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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1장 서론：연구배경 및 KTV의 위상
□ 디지털기술의 혁신적 발전, 미디어콘텐츠 수용자의 욕구변화에 따라 미디어
네트워크는 유선통신망에서 무선통신망으로, 음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정보
를 제공하는 데이터 통신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콘텐츠 간,
네트워크간, 서비스간, 산업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 KTV는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새로운 목표와 기능을 재정립해
야 할 상황이며 특히 디지털 방송영상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콘텐츠의 제작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KTV의 영상 콘텐츠는 수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각각의 신규 디
지털 플랫폼의 콘셉트에 맞는 하드웨어 맞춤형 디지털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야 한다. 특히 그동안 국정홍보처의 정책고객서비스(PCRM：Policy Consumer

Relationship Management)체계에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채
널로서 오랫동안 그 역할을 수행해 온 KTV는 TV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형식
에 맞는 콘텐츠의 개발과 제작이 필요하다. 더욱이 기존의 영상중심의 콘텐츠
와 문자, 그림 등의 콘텐츠를 어떻게 혼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구성이 필요하
다.
□ 나아가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 환경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디지털 방송영상
제작기반 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의 강화가 KTV에게 절
실하게 요구되어 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가의 정책 홍보채널로서

KTV의 장기적 전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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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홍보채널 KTV는 지난 1995년 3월 방송을 시작하여 다양한 유료매체를 이
용하여, 국정정보를 제공하고, 국정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채널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KTV의 국정홍보활동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통해 정부정책을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공공채널로서 프
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다. 둘째, KTV는 정부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보존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KTV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
한 협조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2장 방송환경 변화와 KTV 변화의 필요성
□ 방송과 통신의 융합(DMB, IPTV), 유선과 무선의 융합(WiBro, HSDPA) 등 이종
산업간 가치사슬의 해체와 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산업,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TPS(Triple Play Service)1), QPS(Quardruple Play Service) 등 방
송과 통신의 속성을 모두 가진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디지털 컨버전스와 뉴미디어 플랫폼의 진화

1) 인터넷 전화(VoIP, Voice of Internet Protocol), 초고속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단일 회선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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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 시장은 일원적인 지상파 환경에서 케이블, 위성 등 다채널․다매체
시대로 접어든 이후, 이른바 방송통신 융합에 의해 비방송 영역이 서서히 주체
로 등장하고 있다. 즉, 국내외 할 것 없이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해 방송사간 경
쟁은 물론이고 통신,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계가 모호한 방
송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박조원, 2007).
<표 1> 세계 디지털 방송영상시장의 규모 및 전망
(단위：억원)

2004년

전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성장률(%)

99,180 120,607 141,308 163,599 187,912 211,658 236,003

14.4

디지털방송

49,153

58,676

67,414

77,112

87,593

98,985 110,051

13.4

DVD

42,382

51,907

60,370

67,539

74,561

81,179

88,287

11.2

IPTV

443

943

2,201

4,545

8,016

11,156

14,378

72.4

7,202

9,081

11,324

14,403

17,742

20,339

23,287

20.7

애니메이션

자료：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6.12),『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

□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유선과 무선
의 통합, 방송과 통신의 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단말기의 통합 등이
급속히 전개됨에 따라 콘텐츠의 속성도 장르간, 영역간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
다. 다시 말해 방송‧통신 융합시대 콘텐츠 속성은 플랫폼에 따라 소비자가 세
분화 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플랫폼과 단말기의 특성에 맞는 ‘멀티유저(Multi

User), 멀티 트랜스포메이션(Multi Transformation)’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방향
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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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콘텐츠 양식의 변화

□ 콘텐츠 양식의 변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콘텐츠의 재이용성(reusability) 확대
와 복합화(fusion)이다. 콘텐츠의 융합화로 콘텐츠의 재이용과 융복합화
가 가속화되고 있다. <반지의 제왕>과 같이 영화의 개봉과 동시에 동일
시나리오(콘텐츠)에 기반한 게임, 만화, 음반의 동시 발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콘텐츠의 복합화도 융합시대의 도래에 따
른 또 하나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에듀테인먼트’나 ‘게임 속 광고

(Advertising in game)’, ‘혼합현실 기반 애니메이션’,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한 ‘패키지 콘텐츠’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 3] 미디어, 서비스, 콘텐츠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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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들의 방송시장 진입과 함께 케이블 영역에서는 MSO와 MPP의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CJ와 온미디어를 중심으로 대기업 자본과 지상파 사업자의 자회
사들이 기존의 프로그램 재전송에서 나아가 자체 프로그램 제작과 검증된 해
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면서 MPP의 경우 시간대에 따라 지상파의
시청률을 빼앗아 오는 자체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MPP의 성장은
권력화된 채널을 등장시키면서 기존 일반 PP들의 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
황이다. 이에 공공채널로서 법적 근거가 다소 약한 KTV의 경우 언제든 의무편
성되는 공공채널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제기된다.
□ 현재 디지털 지상파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디지털 케이블TV, 위성DMB, 지상
파DMB, IPTV, 모바일TV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서비스
의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
미디어콘텐츠 수용자의 욕구변화에 따라 미디어 네트워크는 유선통신망에서
무선통신망으로, 음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통신네트워
크로 진화하고 있다. 네트워크에 디지털 기술, 광대역 기술, 양방향 기술 등이 적
용되면서 통신망, 방송망 등이 고도화, 광대역화, 양방향화로 진전되고 네트워크
의 융․복합화로 인해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 방통융합구도와 진화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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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방송의 경우 2012년을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으로 정해놓고 단계별 투
자 확산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케이블 SO 역시 최근 DV라는
공통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디지털 방식으로 출범한 위성방송과의 경쟁에서 살
아남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PP의
경우 열악한 자본의 문제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KTV
역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인 투자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KTV의 연차별 방송장비 디지털화 추진계획
구분

2007

2008

2009

2010

■■■■■■■■■■■■■■

주조정실 시스템

추 스튜디오 부조정실 ■■■■■■■■■■■■■■
진 디지털 편집시스템 ■■■■■■■■■■■■■■■■■■■■■■■
내
디지털 중계차
■■■■■■■■■■■■■■
용 취재용 촬영장비 ■■■■■■■■■■■■■■■■■■■■■■■■■■■■■■
인터넷 장비 등
총사업비：190억원
디지털화율

■■■■■■■■■■■■■■■■■■■■■■■■■■■■■■
26억원
27억원
64억원
73억원
70%
75%
87%
100%

□ 한편, KTV시청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가 7점 만점에 4.7점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TV
가 정책홍보방송으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한편, 공무원집단에서는 ‘어떤 정책을 보다 잘 알기위해’라는 항목이 4.6점
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TV가 국민 뿐 아니라 국
가의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정책이해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방
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KTV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조사되었는데

KTV는 ‘정부를 위한 방송’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시청자에게 아직도 상존
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국가정책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외에 프로그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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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형식이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었다. 다시 말해 KTV는 그동안
정책홍보방송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지만 아직도 시청자들의
인식 속에는 KTV가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채널’이 아니라 ‘정부
의 입장에서 정책을 홍보하는 방송, 정책을 다루는 다소 지루한 방송’의 이미
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1995년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KTV의 역할이 전문정책방송으로 변화한 것이

2004년임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시청자들에게 확고한 채널인식과 기억에 남을
만한 대표프로그램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못한 방증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방송환경의 변화와 향후 방송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 속에서 KTV가 본연의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차원 높은 전략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KTV는 국정 뉴스 카테고리에는 각 부처별 뉴스가 주 1회, 20분 정도 편성되
고 있으며, 오전, 오후, 저녁 시간대에 따라 국정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뉴스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정책 이슈 관련 프로그램은 매일(평일기
준) 청와대와 각 부처의 정례브리핑을 중요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생중계하
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정책 관련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일반인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해설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KTV의 프로그램이 시청자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별로 제작된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프
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제작에는 용이하지만, 이를 시
청하는 시청자들에게는 특정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아니라 각 부처
의 단편적인 정책내용이 방송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또한 KTV
의 프로그램 구성전략인 이른바 'raw-material‘전략에 의거 대부분의 프로그램
이 정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견이나 예상되는 문제
점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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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에도 불구하고 KTV는 아직까지 정책전문방송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시청률보다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책전
문방송으로 전환한 뒤에는 일반적인 시청자의 주목을 받은 프로그램이 상대적
으로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전문방송으로서, 공공
채널로서 KTV에 대한 평가에 시청률을 이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
만 프로그램 시청률은 프로그램의 주요 시청자층을 파악하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편성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청률의 부침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KTV 조직은 2007년 10월 기준으로 정규직 공무원이 115명에 불과하고 비정규
직이 85명에 이르고 있다. 국정홍보 채널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토대
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
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인력이 전체 인력의 42.5%를 차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KTV가 현재의 인력구조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는 여
의치 않다. 때문에 KTV가 국고에 의존하는 공공채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
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인력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KTV위기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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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KTV 위상 및 기능 재정립
□ KTV는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의 국정참여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민간의 쌍방향 대화 통로를 구축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 균형성, 참여성이라는 편성원칙 하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방송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
며 특정계층 및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으며,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아리랑TV, YTN등과의 조직체계를 비교한 결과 KTV의 경우 현재 국가정책에
대한 방송프로그램과 국정뉴스를 제작하는데 중점을 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
다. 국정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조직구조
의 적합성여부는 내부적 측면이 아닌 외부적 측면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 KTV는 국정정보의 신속성, 심층성 외에 다른 가능성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판
단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KTV는 많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채널은 아니다. 때문에 국정에 대해 궁금한 시청자들이 KTV에 찾아와 이를 해
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아카이빙의 기능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영상기록 보존 및 활용의 주체로서의 KTV만의 독특한 기능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대한뉴스와 예전 문화영화 등의 보존 및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
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KTV가 시청자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단기적 설득과 더불어 장기 전략이 중요하다.
□ 조직인력 측면에서 KTV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이 자신의 능
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분적인 안정에서부터 제작여건에 이르기까
지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KTV는 방송제작 업무비중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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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하루 20시간 방송을 유지할 수밖에 없
는 상황(국회방송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하루 16시간 방송)
이다. 따라서 질 높은 국정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
을 보강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직무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요청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프로그램 측면에서 KTV의 편성정책은 국정이슈에 대한 뉴스와 그에 대한 심
층분석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KTV는 YTN
과 같은 뉴스전문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 교양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적인 뉴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KTV는 뉴
스전문채널에 비해 전문성이나 접근성이 낮다고 시청자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
으며, 특히 ‘한국정책방송’이라는 채널모토는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이 외면하
였던 정권의 홍보방송 이미지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
으로 보도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홍보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다.
□ 재정적인 측면에서 경우 국고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KTV는 상대적으로 다른
채널에 비해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KTV
가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인력운영 등에서 방송사로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미국은 상업방송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별도로 공공채널을 두게 함으로써 텔레
비전의 사회적 효용 가치를 높이고 있다. 1967년 미국의 공공방송법(Law of

Public Broadcasting)에 따르면 공공(public)이란 국고 보조금의 지원으로 운영되
는 비상업적 속성과 공공 방송국들에 대한 시청자의 광범위한 요구의 반영이라
규정하고 있다. 공공방송법에서는 지상파 텔레비전의 공공성 개념이 케이블 TV
에도 원용되어 케이블 TV 사업 승인 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채널
을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상파 공공방송(PBS)과 함께 케
이블 TV 액세스 채널, 의회채널(C-SPAN)이 공공채널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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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Channel 4도 전형적인 공공채널이다. Channel 4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를 위해 상업방송(1TV)과 상호 재정보증 시스템(Levy)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
다. 영국 방송법(1990) 제 25조에서 Channel 4에 대한 편성관련 사항을 명시하
고 있다. Channel 4는 상업방송에서 제공하지 않는 취미와 관심에 호소하도록
적정 비율의 방송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혁신과 실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Channel 4
는 공공방송으로서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고, 편성시간대를 고
려하여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고품질의 뉴스 및 시사 프로그
램에 역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독립 제작사의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방영해야 한다.
□ 독일의 개방채널은 상업방송의 허가에 따라 1983년에 등장하였다. 개방채널은
해당 지방 주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채널이다. 개방채널은
모든 시민에게 미디어 접근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재원은 국가 방송협약 제29조에 따라 수신료의

2%를 주미디어청이 받아 이중 일부를 개방채널에 지원하고 있다. 설비의 이용
과 방송은 선착순 원칙에 따른다. 제작자는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저작
권을 갖는다. 개방채널의 프로그램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이고 개혁적이
며 참여적이다. 따라서 계몽적이고 보도 중심적인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
하며 오락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 캐나다는 1977년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진행과정을 세계 최초로 TV 중계를
시작하였다. 1979년에 CBC(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에 국회 방송 독
점권을 부여하여 전국 유일의 연중 24시간 장시간 프로그램의 공공 현안 문제
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공공채널이다. 그러나 의회중계는 각 케이블

TV를 통해 이루어졌고 미국의 C-SPAN을 모델로 한 의회방송, CPC(Cable
Parliamentary Channel)는 1992년 케이블 사업자들에 의해 설립됐다. 1996년,
CPC는 CPAC(Cable Public Affair Channel)라는 의회중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는 공공채널로 바뀌었다. CPAC은 현재 종일 편성을 통해 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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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중계하며 국민들과 직접 관련 있는 공공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PAC은 3개의 오디오 채널 운영을 통해 3개 국어(영
어, 프랑스어 그리고 방송되는 지역의 언어)로 방송되며 방송되는 언어는 그
지역 케이블회사에 의해 선택되며, 대부분 그 주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방
송되고 있다.
□ 프랑스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국회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93년
처음 국회방송을 기획했다. 하지만 기획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으며 7년 만에
방송을 시작하였고 통일된 체제 기반을 형성하지 못한 채 하원 채널과 상원
채널로 분리된 두 개의 독립적인 채널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는 국회방송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동안 Canal Assemble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국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Canal Assemble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토
론을 그대로 중계하는 데에 그쳤다. 프랑스 국민들은 보다 다양한 역할을 하는
국회방송이 창설될 것을 원했다. 그러나 정부의 국회방송 개설에 대한 의지에
도 불구하고 국회방송 창설에 대해 하원과 상원의원 간의 팽팽한 충돌이 있었
다. 1999년 여름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국회방송 창설이 결정되었다. 이에 상원과 하원의 서로
다른 입장을 인정하는 개별적인 채널을 운영할 것을 허가하였다. 이 결과 하원
채널인 LCP-AN과 상원채널인 Public senat이 공식적인 국회채널로 탄생하게
되었다.
□ 이집트의 SIS(State Information Service)는 1954년에 설립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알리는 국정홍보 미디어기구이다. 현재 SIS는 내각의 기관이며 대통령과 내각
에 대한 제도적 미디어 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SIS는 정부의 활동을 알리고, 가
족계획, 환경 보호와 같은 정책을 홍보하는 등 국내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32개의 언론사를 관리하면서 국제 언론과 관련된 것
을 모니터하고 있다. SIS는 Foreign Press Center와 최근에 설립한 Cairo Foreign

Press Club을 통해 이집트에서 해외 기자들의 활동을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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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KTV 위상재정립 방향
□ KTV는 국정관련 뉴스와 관련 뉴스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 이슈를 심층 분석하
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타의 방송프로그램은 KTV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다. KTV는 주어진 예산 속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KTV를 알릴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육성하는데 집중하고 다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자체제작보다는 질적으로 검
증된 우수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판단된다.
□ 해외사례의 경우에서도 공공채널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제공하
는데 힘쓰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공공채널은 국민을
계도하고 이끄는 채널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KTV 역시 정부
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업무를 있
는 그대로 보여주고 국민들의 의견과 이를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을 서로 조화
시키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 2007년 말 제17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었다. 새로운 정부는 언론
정책과 관련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국정홍보처
의 기능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부가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
직까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가 아니지만, 국정홍보처가
폐지될 경우 KTV는 국정홍보처가 수행하는 기능의 일부를 인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국정홍보처 기능 중에서 KTV가 이를 흡수하여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KTV의 위상강화를 위한 전략을 세종시의 건립과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
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 5월 21일 행정도시의 명칭, 지위, 구역을 규정한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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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종시 조성과 더불어 미
디어센터의 건립도 검토되고 있다. 미디어센터는 정부부처 이관에 따라 미디
어를 대상으로 브리핑 룸 등 취재지원 및 정책홍보를 위한 공간 및 교육과 연
구 공간 등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세종미디어센터는 향후 건설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정부-언론-국민을 잇는 정책정보 네트워크로서 정책홍보와 프레
스센터 기능이 결합된 복합 미디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제
적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정부의 선진화된 모습을 첨단화된 정부채널

(KTV)을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위상 홍
보의 거점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제4장 KTV발전을 위한 5개년 과제
□ KTV의 안정적인 발전과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주요과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먼저 2008년은 KTV의 위상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이후 방송제도 및 체계 개선에 대한 논
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준비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6] KTV 역량강화를 위한 5개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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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에는 전년도의 방송위상 설정을 바탕으로 채널파워 증대를 위한 방송
콘텐츠의 개편과 진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KTV의 프로그램에 대한 구분을
통해 현재 KTV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핵심 프로그램을 설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노출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방법을 제안하
고자 한다.
□ 2010년에는 조직정비와 디지털 전환을 대비한 조직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특
히 직원의 위상강화를 통해 보다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여건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1년에는 방송 디지털 전환의 법적 시한인 2012년을 대비하
기 위해 방송디지털 전환을 대비한 방송 프로그램의 디지털 아카이브화를 추
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의 변화를 예측해보고 이에 적절한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을 위
한 창구효과(OSMU：One-source, Multi-Use)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5장 KTV채널 공급 플랫폼 확대방안
□ KTV의 플랫폼 확장 방안에 대한 전망은 한국언론학회 연구팀이 수행한 ‘2007
년 KTV 위상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긍정적인 의견과 부
정적인 의견이 나뉘어져 개진되고 있다. KTV의 플랫폼 확장에 대해 업계의 긍
정적 의견을 살펴보면, KTV는 성격 상 이동성이 큰 관계가 없지만 양방향성의
경우라면 어느 정도 확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과 KTV의 재원이 공적인
자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매체에 따라 접근이 차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KTV의 급선무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에 진출하기 위한 무분별한 투자(제작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
양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KTV의 경우 플랫폼의 확대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 가는 것은 당연하지
만, 신규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은 좋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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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위
한 투자보다는 기존의 플랫폼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한 축을 이룬다.
□ KTV가 신규 플랫폼에 진출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하여 ‘2007년 KTV 위상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업계에서는 통신, 방송사업 경험이 있
는 실무진과 관련 의사 결정이 용이한 경영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방송서비스
의 뉴미디어 진출을 위해서는 방송위원회 등의 법적·정책적 제도화가 가장 중
요하다는 의견,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해야 신규 플랫폼 진출 시 성공할 수 있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2007년 KTV 위상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유관기관의 경우

KTV가 신규플랫폼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더불어, 신규
플랫폼에 진출할 경우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을 강조하고 있다. 즉, 디지털 미디어에 적합한 정책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내
용과 형식/포맷), 다양한 뉴미디어와의 공동기획, 공동제작, 공동 이벤트, 공동마
케팅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적 기반으로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는 방송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공공채널(KTV 등)을 송신하고 있기 때문에

IPTV에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국회에 상정예정인 “인터넷미디어방송
사업법(안)”)에 방송법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6장 결론
□ KTV는 정책제안, 정책수립, 정책시행, 정책 평가라는 국정기능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포털로서의 채널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KTV는 언론이 다루지 않거나 다루지 못하는 정부정책
의 입안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대로의 사실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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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매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 국정홍보는 말 그대로 국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
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정부의 입
장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
이 있어 왔다. 다시 말해 국정홍보를 정권홍보라는 용어와 등치시켜, 과거 정
통성을 갖지 못한 권력이 언론과 국민의 여론을 장악하려는 시도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이다.
□ KTV가 추구해야 할 국정홍보의 목표에 따른 세부적인 실행방향은 국정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능(신속성, 정확성)과, 정책이 수립되
고 집행되는 과정의 전반을 정책대상이 되는 현실과 맞물려 있는 그대로 국민
들에게 보여주는 기능(사실성, 심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다른 장르의
방송프로그램은 이러한 국정홍보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머문
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KTV의 조직과 인력은 신속한 국정뉴스의 전달과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적이고 심층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집중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정책분야별 전문적인 제작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의 경험
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각종 교육과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뛰
어난 역량을 발휘하였을 경우에 이를 더욱 장려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후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 시청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용어가 이어지는 정책이슈보다는 현실에
서 그것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가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
시 말해 정책이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거나 문제되는 현
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시청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대한
정책담론에 치우치기 보다는 사소하지만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슈를 추적하고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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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정책프로그램이 반드시 딱딱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작될 필요
는 없다. 텔레비전 매체의 속성은 정보제공과 더불어 오락기능을 제공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매체특성을 KTV도 십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제
작형식에 오락적 기능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 KTV의 변화된 위상과 콘텐츠를 시청자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KTV 채
널과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홍보의 대상은 일차적
으로 정부부처의 공무원과 정부유관기관 인사, 학계나 연구기관 등이 바람직
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뉴스와 변화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네트워크 강화 측면에서는 케이블SO와 공동제작, 대정부 협력관계 강화 등을 고
려할 수 있다. 먼저 케이블SO의 경우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방
송프로그램 제작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블SO의 경우 해당 방송구역
에 관련된 지역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KTV가 국정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케이블SO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케이블SO의 지역채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정책이 각 지역에서 어떻게 실
현되고 있는지 공동으로 제작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KTV의 방송프로그램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SO와 KTV의 공동제작 협력체계는 이념적 차원에서 공익성
실현에 부합되는 것이며 실질적 측면에서도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교류를 통
해 인력과 비용의 절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제21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 따르면

