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분기 시청자 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HCN에서는 시청자 선택권 제고 및 시청자 보호를 달성하고자 시청자 및 시청자 단체, 학계, 유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청자위원회'는 채널 개편, UI(User Interface) 및 UX(User Experience) 개선, 채널 및 상품/요금
의 다양성, 가입/해지에 관한 사항, 방송 화질, 그 외 당사 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과 개선사항 요
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며, 회사는 시청자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방
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객분들께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지역채널 시청자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 의견수렴 결과
구분

SO/시행일시

의견 요약
1) 신규 출시한 무비원 상품은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영화 개봉이 많아지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상품 선택지를 넓인 좋은 시도로 판단됨

서울3사
1

2) 금액 역시 적정수준의 요금으로 책정되어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임

(서초, 동작, 관악) 3) 소외계층과 전국에 있는 소규모 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신규 CSR*활동이
06.15~06.30

기대됨.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HCN의 지역사회 환원 의지가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함
*CSR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1)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드라마/콘텐츠를 큐레이션하여 VOD 홈화면에
제공하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판단됨. 트렌드 이외에 연령별로 즐길 수

2

충북
06.24

있는 콘텐츠를 배치하여 UI를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
2) 새롭게 시행하는 CSR 활동들은 지역 케이블 방송사의 특성을 잘 살린 활동
이라고 생각됨.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보하길 바람
3) 지역내 상생의 일환으로 단체 아파트 대상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을 위한
행사 등을 통하여 지역민과의 상생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
1) 지방선거 관련 보도 활동이 유달리 많은 사유에 대한 질의

영남
3

(새로넷, 금호)
06.21~06.28

▶ 지역 방송 케이블임에도 불구하고, 타 방송사(공중파 등) 대비 선거 관련
보도 활동이 저조하였음을 확인하여 금년을 기점으로 자체 선거 관련
보도 활동이 강화될 예정임
2) KT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KT의 독점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점이 좋음
양질의 VOD 및 독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길 바람

1) 지역 의료기관, 지역 사회 복지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역상생 활동을 해주길 바람

4

경북
06.30

2) 선거방송 중계를 보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의견. 시의원, 도의원 등 지역 선거방송 중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람
▶ 제작장비, 보도장비, 인력 등 지속적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KT 그룹 편성 이후 보도제작 측면에서도 투자를 늘릴 계획
1) VOD를 하루에 몰아보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VOD 무제한 일일권 등의
상품이 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5

부산
06.22~06.29

2) 트렌드를 반영하는 UI구성은 좋은 것으로 보이나, 중장년층을 위한 콘텐츠
큐레이션도 제공해주기를 바람(성인가요, 골프, 중국 드라마 등)
3) 신규 진행하는 CSR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내 장애인들 지원 관련 활동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더욱 바람직한 활동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
4) 부산 外 지역 먹거리(맛기행, 맛집 소개 등)의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를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