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19년 2월 21일(목) 14:00 ~ 16:00
2. 회의 장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7 서울숲L타워, 지하1층 신세계홀
3. 참석 인원 : 13명

지원담당 (확인 :
방송사

)

생활팀장, 생활팀 이정석 파트너, 방송제작팀PD 김태황 CP
심의파트장, 심의파트 허유강 파트너, 미디어마케팅 이미라 파트너,

위원회

이재호 위원장 (확인 :

)

서원태 위원, 장여옥 위원, 장진영 위원, 정슬아 위원, 황준호 위원

4. 회의 내용 : 붙임.

[ 회 의 내 용 ]

• 방송사 : 당사 사전심의 이슈사항 및 전월 조치결과 공유
• 시청자위원회 : 내열 냄비세트 방송 자막에는 ‘인덕션 사용불가’라는 표시가 있는데 요리
시연장면에서 인덕션에 조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사용 가능한 것인지 혼동됨. 뚜껑
을 제외한 몸체의 경우 열에 의한 파손 시 10년 보증된다고 안내하는데 뚜껑은 열에 대
한 손상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 같음. 뚜껑에 대한 설명도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음. 시연
장면에서 사용된 오븐이 다소 지저분해 보여 청결한 모습이 담기면 좋을 것 같음.
• 방송사 : 시연에 사용된 전기레인지는 인덕션이 아닌 하이라이트로 다음 제작 시 멘트나
네임택으로 하이라이트임을 안내하겠음. 뚜껑의 경우 200℃까지 사용 가능하며 다음 제
작 시 멘트나 자막으로 추가 설명을 진행하겠음. 실제 요리 시연을 하면서 보여지다 보니
청결해 보이지 못한 것 같음. 차기 제작 시 청결에 신경 쓰도록 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 구강세정기 상품을 모바일앱에서 봤는데 ‘2018 NEW 구강세정기’로 표
기되어 있었음. 2018년 생산제품이긴 하지만 신제품이 아닌데 ‘2018 NEW’라는 제목으
로 노출되어 수정이 필요해 보임.
• 방송사 : 가전의 특성상 출시 시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며, 해당 제품 이후의 생산된
제품이 없어 기존 모델과의 구분을 위해 표기하였음. 오인을 줄이기 위해 2018을 삭제하
여 표기하도록 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 모바일앱 커피메이커+토스터 상품에서 커피메이커 이미지가 잘못 등록되
어 있어 수정이 필요함.
• 방송사 :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즉시 조치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 어묵 방송에서 쇼핑호스트가 ‘쟁겨 놓고 드셔라’라는 멘트를 몇 차례 하
는데 표준어인 ‘쟁이다’, ‘쟁여 놓다’로 수정이 필요함.
• 방송사 : 멘트, 표현에 있어 표준어로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 차기 회의는 3월 21일(목) 14시, 주제는 뷰티 카테고리 방송에 대해 논
의하기로 함.
- 폐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