IPTV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
에 IPTV사업자는 케이블SO, 위성방송 등과 달리 KTV와 같은 공공채널을 편
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런 점에서 KTV가 IPTV사업자에 채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PP와 마찬가지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여 IPTV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채널을 공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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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술의 혁신적 발전, 미디어콘텐츠 수용자의 욕구변화에 따라 미디어 네트
워크는 유선통신망에서 무선통신망으로, 음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
는 데이터 통신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 네트워크에 디지털 기술, 광대역 기술, 양
방향 기술 등이 적용되면서 통신망, 방송망 등이 고도화, 광대역화, 양방향화로 진전
되고 네트워크의 융․복합화로 인해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DMB, IPTV), 유선과 무선의 융합(WiBro, HSDPA)
등 이종산업간 가치사슬의 해체와 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산업, 서비스 및 단말
이 출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TPS(Triple Play Service)2), QPS(Quardruple Play

Service) 등 방송과 통신의 속성을 모두 가진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TV는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새로운 목표와 기능
을 재정립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디지털 방송영상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콘텐츠의 제작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때 방송과 통
신의 융합으로 인한 유비쿼터스 미디어 시대에 제작되는 영상 콘텐츠는 수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수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지향해야 한다. 기존의 방송과 통신이 지니
고 있는 특성에 쌍방향성과 이동성, 개인성이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정책방
송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뉴스, 시사 정보 등에 대한 수신자의 요청을 업로드 하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또한 KTV의 영상 콘텐츠는 수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각각의 신규
디지털 플랫폼의 콘셉트에 맞는 하드웨어 맞춤형 디지털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국정홍보처의 정책고객서비스(PCRM：Policy Consumer Relationship

Management)체계에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채널로서 오랫동안 그
역할을 수행해 온 KTV는 TV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형식에 맞는 콘텐츠의 개발과
제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존 아날로그 TV에서는 제공되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
서비스가 디지털 TV환경에서는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프로그램이 영상을 중심으
2) 인터넷 전화(VoIP, Voice of Internet Protocol), 초고속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단일 회선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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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제작 체계였다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영상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영상중심의 콘텐츠와 문자, 그림 등의 콘텐츠를 어떻
게 혼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구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 환경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디지털 방송영상 제
작기반 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의 강화가 KTV에게 절실하게
요구되어 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가의 정책 홍보채널로서 KTV의 장기
적 전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KTV가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정체성을 강화하
는 동시에 디지털시대 새로운 국가 홍보채널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방
송영상 강국 실현을 위한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한다는데 의미가 있
다.

1. 국정홍보의 개념
홍보란 공중과의 관계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특정 기관과 사회 사이의 이해관계
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H. M. Baus, 1966). 또한 홍보는 공중의 태도를 평
가하고 개인 또는 조직의 정책절차를 공익과 합치시켜 공중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한 활동계획을 시행하는 관리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공중과의 관계를 우호적으
로 지속시키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공중으로부터 호의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S. M. Cutlip & A. H. Center, 1982). 결과적으로 홍보는 홍보주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이나 공중의 지지와 호
응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홍보는 정부가 국민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입안 및 추진되도록 하기 위
해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이런 점에서 국
정홍보 업무는 문제관리, 마케팅 PR, 각종 정책 및 국가사업의 프로모션, 위기관리,
민의수렴 및 반영, 정책 수행에 따른 사전홍보, 국가 공무원들 간의 조직 내 커뮤니
케이션, 대외홍보, 정부신뢰회복, 국민의식개혁 캠페인, 언론관계 커뮤니케이션 등
그 범위가 다양하다(신호창, 1999,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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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가정책은 정책의 형성, 입법, 집행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홍보는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국
민들의 무관심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편견을
극복하는데 기여한다. 국민들은 국가정책에 편견을 갖기 쉬운데, 국정홍보는 편견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응하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전술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정홍보는 단순히 정부정책을 선전하거나, 일
방적으로 정부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과 진정한 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
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홍보는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정
책수행 홍보전략을 구상하며, 정책발표 전부터 홍보사업을 시작해 국민들에게 정책
에 대한 인해를 구함으로써 정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홍
보는 작게는 정책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책운영 능력이며, 크게는 정책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국가경영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1> 정책홍보의 정의
연구자

정책홍보의 정의

이준일
(1993)

공시(publicity)나 기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공중과의 관계를 증진시키
기 위한 일로서, 기업이나 공공 조직이 자신들의 활동이나 정책을 공중
에게 알려주어 관계공중의 호의적인 여론이안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길근진
(1999)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설득하거나 설득을 위해 정보를 조작하지 않고 공
공이익을 위해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협조,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활동

신호창
(1999)

국가의 대내외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입안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두원
(2005)

민주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으로, 민주주의가 동의(agreement)와 참여
(participation)의 순환과정이며, 민의의 전달, 지지의 공학을 필요로 하는
정치체계라고 할 때 민주정부는 상호교류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관리
하는 홍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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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국정홍보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 국정홍보는 1948년 해방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국
정홍보는 정부시책, 법률, 대통령 발표사항 등을 단순히 전달하는데 머물렀다. 이러
한 중계식 국정홍보는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일반적인 국정홍보 방식으로
고착되었다.
제3공화국에서 국정홍보는 집권세력이 일으킨 혁명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주지시
키고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
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원 사무처에 속해 있던 공보행정기구를 공보부로 승격
시켰다. 제4공화국에서 국정홍보는 경제성장 업적에 대한 대내외 홍보에 집중되었
다. 이러한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국정홍보 활동은 국민들에게 경제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정부의 실적이나 업적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왜곡된 진실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저항을 자초하였다는 평가를 받
기도 했다.
제5공화국에서는 군사정권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언론통제와 여론조작이
이루어졌다. 강압적인 언론탄압과 집권세력의 이념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
는 권위주의적 국정홍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이후부터 우리나라 국
정홍보는 이념선전이나 체제우월성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문화․스포츠․관광 등 실
리적 차원의 홍보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는 공보처를 재정
비하고 해외홍보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외형적으로 바람직한 국정홍보 체계가 구축
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보처가 언론통제기구로 인식되어 왔다는 여
론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로써 공보처의 국정홍보업무는 국무총리 공보실로 이관되
었고, 공보업무를 담당했던 110명의 인원은 26명으로 대폭 감축되었다. 그러나 1997
년 말에 시작된 IMF체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 그리고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높였다. 이에 1999년 5월 홍보기획국, 국
정홍보국, 분석국 등 3국 8과 2담당관 106명으로 구성된 국정홍보처가 신설되었고,
해외홍보원, 국립영상제작소, 정부간행물제작소가 국정홍보처에 이관되었다. 한편

1999년 5월에는 국립영상제작소와 정부간행물제작소가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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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었으며, 2004년 8월에는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의 간행물제작 기능이 국정홍보
처로 이관되고 영상홍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참여정부로 접어들면서 정책홍보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재기되면서 기존의
기획관리실과 공보실로 이원화되었던 정부 조직내 정책홍보기능을 통합하여 2005년

5월 중앙행정기관에 정책홍보관리실을 설치하여 부처별 정책홍보기능을 통합, 강화
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는 국정홍보처장의 주제로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참
여하는 국정홍보전략회의가 신설되면서 정부의 정책홍보를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시작한다. 이후 정부정책의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홍보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다. 가장 대표적인 홍보채
널로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 ‘한국정책방송원(KTV)’이(가) 각각 인터넷과 방송
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국정홍보(국정호보)에 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열린정부
혁신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고객관리서비스(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에 따라 정부가 직접 분야별, 계층별 정책수용자에게 맞춤형 정
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참여정부의 정책홍보기능 강화방침에 따라 KTV의 기관명칭도 영상홍보원에서
현재의 한국정책방송원으로 변경되었으며, KTV의 채널명칭도 정책전문채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2005년 2월 채널의 존재형태를 강조하던 ‘국립방
송KTV'라는 명칭에서 채널의 기능을 강조하는 ’한국정책방송 KTV‘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채널의 기능조정을 통해 KTV는 정책전문홍보채널로서 정부와 국민에게 정
책을 홍보하는 전문채널로서의 위상을 구축해나가기 시작한다.
이상의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책홍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고지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다양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3. 국정홍보채널로서 KTV
국정홍보채널 KTV는 지난 1995년 3월 방송을 시작하여 다양한 유료매체를 이용
하여, 국정정보를 제공하고, 국정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의 대화와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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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채널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현재 KTV는 국정홍보처 한국
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채널이다. 한국정책방송원은 1993년 종합유선방송법의 제정
으로 국립영화제작소가 공공채널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99
년 정부간행물 제작소와 국립영화제작소가 통합되어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로 명
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2004년 대통령령 제18518호에 의거, 간행물 업무가 국정홍
보처로 이관되면서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는 영상홍보원으로 변경되었다. 이어

2007년에는 국정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참여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책방송제작 기
능을 강화한 한국정책방송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현재에 이
르고 있다.

KTV의 국정홍보활동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통
해 정부정책을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공공채널로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다. 2003년 7월 1일 이후 지금까지 KTV는 주간 140시간의 방송프
로그램을 제작하여 케이블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통해 프로그램을 전송하
고 있다. 케이블TV에서는 40% 내외의 본방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월평균 37,000시간
내외의 방송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한 2002년 3월 위성방송 서비스를 개시하여 현재는 채널번호 520번으로 방송하고
있으며, 케이블TV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위성방송 실시를 통하여 국
정홍보채널 다양화로 위성방송 가입자의 정책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시청가능지
역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한다.3) 위성방송을 통해서도 케이블TV와
마찬가지로 1일 20시간(06:00~02:00)의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KTV 인터넷실시간방송(On-Air) 서비스, 방송 프로그램 VOD
서비스 (1일 8시간 분량 신규제작), 동영상 콘텐츠의 정책별, 기관별 분류 서비스, 네
이버와 다음 등 5대 포털 정책뉴스 연계 제공, 각 부처 온라인 홍보담당관을 대상으
로 동영상 메일 서비스 제공 등의 국정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한
뉴스 및 정책뉴스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1억 원 상당의 광고 인벤토리를
획득하였다. 이외에 정책뉴스를 클립별로 편집하여 1일 4회 포털사에 제공하고 있

3) 중국산동반도, 러시아 연해주 등에서 수신장비(안테나+셋톱박스) 설치시 가능하나 국가간
전파협약 없는 수신으로 사실상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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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KTV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인터넷방송, 기록영상관, e영상역사관을 운영하
고 있다.
둘째, KTV는 정부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TV의 전신
인 국립영화제작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1953년 이후 촬영된 중요한 영상자료를 영구
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국가기록영상물(대한뉴스, 문화
영화, 기록, 음성자료) 총 10만 6,000분을 디지털 아카이브에 저장하였다. 디지털 아
카이브로 구축된 국가의 역사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한편 이를 케이블 및 위성방송
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KTV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48년부터 수행해온 기능으로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 외
부기관의 제작의뢰를 받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청․위원회 온라인홍보
담당자에게 해당부처와 관련된 뉴스, 프로그램 등을 메일형식으로 구성해(메일형식
구성 및) 발송(주5회)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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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방송환경 변화와 KTV 변화의 필요성
1. 외부 위기
디지털기술의 혁신적 발전, 미디어콘텐츠 수용자의 욕구변화에 따라 미디어 네트워
크는 유선통신망에서 무선통신망으로, 음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터 통신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 네트워크에 디지털 기술, 광대역 기술, 양방향 기
술 등이 적용되면서 통신망, 방송망 등이 고도화, 광대역화, 양방향화로 진전되고 네트
워크의 융․복합화로 인해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DMB, IPTV), 유선과 무선의 융합(WiBro, HSDPA) 등 이
종산업간 가치사슬의 해체와 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산업,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
다. 대표적으로 TPS(Triple Play Service)4), QPS(Quardruple Play Service) 등 방송과 통
신의 속성을 모두 가진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1] 디지털 컨버전스와 뉴미디어 플랫폼의 진화

자료：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7b).

4) 인터넷 전화(VoIP, Voice of Internet Protocol), 초고속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단일 회선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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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의 핵심은 이전의 방송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단순히 프로그램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송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방송의 디지털화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증대된 매체와 채널에 대비한 사업전
략이며, 채널의 분화에 따른 시청자의 분화와 극화현상에 대비하는 핵심 콘텐츠의
육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 전환과 방송 플랫폼 증가에 따라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KTV의 대응계획은 디지털 전환을 대비한 단계별 전환정도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다. 즉,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보다는 방송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KTV는 국정홍보채널로서 나름대로의 성과와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채
널의 성격상 일반 시청자들에게 정권 홍보용 채널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걷어낼 수
없고, 프로그램의 성격상 많은 시청자들에게 매력적인 채널로 인식되기에는 어려움
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KTV가 정책전문방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징
후가 포착되었다.
<표 2-1> 정책방송 전환전후의 프로그램 편성 비율 및 시청률
구분

2004년

2005년 개편이후

국정/공공

66%

81%

교양/문화

34%

19%

가구시청률

0.074

0.041

순위

40%(98개중 35위)

55%(98개중 56위)

시청률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KTV는 2005년 정책전문방송으로 전환하면서 국정/
공공분야 프로그램 비율을 약20% 가량 상향조정하였는데, 그 결과 시청률은 약

0.03%, 시청률 순위는 20위정도 저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시청자의 선택을 받
기에 국정/공공 분야 프로그램이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현재 제한
적인 채널의 수가 방송환경변화에 따라 증가할 경우 일반 오락채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제2장 방송환경 변화와 KTV 변화의 필요성

9

최근 들어 무엇보다도 KTV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서
국정홍보처가 폐지 대상이 됨으로써 향후 채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는 우려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즉,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KTV가 시장 경쟁 중심에 내몰리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KTV의 내부‧외부적인 위기를 진단해 봄으로써 향후 KTV가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
하고 경쟁력 있는 채널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 수립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시장환경 측면
방송미디어 시장은 일원적인 지상파 환경에서 케이블, 위성 등 다채널․다매체 시
대로 접어든 이후, 이른바 방송통신 융합에 의해 비방송 영역이 서서히 주체로 등장
하고 있다. 즉, 국내외 할 것 없이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해 방송사간 경쟁은 물론이
고 통신,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계가 모호한 방송시장으로 진출하
고 있다(박조원, 2007).
<표 2-2> 세계 디지털 방송영상시장의 규모 및 전망
(단위：억원)

2004년

전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성장률(%)

99,180 120,607 141,308 163,599 187,912 211,658 236,003

14.4

디지털방송

49,153

58,676

67,414

77,112

87,593

98,985 110,051

13.4

DVD

42,382

51,907

60,370

67,539

74,561

81,179

88,287

11.2

IPTV

443

943

2,201

4,545

8,016

11,156

14,378

72.4

7,202

9,081

11,324

14,403

17,742

20,339

23,287

20.7

애니메이션

자료：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6.12),『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

국내시장 역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브로드밴드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영상 콘텐츠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 방송환경은 디지털 기술의 급격
한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 영역이 무너지고 지상파 방송위주의 방송에서
방송통신 융합 플랫폼인 DMB5), IPTV6), WiBro7) 등의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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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시장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약 5조 원에서 2006년 약 9조 7천
억 원으로 2배 증가했다. 2002년의 경우 월드컵대회 개최로 인해 매출액이 급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의 경우 2000년 3조 339억 원에서 2006
년 3조 6,469억 원으로 약 6천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케이블TV의 경우

3,296억 원에서 13,467억 원으로 증가함으로써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도 2000년 6.6%
에서 2006년에는 18.9%로 대폭으로 증가했다.

5) DMB는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약자로 음성·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
지털 방식으로 변조, 고정 또는 휴대용· 차량용 수신기에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로, '손 안의
TV'라 불린다. 디지털 라디오용 기술인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에 바탕을 두고있으
며, 여기에 멀티미디어 방송 개념이 추가되어 동영상과 날씨·뉴스·위치 등 데이터 정보를
추가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동중에도 개인휴대단말기나 차량용 단말기를 통해
CD·DVD급의 고음질·고화질 방송을 즐길 수 있어 차세대 방송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우
리나라에는 세계최초의 DMB전용위성인 별1호를 이용하는 위성DMB와 지상파를 이용하
여 방송을 서비스하는 지상파 DMB가 있다.
6) IPTV는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IP 기반 네트워크상에서 전달되는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데이터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로서 규정된 품질 이상의 QoS/QoE,
정보 보호, 상호 작용, 신뢰성 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주문형 비디오(VoD), T-커머스, 오락,
뱅킹, 정보, TV 포털 및 다채널 방송 서비스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ADSL), 파이버 투 더 홈(FTTH)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디지털 셋톱
박스에 연계된 TV 단말기를 이용하여 패킷 방식으로 제공되는 양방향 TV 서비스를 말한
다. IPTV는 기존에 개인용 컴퓨터(PC)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기능과 다
채널 TV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기능이 통합된 서비스 개념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VoD, EPG, T-커머스, 방송 프로그램 연동형 데이터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양방향
콘텐츠를 제공하는 통신과 방송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융합 서비스이다. IPTV에 대해 현재
명확하게 표준화된 것은 없으나 대부분 국가별, 사업자별로 VoD, 인터넷 TV, IPTV 등을 같
은 개념으로 혼용하고 있다.
7) 와이브로는 wireless broadband의 합성어로 핸드셋, 노트북,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스
마트 폰 등 다양한 휴대 인터넷 단말을 이용하여 정지 및 이동 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고
속으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 OFDMA/TDD(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Time Division Duplex) 방식의 광대역 무선 전송 기술을 사용하여 상하향 비
대칭 전송 특성을 갖는 IP 기반 무선 데이터 시스템이다. 2.3GHz 주파수 대역의 고속 휴대
용 인터넷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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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방송시장의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
(단위：백만원, %)
구분

지상파

2000년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3,033,982 60.8 2,813,959 47.0 3,547,666 37.6 3,507,897 49.5 3,523,964 45.4 3,487,315 40.5 3,646,907 37.4

종합유선

329,612

6.6 533,640

8.9 788,698

중계유선

300,537

6.0 185,332

3.1 107,690

위성

2003년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

63,535

8.4 1,074,954 15.1 1,347,948 17.4 1,581,807 18.4 1,846,747 18.9
1.1

61,536

0.7 149,631

0.9

36,615

2.1 255,035

0.5

15,559

3.3 368,824

18,913

0.2

4.3 482,661

0.2

4.9

전체 1,328,868 26.6 2,459,478 41.0 4,924,845 52.2 2,302,255 32.4 2,588,390 33.4 3,126,496 36.3 3,668,708 37.6
일반PP 305,907

6.1 535,073

8.9 684,037

7.3 934,406 13.1 1,157,348 14.9 1,418,606 16.5 1,783,764 18.3

PP 지상파
계열
홈쇼핑 1,022,961 20.6 1,924,405 32.1 4,242,808 44.9 1,367,850 19.3 1,431,042 18.5 1,707,890 19.8 1,884,944 19.3
보도
위성DMB

21,550

지상파DMB
합 계

0.3

88,755

0.9

2,301

0.1

4,992,999 100 5,992,409 100 9,432,434 100 7,096,273 100 7,751,952 100 8,601,051 100 9,754,992 100

출처：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이에 따라 미디어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동시에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
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모건 스탠리(Morgan Stanly)가 주요 미디어를 대상으로 확
산되기까지의 시간을 조사한 결과, 가장 전통적인 미디어인 신문의 경우 1830년대에
명실상부한 미디어로 부상되기까지 무려 160년이 소요되었으며, 잡지는 1850년대까
지 110년, 전자매체인 라디오는 30년, TV는 13년, 인터넷은 5년이 소요되었다고 밝
혔다. 이처럼 미디어산업은 근래에 와서 그 확산속도가 경이로울 정도로 단축되고
있다. 신문은 160년에 걸쳐 미디어화가 이루어진 반면에 인터넷은 5년여 만에 이루
어낸 것이다. 더욱이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는 IPTV, WiBro, HSDPA 등 다양한 융
합미디어가 상용화될 예정에 있어 확산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미디어 산업
에도 급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PTV의 출범이 가시화 되면서 케이블 업계는 강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2007년 연말 국회에서 IPTV 법이 통과되면서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존 케이블
업계에 부여되어 왔던 다양한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위성TV 업
계는 채널의 편성과 운용에서 공공채널, 지역채널, 종교채널, 공익채널 등을 의무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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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편성해 왔다. 반면 IPTV의 경우 이에 관한 의무가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규
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현재 공공채널로 분류되어 의무재전송을 하
게 되어 있는 KTV의 경우 케이블/위성 방송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무가 아닌
선택적 재전송의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동시에 IPTV에서 의무재전송의 혜
택을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2) 콘텐츠 속성 측면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유선과 무선의
통합, 방송과 통신의 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단말기의 통합 등이 급속히
전개됨에 따라 콘텐츠의 속성도 장르간, 영역간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방송‧통신 융합시대 콘텐츠 속성은 플랫폼에 따라 소비자가 세분화 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플랫폼과 단말기의 특성에 맞는 ‘멀티유저(Multi User), 멀티 트랜스포메이션

