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19년 6월 20일(목) 14:00 ~ 16:00 

2. 회의 장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7 서울숲L타워, 지하1층 신세계홀 

3. 참석 인원 : 13명 

방송사 

지원담당 (확인 :           ) 

방송제작팀장, 식품팀 이재용CP, 심의파트장 

심의파트 허유강 파트너 

위원회 

이재호 위원장 (확인 :           ) 

이성엽 위원, 강복희 위원, 박을종 위원, 서원태 위원, 

장여옥 위원, 장진영 위원, 정슬아 위원 

 

4. 회의 내용 : 붙임. 

 

 

 



[ 회 의 내 용 ] 

 

• 방송사 : 사전심의 이슈사항 및 전월 회의 조치결과, 고객의 소리 처리결과 공유 

• 시청자위원회 : 6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고칼슘 두유 검은콩, 호두&아몬드 방송을 봤는데요. 자막에서 

보면 100%, 국내산, 검은콩 이라는 단어의 상징성이 강력해 보임에도 실제 함유량은 

0.5%에 불과하여 다소 과장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표현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막에 검은콩 추출액 0.5% (고형분 2%)라는 표기에서 고형분 2%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를 말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전체 두유의 고형분 2%인 건지, 검

은콩 0.5%에 대한 2%인 것인지…  그리고 전체 방송을 보고 이해가 되긴 했지만 ‘두유 

96팩, 100% 국내산, 검은콩 사용’ 이라는 자막은 자칫하면 96팩 전체가 검은콩이 함유

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아마 쇼핑호스트분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표현인 것 같은데 ‘쟁겨 두시고~’ 라는 표현은 

‘쟁이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쟁여 두고’, ‘쟁여 놓고’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 방송사 : 검은콩 추출액과 고형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두유를 100으로 

봤을 때 검은콩 추출액이 0.5%가 함유된 것이고, 이 0.5%에서 수분을 날렸을 때 2%가 

고형분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판매되는 두유가 많다 보니까 업체별로 차별화를 위해서 이

렇게 검은콩이나 호두 같은 성분을 추가하고 네이밍해서 마케팅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성분에 대해서는 함유량에 대해 정확하게 표기하고, 과장되게 표현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막 표기 시에 문자 배치에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쟁겨 두다’는 

‘쟁여 두다’가 맞지만 일부 쇼핑호스트가 습관적으로 기역 발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공유해서 올바르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저는 루테인 지아잔틴 방송을 봤는데요. 쇼핑호스트가 판넬을 들고 황반



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넬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제품과 

무관한 건강정보’라는 글씨가 쓰여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구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 판넬은 제품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을텐데 무관하다는 표현은 안 맞는거 

같은데요. 

• 방송사 :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효능∙효과와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가 혼용돼서 이해할까 봐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도 사전심의 과정에서 

해당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는데요. 루테인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

느 부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까지는 통칭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렇다 보니까 구조적인 설명이나 영양소의 필요성은 건강정보로써 이렇게 눈 건강이 중요

하다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저도 크릴오일 방송을 봤는데 같은 의견입니다. 물에 섞이는 기름, 차세

대 오메가, 인지질과 아스타잔틴 같이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내용이였

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제품과 무관한 건강정보’라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제품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00사의 원료를 사용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의 실제 제조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던데 제조사의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제품과 무관하다는 문구 자체가 오인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동일한 의

미와 목적을 가진 긍정적인 문구로 표현을 수정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방송사 : 00사의 동일한 크릴오일을 판매하는 회사 중에서도 각 회사의 인지도나 마케팅 

방향에 따라서 원료에 대한 00사를 강조하거나 본인들의 브랜드를 강조하는 형태로 조율

하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과 무관하다는 문구는 제품이 아닌 원료나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이 판매 제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효능·효과로 오인되지 않

도록 하라는 의미의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 문구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



은 한계가 있고, 일반식품의 경우에는 시청자가 혼란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동일한 의미의 

긍정적인 문구로 변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차기 회의는 7월 18일 목요일 14시에 진행하고, 가전제품 관련된 방송

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6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폐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