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2. 2.23(목) 15시

주요 논의 내용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의결
2. 지난회의 모니터 내용에 대한 회사측 답변
3. 위원회 논의 내용
▲ 프라임타임
- 프라임타임이 중요, 프라임타임 시간대 재조정 필요, 실시간 속보의 강점을 살려
라이브 초대석 편성해야(홍승용, 김정연, 최종준, 한박무 위원)
▲ 시청률
- 현장 중심 생중계, 타 방송사와의 차별화 노력으로 시청률 상승 중
▲ 실시간 뉴스 자막 처리
- 자막으로 실시간 주요뉴스를 소개한 것은 인상깊음(홍승용 위원)
▲ 뉴스 채널의 광고 방영
- 뉴스 중 광고 방영 시간이 너무 빨리 도달하는 건 문제(임영호 위원, 박영상 위원
장)
- 공정 보도와 광고수주 둘 다를 고려해야(이상목 위원)
▲ 기획보도 강화 필요성
- 사전 기획보도를 강화 보완해 나가야. 특히 여수 엑스포 등 국내 빅뉴스에 대한
기획보도 필요(홍승용 위원)
▲ 홈페이지, 인터넷 서비스 개선 필요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사용자 편의 고려 필요(임상혁 위원)
- 프로그램별 다시보기 제공 필요(한박무 위원)
▲ 스마트TV 시대 대비 필요
- 실시간 뉴스를 잘 포장해 스마트TV 시대에 대비해야. 또 소셜네트워크를 중요하
게 고려해야 할 것(이상목 위원)
- 50~60대 남성 외 새로운 수요층을 찾아야(이상목 위원)
▲ 프로그램 보완 필요
- ‘취재뒷마당’, ‘찾아가는 뉴스’, ‘포토뉴스’ 디테일을 보완해 나가야. 사진이 잘리는
것은 신경써야.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좋으니 내용을 보완해 나가야(김정연 위원)

▲ 앵커, 기상캐스터 복장
- 현장성 강조한 의상으로 신경써야(김정연 위원, 차경애 위원)
▲ 사회적 소수자 배려 필요
-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화면 해설을 수화
로 제공하면 좋을 것. 소외 계층 배려 방안 필요(이석구 위원)
▲ 글로벌 뉴스의 강점 살릴 필요
- 잠재력 있는 글로벌 분야의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 펀 요소 추가도 좋을 것(한
박무 위원, 차경애 위원)
- 국제뉴스의 폭넓은 인력풀을 활용, 뉴스 꼭지의 역동성, 입체성을 살릴 필요(김경
모 위원)
▲ 재방 비율 낮추고 콘텐츠 차별화 필요
- 콘텐츠 차별화와 토일 주말 재방률 낮춰야(한박무 위원)
▲ 자막 개선 필요
- 자막이 혼란스러워 보여 정리 필요(박영상 위원장)
▲ 선거 보도 방식 개선 필요
- 경마 보도식 선거 보도가 아니라 과정도 중요시 여기는 선거 보도가 필요. 시민들
이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할지 이슈를 알려야. ‘격전지, 혈투, 전투’ 등 용어는 바
람직하지 않음(박영상 위원장)
- 선거 보도의 청서, 백서 작업 등을 통해 노하우 확보하고 철저히 준비할 필요(김
경모 위원)
▲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
- 디자인 색상 자막 화질 등 모든 면에서 방송이 많이 안정돼 가고 있음(홍승용 위
원, 임상혁 위원)
▲ 기타
- 정보, 사회적 지식, 공지사항 등이 합쳐져야 좋은 뉴스. 뉴스와이 뉴스는 다소 단
조로움(박영상 위원장)
- 지방 관련 프로그램, 인터뷰 프로그램도 보완 필요(한박무 위원)
- 스포츠에 할애하는 시간 많아질 필요(최종준 위원)
- 한쪽의 입장만 인터뷰하거나 멘트를 그대로 따와선 안됨(임상혁 위원)
- ‘북한은오늘’ 기자 멘트의 속도 조절 필요. ‘글로벌Y’ 음향 개선 필요. 상충되는 내
용의 보도는 신경써야. 이슈토론은 토론이 아니라 인터뷰 같은 느낌이 들어 아쉬
움. 정치권의 공천작업 관련 보도에서 여야를 공정한 입장에서 보여줘 좋았음.
‘사람들’에서 다문화 가정 사례를 소개해 다문화 가족들이 많은 용기를 얻었을
것.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사례를 앞으로도 발굴했으면 좋겠음. (차경애 위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