(Multi Transformation)’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2] 콘텐츠 양식의 변화

이러한 콘텐츠 속성의 패러다임 변화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와 콘텐츠의 분리(decoupling)이다. 융합시대의 도래가 정보전달의 수단이자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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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매체인 미디어와 콘텐츠의 분리를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TV를 통해 시청하던
드라마를 이제는 PC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볼 수도 있고, 휴대폰을 통해 이동 중에
시청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미디어와 콘텐츠의 기술적 분리 가
능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련 진영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규제에 의해 미디어와
콘텐츠 간의 높은 결합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당분간 결합과 분리가 다양한 수
준에서 공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융합으로 인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등은 소비자의 취향과 필요에 맞춰 분
화되고 특화된 형태로 재탄생한다. 융합으로 DMB, IPTV, TV포털, VOD서비스 등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매체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 단말기도 소비자 선
호 애플리케이션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부분적 컨버전스형 기기들로 분화되고 서비
스 역시 고객 개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등장한다. 이는 융합의 흐름
속에 다양화와 세분화의 트렌드가 공존함을 보여준다.
둘째, 콘텐츠의 재이용성(reusability) 확대와 복합화(fusion)이다. 콘텐츠의 융합화로
콘텐츠의 재이용과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반지의 제왕>과 같이 영화의 개봉과
동시에 동일 시나리오(콘텐츠)에 기반한 게임, 만화, 음반의 동시 발매가 이루어지고 있
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콘텐츠의 복합화도 융합시대의 도래에 따른 또 하나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에듀테인먼트’나 ‘게임 속 광고(Advertising in game)’, ‘혼합
현실 기반 애니메이션’,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한 ‘패키지 콘텐츠’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 2-3] 미디어, 서비스, 콘텐츠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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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콘텐츠의 복합화 또는 콘텐츠 퓨전현상은 이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리하
고 있으며, 크게 형식적 퓨전과 내용적 퓨전의 양상으로 나눌 수 있다(문화콘텐츠진
흥원, 2007a). 먼저 형식적 퓨전이다. 국내 미디어콘텐츠는 영상, 음악, 게임, 교육 등
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장르구분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사용자의 니즈

(Needs)와 필요에 따라 장르가 융합되는 개인 맞춤형 탈장르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화적 경향이 ‘Freestyle(자유형)+Feedback(상호작용)+Fresh(신
선함)’으로 대변되는 형식적 의미의 뉴 트렌드를 창출해내고 있다. 실제로 게임과
스포츠 개념이 결합된 ‘e-스포츠’는 이미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망한
장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가 합쳐진 무비라마(Movierama) 즉, ‘TV
영화’는 이미 미국에서는 보편적인 장르로 여겨지고 있다. 게임과 영화제작을 결합
한 머시니마(Machinima：Machine+Cinema) 등 혼종장르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으
로 전망된다. 이처럼 공진화로 인해 재매개(remediation：인터넷영화 등), 재목적화

(repurposing：벨소리 다운로드 등), 재창조(recreating：UCC 등) 등으로 다양한 뉴콘
텐츠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그림 2-4] 엔터테인먼트의 진화방향(Fun, Function, Feel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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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내용적 퓨전이다. 미래 콘텐츠는 내용적으로는 ‘Fun(재미), Function(기
능), Feel(감동)’이 어우러지는 멀티테인먼트적인 즐거움이 대세가 될 전망이며, 감성
적 소비 성향을 가진 감성세대의 등장으로 콘텐츠 소비의 Fun 코드가 일상화(원하
는 행동의 정확한 표현과 설득을 위해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치한 재미를 선사하는 키덜트(Kidult) 콘텐츠의 인기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
이다. 또한, 교육적 기능(에듀테인먼트), 건강 증진(노인용 두뇌 게임) 등 세부 기능
이 강조된 콘텐츠의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개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고려
한 콘텐츠 소비환경을 제공하는 감성지향형 콘텐츠 개발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능동적 참여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극대화한 체험형 콘텐츠 등장도 내용적 퓨전
의 또 다른 면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경험하고 느끼며 자신을 만족시키고 싶은 욕구
를 충족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체험경제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문화콘텐츠도 같은
맥락에 서 있다. 문화향유의 체험코드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일본의 가전업체 소
니의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이다. 플레이스테이션의 판매는 단순한 오락기계의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광범위한 콘텐츠에 승부를 걸고 있다. 게임 캐릭터를
통한 구매자의 익숙함과 체험의 관성이 또 다른 구매 관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3) 콘텐츠 유통 측면
최근 융합 콘텐츠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 양상은 아날로그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던 거대 미디어 기업들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
이다. 융합 콘텐츠 시장이 단말기 벤더, 솔루션 벤더 등 비(非)콘텐츠 진영의 시장
진입으로 콘텐츠 사업자들 간에 이루어지던 기존 경쟁구도와는 구별되는 ‘다극적
경쟁구도’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융합 환경에서 콘텐츠 사업자간의 제휴는 필요조건
이 되고 있는데, 이는 융합시장 전면에 OSMU전략이 보편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종
업종 간․이종 사업자 간 제휴와 협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각화되고 있는데, 서
비스-단말기 연계형, 온-오프라인 결합형, 기능 확장형, 광고 기반형, OSMU(One

Source Multi Use)형 비즈니스 모델 등이 등장하고 있다.
통신사들의 방송시장 진입과 함께 케이블 영역에서는 MSO와 MPP의 영향력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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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졌다. CJ와 온미디어를 중심으로 대기업 자본과 지상파 사업자의 자회사들이
기존의 프로그램 재전송에서 나아가 자체 프로그램 제작과 검증된 해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면서 MPP의 경우 시간대에 따라 지상파의 시청률을 빼앗아 오는
자체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MPP의 성장은 권력화된 채널을 등장시키
면서 기존 일반 PP들의 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채널로서 법적
근거가 다소 약한 KTV의 경우 언제든 의무편성되는 공공채널의 지위를 상실할 수
도 있다는 위기감이 제기된다.
<표 2-4> 국내 통신회사의 콘텐츠 제작 시장 참여 현황
업체

KT

방법

싸이더스 FNH

51% 지분 인수

올리브나인

19.2% 지분
참여(대주주)

- 드라마 ‘주몽’, '황진이‘ 제작사로 동
영상 콘텐츠 확보 → IPTV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제공

KT

-

- IPTV 사업 추진(자회사 분리형태가
아닌 본사에서 전국사업자로 추진)

스카이라이프

SKT

- 영화 콘텐츠 사업

29.8%
- 위성방송
지분참여(대주주)

고려 E&C

전략적 제휴

- 이러닝 사업을 위해 자회사인 KTH와
공동사업 협약 체결

YBM 서울음반

60% 지분 인수

- SKT의 음악서비스 등에 필요한 음원
확보

IHQ

- IHQ의 자회사 구성을 염두에 두고
인수：싸이더스(연예기획), 엔트리소
34.05%(경영권 확보) 프트(게임개발), 아이필름(영화제작),
캐슬인더스카이(드라마제작)
- 청어람(영화제작사)의 지분 30% 인수

TU미디어

SKT 29.6% 참여

- 위성 DMB 사업 전담

YTN미디어

51.4% 지분인수

-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

이투스
LGT

내용

27% 확보 후 합병 - 온라인 교육 콘텐츠

뮤직온

하나로
씨네마서비스
텔레콤

- 유무선 통합음원 서비스
25억원 투자

- 하나TV와 하나포스닷컴 콘텐츠 확보

출처：중앙일보(2007.7.2), 고정민(2006)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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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용자 측면
최근의 사회 경향은 경제적인 풍요보다는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를 추구하고 재
미와 감성 중심의 문화를 추구하는 등 삶의 질 추구가 지배적인 사회가치로 자리매
김하였다. 주 5일제의 확산으로 여가 시간이 증대되고,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의 고
급화, 다원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수용자들은 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림 2-5] 콘텐츠중심의 미디어 여가 사회

미디어 융합현상은 정보의 수용자가 중심이 되는 미디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
존의 수동적인 수용자 개념을 능동적이고 정보추구적인 수용자의 개념으로 변모시
키고 있다. 정보수용자의 개성 및 취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단일 프로그램을 대량으
로 전파하던 기존 매스미디어 시대의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수용자들은
디지털미디어의 상호작용적, 양방향적 기능을 이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과 보
급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른바 ‘대량 주문생산(mass customization)’의
경향을 미디어산업에도 접목시키고 있다. 앨빈 토플러가 말했듯이 디지털미디어 시
대의 수용자는 프로슈머로서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 개인은 단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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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수용하는 존재가 아닌 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생산하고 서로 교환하며 소
비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프로슈머로서 수용자는 주도적으로 메시지를 구성하고 창출함으로써 생산자의
메시지나 생산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문자 발명과 금속활자
발명,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기기의 발명 등으로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눈부신 성장
으로 미디어와 사람의 관계에서 미디어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
반전을 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미디어환경이 조성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상황적 요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유형 구분을 파괴하고
매스 커뮤니케이션 상황과 대인커뮤니케이션 상황을 다시 결합시키는 환경을 만들
고 있다. 즉 메시지와 물리적, 심리적 근접성이 매우 가까워지고 면대면의 상황에서
처럼 메시지가 양방향적으로 흐르며,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메시지 생산자와
미디어 수용자간의 역할이 고정되지 않으며, 수용자가 메시지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아날로그 미디어 상황에서와 같이 고정화되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형태, 그리고 결과에서 근
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한국방송학회, 2005).
주요 변화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accessibility)
의 확대이다. 전통적인 미디어(방송․신문․잡지․라디오)의 권력이 약화되는 동시에, 블
로그, 미니홈피, 인터넷 방송국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미디어
권력이 소수에서 대중으로 전이되고 있다. 시공간적 한계 극복으로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콘텐츠에 대한 선택권(selectivity)의 확대이다.
기존 미디어의 파워가 약해지고 수많은 대체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콘텐츠의 편
성권 역시 소비자 개인들에게로 이전되고 있다. 예컨대 자신만의 인터넷 TV방송채
널을 구성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자신만의 뉴스 페이지를 편성하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셋째, 콘텐츠의 소비와 경험의 공유이다. 이는 웹 2.0과 UCC, 미니홈피
와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공유로 대변된다. 넷째, 콘텐츠
의 활용과 구매방식의 변화이다. 콘텐츠 활용에 있어서는 콘텐츠의 플랫폼 간 이동
이 자유로워지면서 콘텐츠의 ‘cross platform’화가 확대되고 있다. 콘텐츠 구매에 있
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만을 선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콘텐츠 선택권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제2장 방송환경 변화와 KTV 변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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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새로운 수용자 출현과 콘텐츠 통제 패러다임

5) 기술 측면
현재 디지털 지상파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디지털 케이블TV, 위성DMB, 지상파

DMB, IPTV, 모바일TV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상
용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 미디어
콘텐츠 수용자의 욕구변화에 따라 미디어 네트워크는 유선통신망에서 무선통신망으
로, 음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통신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 네트워크에 디지털 기술, 광대역 기술, 양방향 기술 등이 적용되면서 통신망,
방송망 등이 고도화, 광대역화, 양방향화로 진전되고 네트워크의 융․복합화로 인해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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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방통융합구도와 진화양상

최근에는 DMB(위성/지상파), WiBro, IPTV 등 융합플랫폼의 등장으로 매체부문이
다변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융합플랫폼간의 양방향성이 향상되었다. 미디어 환경
의 지각변동은 미디어 조직이나 생산과정, 미디어 생산자, 메시지, 수용자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동반한다. 매체 간 상호결합과 프로그램, 콘텐츠 융합이 촉진
되면서 신문과 방송, 방송과 통신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다.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창구의 채널을 통해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원소스 멀티유즈’, 신문이 TV나 라디오
인터넷․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미디어와 결합하는 ‘크로스 미디어(cross media)’ 현상
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체발달과 통신기술의 발전으
로 영상산업시장에 대한 장기적 전망은 낙관적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방송영상시장
의 경우 2010년까지 연평균 14.4%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되며, 특히 IPTV의 성
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8) 디지털방송은 종래의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
화함으로써 영상, 음성, 음향, 문자, 그래픽 등의 다양한 정보형태와 TV 수상기, 컴
퓨터 모니터 등의 다양한 구현매체를 통합한 멀티미디어 방송을 가능하게 하고, 광

8) 빌 게이츠는 IPTV의 발전과 관련하여 2007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5년 뒤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현재 TV를 보는 방식에 대해 웃음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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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으로 시청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양방향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2012년을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으로 정해놓고 단계별 투자
확산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케이블 SO 역시 최근 DV라는 공통 브
랜드를 내세우면서 디지털 방식으로 출범한 위성방송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PP의 경우 열악한 자본의
문제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KTV 역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2-5> KTV의 연차별 방송장비 디지털화 추진계획
구분

2007

2008

스튜디오 부조정실

2010

■■■■■■■■■■■■■■

주조정실 시스템
추
진
내
용

2009

■■■■■■■■■■■■■■

디지털 편집시스템 ■■■■■■■■■■■■■■■■■■■■■■■
디지털 중계차

■■■■■■■■■■■■■■

취재용 촬영장비

■■■■■■■■■■■■■■■■■■■■■■■■■■■■■■

인터넷 장비 등

■■■■■■■■■■■■■■■■■■■■■■■■■■■■■■
26억원
27억원
64억원
73억원
70%
75%
87%
100%

총사업비：190억원
디지털화율

다시 말해, KTV는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방송장비의 디지털화에 예산을 배정
하고 있을 뿐 디지털 방송의 실시와 더불어 발생하게 된 방송 프로그램 이외의 다양
한 정보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에 대한 준비는 실질적으로 미비하며, 디지털 장비로
의 교체라는 기존적인 수준의 디지털 전환만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2. 내부 위기
플랫폼이 증가하고, 디지털화가 확산되는 등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정책 측면
의 위기다. KTV는 국정홍보처 산하의 국가 정책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이자 채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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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TV는 국가의 정책을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는 보편적인 채널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12월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서 KTV
의 상위기관인 국정홍보처의 존폐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KTV 존립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그동
안 논의된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의 통합과 관리 합리화를 전제로, 아리랑 TV를
중심으로 국정 홍보 및 해외홍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면서 KTV는
역할과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시기에 봉착하였다.

1) 채널위상 측면
KTV는 정부시책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
편, 국민들의 국정 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민과 정부의 쌍방향 대화통로를 모
색하기 위한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국가의 정책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KTV는 그동안 공공채널로 지역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이 반
드시 전송해야하는 의무전송채널의 범주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KTV는 다른 채널
에 비하여 많은 잠재 시청자를 충분히 획득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
리서치가 시행한 ‘2007년 KTV 시청자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공공채널의 이점을 살
펴볼 수 있다. 먼저 KTV의 채널명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약 48.0%가 들어본 적이
있으며, 전체응답자의 53.5%가 한달 평균 1~2일 정도 K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KTV시청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가 7
점 만점에 4.7점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TV가 정책홍보방송
으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공무원집단에
서는 ‘어떤 정책을 보다 잘 알기위해’라는 항목이 4.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TV가 국민 뿐 아니라 국가의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정
책이해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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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KTV시청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 공무원 전문가
시청자 시청자 시청자

KTV시청이유

전체

전체사례수

400

200

100

100

정부가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4.7

4.6

47

5.0

어떤 정책을 보다 잘 알기 위해

4.5

4.4

4.6

4.5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알기 위해

4.4

4.6

3.9

4.4

무엇인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4.3

4.4

4.0

4.4

재미/즐거움을 얻기 위해

2.8

3.0

2.9

2.5

복잡한 생각이나 주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2.4

2.5

2.7

2.1

출처：한국리서치. (2007).

하지만 KTV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조사되었는데 KTV는 ‘정부를 위한 방송’이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시청자에게 아직도 상존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국가정책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외에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었다. 다시 말해 KTV는 그동안 정책홍보방송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지만 아직도 시청자들의 인식 속에는 KTV가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
리미엄 채널’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 정책을 홍보하는 방송, 정책을 다루는 다
소 지루한 방송’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1995년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KTV의 역할이 전문정책방송으로 변화한 것이

2004년임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시청자들에게 확고한 채널인식과 기억에 남을 만한
대표프로그램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못한 방증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방송환경의
변화와 향후 방송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 속에서 KTV가 본연의 기능을 더욱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차원 높은 전략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콘텐츠 측면
현재 KTV는 다양한 국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
음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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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국정 뉴스 관련 프로그램 편성 현황
프로그램명

주간
제작

방송
시간

편성 시간

출발! 국정 투데이

5회

40분

월~금 am 8:00 ~ 8:40

생방송 국정현장

5회

20분

월~금 pm 2:00 ~ 2:20

생방송 국정 네트워크

5회

20분

월~금 pm 5:00 ~ 5:20

KTV 국정 와이드

5회

50분

월~금 pm 8:00 ~ 8:50

건설교통뉴스

1회

20분

목am 10:40 ~ 11:00

산업뉴스

1회

20분

월am 11:40 ~ 12:00

경찰리포트

1회

20분

금am 10:40 ~ 11:00

KTV 환경매거진

월1회

20분

첫째 화 am 11:00 ~ 11:20

행복안테나 행정자치부

1회

20분

수pm 2:30~2:50

국방뉴스

1회

20분

월am 10:40 ~ 11:00

국가정보 핫라인

격주

20분

격주 목 am 10:00 ~ 10:20

노동 포커스

1회

20분

금am 11:00 ~ 11:20

해양뉴스+

1회

30분

수am 10:40 ~ 11:10

과학기술뉴스

1회

20분

수am 11:40 ~ 12:00

국가청렴위 뉴스

월1회

10분

넷째 화 pm 11:00 ~ 11:10

농정 인사이드

1회

20분

목pm 2:30 ~ 2:50

국세뉴스

1회

20분

화am 10:40 ~ 11:00

행복한 산림소식

월1회

20분

셋째 화 am 11:00 ~ 11:20

중소기업 정책뉴스

격주

20분

격주 목 am 10:00 ~ 10:20

*2007년 편성기준

국정 뉴스 카테고리에는 각 부처별 뉴스가 주 1회, 20분 정도 편성되고 있으며,
오전, 오후, 저녁 시간대에 따라 국정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프로그램
을 편성하고 있다. 정책 이슈 관련 프로그램은 매일(평일기준) 청와대와 각 부처의
정례브리핑을 중요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생중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정책 관
련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일반인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해설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KTV의 프로그램이
시청자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별로 제작된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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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용이하지만,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는 특정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이 아니라 각 부처의 단편적인 정책내용이 방송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
다. 또한 KTV의 프로그램 구성전략인 이른바 ‘raw-material’전략에 의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정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견이나 예상되는 문
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 2-8> 정책 이슈 관련 프로그램 편성 현황
프로그램명

방송 횟수

방송
시간

편성 시간

강지원의 정책데이트

3회

40분

월~수 pm 10:00 ~ 10:40

미디어 이슈 정책 & 여론

1회

50분

화pm 7:00 ~ 7:50

이슈 추적

1회

50분

목pm 7:00 ~ 7:50

정재환의 아하! 그렇군요

2회

50분

목~금 am 9:10 ~ 10:00

정책브리핑

1회

60분

목am 11:00 ~ 12:00

청와대 정례브리핑

5회

30분

월~금 pm 2:30 ~ 3:00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

1회

10분

월pm 1:50 ~ 2:00

통일로, 미래로

1회

50분

토am 10:00 ~ 10:50

파워특강

2회

50분

토~일am 9:00 ~ 9:50

KTV 스페셜

1회

50분

금pm 10:00 ~ 10:50

고령화사회 프로젝트 동행

1회

30분

월pm 9:00 ~ 9:30

FTA 현장보고서

1회

20분

금pm 7:30 ~ 7:50

KTV 특별기획
KTV 특집
KTV 토론광장

수시 편성

KTV 특별포럼

그 외 프로그램9)으로는 다큐멘터리와 문화 관련 프로그램, 여성과 가족에 관한
프로그램 등도 있다.
9) 정책방송이라는 KTV성격에 비춰볼 때 현안관련 특집프로그램과 생방송이 많고, 기타 다큐
멘터리와 문화 관련 프로그램, 여성 및 가족관련 프로그램들도 정책과 연관된 내용들을 집
중해서 다루기 때문에 타방송사의 프로그램분류법을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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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문화/교양 및 생활정보 관련 프로그램 편성 현황
프로그램명

주간
제작

방송
시간

편성 시간

국민안전기동대

1회

30분

수pm 9:00 ~ 9:30

다시보는 대한뉴스

5회

10분

월~금 am 9:50 ~ 10:00

영상포엠 마음이 머무는 풍경

5회

10분

월~금 am 6:50 ~ 7:00

외신에 비친 한국

1회

50분

금pm 7:00 ~ 7:50

KTV 다큐, 이슈

4회

60분

월화목금 pm 6:00 ~ 7:00

이노베이션 코리아

1회

30분

화pm 9:00 ~ 9:30

희망찾기 가족찾기

1회

50분

수am 9:10 ~ 10:00

KTV 문화공감

1회

30분

목pm 9:00 ~ 9:30

KTV 과학다큐

1회

50분

목pm 10:00 ~ 10:50

훈련소 24시

1회

30분

금am 11:20 ~ 11:50

여성, 희망이야기

1회

50분

화am 9:10 ~ 10:00

지구촌 현장

5회

30분

월pm 5:20 ~ 5:50
화~금 am 1:30 ~ 2:00

시사다큐

7회

50분

월~금 pm 12:00 ~ 12:50
토,일pm 4:00 ~ 4:50

일기예보 해설

5회

10분

월~금pm 7:50 ~ 8:00

이러한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에도 불구하고 KTV는 아직까지 정책전문방송
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시청률보다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책전
문방송으로 전환한 뒤에는 일반적인 시청자의 주목을 받은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전문방송으로서, 공공채널로서

KTV에 대한 평가에 시청률을 이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프로그램 시
청률은 프로그램의 주요 시청자층을 파악하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편성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청률의 부침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이 시청하는 것 또한 의미있는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시청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KTV 채널에 대한 인지
도와 더불어 시청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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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의 대표프로그램인 ‘강지원의 정책데이트’, ‘정재환의 아하! 그렇군요’등도 아직
까지 일반 시청자중 상당수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장
기적인 차원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전략적인 대표 프로그램 육성이 필요하다.
[그림 2-8] KTV 케이블 시간대별 시청률 추이

출처：AGB닐슨 미디어 리서치, 전국가구시청률, (2007.1.-11)

한편, 전반적인 프로그램 시청률조사결과를 살펴보면 KTV는 일반적인 채널과 달
리 점심시간(12:00-13:00), 오후시간(15:30-16:00), 심야시간(23:00-23:30)의 시간대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청양태를 보다 명확히 살펴
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별 시청률을 조사해야하지만, 현재 KTV는 채널 시청률 자
료만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이를 분석하기 어려웠다. 다만, 기획편성팀을 중
심으로 프로그램별 시청률을 수작업을 통해 분석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고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하기위해 다소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프로그램별 시청률을 자동으로 집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10).

