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19년 10월 17일(목) 14: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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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석 인원 : 14명 

방송사 

지원담당 (확인 :           ) 

방송제작팀장, 뷰티팀장, 심의파트장, 뷰티팀 양수인 파트너 

심의파트 허유강 파트너, 미디어마케팅팀 이미라 파트너 

위원회 

이재호 위원장 (확인 :           ) 

박을종 위원, 서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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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달팽이 크림 방송을 봤는데요. 크림 구성은 3가지이고, 15개 중에 달팽

이 크림은 5개, EGF 크림은 5개, 태반 크림 5개로 구성되어있고요. 달팽이 크림은 3분에 

1 밖에 안 되는데 방송명을 달팽이 크림이라고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인기가 좋다고 하

면서 1,300만개 판매 실적을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달팽이 크림 실적 같은데 정확히 구분

되지 않으면 EGF 크림이랑 태반 크림도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방송 전반적

으로도 달팽이 크림은 ‘점액 성분이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 하는데 EGF 크림이랑 태반 크

림 설명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자칫하면 달팽이 크림에 끼워 파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 방송사 : OO는 2009년 론칭해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브랜드고요. 달팽이 크림을 

메인으로 하고 계절적 요소를 감안해서 추가 크림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조금 

더 가벼운 토너나 마스크 팩 같은 상품들로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OO 브랜드하면 ‘달팽이 

크림’ 이라고 할 정도로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품인데요. 그러다 보니 메인인 달팽이 크림에 

대한 설명과 정보 제공에 집중을 했었고 EGF, 태반 크림에 대한 설명이 적었던 것 같습니

다. 다음 방송에서는 ‘달팽이 크림 풀세트’이나 ‘달팽이 크림 패키지’ 같이 방송명을 수정하

고 전체 구성 상품에 대한 설명도 적절히 분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저도 같은 방송에 대한 의견이라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

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제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쇼핑호스트

와 게스트 분이 같이 방송을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언니라는 호칭이 끝날 때

까지 10번 이상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능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친분을 표현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고요. 통에 대해서 ‘처음엔 케이스가 이게 뭐지?’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케이스 보다는 제품에 집중했다는 의미인 건 알겠지만 저는 이 파란 통

의 디자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가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그

리고 모바일 엘렌실라 쿠션이 상품을 보면 상품과 썸네일 이미지가 달라 수정이 필요해 보

입니다. 

• 방송사 : 말씀하신 호칭 부분이 시청자가 불편하다고 느끼신다면 수정해야 하는 것이 맞

고요. 다만 단순히 상품의 정보만 전달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같

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고객들이 조금 더 즐겁게 쇼핑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

고 다양한 포맷으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능과 같이 즐거운 느낌이나 

드라마 같이 극적인 요소들을 넣기도 하는데요. 다만 보시는 분들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

는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라는 호칭도 같은 개념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러

한 단어들을 유형화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시청자위원회 :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표현들이 과도하게 

누적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

다. 

• 방송사 : 너무 편한 호칭이 반복되면 상품에 대한 설명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

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방송사 : 케이스에 대한 부분도 말씀 드리면 요즘 화장품들이 케이스에도 고급화 전략을 

보이곤 하는데요. 이 상품은 그런 상품에 비해 심플해서 그런 모습을 극복해보겠다는 의미

에서 그런 멘트를 한 것 같고요. 시청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방송사 : 11월 회의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시지 못한 

위원님들께는 주제와 일정 안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폐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