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19년 12월 19일(목) 14: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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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석 인원 : 15명 

방송사 

지원담당 (확인 :           ) 

방송제작팀장, 무형팀장, 심의파트장 

심의파트 허유강 파트너, 미디어마케팅팀 이미라 파트너 

위원회 

이재호 위원장 (확인 :           ) 

이성엽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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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저는 뮤지컬 티켓 판매방송을 봤습니다. 실제 연습실을 보여주는 영상은 

생동감 있었고 뮤지컬의 느낌이 잘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기존 홈쇼핑 방송에서 주로 보

던 방식과 다르게 토크쇼 분위기의 신선한 느낌도 좋았습니다. 실제 배우들이 참여해서 

볼거리도 많았던 것 같았고요. 다만 중간에 게스트 멘트에서 “인기 있는 공연은 많은 분

들이 덤비시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방송에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리고 방송에서 단독혜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타 홈쇼핑에서도 진행했던 방송이어서 어

떤 혜택이 단독이었는지 보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말 연시 

공연이라 좌석확보가 중요하다고 안내하는 만큼 좌석 배치도가 있었으면 선택하는데 더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 방송사 : 새로운 형태의 방송을 진행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양하

고 차별화된 방송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게스트 멘트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쇼핑호스트에 비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바른 표현을 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단독 혜택 표현은 타 채널에서 제공되지 않는 커피 쿠폰

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석 배치

도는 사전에 준비했었지만 제작 단계에서 시간 관계상 노출하지 못했습니다. 주신 의견 

반영해서 다음 제작 시 좌석 부분까지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저도 이 방송을 봤는데요. 형태는 생소했지만 이 티켓을 사야겠다는 생

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특성과 포인트가 특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 시청자위원회 : 서울에서 진행되는 공연 티켓을 전국 단위 방송에서 판매하면 지방에 거

주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시청해도 구매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문화 콘텐츠 방송은 지역

적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 공연이나 지역적인 특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시청자위원회 : 기존 홈쇼핑 방송 시청자들이 생소해할 수 있는 뮤지컬 방송은 커뮤니티

나 SNS 같은걸 활용해서 고객은 유입시키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방송사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진행된 형태의 방송이다 보니 부족한 부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방송을 지속할 계획이 있으며 말씀 주

신 내용들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도 염두에 두도

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저는 음식물 처리기 방송을 봤는데요. 1회 최대 500g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좋았습니다. 다만 작동 시연 중 투입구에 손이 닿지 않게 하

려고 조심하는걸 보니 혹시 작동 중에 손을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안전

에 대한 걱정이 경감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방송사 :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처리량을 알 수 있도록 샘플을 전시하였으며, 추후 제작 

시 안전에 대한 걱정을 경감 시킬 수 있도록 도구를 이용한다거나 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저는 최근에 신세계쇼핑 방송을 보면서 다른 홈쇼핑에 비해 여행상품 방

송이 조금 적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 방송사 : 최근에 개별 여행이 증가하고 패키지 여행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과

거에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행사의 부도 사례도 있어서 조금 더 검증되고 만족

도 높은 상품을 기획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비해 다소 적게 방송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상품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그럼 이것으로 12월 정기회의를 마치고요. 1월 회의는 15일 수요일에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폐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