10) 물론 시간대별 시청률로도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시청률을 분석하는
목적은 시청성과를 알아보는 것 이외에 프로그램의 목표시청자 또는 주력시청층을 파악하
는 것이다. 이는 시간대별 시청률 자료로도 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이는 매우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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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운영 측면
정책전문 방송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프로그램 편성과 함께 KTV는 공공채널의 성
격으로 인해 정부의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KTV의 예산은

2007년 201억 원, 2008년에는 208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재원구조로 인해 자유로운 재원운용이 용이하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KTV 조직은 2007년 10월 기준으로 정규직 공무원이 115명에 불과하고 비정
규직이 85명에 이르고 있다. 국정홍보 채널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토대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절대
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인력이 전체 인력의 42.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에서 KTV가 현재의 인력구조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는 여의치 않다. 때문에

KTV가 국고에 의존하는 공공채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
영과 인력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9] KTV위기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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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KTV 위상 및 기능 재정립 방향
지금까지 KTV는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응
하고, 국정 홍보라는 본연의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인터넷, DMB, MMS, IPTV 등 방송프로그램을 유통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플
랫폼의 등장에 따라 시청자의 미디어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동시에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디어 이용행태가 일방적 시청에서 선택적 시청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위상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측면에서 KTV는 국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하는 동시에 시청자의 시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재미와 즐거움이 가미된 새로운
형태의 방송프로그램 형식을 개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유통 측면
에서는 케이블SO, 위성방송에 더하여 새로운 플랫폼으로 KTV의 방송프로그램이 공
급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KTV는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시청자의 높아진 방송서비스 품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켜야 한다. 나아가 KTV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KTV가 제작한 방송프
로그램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신정부는 규제완화와 시장경쟁을 미디어정책의 기본적인 정책기조
로 삼고 있다. 방송과 통신을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정책을 추진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흐름 속에서 규제기구와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정부 정책기조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미디어기업 사이의 경쟁을 더욱 촉진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목적
과 필요의 충족을 위해 운영되어 왔던 미디어의 위상과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KTV는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의 국정참여 폭
을 확대함으로써 국민간의 쌍방향 대화 통로를 구축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 균형성, 참여성이라는 편성원칙 하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
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방송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특정계층
및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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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융합과 시장원리의 확산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미디
어가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KTV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
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KTV와 유사한 규모의
채널과 조직, 인력, 프로그램, 재원 등의 측면에서 비교를 통해 KTV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KTV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인가를 모색코자 한다.

1. 국내 유사채널과 비교
1) 조직구조 측면
(1) KTV

KTV의 조직구성은 총 7팀 115명이며, 세부적으로는 방송제작기획관, 기획편성팀,
프로그램제작팀, 정책뉴스제작팀, 방송기술팀, 영상콘텐츠팀, 홍보심의팀, 운영관리
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방송제작기획관은 방송프
로그램 제작업무 계획 수립 및 운영, 정책뉴스 제작업무 계획 수립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기획편성팀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종합 기획 및 조정, 방송 프로그램 편
성 및 운행, 방송프로그램 구매, 시청자 조사,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및 평가,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국회업무 등 당정 협조사무, 지시사항 관리(대통령, 국
무총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프로그램제작팀은 국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공공정보
프로그램 제작, 기획특집 프로그램 제작,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 정부의 주요기록
물 영상 제작, 자체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방송제작관련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외
주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정책뉴스제작팀은 국정홍보
뉴스프로그램 제작, 공공정보 뉴스프로그램 제작, 계기별 특집ㆍ긴급 뉴스 프로그램
제작(뉴스특보 등), 뉴스성 특집물 제작(대통령 해외순방 등 계기 영상물), 스크롤 뉴
스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방송기술팀은 케이블 및 위성방송 송출에 관한 사항,
주‧부조정실, 녹음실, 녹화실 및 종합편집실의 운영, 방송제작중계차 운영, 방송장비
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3장 KTV 위상 및 기능 재정립 방향

31

[그림 3-1] KTV 조직도

방송제작 지원과 관련하여 영상콘텐츠팀은 영상 및 음성자료 관리 및 운용, 필름
및 비디오의 방식전환 제작, 영상자료 복사지원, 외부기관 영상물 및 공익광고 제작
지원 등을 담당한다. 홍보심의팀은 프로그램 및 채널홍보 등 대내외 홍보업무, 프로
그램 심의 및 평가, 모니터 운영, 인터넷 방송운영, e-영상역사관 운영, 전산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운영관리팀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행정혁신업무, 조직
및 정원 관리, 기본운영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인사업무, 감사 및 민원사무
처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 보안 및 비상계획,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의
보존 및 관리,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청사의 유지관리,
기타 원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담당한다.

KTV 조직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일반적인 상업방송과 같이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복잡하지 않고 제작에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프로그램제작팀 외에 정책뉴스제작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국정정
보 전달에 노력하고 있다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2) 유사규모 채널
아리랑국제방송은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국가소식을 제공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외홍보를 하기 위한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랑국제방송은 국가브랜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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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고를 통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방송콘
텐츠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국가브랜드 마케팅 기
능 강화 지속, 국책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홍보 강화, 재정운영의 안정화
를 위한 및 재단의 내실화 추진, 성과중심사업 지원 강화, 국제 방송사들과의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리랑국제방송은 TV채널과 라디오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직
구성을 크게 본부와 팀제로 나누고 있다. 사장의 하부조직으로 방송본부와 마케팅
경영본부 있다. 아리랑TV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TV제작과 라디오제작팀이 분리되
어 있으며, 홍보팀을 별도의 부서로 독립시키고 있다.
[그림 3-2] 아리랑TV 조직도

YTN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도 전문채널로서, 뉴스를 보고 싶어하는 시청
자는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방송원칙으로 24시간 제공되는 보도
채널이다. YTN은 뉴스장르로 전문화 및 차별화가 이루어진 채널이다. 따라서 뉴스
제작에 적합한 형태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보도국은 편집, 뉴스, 앵커, 정치
부, 경제부, 국제부, 문화과학부, 스포츠부, 영상취재부 등 뉴스제작에 필요한 기능별
로 세분화되어 있다. 보도국 외에도 경영관리국, 제작국, 기술국, 마케팅부, 미디어
국, 타워사업국 등으로 나뉘어있다. 또한 YTN은 원활한 뉴스제작을 위해 국내 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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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3곳 등에 지국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DMB(위성/지상파)채널 확보
와 YTN Star, Comedy TV, Science TV등과 같은 방송채널을 확대하면서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YTN조직은 이러한 채널의 확대에 따
른 변화를 반영한 소폭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림 3-3] YTN 조직도(2005.9)

출처：YTN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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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아리랑국제방송의 경우 방송조직과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조직으로 구분하여 운
영되고 있다. 아리랑국제방송의 경우 KTV와 달리 광고나 콘텐츠 유통을 통한 수익
사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더불어 마케팅 부문이 강화되어
있다. YTN의 경우 뉴스라는 핵심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적합한 조직 구조를 구축하
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조직의 변화 속에서도 거의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다. 이러한 점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조직구조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KTV의 경우 현재 국가정책에 대한 방송프로그램과 국정뉴스를 제작하는데 중점
을 둔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국정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주요 정
책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
데 현재 조직구조의 적합성여부는 내부적 측면이 아닌 외부적 측면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시청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가치를 KTV가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었는가라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KTV는 국정정보의 신속성, 심층성 외에 다른 가능성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KTV는 많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시청하
는 채널은 아니다. 때문에 국정에 대해 궁금한 시청자들이 KTV에 찾아와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도 중요하
지만 향후에는 아카이빙의 기능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영상기
록 보존 및 활용의 주체로서의 KTV만의 독특한 기능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대
한뉴스와 예전 문화영화 등의 보존 및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KTV가 시청자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설득과 더불어 장
기 전략이 중요하다.

2) 인력구성
(1) KTV

KTV의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2007년 10월 기준 정규직 공무원이 115명(정규직중
에서도 ‘방송’이라는 특성상 별정직 공무원들이 상당수를 차지), 전문 계약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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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명, 비정규직이 79명으로 구성되었다. 정규직 115명 중 방송직이 70명으로, 기자

7명, PD 21명, 촬영 20명, 기술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나운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대부분 방송 제작과 기술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 외
에 청사관리 및 자료 관리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표 3-1> KTV 인력의 구성
구분

방
송

공무원
비정규직
전문
계약직 자체
합계
일반 일반직
소계
파견 용역 소계
공무원 계약
계약직 별정직

방송주간
/기획편성

-

4

4

2

-

2

PD

-

21

21

-

-

-

촬영

-

20

20

-

1

9

10

30

기술
(편집.음향.송출 등)

-

22

22

1

7

13

20

43

기자

-

7

7

3

13

-

13

23

AD

-

-

-

-

-

19

19

19

인터넷방송 및
방송자료관리

-

3

3

-

2

1

3

6

홍보심의

-

2

2

-

1

-

1

3

소계

-

79

79

6

24

44

68

153

행정․청사관리

-

35

35

-

3

1

11

46

원장

1

-

1

-

-

-

-

1

합계

1

114

115

6

27

45

79

200

-

8
21

7
7

KTV는 정규직이 115명이지만 비정규직이 전체 인원의 약 42.5%에 이른다. 이처
럼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은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융합시대를 대비하여 조직
의 혁신과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KTV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고에 의존하는 공공채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인력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정규직 직원의 비율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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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과 조직적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유사규모 채널
아리랑TV의 경우 정규직 인력이 총 19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임원
및 관리행정직이 47명, 방송직이 107명 기술직이 17명, 영업홍보직이 19명, 기타가 5
명이다. 국회사무처가 운영하는 국회방송(NATV)은 정규직이 53명으로 파악되고 있
다. 임원 1명, 관리행정직 9명, 방송직 57명, 기술직 3명, 기타 4명이다. YTN의 경우
전체 586명으로 다른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YTN의 경우 뉴스전문채
널이라는 특성 상 기자 및 기술직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인력구조는 물론 각 채널별로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수, 제작하는 프로
그램의 성격 등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유사한 기능을 하는 채널 등의 인력
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표 3-2> 정규직 인력현황 비교
(2007년 기준, 단위：명)

사업체

구분 임원

관리
행정직 기자

방송직
PD

영업
기술직 연구직
기타 합계
아나 제작
홍보
기타
운서 관련

국제방송 아리랑
1
교류재단 TV

46

14

25

4

53

11

17

0

19

5

195

국회사무처 NATV 1

9

5

10

3

26

13

3

0

0

4

53

50

262

7

17

46

18

104

10

11

58 586

YTN

YTN

3

출처：방송위원회, <2007년 방송산업실태보고서>, 245~264쪽.

유사채널과 비교할 때 KTV의 인력규모는 아리랑TV와 유사하며, 상대적으로 프
로그램 제작이 손쉬운 국회방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인
력구성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인력운영의 자율성이 제
한되어 있다는 점이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분석능력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는 KTV가 전문성
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방송인력 확충과 고용안정,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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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하다.
(3) 시사점
방송은 프로그램 제작과 기술적 측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특히 제
작인력의 경우 단기간에 육성되기 어렵다. 때문에 방송제작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결국 인력의 전문성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KTV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분적인 안정에서부터
제작여건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KTV는 방송제작
업무비중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하루 20시간 방송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국회방송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하루 16시간 방
송)이다. 따라서 질 높은 국정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직무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요청되며 이를 뒷받침하
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프로그램
(1) KTV

2003년 7월 1일 이후 지금까지 KTV는 주간 140시간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케이블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ch 520)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표 3-3> KTV 편성현황
기간

38

방송시간
일일

주간

03.7.1~현재

20시간(06:00~익일 02:00)

140시간

02.10.16~03.6.30

18시간(08:00~02:00)

126시간

01.4.16~02.10.15

평일 18시간(08:00~02:00)
토․일 17시간(08:00~01:00)

124시간

00.10.9~01.4.15

17시간(09:00~02:00)

119시간

99.5.8~00.10.8

17시간(08:00~01:00)

119시간

99.2.1~99.5.7

16시간(10:00~02:00)

1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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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

기간

일일

주간

98.6.1~99.1.31

14시간(10:00~24:00)

98시간

96.6.1~98.5.31

평일 9시간(14:00~23:00)
토․일․공휴일 13시간(10:00~23:00)

71시간

96.1.1~96.5.31

월~토 9시간(14:00~23:00)
일 13시간(10:00~23:00)

67시간

95.12.1~95.12.31

월~토 12시간(10:00~22:00)
휴일 6시간(10:00~16:00)

78시간

95.3.1~95.11.30

평일 8시간(10:00~14:00,17:00~21:00),
토 11시간(10:00~21:00), 일 6시간(10:00~16:00)

57시간

연도별 방송현황을 살펴보면 40% 내외의 본방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월평균

37,000시간 내외의 방송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표 3-4> KTV 연도별 방송현황
구분

2004년
본방률

총방송

2005년
본방률

총방송

2006년
본방률

총방송

2007년
본방률

총방송

1월

44.6

37,200

35.1

37,200

36.7

37,200

36.4

33,610

2월

46.7

34,800

35.3

33,600

38.5

33,600

40.5

33,700

3월

50.3

37,200

35.5

37,200

38.3

37,200

40.1

37,330

4월

49.0

36,000

28.7

36,000

33.3

36,000

36.9

37,620

5월

47.0

37,200

31.4

37,200

33.5

37,200

38.8

37,300

6월

55.8

36,000

30.3

36,000

36.3

36,000

38.4

36,170

7월

51.5

37,200

27.9

37,200

37.2

37,230

38.6

37,260

8월

46.5

37,200

38.2

37,220

36.0

37,270

40.6

37,230

9월

45.8

36,000

40.8

36,020

36.5

36,040

39.7

36,040

10월

42.0

36,000

34.6

37,200

35.1

37,270

11월

38.0

36,000

41.6

36,000

40.4

36,100

12월

37.3

37,200

38.8

37,200

38.1

37,320

연평균
/총방송

46.2 438,000

34.8 438,040

36.7 438,430

38.9 32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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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TV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일일 20시간 방송을 하고 있으며,
크게 국정뉴스와 정책 홍보, 문화와 교양을 포함한 생활정보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책홍보와 관련된 내용의 전문편성이 대부분이며, 부편성은

10% 정도로 편성하고 있다.
<표 3-5> KTV 편성현황
구분

2004.3월 개편

2005.8월 개편

2007년 2월개편

국정/공공

5170/62%

6770/81%

7560/90%

교양/문화

3230/38%

1630/19%

840/105

합계

8400/1005

8400/100%

8400/100%

(2) 유사규모 채널

YTN은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을 목표로 전국에 뉴스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속보성 측면에서 매 시간마다 그 시간대의 중요 뉴스를 현장감 있는 속보로 전
달하는 YTN 24, 주요시간대의 속보를 심층 취재, 하루 동안 일어난 국내외 주요뉴
스를 총 정리한 프라임 뉴스, 심층분석 뉴스, 생방송 아침종합 뉴스, 증시 개장시각
에 맞추어 방송되는 증시전망 경제뉴스 등을 편성하고 있다.
심층성 측면에서 YTN은 의식주, 교육, 건강, 과학, 문화 등 생활 정보를 전달하는
생활 뉴스, 증권 소식, 금융, 부동산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재테크 뉴스, 지방소식
을 전달하는 네트워크 뉴스 한 주간의 생활 정보를 정리하는 주말 프로그램과 주말
레저 프로그램 날씨 정보와 세계의 기상 정보를 매시간 2회 이상 제공하고 있다.
보편성 측면에서 월드뉴스를 통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전달하고, 기획프
로그램으로 전문가들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이슈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국회 의정활동을 중계해 국민들의 국정감시 기능을 돕고, 한국적인 테마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있다(http://infor.ytn.co.kr/ytn/introduce/ ytn3.html).
현재 YTN의 주요 뉴스프로그램으로는 YTN24, 스포츠뉴스, 위성통역실 등을 들
수 있으며, 심층성 측면에서는 돌발영상, 글로벌비전, 뉴스와이드, 인사이드월드 등
을 들 수 있다. 이밖에 I am 로봇, 가자 선진 경제로, 중소기업UP 한국경제UP 등의
기획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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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기준 프로그램 YTN의 방송프로그램 제작현황을 보면, 뉴스가 74%에 달하
며, 보도기획 프로그램과 기타 정보제공형식의 프로그램이 나머지를 채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YTN의 경우 뉴스전문채널로서 생방송뉴스 및 뉴스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자체제작하기 때문에 외주 및 구매 프로그램은 매우 적다. 모든 프로그램의

94.5%를 자체제작하고 있다.
<표 3-6> YTN의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정책(2004년 9월 기준)
구분

뉴스

보도기획

기타

합계

자체제작

73.1%

10.5%

10.9%

94.5%

외주제작

1.3%

2.1%

-

3.4%

구입

-

2.1%

-

2.1%

합계

74.4%

14.7%

10.9%

100%

출처：2004년 YTN 내부자료

국회방송의 경우 사실성의 원칙(국회의 회의 중계는 무편집, 무해설로 방송), 공정
성 및 객관성의 원칙(방송의 기획, 편성 및 제작 등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함), 정치적 중립성 및 균형성 원칙(특정교섭단체 또는 특정 의원에 치우치
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 유지), 공공성과 다양성의 원칙(입법부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이라는 4가지 편성원칙 하에 오전 9시부
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일 16시간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요 방송프로그램은 국회의정 중계방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투데이 의정
뉴스, 생생법률 완전정복 등이 있으며, 기타 국내외 다큐멘터리 등을 편성하고 있다.
(3)시사점

KTV의 편성정책은 국정이슈에 대한 뉴스와 그에 대한 심층분석 프로그램을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KTV가 YTN과 같은 뉴스전문 채널은 아
니기 때문에 문화, 교양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적인 뉴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KTV는 뉴스전문채널에 비해 전문성이나 접근성
이 낮다고 시청자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한국정책방송’이라는 채널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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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이 외면하였던 정권의 홍보방송 이미지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기 보다 있는 그대로 홍보할 것이라는 선입
견을 가지게 하고 있다.
국회방송의 경우 의정 중계방송, 의정뉴스, 인터뷰 등 매우 단순한 형식이긴 하지
만, 콘텐츠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슈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
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회방송은 이런 콘텐츠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KTV의 경우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에 대해서 가감 없이 보여
주려고 하는 노력과 이를 국민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 방송프로그램 편성
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편성정책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KTV가 일부 프로
그램에 적용하고 있는 ‘Raw-material' 전략과 ‘well-done material'전략을 적절히 혼용,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당국자의 발표내용은 그대로 전달하지만 그 내용을 적
절히 처리하고, 논의하여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정책을 인지하고 받아들 수 있는 프
로그램 제작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정책을 필요로 하
는 시청자의 욕구를 조사하거나, 기존 KTV시청자들의 시청형태 및 라이프 스타일
을 조사하여, 양대 전략을 어떻게 혼합할 것인지 조절하는 것이다.

