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19년 11월 14일(목) 14: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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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석 인원 : 13명 

방송사 

지원담당 (확인 :           ) 

방송제작팀장, 패션팀장, 심의파트장, 패션팀 송신영 파트너 

패션팀 이영제 파트너, 심의파트 허유강 파트너 

위원회 

이재호 위원장 (확인 :           ) 

박을종 위원, 서원태 위원, 이찬구 위원 

장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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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울 캐시미어 윈터 재킷 방송을 봤는데요. 우선 제품도 좋아 보이고 가격

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설명하는 쇼핑호스트의 주관적이고 추

상적인 형용사 표현이 빈번해서 제품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

고 어떠한 이유에서 프리미엄 블랙 라벨로 분류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프

리미엄 라벨이라 좋다, 블랙 라벨이다 라고만 이야기해서 공감대 형성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인 느낌보다는 차분하게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

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방송사 : 홈쇼핑 특성상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살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간접 체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쇼핑호스트 본인의 느낌을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런 느낌을 전달하

려고 했으나 다소 과장되게 표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재나 착용감에 대해서 직

접적인 설명에 집중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송사 : 말씀하신 블랙 라벨은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으로 고급소재가 들어간 제품이라

는 내용으로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는 혼용률이라든지 제품의 부연 설명과 함께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저는 남성 리버시블 다운코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톤과 분

위기가 클래식하고 안정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운코트’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다운’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방송에서 쇼핑호스트가 ‘따운’이라고 멘트를 하시더라고

요. 업계에서 주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분위기가 따운됐다’ 처럼 



부정적인 것 같은, 조금 어색한 느낌이어서 ‘다운’이라는 멘트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을 했고요. 그리고 2-way 상품을 설명하면서 ‘어차피 남성분꺼 많이 사주실 거 아니잖아

요.’ 같은 멘트는 주부가 타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남성 제품인 만큼 남성의 구매를 유도

할 수 있는 멘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멘트 중에 ‘라인이 솔리드하게 떨어진

다.’ 같이 어색한 외래어나 과도한 전문 용어는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전문적인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받아 드릴 수 있는 표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방송사 : 말씀하신 것처럼 ‘따운’이라는 부분은 조정을 해야할 것 같고요. 외래어나 전문

용어 부분도 지양하고 습관적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남성 제품의 경우에도 남성

분들이 직접 구매하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여성 고객이 더 많기도 하고 실제로 여성 고객의 

구매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남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멘트 

말고도 중간중간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멘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절한 비중으로 소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어차피 남성분꺼 많이 사주실 거 아니잖아요.’라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두 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그리고 저는 코트 방송을 보면서 무게감이 궁금할 때가 있었는데 방송에

서는 무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가끔 경량은 무게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도 하는데 코트는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표현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 방송사 : 말씀하신 부분들도 방송에서 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그럼 이것으로 11월 정기회의를 마치고요. 12월 회의는 19일 목요일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시지 못한 위원님들께는 일정 안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

니다. 

- 폐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