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19년 9월 26일(목) 14: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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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석 인원 : 14명 

방송사 

지원담당 (확인 :           ) 

방송제작팀장, 잡화팀장, 심의파트장 

심의파트 허유강 파트너, 미디어마케팅팀 이미라 파트너 

위원회 

이재호 위원장 (확인 :           ) 

박을종 위원, 서원태 위원, 이찬구 위원 

장여옥 위원, 장진영 위원, 정슬아 위원, 황준호 위원 

 

4. 회의 내용 : 붙임. 

 

 

 

 

 



[ 회 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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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위원회 : 9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저는 테크실버 드로즈 패키지 방송을 봤는데요. 00 브랜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여서 브랜드의 가치나 선호도가 충분히 있는데 강조한 것 같다는 생

각이 들고요. 그 시간에 클라이마쿨, 벤틸레이션 같은 상품 기능설명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 처럼  데이터 잔량 표시가 빨

간색으로 표시되다 보니까 시각이 분산되는 것 같은데 화면 우측의 빈 공간으로 이동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상품의 개별 포장을 설명하면서 ‘뭔가 되게 신선한 느낌이

고, 하나하나 뜯어보는 맛이 있어요.’라는 멘트를 하시는데 뜯어보는 맛 이라는게 공감대 형

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위생적이고 고객 친화적이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다고 생

각했습니다. 

• 방송사 : 이 상품의 경우 일반 드로즈 상품들에 비해 가격이 높아 브랜드 설명에 집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측 하단은 당시에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진

이나 수량 등의 별도 자막이 표기되는 공간이어서 추후에 화면 구성을 변경하게 되면 위치 

수정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핑호스트 표현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거부

감 없이 공감할 수 있는 멘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저는 △△ 이너 프렌치 보타닉 에디션 방송을 봤는데요. 여성복 브랜드

에서 만든 언더웨어라 브랜드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쇼핑호스트 멘트에서 ‘△△ 브랜드

의 무드를 아시잖아요? 의류를 쇼핑하면서 받았던 감동을 아시잖아요’, ‘△△ 옷에서 만났던 

아이덴티티가 속옷에 들어가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 브

랜드 의류를 구매해 보지 않거나 매장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멘트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 방송사 : 이 상품은 여성의류 전문 브랜드에서 출시된 언더웨어여서 브랜드에 대한 연결

성을 찾기 위한 표현을 했었는데 공감대 형성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는 속옷의 기능이나 특징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송사 : 혹시 홈쇼핑 방송도 일반 드라마 처럼 연령대별로 몇 세, 몇 세 이렇게 프로그

램 등급 표기 가이드가 있나요?  

• 시청자위원회 : 홈쇼핑 방송에 따라 연령대별 등급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청소년 보호

시간에 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슬림라이너 프리컷 텐션 브라를 보면서 ‘편안하다’, ‘말려 올라가지 않는

다.’ 같이 제품의 장점에 대한 설명은 좋았는데요. 후반부에 기존 제품과의 비교장면을 보면

서 오히려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제품도 한 두 번 입고 나면 기존 제품처

럼 딸려 올라가고 몰드가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차라리 비교 장면을 먼저 보

여주고 개선된 내용을 설명해주면 개선된 내용을 더 쉽게 받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

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존 제품과의 비교 장면을 볼 때 기존 자사제품의 단점이 너무 부각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방송사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개선된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미흡

했던 것 같고요. 다음 촬영 때는 말씀해 주신 내용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존 

자사제품과 비교할 때도 단점이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방송사 : 10월 회의는 1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시지 못한 

위원님들께는 주제와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폐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