4) 재원
(1) KTV
일반적으로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수입구조는 시청률에 따라 시청료를
배분하는 방식과 프로그램의 판매 및 광고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KTV의
경우 공공채널의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운영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한 영상자료 사용료나 영상제작관련 수입 등과 같은 영상물 관련 수입도 상당히 낮
은 수준이다. 물론 이는 공공목적으로 KTV 영상물을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
하여 영상물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공공성, 공익성 실현에 기여하고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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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KTV의 연도별 예산 추이
구분

2003년

예산

2004년

2005년

2006년

(단위：천원)

2007.9월

2008년

17,339,957 19,274,474 17,614,609 18,201,191 20,181,918 20,790,316

집 금액
행 집행률

17,570,027 18,981,613 18,147,145 18,722,016 13,994,604
101%

98%

103%

103%

-

69%

KTV의 예산은 2003년도 173억 여 원에서 2007년 201억 여 원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의 경우 20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와 인건비 등
을 포함하는 KTV의 연간 예산은 전체 케이블 PP 업계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높
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운영재원의 규모에 비해 KTV의 시청률은 높지 않
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KTV는 공공채널로서 시청률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1년 지출비용을 고려해 본다면 시청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
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유사규모 채널과의 비교
유사규모 채널의 매출액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아리랑TV는 약 340억 원의 매출액
을 기록하고 있으나 영업비용이 46억 정도 역신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
면 국회방송의 경우 92억여 원의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약 6억 원의 영업
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YTN의 경우 831억 원의 매출액 규모를 보
이고 있으며, 55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TV의
경우 약 191억 원의 매출액에 4억 6천만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표 3-8> 매출액 구성내역
채널명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손익

연간
총수입

연간
총비용

(단위：천원)

당기
순이익

이익
잉여금

아리랑TV 33,993,408 38,649,542 -4,656,134 34,252,616 39,951,523 -5,698,907 -2,198,907
NATV

9,207,949 8,539,603

668,356

9,207,949

9,024,371

183,578

3,470,046

YTN

83,185,026 77,611,999 5,573,027 88,673,591 81,271,452

7402,139

8,699,518

KTV

19,185,191 18,722,016

683,175

0

463,175 19,405,191 18,722,016

출처：방송위원회, <2007년 방송산업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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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구조 비교에 따른 시사점
아리랑TV의 경우 광고가 허용되므로 광고료, 수신료, 프로그램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영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NATV는 적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YTN
의 경우 민영기업으로 매출액에서 높은 영업이익을 얻고 있다.
반면 KTV의 경우 국고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KTV가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인력운영 등에서
방송사로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
산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해외 유사채널과 비교
한국의 공공채널과 외국의 공공채널의 다른 점은 운영주체와 운영비용, 프로그램
편성권 등에서 나타난다. 한국의 KTV는 운영주체가 정부(국정홍보처)이고, 국가예
산을 사용하며 편성권이 정부에 있다. 반면 미국의 C-SPAN이나 캐나다의 CPAC와
같은 외국의 공공채널은 운영주체가 케이블사 대표나 간부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운
영예산은 어떤 주체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고 케이블 가입자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태로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방송편집과 편성권은 방송업무 종사자들
에게 운영주체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외국의 공공채널은 국회방송과 공공현안 프로그램 등의 편성
으로 순수 공공채널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한국의 KTV는 공공채널과 국정홍보기능
을 하는 국정홍보채널이라는 이중성을 띄고 있다.

1) 해외 공공채널 방송
해외 각 국가들은 민영 상업방송이 안고 있는 상업적인 프로그램의 선정성, 폭력
성 등의 폐해를 극복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채널을 도입하여 운

44

KTV 정책홍보 강화 및 발전방안

영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공공채널을 운영하는 방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기적절하게 국민에게 정부의 정책과 뉴스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전달하며 비상업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미국
미국은 상업방송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별도로 공공채널을 두게 함으로써 텔레비
전의 사회적 효용 가치를 높이고 있다. 1967년 미국의 공공방송법(Law of Public

Broadcasting)에 따르면 공공(public)이란 국고 보조금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상업적
속성과 공공 방송국들에 대한 시청자의 광범위한 요구의 반영이라 규정하고 있다.
공공방송법에서는 지상파 텔레비전의 공공성 개념이 케이블 TV에도 원용되어 케이
블 TV 사업 승인 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
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상파 공공방송(PBS)과 함께 케이블 TV 액세스 채널, 의회채
널(C-SPAN)이 공공채널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① PEG(Public, Educational and Governmental)

PEG는 케이블 TV가 공공채널로 케이블 TV를 통해 표현의 자유, 사고의 다양성,
지역사회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케이블 TV는 지역사회
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적인 공간을 활용해 망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케이블 TV 사업자는 독점적으로 사업 허가권을 받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에 일정한 프랜차이즈 요금을 내며 지역 사회에 봉사를 해야 한다. 이는 시청자 스
스로 매체를 통제하고 그들의 문화와 미디어 환경,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 대해 스스로 생각과 표현을 보장하고자 함이다. 액세스 채널의 재정은 지
역 정부와 프랜차이즈 협약을 맺은 케이블 TV 사업자가 부담한다. 케이블 TV사업
자는 제작 장비의 무료대여 및 지역주민의 교육 훈련을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각 주나 시마다 공공 케이블 채널이 설립되어 있다. 인디애나주
의 WCTV나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Champaign시의 CGTV와 같은 공공 케이블 채널
은 모두 주 시민들에게 지역 정부의 프로그램,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시기적절하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비상업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 정부나 공공의 기금

제3장 KTV 위상 및 기능 재정립 방향

45

으로 설립된 기관의 목적을 지원할 수 있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와 직면한 이슈에 대한 균형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② C-SPAN

C-SPAN은 의회중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익적 내용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 공공채널이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의회중계를 실행하고 있
지만 독립적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공공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C-SPAN (Cable-Satellite Public Affairs

Network)은 1978년 미국 하원의 의사일정을 생중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으
로서 상업광고를 하지 않고,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정부 유관단
체로부터 어떤 종류의 기금도 받지 않으며, 의사일정을 일체의 논평과 편집 없이 국
민들에게 내보낸다는 원칙을 준수하는데서 출발한다. 이 채널은 상, 하 양원의 방송
실에서 송출하는 본회의 실황중계 화면과 독자적으로 촬영한 위원회와 청문회, 회
의 실황 등을 실시간 혹은 녹화중계로 케이블과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보내고 있
다.
현재 C-SPAN은 3개의 TV채널과 1개의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회활동
을 일체의 논평이나 편집 없이 종일방송으로 하고 있으며, 세미나나 토론회, 심포지
엄 등을 중계 혹은 자체 제작하여 시청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공공사항에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C-SPAN의 경영진은 각 케이블사의 간부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운영정책을 만들
고 재정적인 감독만 할 뿐 프로그램 편성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제작자들
은 운영 간부들과는 독립적으로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C-SPAN은
공공의 문제를 다루고 비영리 방송을 목적으로 하나, 정부의 자금을 전혀 지원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 방송이다. 비영리, 공동소유의 유선 방송 시스템이며, 시청자들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8개 케이블사와, C-SPAN의 프로그램을 배급 받는 다른 방송사
나 단체가 매달 지불하는 수수료에 의해 운영금이 조달된다. 사실저널리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기부금도 받지 않음으로써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
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Call-In Program)을 통해 공중의 액세스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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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공중의 간접적인 채널 접근과 참여까지 구현하고 있다.
<표 3-9> C-SPAN의 주요 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US 하원과 상원에서 진행되는 의회 생중계
의회중계프로그램
Senate Live daily
Congressional Hearings 하원과 상원 청문회 중계
콜인(Call-In)
프로그램

Washington Journal

그날의 이슈에 대한 시청자들의 질문과
답변, 신문과 인터넷의 특별한 토픽

미국과 법정

America & the Courts

한 주간에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결 및
인터뷰와 연방법원의 심의와 연설 중계

미국의 시각

American Perspectives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이슈에 대한 특
별 프로그램

미국의
American politics/ Road 한 주간의 국내 정치 이벤트 및 주요 정
정치학/백악관으로
to the white house
치인사의 동정 소개
가는 길
After Words

Book TV

공공정책, 정치, 역사에 관한 책의 저자
와 인터뷰

앙코르 북노트(Encore C-SPAN의 작가 인터뷰 시리지 하이라이
Booknotes)
트 방송
인뎁스(In Depth)

작가의 삶과 작품, 경력에 대해 3시간
동안의 인터뷰 생방송

북 TV에서 역사를
논픽션 역사책에 대한 토론
(History on Book TV)
British House of
Commons

영국 의회의 질의시간 방송

출처：김종현(2006), '공공채널이 지향하는 편성방향에 관한 연구

(2) 영국의 Channel 4
영국의 Channel 4도 전형적인 공공채널이다. Channel 4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상업방송(1TV)과 상호 재정보증 시스템(Levy)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영국
방송법(1990) 제 25조에서 Channel 4에 대한 편성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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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4는 상업방송에서 제공하지 않는 취미와 관심에 호소하도록 적정 비율의 방
송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는 형식과 내용면
에서 혁신과 실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Channel 4는 공공방송으로서 높은 수
준의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고, 편성시간대를 고려하여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고품질의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에 역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독립 제작사의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방영해야 한다.
(3) 독일의 개방채널(Offerner Kanal)
독일의 개방채널은 상업방송의 허가에 따라 1983년에 등장하였다. 개방채널은 해
당 지방 주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채널이다. 개방채널은 모든 시
민에게 미디어 접근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
해 놓고 있다. 재원은 국가 방송협약 제29조에 따라 수신료의 2%를 주미디어청이
받아 이중 일부를 개방채널에 지원하고 있다. 설비의 이용과 방송은 선착순 원칙에
따른다. 제작자는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저작권을 갖는다. 개방채널의 프로
그램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이고 개혁적이며 참여적이다. 따라서 계몽적이고
보도 중심적인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오락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은 거
의 없다.
(4) 캐나다의 CPAC
캐나다는 1977년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진행과정을 세계 최초로 TV 중계를 시
작하였다. 1979년에 CBC(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에 국회 방송 독점권을
주어 전국 유일의 연중 24시간 장시간 프로그램의 공공 현안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
램을 방송하는 공공채널이다. 그러나 의회중계는 각 케이블TV를 통해 이루어졌고
미국의 C-SPAN을 모델로 한 의회방송, CPC(Cable Parliamentary Channel)는 1992년
케이블 사업자들에 의해 설립됐다. 1996년, CPC는 CPAC(Cable Public Affair Channel)
라는 의회중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채널로 바뀌었다. CPAC은
현재 종일 편성을 통해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중계하며 국민들과 직접 관련
있는 공공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PAC은 3개의 오디오 채널 운영을 통
해 3개 국어(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방송되는 지역의 언어)로 방송되며 방송되는 언
어는 그 지역 케이블회사에 의해 선택되며, 대부분 그 주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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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되고 있다.

CPAC의 전체 가시청자 수가 약 750만 명이며, 평균 1주일에 120만 명 정도가 프
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으며, 이슈에 따라 약 200만 명까지 시청자가 증가하기도 한
다. 4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CPAC는 무료로 130개의 케이블 회사에서 방송
되고 있으며, 예산은 정부가 아닌 캐나다 케이블 협회에서 매년 약 500만 달러 정도
를 공동부담하고 가입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다. CPAC 이사회는 케이블사
대표로 구성되며 전국네트워크 운영만을 결정하고 방송운영 및 편집권은 전적으로

CPAC직원에게 주고 있다. 이들 케이블업계는 공공정책을 세우는 기관과 의결과정,
프로그램 관련인과 관련 주요 사항 등을 편파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보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5) 프랑스의 국회방송
프랑스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국회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93년 처
음 국회방송을 기획했다. 하지만 기획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으며 7년 만에 방송을
시작하였고 통일된 체제를 기반을 형성하지 못한 채 하원 채널과 상원 채널로 분리
된 두 개의 독립적인 채널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방송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동안 Canal Assemble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국
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Canal Assemble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각
종 토론을 그대로 중계하는 데에 그쳤다. 프랑스 국민들은 보다 다양한 역할을 하는
국회방송이 창설될 것을 원했다. 그러나 정부의 국회방송 개설에 대한 의지에도 불
구하고 국회방송 창설에 대해 하원과 상원의원 간의 팽팽한 충돌이 있었다. 1999년
여름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
침내 국회방송 창설이 결정되었다. 이에 상원과 하원의 서로 다른 입장을 인정하는
개별적인 채널을 운영할 것을 허가하였다. 이 결과 하원채널인 LCP-AN과 상원채널
인 Public senat이 공식적인 국회채널로 탄생하게 되었다.
국회방송은 케이블 방송을 비롯하여 TPS와 CannalSatellite 두 개의 직접위성 다발
방송을 통해 방송된다. 공영 방송사인 France 3이 오후 방송시간을 국회 토론 중계에
할애하고 있지만 새로운 국회 채널을 유료 방송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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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다. 두 개의 국회방송은 정부로부터 각각 2,500만 프랑의 예산을 지원받
으며 하나의 송신 채널을 공평하게 양분하여 각자 방송 시간을 배정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두 채널에 각각 8시간 30분의 방송 시간이 배당되고 방송 양식은 주로 생
방송으로 이루어지는 토론 중계방송과 법안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중계방송으로 구
성된다. 상원채널인 Public senat은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언론과의 인터뷰, 문학 프
로그램, 유럽 국회와 유럽 연합 의원회의 공공 업무 중계등에 중점을 두며 하원 채
널인 LCP-AN은 국내외 정세를 소개할 두 편의 보도 프로그램과 영화나 다큐멘터리
를 주제로 한 토론 매거진, 국회의원 인물 탐구 프로그램 등을 편성하고 있다.
비록 두 개의 채널로 양분되었으나 국회방송이 추구하는 목적은 일치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은 모두 각종 국정 일과를 통해, 정치가와 정치를 구분하고 정략과 정치
를 분별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국회의 역할을 올바로 인식시킴으로써 국회의 위상
을 재정립 하는데 기여하는 시민의 정보 공간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6) 이집트의 SIS
이집트의 SIS(State Information Service)는 1954년에 설립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알
리는 국정홍보 미디어기구이다. 현재 SIS는 내각의 기관이며 대통령과 내각에 대한
제도적 미디어 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SIS는 정부의 활동을 알리고, 가족계획, 환경
보호와 같은 정책을 홍보하는 등 국내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전 세
계적으로 32개의 언론사를 관리하면서 국제 언론과 관련된 것을 모니터하고 있다.

SIS는 Foreign Press Center와 최근에 설립한 Cairo Foreign Press Club을 통해 이집트
에서 해외 기자들의 활동을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SIS는 최근 ICS(Integrated Care Society), SFD(Social Fund for Development)와 협력
을 맺어 특히 지방의 이집트 가정의 삶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을 지지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정보를 통해 SIS는 지역공동체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모든 잠재성을 제
공할 것이다. 그리고 SFD(Social Fund for Development)와의 협정을 통해 모든 영역에
서 문화 활동을 내보냄으로써 국가의 정책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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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TV 위상 및 기능 재정립 방향
1) 국내외 채널과 비교결과 함의
KTV는 정부가 운영하는 채널로서 정부조직의 틀 속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때
문에 조직, 인력, 프로그램, 재원 등의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조직으로서 공통적 요인이 필요하다. 이는 채널의 정
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 예산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KTV는 국정관련 뉴스와 관련 뉴스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타의 방송프로그램은 KTV의 정체성과 직접적으
로 관련이 적은 성격이 강하다. KTV는 주어진 예산 속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KTV를 알릴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육성
하는데 집중하고 다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자체제작보다는 질적으로 검증된 우수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사례의 경우에서도 공공채널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제공하는
데 힘쓰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공공채널은 국민을 계도하
고 이끄는 채널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KTV 역시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
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업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국
민들의 의견과 이를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을 서로 조화시키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
는 것이 필요하다.

2) 국정홍보처 폐지에 따른 인수가능 업무 검토
2007년 말 제17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었다. 새로운 정부는 언론정
책과 관련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국정홍보처의 기능
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부가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가 아니지만, 국정홍보처가 폐지될 경우 KTV
는 국정홍보처가 수행하는 기능의 일부를 인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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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보처 기능 중에서 KTV가 이를 흡수하여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을 면밀
하게 검토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4] 국정홍보처 조직도
처장
차장

예를 들어 국정홍보처가 수행하던 정책포털기능, 정책뉴스기능, 정책광고, 뉴미디
어 홍보, 취재지원 등의 기능은 기존에 KTV가 수행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매체 측면에서는 정책포털기능, 정책광고기
능을 KTV로 이관하여 KTV의 업무범위를 보다 확장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적 측면에서는 정책뉴스기능, 뉴미디어 홍보, 취재지원 기능 등을 KTV로 이관
하여 다른 매체와 함께 취재 및 지원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3) 세종시 이전과 KTV 기능강화
KTV의 위상강화를 위한 전략을 세종시의 건립과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 5월 21일 행정도시의 명칭, 지위, 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종시 조성과 더불어 미디어센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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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도 검토되고 있다. 미디어센터는 정부부처 이관에 따라 미디어를 대상으로 브리
핑 룸 등 취재지원 및 정책홍보를 위한 공간 및 교육과 연구 공간 등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세종미디어센터는 향후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정부-언론-국민을
잇는 정책정보 네트워크로서 정책홍보와 프레스센터 기능이 결합된 복합 미디어센
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제적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정부의
선진화된 모습을 첨단화된 정부채널(KTV)을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전 세
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위상 홍보의 거점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TV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 행정타운의 미디어 관문으로서
상징성을 부여하고, 정보출입의 대문역할을 수행하는 영상서비스의 주관방송사 역
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KTV는 세종미디어센터의 개념과 입
체적 연계성을 가진 매개체 성격을 가지며 KTV 시설은 세종미디어센터와는 유기적
관계를 맺게 된다. 세종미디어센터의 필요성은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정부정책
홍보기능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정부홍보시스템의 혁신과 다양한 콘텐츠를 구
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있다. 방송으로서의 KTV 특수성과 디지털 방송
전환, 방통융합 등 청사이전 이후의 미래 환경을 감안한 최첨단 디지털 방송센터 구
축을 위해 청사 내 정책브리핑 등의 영상서비스 주관방송사로서의 기능과 디지털
라디오방송 소요시설 반영 및 방통융합(convergence) 가속화에 따른 KTV, 국정브리
핑 채널의 연계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세종미디어센터의 KTV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Identity를 표방하는 주관방송으로
서 도시의 정체성 확보와 도시의 성격을 부여하는 미디어매체로서의 주요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KTV는 케이블 방송 운영과 디지털 전환 시 라디오 기능 보강, 행정
타운 내 사내방송 서비스 제공으로 정책전문채널로서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영상 실시간 전송기능 및 디지털 아카이브로
서의 역할과 함께 KTV를 이용해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 영상자료의 편
집․ 송출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종시 미디어센터 구축을 감안해 KTV는 미디어센터 내에 디지
털 방송영상 제작센터를 조성하는 방안, 세종도시 인근에 소재한 방송프로그램 제
작인력과 시설을 통합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 방송영상 콘텐츠를 지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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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국정과 문화의 향유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KTV 위상 및 기능 재정립 방향
KTV는 국정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최근 정권교체로 정부조직 개편논의
가 전개되는 가운데 KTV의 위상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이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이해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KTV는 영상을 통해 정부의 국정기능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본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그 위상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KTV의 위상은 정책제안, 정책수립, 정책시행, 정책 평가라는 정부기
능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추적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포털로서
의 채널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KTV의 기능은 이미 수립된 정책의 내
용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
책이 현실과 맺고 있는 관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정책 자체를 홍보대상으로 삼았
다. 때문에 KTV의 정책홍보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
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KTV는 영상이 갖고 있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추상적인 정책이 현
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정책으로 인해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시각
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과 현실의 관계를 추적하
는 KTV의 노력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될 경우 KTV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매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KTV가 정책의 순환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펼쳐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정책분야별 전
문 제작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인력에 대해 정
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각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KTV가 이러한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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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필요하다.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KTV가 현재로서는 자율
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V는 주어진 여건에
서 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토대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정부는 충분
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간섭은 최대한 줄임으로써 방송매체로서의 특
성을 보호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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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KTV발전을 위한 5개년 과제
KTV의 안정적인 발전과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주요과제를 정
리하면,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먼저 2008년은 KTV의 위상을 보다 명확히 정리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이후 방송제도 및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전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준비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4-1] KTV 역량강화를 위한 5개년과제

