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분기 지역채널 심의 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당사 지역채널심의위원회는 서울(서초, 동작, 관악), 충북, 영남(금호, 새로넷), 경북, 부산 등
5개 권역에서 각각 구성되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재허가 조건에 명시된 대로 당사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총 5~6인으로 구성된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시청자분들께 최고의 콘텐츠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지역채널심의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견수렴 결과
구분

SO/시행일시

의견 요약

- HCN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중요한 역할 기대. 지역민 생활과
서울 SO 3사
1

(서초,동작,관악)
22. 04. 18.
대면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기 바람.
- 대선 속 소외될 수 있는 서초구 국회의원 선거를 자세히 다룸.
지역 국회의원 선출 이슈와 토론, 선거방송 등이 세심히 공유되었음.
- HCN과 함께 코로나로 침체된 문화 행사 등이 활기를 되찾고,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주는 방송 콘텐츠 생산 기대.
- '리얼토크 한판' : 정제된 언어 사용 권고. 시청자 배려 필요.

충북SO
2

22. 04. 21.
대면회의

- 5일장, 시골장터 등 탐방으로 생활 밀착형 콘텐츠 제작 기대.
- 지방선거 전 기초 단위 후보자까지 검증하는 지역언론 역할 중요.
- 건실하고 유망한 지역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바람.
-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콘텐츠 확대 필요.
- 청소년 직접 참여 또는 그들에게 이슈 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제안.

금호, 새로넷 SO
3

22. 04. 13.
대면회의

경북 SO
4

22. 04. 14.
대면회의

- 지상파, 종편 등이 하지 못하는 틈새 콘텐츠 제작 필요.
- 문자뉴스를 통해 편하게 지역 소식 접할 수 있어 긍정적.
- 지방선거 관련 중요 콘텐츠는 생방송, 재방송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역민들에게 많이 노출하고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제작 요청.
- 지역 내 HCN 영향력 확대. 지상파와 차별화된 다양한 시도로
지역채널 품격 더욱 높이길 바람.
- 커머스방송-로컬크리에이터 연계 지역 문화, 관광 차별화 시도 필요.
- 지방선거에서 기초 단위에 대한 공약 점검, 후보자 검증 등 중요.
- 경북교육뉴스 등 타깃층 확실한 뉴스 공략 돋보임. 보다 활성화 응원.
- 경북 동해안과 연계한 커머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바람.
- 교육에 대한 지역 관심 반영한 콘텐츠, 토론회 등 제작 제안.
-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정책 확대 중. 관련 콘텐츠 생산 중요.

부산 SO
5

22. 04. 22.
대면회의

- 뉴스의 지역밀착, 골목상권. 미담 등 아이템 좋으나 지역민이
더 많이 출연하는 지역 참여 방송되길 바람.
- 지역신문과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 낼 수 있는 방안 강구 요청.
- 뉴스 아이템 대다수가 정치, 사회임. 문화 아이템 확대 제안.
- 젊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는 유튜브 연계 콘텐츠 제작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