 동성애가 ‘비정상적이고 해롭다’는 차별적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전달한 것입니다.

6. 그러므로 SBS가 이 사건 영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9조(사회통합),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귀 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7. 한편 SBS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그대로
방영할 경우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는
2015년 귀 위원회에서 JTBC가 방영한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여성 간
키스 장면이 묘사되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참고자료 3 연합뉴스 기사). 그러나 청소년의 이성 간 키스
장면이 나온 방송제작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위

경고

의결은

명백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였습니다. 그럼에도 귀 위원회가 이후 잘못된 의결을 바로잡지 않음에
따라 이와 같은 차별적인 방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귀
위원회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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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더욱이 요청드립니다.

2021. 2. 19.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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