2009년에는 전년도의 방송위상 설정을 바탕으로 채널파워 증대를 위한 방송 콘텐
츠의 개편과 진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KTV의 프로그램에 대한 구분을 통해 현재

KTV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핵심 프로그램을 설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프로
그램의 노출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0년에는
조직정비와 디지털 전환을 대비한 조직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직원의 위상강
화를 통해 보다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여건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1
년에는 방송 디지털 전환의 법적 시한인 2012년을 대비하기 위해 방송디지털 전환
을 대비한 방송 프로그램의 디지털 아카이브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요건
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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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의 변화를 예측해보고 이에 적절한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창구효과(OSMU：One-source, Multi-Use)창출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1. 2008년：KTV위상과 기능의 재정립
채널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은 채널이 제공해야하는 프로그램의 분야를 설정하는
효과이외에 채널의 위상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인 수입원의 확보와 채널 발
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일례로 채널의 정체성 및 위상설정에 어려움을 겪
었던 아리랑TV의 경우 채널의 공공성 및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정체성을 확
립하지 못해 현재는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리랑TV의 채널의 위상의 변화가 가져온 가장 큰 문제
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가 의무적으로 전송해야하는 채널에서 SO의 선
택을 받아야 하는 채널로 변화된 점이다. 따라서 아리랑TV는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SO 마케팅을 통해 선택을 받아야만 하는 위치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상당한 어려
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2] 아리랑TV의 채널위상 변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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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널위상은 케이블 채널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KTV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채널위상을 명확히 정립
할 필요가 있다. KTV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정홍보채널이지만, 출범당시부터 공공채
널로 출범하여 국정․공공․문화 프로그램을 방송하여왔기 때문에 공공채널로서의 정
체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홍보처의 TV채널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TV 이외의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적 위상에서도 KTV의 위상은 모호한 상황이다. 현재 KTV의 위상을 지정
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다. KTV의 위상과 역할은 2007년 8월에 발표된 대통령령 제

20235호와 총리령 제855호에 따라 영상홍보원이 현재의 한국정책방송원으로 개편된
것이다. 따라서 KTV의 명확한 위상은 현행법이 아니라 언제든 변화 가능한 법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이 상황에 따라 손쉽게 변할 수 있다는 점
을 감안한다면, 현재 KTV의 법적위상은 잠정적인 위상만을 설정해 놓았을 뿐이다.
더구나 2007년 대통령선거로 인해 방송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는 현
재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능동적인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가능한 KTV 위상정립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영방송 체계정비와 KTV
공영방송의 체계정비와 관련한 논의는 먼저 현재 지상파의 방송구조인 ‘1민영 다
공영’ 체제 개선에 대한 논의부터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명확한 위상 및 기능 설정과 그에 따른 방송시장 재편에 대한 논의가 부
각될 것이다. 특히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1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널의 민영화에 대
한 논의가 전되면서 ‘1공영 다민영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공영방송인 KBS1과 함께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KTV, 아
리랑TV, 국악방송)에 대한 기능적 재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논의사항으로 이른바 공공서비스 콘텐츠(PSC：public

service contents)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공적 자금으로 운
영되는 공영 또는 공공채널의 정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현재 논의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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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SC에 대한 논의는 공영방송채널을 현재의 ‘지주회사 모델’과 같이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에 전체 채널을 관리하는 기구로 공영방송위원회를 두는 것
이다.
[그림 4-3] 공영방송 구조개편 모델

출처：강만석․오경수(2007). 디지털 미디어 시대, 공공서비스콘텐츠 정책방안(27족)

이러한 모델은 KTV에게 명확한 법적 위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
만, KTV는 공영방송의 모델보다 국가재정을 통해 운영되는 공공방송, 또는 국영방
송의 모델에 좀 더 근접한 성격으로 이러한 논의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국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적인 요건인 KTV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의 위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공공방송의 기능정비와 KTV
다음으로 논의 가능한 것이 현재 공공 또는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채널사
용사업자 또는 라디오 사업자간의 통합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송
채널은 아리랑TV와 KTV, 그리고 국악방송이다. 하지만 이들 방송은 공공방송이라
는 채널의 위상은 동일하지만 외국인, 정책홍보, 전통문화 유지전수라는 서로 상이
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채널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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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공공채널의 구분
구분

주요 목표 시청자

기능

KTV

전국민

국가의 주요 정책홍보

아리랑TV

외국인 거주자 및 방문자
외국어 학습 목적의 한국인

외국인에게 한국정보 전달
외국어 제작 프로그램

국악방송

전국민

우리전통문화의 유지 전수

따라서 공공방송의 기능정비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 KTV는 기존 채널과의 명확한
구분점 및 역할의 상이점을 제시하여 여타의 공공채널과의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
고 있음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만약 공공채널의 기능적 통합이외에 법적 위상 설정
등의 내용이 논의될 경우, 이에 대해 득실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
의할 것은 자칫 KTV가 아리랑TV와 같은 전철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정부조직 개편과 KTV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정부조직 개편과 KTV의 위상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논
의 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KTV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국정
홍보처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
홍보처의 방송채널을 담당하던 KTV는 문화부 소속으로 변경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
다. 이러한 논의는 KTV에 득과 실을 동시에 제공한다. 먼저 KTV에게 유리한 것은
정권교체기에 KTV의 명확한 기능과 위상을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안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방송구조개편
등의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여, KTV의 명확한 법적위상 설정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현재 KTV는 정부부처의 다양한 소식을 방송채널을 통하여 전달하는 기
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책정보의 특성상 시간에 한정된 방송보다 인터넷 등 이용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매체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KTV는 국정홍
보처의 하위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
에 국정홍보처 등의 정부조직 개편시 현재 국정홍보처가 운영하고 있는 ‘국정 브리
핑’등을 흡수하여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정부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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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홍보순환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그동안 KTV와
국정홍보처의 기능 중첩으로 인해 영상을 활용한 정책 홍보 이외에 정책에 대한 각
종자료와 민원을 처리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으나,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흡수할
경우 정책의 전과정(기획-심의-집행-평가)에 대한 홍보와 관리채널로 기능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향후 KTV의 위상과 역할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정책
홍보의 TV채널에서 인터넷 및 정부조직 전체를 대표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로
서 그 위상을 고양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기능이다.
결론적으로 KTV는 국정홍보채널로서 그 기능과 위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논의에서 명확한 위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KTV가 현재의 기능적 위상인 국정
홍보채널을 유지하면서, 국정홍보처가 폐지될 경우 문화관광부산하 기관으로 흡수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국정홍보처의 다양한 기능을 흡수하
여 KTV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2009년(2차년)：방송콘텐츠 개편 및 홍보
1) 방송콘텐츠의 영역확장
먼저 국가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KTV의 기본적인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되,
이전의 개념이 방송만을 이용한 방식이었다면, KTV의 안정적인 역할 설정과 이미
지 각인을 위해서는 KTV를 국가정책 정보의 포털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이를 위해 KTV의 2가지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는 정부 각 부처와
관련하여 그들의 정보를 대외로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계획과
그에 대한 각 부처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때 모든 부서의 동의와 협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서별 의견 및 협력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①
단순협력：프로그램 제작과정의 참여 및 협력, ②부서협력：프로그램 제작 참여 및
부서 홈페이지를 프로그램 홈페이지와 연동, ③긴밀한 협력：프로그램의 제작 및
국민의 민원제기에 대한 해결과정을 함께 기록 및 제공 등으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KTV가 국민에게 보다 믿을 수 있고, 구체적인 정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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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제작 가능한 프로그램의 수위도 결정이 가
능할 것이다.
[그림 4-4] 국가정책 포털 모델

이때 가장 큰 핵심은 KTV의 프로그램이 더 이상 방송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이다. 이것은 국가정책정보에 대한 국민의 소비방식이 영상프로그램에 의한 단순
소비보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영상정보와 인터넷의 기능적 결합을 통해 KTV의 대국민, 정
부차원의 위상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청자 대상 프로그램 제작 시에는 다음의 3가지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
나는 정책정보가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프로그램 내용
에 따라 개별 정책부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정책담당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이후 변화된 정책방향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시청자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채널로 발돋움해야 한다. 셋째 KTV의 방송 영상은 국가에서 제작 배
포하는 것으로 그 어떤 방송채널의 영상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
가 정책 분야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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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KTV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3원칙

아울러 시청자에게 보다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정책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raw-material' 전략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의 목적을 전파하고, 정책시행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
해서는 정책내용의 단순한 중계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책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이해를 위한 정보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개발-추진시행-평가에 이르는 정책과정 전체로 프로그램 제작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2) 지역 SO와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개발
우리나라는 지역자치를 위한 행정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에 대해서는 지역별 SO가 지역채널을 통해 지역소식을 다루게 되어 있지만, 오미
영․차동필(200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역 채널이 지역기반의 뉴스를 제대로 제공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KTV는 ‘지자체 행정탐방(가칭)’등의 프
로그램을 지역SO와 공동으로 제작하여, 지역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뿐 아니라 지역SO와의 유대강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낮은 채널번호를 배정받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특히 채널의 공공적 기능으로
인해 지역SO에 대한 특별한 마케팅이나 관계형성이 적었던 KTV에게 매우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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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청자의 실제 생활과 거리가 있었던 KTV의 프로그
램을 보다 지역밀착형으로 구성한다면 시청자의 관심 증대 및 자연스런 채널 인지
도 및 브랜드 향상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KTV 채널번호를 통일하는 작업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 채널번호가 거의 동일한 채널은 YTN이 대표적이다. 이들
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을 강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채널번호를 24번으로 통
일하고자 노력하였고, 현재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24번으로 방송되고 있다. 따라
서 YTN과 같이 협상력이 높지 않은 KTV의 경우 채널마케팅의 전반적인 전략에 맞
추어 번호를 설정하되 이를 염두에 두고 SO와 전략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3) 프로그램 및 채널에 대한 프로모션 강화
케이블TV 등의 뉴미디어 등장으로 인하여 시청 가능한 채널이 많아지면서 시청
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이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시청
률도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시청률 엔트로피(Rating Entropy)라 한다. 시청률
엔트로피 시대에 시청자들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프로모션기법이다. 미국의 경우 방영시간대, 프로그램의 종류 등의 편성요인과 함께
전체 시청량의 20%정도를 설명할 정도로 오늘날 프로모션은 매우 중요해졌다.

2007년 KTV가 집행한 매체홍보는 다음의 <표 4-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KTV는 프로그램 홍보보다는 채널홍보에 중점을 두어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표 4-2> KTV의 2007년 매체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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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홍보매체

내용

2007년

아리랑TV등 9개매체

채널광고 노출

2007년 6월

건물외벽 홍보

연결통로 채널광고 및 플랜카드

2007년 6월-현재

행자부, 서울신문 전광판

채널광고 표출

2007년 7월

전광판(전국97개)

채널광고 표출

2007년 8월

지하철행선지 안내기 10개역

채널광고 2만 1224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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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홍보활동은 전반적으로 프로모션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건물외벽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KTV의 위치가 대로와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
하고 있어, 그 성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건물의 입지상 대규모 현수막 홍보가 적합하
지 않다. 따라서 채널광고를 위한 홍보장소를 다소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역삼역-삼
성역간 도로와 개포동-압구정동 방향도로변으로 이동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상당한 행정적인 문제를 수반할 것이지만 앞서 제시한 지역SO, 지역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KTV의 위치와 채널홍보 지역변경

홍
보
지
역

홍보지역

또한 케이블 채널, 전광판 등으로 한정된 KTV채널 프로모션을 신문, 잡지, 지상
파 채널 등으로 확대하여 시청자들이 보다 확실하게 KTV를 인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채널 프로모션은 시청자들의 채널인지도를 높이는 효과
는 있지만 최근의 텔레비전 시청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
면 KTV의 대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한다. 특정 프로그
램의 홍보가 자칫 자원의 낭비로 여겨질 수 있으나 특정 프로그램을 인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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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를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유발하므로 대표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3. 2010년(3차년)：조직 및 인력강화 방안
KTV는 국정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KTV가 국정홍보 기능을 충
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신분보장을 통해 조직원이 능력을 발
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현재의 인
력 구성을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KTV의 기자직은 2005년까지
정규직1명과 비정규직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가 기자직의 정원을 5명 더 확대하
여 현재는 6명의 정규직 기자가 활동하고 있다.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모르지만, KTV가 다루는 보도 내용의 중요성에 입각
하여 본다면, 보도기자의 입지 불안정성에 의한 프로그램 품질의 저하로 인한 손실
은 그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안정된 보도와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조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통해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능력중심의 평가
체계를 갖추고 그에 따른 보상책으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이나 인센티브를 도입하
는 등의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KTV는 업무분야별로 전문성
과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구성원이 능력을 발
휘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KTV의 프로그램 질
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제작인력의 전문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제작인력의 전문화는
창의력을 요구하는 방송업무의 특성상 끊임없는 자기개발 및 혁신을 중요하게 여기
는 조직문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서 비롯된다. 기자나 PD를 중심
으로 한 사원연수제도의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물론 제작인력의 확충이 전제
된 문제이지만, 프로그램의 품질향상을 위해 제작인력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직원의 연수는 크게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국내 연수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지만, KTV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국
내채널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 해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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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어려운 점이 많지만, 해외 유사채널과의 업
무협조 및 자매채널 협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직원 연수가 가능할 것이다.
<표 4-3> 연수제도의 내용(안)
구분

내용

비고

국내연수

- 국내 연수기관 및 뉴스채널 등에 직원 연수
- 적은 비용으로 다수 인원 연수가능

- KTV와 동일한 기능의
국내채널 전무

- 해외의 유사채널에 직원연수
해외연수 - 상당한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
- 해외자매 채널 채결을 통해 교환연수 가능

- 상당한 비용소요

한편 KTV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조직체계는 유지하는 상태에
서, 실질적 위상과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
요하다. KTV가 공무원 조직으로서 경직성과 획일성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방송제작
중심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KTV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즉, 정
부는 KTV가 공무원 조직으로서 방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KTV가 새로운 위상에
부합되는 자율성을 갖도록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
아울러 KTV가 실질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익성 확대를 위한 지원도 필요
하다. KTV의 수익성 확대를 위해서는 다른 부처가 적극적인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각 부처 및 유관기관이 KTV의 고객이 되어 각종 영상홍보물 제작이나 캠
페인에 대한 협찬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4. 2010년(4차년)：디지털 전환 강화
지상파 방송은 2006년 7월 DTV 전국 방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1년 10월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본방송이 시작된 이후 광역시 소재 방송사는 2004년 7월, 도청 소
재지 방송사는 2005년 12월, 그리고 시․군 지역 방송사의 경우는 2006년 7월에 본방
송을 실시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국의 32개 지상파 방송사 62개 방송국,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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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123개 중계국에서 모두 디지털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디지털 방
송을 실시하는 단계에는 들어간 셈이다.
<표 4-4> 국내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현황
구분

본방송
실시

전환율

세부 내용

전국 32개 방송사 62개 방송국, 123개
100% 방송보조국에서 모두 디지털방송 실시
(DTV 전국방송 실시 - 2006. 7)

비고

수도권(2001. 10)
광역시(2004. 7)
도청소재지(2005. 12)
시․군 지역(2006. 7)

제작설비

40%

스튜디오, 편집실,
KBS(56%), MBC(45%), SBS(68%)
EBS(37%), 지역MBC(43%), 지역민방(22%) 중계차 등

송신설비

28%

KBS(27%), MBC(100%), SBS(100%)
지역MBC(21%), 지역민방(36%)

HD콘텐츠 34.7% KBS(24%), MBC(37%), SBS(46%)

송신소, 중계소
(간이 중계소 포함)
2007. 3 기준

기존 투자액 10,536.7억원(2006년까지)/
전환예산 40.5% 총 전환예산 25,990억원 (설비 13,336억원, 방송 4사의 경우
HD프로그램 제작 12,654억원)
DTV 보급 24.4% 442만대 (전국 18,091,000 가구 중)
케이블TV

2006년 말 기준

70% 107개 중 78개 SO가 DTV 송신시설 구축 디지털 42만 가구(3.5%)

출처：정통부. 2007.5. “디지털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및 정통부 제공 자료 참조.

방송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각
방송국의 투자가 불가피하다. 각 방송사는 2005년 말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약

5,983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자하였다고 한다. 이를 방송사별로 구분해 보면, 2005
년말 까지 KBS가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 액수가 약 2,996억원, MBC의 투자 규모는
약 1,139억원, SBS의 투자 규모는 약 1,403억원, 그리고 EBS가 투자한 규모가 약 445
억에 이른다(방송위원회, 2005).
한편, 케이블TV SO의 경우 2007년 8월 현재, 전국 총 106개의 SO 가운데,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SO는 모두 64개로 전체의 60.4%가 방송위원회의
디지털 전환 승인을 받았다. 복수 SO가 허가되어 있는 지역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전환율은 이보다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경남, 인천, 제주
지역은 거의 100%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대구, 부산, 충남, 충북 지역은 50%이상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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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전환이 달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강원, 전남, 전북은 해당 지역 SO 중 약 1/3 가
량이 디지털 케이블로 전환하였고, 아직 경북, 광주, 대전, 울산만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방송 권역에서는 MSO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디지털
전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개별 SO들의 경우, DMC의
협조를 받거나, MSO의 디지털망을 임차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7] 케이블SO의 디지털 전환 상황

2007년 7월 통과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디지털방송 특별법’)에 따르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아
날로그 지상파방송을 종결하고 지상파방송을 완전하게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 것
을 목표로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정부, 지상파방송사, 가전사
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과 지상파방송, 시청자,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규정이 뼈대
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방송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이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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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KTV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까지
총190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인
제작장비의 디지털 전환비용만이 책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전환 뿐만 아니라 변화된 장비에 대
한 직원교육, 제작과정의 변화에 따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방송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시청자에게 다양
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KTV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부
가적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그에 따른 내부 시스템 개선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5. 2011년(5차년)：OSMU 강화
OSMU(One Source Multi Use)는 영상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
을 말한다. 즉,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상품, 장난감,
출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하나의 인
기 소재만 있으면 추가적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해 높은 부
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케팅 비용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상품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핵심기능이다. 특히, 한 장르에서의 성공이 다른 장
르의 문화상품 매출에도 영향을 끼치는 시너지 효과를 낼수도 있다.
[그림 4-8] 콘텐츠 구성의 단계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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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OSMU는 문화상품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다양한 상품으로 변화가 가능하
며, 영상시장내에서는 매체별 시장을 차별화(windowing)를 통하여 영상상품의 판매
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OSMU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콘텐
츠 원형에 대한 이해와 그를 바탕으로 한 개별 미디어별 콘텐츠 제작 및 활용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화상품의 경우 콘텐츠
원형과 그에 따른 콘텐츠 개발전략이 핵심적인 전략이다. 주지하듯이, 영화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는 콘텐츠 원형을 바탕으로 잘 만들어진 콘텐츠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KTV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콘텐츠 원형이 일반적인 영상상품처럼 인간
적인 흥미를 끄는 것이기 보다 다분히 시청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사품의 OSMU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KTV가 제공하고 있는 정책관련 정보는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그리고
시청자에게 유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제한적인 OSMU전략을 구성하고,
이를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표 4-5> KTV의 OSMU전략
구분

