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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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다양한 방송인 출연한 시도 좋았음.
서울 SO 3사
1

(서초,동작,관악)
22. 07. 22.
대면회의

다른 방송보다 재밌게, 지역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음.
타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지역 정보를 통해 보다 사실적으로 느껴짐.
- 줌인 주민센터 관련 주민센터 제보를 받고 HCN에서 필터링한 다음
지역별로 배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지역에 많은 기관들이 있으니
다양한 소식을 모아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음.
- 지방선거 HCN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와 일치하여 매우 놀라움.

충북SO
2

22. 07. 28.
대면회의

타 매체에서 소외된 기초 단위 선거에 대해 HCN이 다뤄줘서 알권리
충족. 주목받지 못한 부분까지 조명하는 지역채널 역할 중요.
- '나는 사장이다'는 지역 자영업자들의 성공담을 전하며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희망을 줌.
- 인터뷰물에서 출연자에 따른 편차 없도록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함.
-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 겪는 지역 대학에 대한

금호, 새로넷 SO
3

22. 07. 21.
대면회의

경북 SO
4

22. 07. 20.
대면회의

홍보와 함께 지자체까지 참여해 문제, 대안 짚는 프로그램 기획 필요.
- 어르신들의 추억을 돌아보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청춘캠프'는
출연자, 시청자 모두 의미있을 듯함.
- 기초 단위까지 다루는 선거방송 우수. 당선자들의 활동도 계속해서
다루며, 면밀히 살펴 보도하길 바람.
- 지역 인구 감소로 지역대학, 청년 지키기가 매우 중요. 청년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해주길 바람. 청년층의 흥미 유발하는
콘텐츠 개발 바람.
- 포항제철중 배정 논란 관련 신속한 취재 돋보임. 후속 취재 요청.
- 지역 축제들의 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각종 행사와 HCN 시너지 필요.
- 지방선거 시청률, 여론조사 등 대내외 공신력 향상 축하, 기대.
- 문자뉴스는 지방선거 기간 후보 검증과 선택에 매우 유익했음.

부산 SO
5

22. 07. 11.
대면회의

- 6월 20일자 사회공헌 '츤데레밥상' 인상 깊었음. 후속 보도 요망.
- '부산연구소'에서 지역의 이슈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기 바람.
- 연제구 장애인 전동충전기 설치 뉴스의 경우 추가 정보를 통해
지역에 실질적 도움 되길 바라며, 장애인 인터뷰는 추가되어야 함.
- 미니 대담의 경우 출연자 따라 결과물 차이 큼. 자연스런 연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