대상

전략

비고

공공/공익 채널간
프로그램 교환 및 공동제작

채널 인지도 증대
프로그램 전문성 고양

정부부처/ 기관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정책 및
홍보 동영상 백서 출간

정부 부처내 위상강화
DVD등의 동영상백서

지자체/ 시청자

지자체, 지역SO와 공동제작 및
지역주민에게 행정 정보제공

지역중심 프로그램
지역행정정보 DVD

해외 공공채널

해외채널과의 프로그램 교환 및
공동제작 체계

KTV 위상제고 및
국가간 협력체계구축

1차 시장 공공/공익 채널

2차 시장

3차 시장

KTV의 OSMU전략은 공공 및 공익채널과 프로그램을 교환, 공동제작하여 채널간
의 인지도 향상 및 각 부분별 협력을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현재 KTV가 육아방송 등과 프로그램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
로 실시하여 공공채널 2개와 16개의 공익 채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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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홍보물을 제작하면서 구축된 아카이브를 이용하여,
부처별 홍보DVD, 정책별 홍보DVD등의 영상 타이틀을 제작 배포하는 것이다. 이러
한 사업은 정부부처에서의 KTV위상을 강화하고, 시청자에게 채널을 인식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해외 채널들과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방
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초기에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교류에서 시작하여,
점차 외국채널과 공동제작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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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KTV채널 공급 플랫폼 확대방안
1. KTV 채널 플랫폼 확대 방안 전망
KTV의 플랫폼 확장 방안에 대한 전망은 한국언론학회 연구팀이 수행한 ‘2007년
KTV 위상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
견이 나뉘어져 개진되고 있다. KTV의 플랫폼 확장에 대해 업계의 긍정적 의견을 살
펴보면, KTV는 성격 상 이동성이 큰 관계가 없지만 양방향성의 경우라면 어느 정도
확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과 KTV의 재원이 공적인 자금으로 운영된다는 점
에서 매체에 따라 접근이 차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주를 이루
고 있다.
플랫폼 확장은 이용자 측면에서 이동성과 양방향성의 추가 시에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KTV의 성격 상 이동성은 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양방향성의
경우라면 어느 정도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업계
KTV의 플랫폼 확장은 국가적인 정책홍보 방송이라는 점에서 가급적 모든 매체
에 제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KTV의 재원이 공적인 자금으로 운영된
다는 점에서 매체에 따라서 접근이 차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업계
IPTV에 대한 채널공급 확대가 필요함. 국정의 소비주체인 일반인들이 향후
IPTV를 통합플랫폼으로 삼아 필요한 국정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보인다 - 유관기관
IPTV의 경우 시범서비스기간 이용자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케이블 방송
과 대체재의 관계에 있으며, 100개 이상의 다채널 방송이 가능한 만큼 국가의
공공목적을 위해 케이블방송에 공공채널을 두도록 규정한 목적을 동일하게 달
성하고자 한다면 IPTV에서도 공공채널을 두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그 채널 수 등을 고려 하여 현재 방송
법에서도 공공채널을 두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DMB로의 방송채널 공급
확대는 기술적 여건상 어렵다. -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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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및 국가 정체성 확보를 대전제로 하여 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화 및 융합에
따른 전 방위 국정 홍보를 위해서는 모든 매체에 대한 접근이 답보되어야 한다
- 유관기관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시청자의 눈과 귀를 잡기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KTV 방송을 KTV 한 채널만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부응
하지 못하는 아날로그적 홍보임. 디지털 시대에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접근
권과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
요하다. 단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성격, 이용자들의 성격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구성, 편집할 필요가 있음. 집에서 커다란 TV를 놓고 정책 관련 프로그램을
보는 환경과 이동형 미디어로 이용하는 환경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유관기관
KTV의 목표가 공공정보 서비스의 확장이라면, 당연히 수용자 확대를 위하여 뉴
미디어에도 채널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학계
국정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양한 디지털미디어를 통해서
KTV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는 미디어 및 프
로그램 선택이 매우 세분화되면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국정관련 정보를 최대한의 범위에서 전달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KTV의 전송은 필수적인 사항임. 특히 IPTV의 경우 완전한 쌍방향성이 전제되
기 때문에 국민참여방송으로의 획기적인 전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 학계

그러나, KTV의 급선무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노출되는 것이기 때
문에 플랫폼에 진출하기 위한 무분별한 투자(제작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
양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KTV의 경우 플랫폼의 확대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규로 인
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지
적도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위한 투자보다는 기존의
플랫폼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한 축을 이룬다.
현재로서 플랫폼이 문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KTV가 플랫폼의 확대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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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다면 그것은 시청자들과 접점의 용이성을 위해서 일 것이다 방송환경의 변
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규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 - 업계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위한 투자보다는 기존의 플랫폼에서 양질의 콘텐
츠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플랫폼을 늘린다고 시청자, 청취자, 네티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플랫폼이 늘어나면 KTV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
아지고 그에 따른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플랫폼을 늘리는데 많은 비용이
들 것이며 어떤 플랫폼에서 KTV 위상이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면 플랫폼을 늘리기에 앞서 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데 투
자해 내공을 쌓은 후 어떤 플랫폼이 어떤 성과를 내고 앞으로의 비전이 어떤지
검증한 후 판단하고 확장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업계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한 플랫폼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다. 그러나 그러한 플랫폼 확장에 앞서, 콘텐츠의 질과 양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송기술 자원의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 학계

‘2007년 KTV 위상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유관기관의 경우 플
랫폼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다. 즉, IPTV와 같은 뉴미디어의 경우 국
가의 공공목적을 위해 케이블방송에 공공채널을 두도록 규정한 목적을 동일하게 달
성하고자 한다면 IPTV에서의 공공채널을 두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 국정
및 국가 정체성 확보를 대전제로 하여 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화 및 융합에 따른 전방
위 국정 홍보를 위해서는 모든 매체에 대한 접근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견, 디지털
시대에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채널 제공과 송출의 문제는 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현 방송법은
KTV를 케이블방송에 의무 재송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청률은
낮은 편이다. 새로운 플랫폼으로 채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그리 시급해 보이
지 않으며 공급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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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가 새로운 비전과 위상을 정립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다수 제작해 국
내외 플랫폼으로 다양한 확장을 꾀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다. - 학계

학계의 경우 플랫폼 확장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KTV의 목표가 공공정보 서비스의 확장이라면, 당연히 수용자 확대를 위하여 뉴미
디어에도 채널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 (플랫폼 확장이) 국정정보
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그러나
플랫폼 확장에 앞서, 콘텐츠의 질과 양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방
송기술 자원의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문제이다.

2. 신규 플랫폼 진입 조건
통신, 방송 사업 경험이 있는 실무진과 관련 의사 결정이 용이한 경영진이 필
요하다. 방송서비스의 뉴미디어 진출을 위해서는 방송위원회 등의 법적·정책
적 제도화가 가장 중요하다. 시청자를 끌 수 있고,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높은 질의 제작물 확보가 필수적이라 본다. 질 높은 제작물 다량 확보 및 제
작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플랫폼이나 뉴미디어 진출이 실현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은
콘텐츠의 질이라 할 수 있다. 위성방송, DMB 사례에서 보았듯이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나 뉴미디어가 생겨도 콘텐츠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가입자는 줄어
들고 적자폭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
이 바로 콘텐츠의 질적 향상인 것이다. - 업계
최근 IPTV관련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PP들의 주가는 올랐지만 SO들의 주가
는 하락했다. KTV 역시 PP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즉, 시청자 혹
은 수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뉴미디어
진출도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업계

KTV가 신규 플랫폼에 진출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하여 ‘2007년 KTV 위상과 기능
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업계에서는 통신, 방송사업 경험이 있는 실무진
과 관련 의사 결정이 용이한 경영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방송서비스의 뉴미디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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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위해서는 방송위원회 등의 법적·정책적 제도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양질
의 콘텐츠를 확보해야 신규 플랫폼 진출 시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해당 방송사업자와의 협조, 상호 이익이 되는 콘텐츠의 개발, 국정서비스의 주
체인 국민에 대한 국정서비스를 소재로 한 흥미있는 콘텐츠 소재를 계발해야
한다. - 유관기관
디지털 미디어에 적합한 정책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내용과 형식/포맷 등), 다양
한 뉴미디어와의 공동기획, 공동제작, 공동 이벤트, 공동마케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유관기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
업자를 제외)는 방송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공공채널(KTV 등)을 송신하고 있
다. 따라서 IPTV에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국회에 상정예정인 “인터넷
미디어방송사업법(안)”)에 방송법과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관기관
국가 정책입안 시, 우선적이고 강제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KTV가 갖는
콘텐츠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콘텐츠가
재미 있다고 한다면 플랫폼 진입장벽은 언제든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관기관
국가가 매체를 통해 국정홍보를 하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하기만 하려는 선전이
아니라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정책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가장 적합한 논리는 숙의민주주의를 위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핵심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매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 정책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편집정책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는 단점과 문제점도 얘기해 주어야 한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단점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이
유를 차근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향후 단점 보안을 위한 대안도 제시해야 하겠
다. 이러한 노력들이 먼저 이루어져, KTV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뉴미디어
진출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KTV가 의무전송 채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모든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
문이다. -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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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KTV 위상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유관기관의 경우
KTV가 신규플랫폼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더불어, 신규 플랫
폼에 진출할 경우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고 있다. 즉, 디지털 미디어에 적합한 정책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내용과 형식/포맷),
다양한 뉴미디어와의 공동기획, 공동제작, 공동 이벤트, 공동마케팅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적 기반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는 방송법 제70조 제3
항에 따라 공공채널(KTV 등)을 송신하고 있기 때문에 IPTV에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국회에 상정예정인 “인터넷미디어방송사업법(안)”)에 방송법과 같은 규정
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규미디어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고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참
여를 훨씬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시청자
들이 정책적 의사결정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포
맷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다. - 학계
‘KTV 방송서비스의 뉴미디어 진출’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KTV의 수준
높은 참여형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도록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뉴미디어 진출은 그로 인해 수반되는 부수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학계
새로 진출할 뉴미디어의 수용자들 취향이 다르다면, 타겟 수용자들을 고려한 편
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꼭 필요한, 다른 채널과 비교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학계
KTV에 대한 재정 지원의 확대와 이의 의무전송 관련 법규정이 정비되어야 한
다. 공공서비스로써의 KTV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기존의 공영방송이 하지 못하
는 정책분야에서의 정보전달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측
면에서의 KTV의 위상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 학계
당연히, 정책적인 지원(모든 매체에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의무
전송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뉴미디어가 KTV에 가장
적합한 미디어 인지를 우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시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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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추세에 따라 모바일 디바이스의 활용이 중요할 것 같으며, 보다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은 향후 회수될 지상파 아날로그 주파수의 활용이나, 지상파
MMS에서의 공공채널로서의 적극적인 위치 확보 등이 우선적이라는 생각이다. 학계

학계에서도 KTV의 신규플랫폼 진출 조건으로 양질의 콘텐츠와 제도적 기반을 지
적하였다. 즉, 시청자들이 정책적 의사결정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새로
운 프로그램 포맷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새로 진출할 뉴미디어의 수용자
들 취향이 다르다면, 타깃 수용자들을 고려한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제도
적 기반과 관련하여 KTV에 대한 재정 지원의 확대와 의무전송 관련 법규정의 정비
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기존의 공영방송이 하지 못하는 정
책분야에서의 정보전달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KTV의 위상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3. 매체별 플랫폼 확대 전략
1) IPTV
(1) IPTV의 개념

IP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로 인터넷
체계를 기반으로 TV모니터를 통해 방송 및 인터넷, 기타 부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방송위원회에서는 “IPTV는 텔레비전 등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 망(IP
망)을 이용하여 공중에게 보내주는 다채널방송”이라고 정의하여 방송의 특성을 강
조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에서는 “초고속인터넷 망을 통하여 양방향으로 다양
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신규 통신방송융합 서비스”로 정의하여 인터넷
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전송을 강조한다.
또한, IP 기반 네트워크상에서 전달되는 디지털영상서비스, 양방향 데이터서
비스 및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송과 통신 간의 대표적인 융
합서비스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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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IPTV 서비스 개념도

IPTV는 양방향서비스(interactive service), 개인형서비스(personalized service), 번들
링 서비스(bundling service) 등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VOD, T-Commerce,
오락, 뱅킹, 정보, TV포털서비스 및 다채널방송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IPTV의 경제
적 효과에 대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IPTV의 상용화를 통하여 발생하는 생산유
발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각각 12조 9,000억 원과 5조 8,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7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IPTV 업계는
올해 300만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정하고 1조 7,500억 원 규모의 자금투입을 결정하
기도 했다.
(2) IPTV 추진현황

2004년 10월, IPTV 도입에 대한 첫 논의 이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발족, 시
범서비스사업 시행, 법안 발의,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조직 등 IPTV 법제화를 위
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PTV 법제화의 근간이 되는 법안은 2007년 6월 13일 손봉숙 의원의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제176856호)’을 시작으로 6월 14일 홍창선 의원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
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제176846호)’, 6월 26일 서상기 의원의 ‘디지털미디어서비
스법안(제176931호)’ 등 총 7개 법안을 제269회 국회 제9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년 11월 20일)에서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각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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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고, 2007년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결국, 2007년 12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큰 틀의 수정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으며 4년간 표류해 온 IPTV 법제화는 일단락된 상태이다. 법안
의 주요 내용은 ① 전국사업권역, ② 시장지배적기간통신사업자 자회사 분리 없음,
③ 시장점유율 1/3 제한 등으로 집약된다.

2006년 7월, ‘하나TV’를 시작으로 pre-IPTV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같은 해 11월
IPTV 시범서비스사업이 시행되었다. IPTV 시범서비스사업은 2006년 8월 16일 방송
통신고위정책협의회 결정에 따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6억 원씩 출자하
여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IPTV 시범사업공동추진협의회에서 2개의 주관
사를 선정, 2006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다.
지난 2006년 12월에 KT의 ‘C-Cube 컨소시엄’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다음컨소시
엄’이 IPTV 시범서비스를 마친 상태이다. 본격적인 IPTV서비스의 상용화에 앞서

‘IPTV서비스 도입법안’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와 KT의 ‘메
가TV’ 등 pre-IPTV서비스인 ‘TV포털'서비스가 상용서비스 중이다.
<표 5-1> 국내 IPTV 서비스 개요
구분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서비스명

메가TV

하나TV

myLGtv

출시

2007년 7월

2006년 7월

2007년 12월

콘텐츠

2만여 편

7만여 편

4천여 편

강점

온라인 신문, TV뱅킹 풍부한 콘텐츠, 최초
등 약 20여종
서비스 초기시장
양방향서비스
선점

HD콘텐츠 강화

누적 가입자 수
(2007년 11월 기준)

27만

72만

-

이용요금
(전화, 초고속인터넷
결합시)

6,800원

8,800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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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TV 콘텐츠 확대 전략

IPTV의 경우 지난 2007년 11월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멀티미디어콘텐츠사
업자로 등록한 경우 IPTV사업자에 대해 방송채널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
에 IPTV 대역에 있어서도 제약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IPTV가 본
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시기에 맞춰 IPTV콘텐츠사업자로 등록하면 충분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 된다.
[그림 5-2] IPTV 콘텐츠 확대 전략

2) 디지털 라디오
(1) 디지털 라디오 도입 배경 및 필요성
방송계의 디지털 패러다임은 라디오에도 강력한 변화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주파수가 야기한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 즉, AM 방
송의 사양화 및 표준 FM 추가 배정 등으로 아날로그 주파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디지털화야말로 이에 대한 해법인 것이다. 도시화에 따른 전화 환경의 열화,
디지털 개인 미디어 보급에 따른 개별 청취자의 기대 수준 향상 등으로 기존 아날로
그 FM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높은데 이런 문제도 동시에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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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멀티미디어 단말기의 보급으로 음성, 영상,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 교환이
보편화되며 미디어 수용자도 이를 기대하게 되었으나, 기존 FM 주파수로는 이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디지털 라디오는 수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
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디지털 라디오 방송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디오 방송에 대한 신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더불어 다원화된 사회의 각계 요구에 따라 지역 정보, 교통 정보, 종교, 기상,
경제, 교육, 스포츠 등 특수 목적을 지향하는 전문 방송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
으나, 잡음이 많은 AM 방송대와 포화상태에 있는, FM 방송대에서 이를 모두 수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파수 이용 효율이 높은 디지털 방식으로 수용 문제
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라디오 방송 서비스가 품질 면에서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TV의 등장 이후 정보 전달 측면에서 그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
고 있으며 기술 및 콘텐츠 측면에서도 낙후된 매체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것이 오늘
날 라디오의 현실이다. 따라서 점차 증대되는 이동 수신 환경, 주파수 이용의 효율
성, 그리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고품질의 방송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방송 방식으로 대체하여 라디오 방송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상의 한계를 극복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및 CD 플레이어 등 양질의 오디오 매체의 보급이 이
루어짐에 따라 수용자들이 점차로 고품질의 사운드를 선호하게 되었다.
넷째, 다양한 경쟁 매체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위성방송, 케이블TV, 디지털 방송
및 인터넷의 보급 확산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한정된 내용으로 방송하는 라디오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라디오에도 정보 단말기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여전히 경제적인 매체로서 타 매체와 비교해 경쟁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세계적인 디지털 라디오 방송 도입 추세이다. 1987년부터 유럽의 첨단 기
술 공동 개발 계획인 유레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이 본격화된 DAB의 경우, 최
신의 디지털 오디오 부호화 방식과 전송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CD 수준의 고음질과
뛰어난 수신감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캐나
다 등 선진 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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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확보하기 위
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라디오 디지털화를 대표하는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의 본 방송이 실시된

2004년부터 서비스 보편화 과정을 선보일 2010년 사이에 DAB 수신기 국내 생산을
통해 총 1조 3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500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 올 것
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방송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디지털 라디오 방송으로 약

50% 이상 전환될 시 디지털 라디오 산업은 2015년 기준, 세계 70억 달러, 국내 약 10
억 달러의 시장이 기대되는 미디어 산업이다. 기술적 변인과 더불어 라디오 수용자
의 이용 변인은 라디오 디지털화를 더욱 요구하고 있다. 수용자들의 라디오 이용 패
턴에 대한 몇 가지 조사 결과들은 라디오의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제시해 주고 있
다. 1999년 3월 NHK가 실시한 ‘라디오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라디오는 ‘혼자
서’, ‘집이나 이동 중인 자동차 안에서’ 혹은 ‘무엇을 하면서’ 청취하는 형태로 정착
된 미디어다. 즉 라디오는 개인의 휴대 이용, 자동차 등 이동하면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바일 정보 미디어인 것이다.
(2) 디지털 라디오 콘텐츠 확대 전략
디지털 라디오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로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여유대역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방송채널이 추가될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라디오는 MMS와 연계되어 영상과 더불어 제공될 수
있다.
아직까지 디지털지상파방송이나 디지털라디오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의 경우 공익성을 강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KTV
가 라디오방송 채널운영사업자로서 선정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매체 및 주파정책의 설정 및 논의과정에 대한 세심하고 면밀한 관심을 가질 필
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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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상측면
KTV는 국정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이다. 다시 말해 KTV는 국민들의 일상생
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수립
및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동의
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공동체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데 기여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V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해왔다. 그 이유는 국
정홍보 기능의 상당 부분을 신문, 방송 등 이른바 제도언론이 대신 수행해 왔기 때
문이다. 언론은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감시 및 비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국정을 정부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KTV보다는 제3자적 입장
에서 바라보고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보다 많은 신뢰를 보여 왔다.
언론의 이러한 기능과 별도로 KTV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있는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언론과 또 다른 기능적 차별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KTV
는 정책제안, 정책수립, 정책시행, 정책 평가라는 국정기능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포털로서의 채널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KTV는 언론이 다루지 않거나 다루지 못하는 정부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대로의 사실에 기초하여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매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홍보는 말 그대로 국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정부의 입장을 국민
들에게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다시 말해 국정홍보를 정권홍보라는 용어와 등치시켜, 과거 정통성을 갖지 못한 권
력이 언론과 국민의 여론을 장악하려는 시도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인식이 남아 있
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홍보는 정권홍보라는 의미와 등치될 수 없다. 국정홍보의 개념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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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필요한 국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의미로 되
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KTV는 불가피하게 정부정책에 관한 사항을 다
룰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으며, 이를 국민
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KTV는 정부정책의 전반적인 순환과정을 정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실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국정홍보 매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
야 하며, 나아가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끊임없이 대답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조직 및 인력측면
KTV가 국정홍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조직과 효율적인 인력운영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KTV는 제한된 정부예산 속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KTV의 인력이나 재원운용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어진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은 KTV의 역량
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KTV가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KTV
가 국정홍보채널로서 어떤 목표를 선택하고 그것의 달성을 위해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방안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홍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KTV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KTV가 추구해야 할 국정홍보의 목표에 따른 세부적인 실행방향은 국정정
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능(신속성, 정확성)과, 정책이 수립되
고 집행되는 과정의 전반을 정책대상이 되는 현실과 맞물려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
게 보여주는 기능(사실성, 심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다른 장르의 방송프로
그램은 이러한 국정홍보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머문다고 볼 수 있
다. 결과적으로 KTV의 조직과 인력은 신속한 국정뉴스의 전달과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적이고 심층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정책분야별 전문적인 제작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의 경험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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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교육과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였을 경우에 이
를 더욱 장려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후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3.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측면
콘텐츠 측면에서 KTV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권이 아닌 국정에 초점을 맞춰
시청자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 또한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담론
에 갇혀 전문가나 고위관료만 등장하는 형태의 방송프로그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시청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용어가 이어지는 정책이슈보다는 현실에서
그것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가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정책이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거나 문제되는 현실을 변화시키
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시청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대한 정책담론에 치우치
기 보다는 사소하지만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슈를 추적하고 부각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책프로그램이 반드시 딱딱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작될 필요는
없다. 텔레비전 매체의 속성은 정보제공과 더불어 오락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매체특성을 KTV도 십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형식에 오
락적 기능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한편 KTV의 변화된 위상과 콘텐츠를 시청자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KTV
채널과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홍보의 대상은 일차적으
로 정부부처의 공무원과 정부유관기관 인사, 학계나 연구기관 등이 바람직하다. 왜
냐하면 이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뉴스와 변화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차적으로는 KTV의 역량을 강화시켜 대 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KTV가 수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을 통
해 채널에 대한 인지도와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집행하는 방송광고에 KTV 브랜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
스오버 광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들의 인식 속으로 진입하는 전략을 구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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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밖에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에 KTV 채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시로 제공하는 노력도 요청된다. KTV 브랜드
와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
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4. 네트워크 강화측면
네트워크 강화 측면에서는 케이블SO와 공동제작, 대정부 협력관계 강화 등을 고
려할 수 있다. 먼저 케이블SO의 경우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블SO의 경우 해당 방송구역에 관
련된 지역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KTV가 국정에 관한 방송프로그
램을 제작할 때 케이블SO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케이블SO
의 지역채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정책이 각 지역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
지 공동으로 제작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KTV의 방송프로
그램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

SO와 KTV의 공동제작 협력체계는 이념적 차원에서 공익성 실현에 부합되는 것이
며 실질적 측면에서도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교류를 통해 인력과 비용의 절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대정부 협력관계 강화의 경우 KTV가 국정홍보 매체로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책수립과 집행의 핵심 주체가 정부부처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정부부처와의 원활한 협력이 없으면 KTV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KTV는 정부 각 부처의 정책기능 담당자와 긴
밀한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플랫폼 확장 측면
지난 2007년 12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VOD
형태로 제공되어 왔던 하나TV, 메가TV 등 pre-IPTV서비스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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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된IPTV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인터넷멀티미디
어방송사업법안 제21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 따르면 IPTV사업자는 방송
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IPTV사업자는 케이블

SO, 위성방송 등과 달리 KTV와 같은 공공채널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런 점
에서 KTV가 IPTV사업자에 채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PP와 마찬가지로 인터
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여 IPTV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채널을
공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IPTV사업자의 경우 기술적 여건의 한계로 인해 초기에는 모든 실시간 방
송채널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메가TV의 경우 2008년에 약

80개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채널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하나TV의
경우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보다는 지금과 같이 VOD 중심의 서비스 형태에 주력한
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IPTV 도입과 동시에 KTV가 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
사업자로 등록하여 IPTV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장되기는 어렵
다. 따라서 IPTV사업자의 기술적, 사업적 여건에 따라 다소 시기적 지연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KTV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로
등록 후 IPTV로 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었고, 이로써

KTV가 TV방송과 더불어 디지털라디오방송에 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지상파TV방송이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여유 주파수대역을 이용해 MMS를 추
구하고 있다. 만약 MMS가 실현될 경우 TV채널과 더불어 데이터방송 채널도 증가
할 수 있기 때문에, KTV 또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하여 라디오방송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디지털라디오나 MMS 모두 초기적인 논의만 있을 뿐 구체
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때문에 디지털라디오 진입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지켜보면서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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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세종시 이전을 대비한
디지털 제작시설 구축판단

1. KTV 디지털 방송영상제작센터 조성 목적 및 취지
KTV의 디지털 방송영상제작센터는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디지
털 방송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책임있는 국정홍보 채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 홍보채널로서의 역할 재정립 및 위상 제고
∙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비한 제작 환경의 조성
디지털 방송영상제작센터 조성은 산업적․문화적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는 21세기
디지털영상문화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제작시스템의 구축과 국가 홍보의 체계
적 지원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결국 디지털 방송영상제작센터는 디지털 방송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비한 전문화
된 국가 홍보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
로 구현한다.

1) 국가 홍보채널로서의 역할 재정립 및 위상제고
(1) 수요자 중심의 고급 영상 정보 콘텐츠 제공
디지털 방송영상제작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영상정보제공 시스템으로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의 운영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함으로써 디지털 방송환경에서 폭넓은 국정홍보 수요자들의 국가 정보 욕구를 충족
시키는 기반을 구축한다.
결국 디지털 방송영상제작센터는 21세기 미래 지향적 디지털 방송영상제작 시스
템 구축과 고급 국정홍보 정보의 제공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영상콘텐츠 공급체계
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2) 국민 공감의 고품질 프로그램 생산

KTV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민들의 국정 정보 요구 환경 변화에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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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영상제작센터를 조성함으로써, 국정
홍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시대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이는 KTV의 달라진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정책 위주의 딱딱한 이미지
에서 시청자 친화형 고급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정부를 하나로 엮는 콘
텐츠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혜택을 받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다.

2) 선진화된 디지털 방송영상제작 시스템 구축
디지털 방송영상제작 시스템은 변화하는 방송환경시대에 걸맞은 전문화되고, 창
조적인 영상제작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국정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한다.
디지털 제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는 IPTV, DMB, WiBro 등 다양한 매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방송 수용자에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작업인 것이다.
방송영상콘텐츠 수용환경이 Home과 Office에서 Outdoor로 전환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국정의 내용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디지털화에 따른 KTV 콘텐츠제작 변화의 필요성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제조업 중심에서 인간의 지식, 감성, 창의력, 상상력
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의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기존
의 생활을 서로 잇고(network) 섞으며(convergence) 새로운 환경과 시장을 만들어내고

(create) 있다11).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IT분야와 디지털

11) 디지털타임즈 2004년 3월 3일자 “콘텐츠 산업의 잠재력과 전망-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
흥원장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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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라는 하드웨어는 물론, 이들의 내용을 이루는 소프트웨어 즉 콘텐츠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특히 통신방송의 융합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유비쿼터스 미디
어 환경이 구현되는 현 시점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최근 방송통신기술은 눈을 뜨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만큼 급격하게 발전
하고 있다. 방송통신분야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무선 광대역 데이터 시장이 미
래 통신시장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지 및 이동중 고속으로 인터넷에 접
속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인 와이브로(Wibro)
는 큰 시장확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WCDMA
의 진화형태로 3.5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위미하는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는 차세대 통신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결국 유무선 통합 서비스라는 새로운 영역의 출현은 유선, 무선 사업자라는 영역
구분이 유명무실화 되면서 새로운 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경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송통신 융합환경 하에서 유무선 통신 및 방송망 간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점차적으로 콘텐츠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즉 디
지털화에 따른 매체융합 환경의 경쟁체제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콘텐츠 영역의 중요
성은 커지게 된다. 시장에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결국 콘텐츠이며 방
송통신 융합환경하에서 콘텐츠 제작 및 공급은 그 속성상 네트워크나 패키징, 유통
분야에 비해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므로, 콘텐츠의 발전은 곧 시장 전체 발전
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방송영상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콘텐츠의 제작 역량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때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한 유비쿼터스 미디어 시대
에 제작되는 영상 콘텐츠는 수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수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지향
해야 한다. 미디어 환경이 점차 유비쿼터스환경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의 방송과
통신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쌍방향성과 이동성, 개인성이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정책방송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뉴스, 시사 정보 등에 대한 수신자의 요청을
업로드 하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또한 KTV의 영상 콘텐츠는 수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각각의 신규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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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의 컨셉에 맞는 하드웨어 맞춤형 디지털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
다. 예를 들어 현재 서비스 중인 DMB는 이동중 방송이 컨셉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에 시청이 가능하고, 또 작은 화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제작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외 방송환경에 대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FTA에 따른 국내
방송영상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제시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7년 6월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방송시장의 일부를 개방하였다. 방송시장이 문화상품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보았을때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방송영상산업의 비교 열위는 미국의 일방적
교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케이블 TV의 경우, 2007년 현재도 미국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FTA에 따른 PP의 완전 개방은 미국에의
방송영상콘텐츠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나
라 콘텐츠 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한-EU FTA 협상에서는 방송영상물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한국은 유럽 각국과의 영상물 교역에서 무역 적자를 오랜 기간 지속
해 오고 있다.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도 유럽의 상황은
한국보다 앞서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
지털 방송영상 제작기반 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의 강화가

KTV에게 절실하게 요구되어 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 홍보채널로서 KTV의 장기적 전망으로 제시될 수
있는 디지털 방송영상제작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KTV가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정체성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디지털 시대
새로운 국가 홍보채널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디지털 방송영상강국 실현을 위한 국민
의 방송으로서의 역할까지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KTV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방송영상 제작환경의 디지털화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방송․통신․컴퓨터 분야가 융합되면서 방송시
스템의 디지털화는 방송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본격적으로 예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송의 디지털화와 융합 영향은 TV방송 시장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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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방송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미디어로서, 라디오로부터 시작하여 TV․위
성방송․HDTV․디지털방송 등으로 발전했으며, 이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매체인

DMB, WiBro 등으로 발전해 가며, 그 결과 산업적 측면에서는 통신사업자의 방송시
장 진입, 포털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 및 방송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 등 무한 서비
스 경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한 시대적 요청은 사회가 다
양화되면서, 다채로운 가치관․정서에 맞는 정보를 시간․공간 등의 물리적 제약을 뛰
어 넘어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정보환경의 구현 필요성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방송 역시 예외가 아니다. 방송의 디지털화는 고화질, 고음질의 고품질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채널의 증가와 신규 플랫폼들
이 등장하였다. 일례로 손 안의 TV라는 DMB의 등장과 인터넷을 통한 텔레비전 시
청이 가능한 IP-TV 서비스가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방송의 디지털화를
통해 가능하게 된 다채널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전문 채널의 등장은 보다 분화된 수
용자들의 취향이나 요구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시청자들
은 뉴스를 보기 위해 밤 9시면 텔레비전 앞에 앉는 수고를 덜어도 되고, 보고 싶은
드라마를 놓쳤을 경우에도 주말 재방송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즉, 이제
시청자들은 지상파 채널 5개를 두고 ‘무엇을 볼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에서 때로는 수백 개의 채널 중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볼 것인지를 고민하
게 된 것이다.
고정된 편성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난 시청자들을 가장 먼저 유입하고 있는 곳이
바로 케이블 텔레비전이다. 관습화된 편성, 식상한 내용에서 벗어나고 싶은 젊은 시
청자들은 보다 특화된 채널과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케이블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리
고 있다. 기존에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채널로 인식되던 케이블 채널들이

<프렌즈>나 <섹스앤더시티>, <위기의 주부들>, <24>과 같은 유명 해외 드라마 시리
즈를 비롯해 <배철러>, <도전, 신데렐라>, <아메리칸 아이돌> 등의 리얼리티 쇼를
수입하는데 앞장서면서 케이블 텔레비전이 신규 프로그램의 유통 창구로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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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송영상산업의 가치사슬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유
통매체의 출현으로 방송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모바일
위성

유

케이블

통
지상파
기
획
및
제
작

채널사용사업자
방송영상콘텐츠제작사

방송산업의범위
새로운 유통매체의 출현과 기술
의 발달로 기획과 제작과정이
변화. 더불어 새로운 방송산업
의 장르등장

해외 유명 프로그램의 수입에서 나아가 최근 들어 케이블 텔레비전은 자체 콘텐
츠 제작에도 눈을 돌리고 있으며, 국내 유수 외주제작업체들과 손을 잡고 케이블 텔
레비전에서 먼저 방송을 하거나 케이블 텔레비전으로만 방송되는 프로그램 제작에
도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1천 6백만 가입자를 확보한 케이블 텔레비전의 성장에 그 기
반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튼튼한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복합 방송채널 사용사업
자(MPP, 혹은 MSP)의 등장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대표적인 MPP인 CJ미디어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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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미디어 계열사들은 탄탄한 자본력과 영화 제작 및 유통으로 다져진 기반을 바
탕으로 그동안 콘텐츠 공급 및 제작의 독과점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던 지상파 방송
사의 영역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드라마의 외주제작이 활발해지
면서 보다 새로운 소재, 새로운 형식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유리한 판권 확보를 원하
는 외주제작사가 유통 창구를 케이블 TV로 눈을 돌리면서 케이블 텔레비전의 성장
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이제 케이블 텔레비전은 지상파 채널의 보완재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콘
텐츠를 생산, 공급하는 주 매체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지상파의 위기와 케이블
의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신 TV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다. 위기를
맞은 지상파가 기존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도, 이제 막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케
이블이 제 목소리를 내며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는 것도 모두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누가 먼저 수용자의 요구(needs)를
파악하여 그에 부합하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 공급하느냐가 중요하게 된다. 방송
과 통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방송통신 융합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이러
한 수용자 맞춤형 콘텐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콘텐츠의 제작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콘텐츠의 유통이다. 디지털화에 따
른 플랫폼 및 채널의 증가로 인해 콘텐츠의 유통 통로가 증가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유통 전략 마련하는 것 역시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이하는 방송사업자들에게는 빼놓
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흔히 우리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에 있어서 원소스
멀티유즈를 염두에 두게 된다. 콘텐츠의 멀티유즈를 위해 콘텐츠의 계약 및 제작 단
계에서부터 2차 유통을 염두에 두고 권리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한편, 추후 유통을
위해 기존 콘텐츠를 재편집이 가능한 형태로 기획하는 것 역시 검토해야 할 점이다.
여기에 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유료 서비스의 개발 및 유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 역시 새로운 텔레비전 시대를 맞이하는 방송사업자들이 해야
할 소임 중 하나라 하겠다.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노력 역시 콘텐츠의 유료화사업
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와 정부의 노력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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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방송영상산업의 범위

기획
-

TV 방송 제작기획
라디오방송 제작기획
데이터방송 제작기획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제작기획
- 인터넷, 모바일방송
제작기획
- 전광판/지하철
방송 제작기획

제작

대본/콘티작성
캐스팅 및 인물섭외
무대설치 및 장소섭외
촬영
편집/더빙/효과
송출포맷으로 전환
방송

유통
● 오프라인 유통
- VHS, VCD, DVD 패키지 등
판매
● 온라인 유통
- 지상파방송, SO, RO, 위성방
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인터
넷방송, 모바일방송, 전광판
및 지하철방송, 온라인 VOD
서비스

● 제작편집 장비 및 SW
● 스튜디오(편집, 녹음 등) 설비 등의 인프라
■ 방송영상산업 장비 인프라
● 송출장비 및 중계기
● TV,라디오,DMB단말기,핸드폰,무선 인터넷 등의 수신기

이제 방송의 디지털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신
규 방송 서비스들은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DMB 서비스의 상용화에 따라 이동 중에도 방송 시청이 가능해 졌으며, IP-TV는 방
송과 통신의 개념 가운데서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케이블
텔레비전 역시 기존의 지상파가 독점적으로 누렸던 콘텐츠의 제작 및 공급 영역에
진출을 시도하면서 신 TV 시대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
는 상황이다. 이제 각 방송사업자들은 기술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야 함과
동시에 수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신 TV 시대, 참여, 공유, 개방의 미디어 2.0 시대의
방송으로서 그 역할과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시청자인 우리들은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즐거움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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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 제작 환경 변화
방송영상 제작환경이 전면적으로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반
적인 방송의 송․수신은 아날로그 기술에 기반하고 있지만, 스테레오 음향, 리모트 컨
트롤 장치, 자막방송, 데이터 방송 등 부분적으로 디지털 방송기술이 도입되어 활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화 하는TBC(Time Base Corrector), 영상
을 디지털화 한 후 이 신호를 조작하여 다양한 특수효과를 만들어 내는 DVE(Digital

Video Effect), 기존 영상을 제작자의 의도에 맞추어 프레임별로 이미지 조작이 가능
하도록 하는 페인트박스(Paintbox)와 같은 장비들을 통해 디지털 방송기술은 이미 실
현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방송장비들이 점차 도입되면서, 방송제작에 아날로그 장비와 함께
새로운 장비가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 전반에 걸친 디지
털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2년에 이르면 국내의 모든 방송환
경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송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를 통해 새로워진 기술환경에서 방송제작 인력
을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기술적 특징인 디지털 방송기술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실시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보다 적
극적으로 디지털 방송환경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디지털 방송의 기술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국내 지상파

TV의 현실과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실시에 따른 파급효과까지를 전망해 보고, 또한
방송제작 현장에서 방송인력들이 어떻게 신축적으로 적응해야 하는가를 추론해냄으
로써, 디지털 방송영상 제작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에 접근해보도록
할 것이다.

3) 방송영상 제작인력의 변화
방송장비를 비롯한 방송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대
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제작환경 및 멀티미디어 제작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디지털 방송시대의 중요한 과

첨 부

101

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집, 가공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의 디지털화가 제작 환경에 미칠 영향은 첫째, 기획과 제작기능의 분리 및 기
획부서와 제작부서의 분리, 둘째, 전작제도의 도입 셋째, 캐릭터 비디오 사업 등 영
상제작 사업영역의 다각화, 넷째, 개방형 제작 체제로의 전환, 다섯째, 창의적 집단
으로서의 제작담당자와 경영마인드를 갖춘 기획 집단 요구 등이다.
따라서, 디지털 방송환경에서 영상제작 전문인력은 각 담당 영역별 기술은 더욱
다양해지고 심화될 전망인 반면, 전반적으로는 각 영역별로 통합적인 제작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촬영장비들만의 교체가 아닌 제작, 편
집, 송출, 가공 전반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날
로그 방송환경에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상문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신축적으로 적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휴먼웨
어로서의 방송영상제작 전문인력들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역할과 위상이
디지털 방송환경 하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기획 및 제작연출 부문
이전의 비대하던 제작조직에서 축소된 제작조직으로의 변화 중 대표적인 예는 비
디오 저널리스트(Video Journalist, VJ), 혹은 1인 제작시스템(One Man Production

System)이라고 불리 우는, 한 사람이 제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설비의 고성능화, 소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취
재, 촬영, 조명, 편집, 음향 등 최소 5~6명이 함께 해야 하던 모든 과정을 혼자서 처
리하는 제작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1990년대 초기의 8mm 비디오카메라
에서 앞에 언급한 현재의 6mm 디지털 카메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상의 화질이
방송용 ENG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하게 되자 각광받게 되었는데, 이
러한 시스템은 제작비용의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각 방송사의 경영방침에도 부합하
기 때문에, 최근 급격하게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6mm 카메라의 보급은 일반인들도 적은 비용으로 방송용에 적합한 화
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송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의 진입장벽
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 사람이 어느 한 가지의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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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종사하기보다는 직종과 영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크로스오버 현상도 나타나고 있
다. 즉, 타 직종과의 통합으로 앵커듀서(뉴스PD 기자+PD), 리포듀서(리포터+PD), 아
나듀서(아나운서+PD), 스크립듀서(스크립터+PD) 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획 제작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프로듀서이다. 디
지털 방송 시대의 프로듀서는 디지털 프로그램을 위한 전체적 계획과 그림을 만들
어 내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프로듀서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 역동적 역
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감독’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기
존의 아날로그 상황에서 프로듀서의 역할과 별로 다르지 않지만, 디지털 영상환경
에서는 고화질의 화면재생에 따른 고도의 제작능력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프로
듀서들의 프로그램 기획능력이라든가 연출 능력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다. 따라서,
프로듀서들의 크리에이티브 능력과 디지털 방송 제작 전반에 관련된 최소한의 기술
적인 응용이 가능해야만 유기적인 조정과 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처럼 프로듀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집단인 제작 인력들의 역량
이 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방송조직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채널을 채워줄 다양하면서도 폭
넓은 프로그램의 제작이 요구됨에 따라, 직능별 인사정책 및 재정 방침뿐만 아니라,
외부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인사 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
울러 프로듀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반대로 제작 기능은 다변화 시켜야 한다.
(2) 촬영부문
현재의 촬영 직무는 그 영역에 따라 스튜디오(스탠더드), ENG, 중계, 보도 영역으
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도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인력․경영여건상 스튜디오, ENG, 중
계부문의 세 영역을 1인 다기능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소형
화, 경량화 된 촬영설비의 도입으로 인해 PD 등의 타 직종이 촬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종래에는 제작 장르와 작품의 난이도에 따라 촬영업무 내 역할 분담이 이루
어져 쇼프로그램, 드라마 촬영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연차가 높은 고참 카메라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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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정보프로그램은 연차가 낮은 카메라맨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쇼나 드라
마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년차 이상의 카메라맨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스튜디오 제작의 경우에도 대체로 무대의 중앙을 잡는 2번 카메라는 촬영감독이, 1
번은 고참카메라맨이, 3번은 그 다음 연차의 카메라맨이 담당하는 하는 등 숙련도에
따라 업무역할이 상이하였다.
그러나 자동카메라(Automatic Camera) 및 무인조정 카메라의 도입, 화이트․블랙밸
런스 등 미리 계산된 디스크의 활용으로 기존에 수동으로 행해지던 카메라세팅의
자동화, 그리고 디지털 캠코더의 도입으로 인한 설비작동의 용이성 등으로 연차에
의한 기존의 업무역할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제작환경에서는
설비작동의 용이성과 비선형 편집시스템의 도입으로 제작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사전
제작시간의 단축을 가져올 것이며 고해상도와 선명도로 인해 좀더 정교한 촬영과
세심한 준비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로 제작되는 고품질TV의 경우 화면비와 화면크기의 변화로
인해 많은 내용물을 촬영 가능하지만 클로즈업 상태에서는 많은 정보가 제시되어
화면이 산만해지는 등 아날로그 카메라와는 상이한 영상표현능력이 필요하다.
고품질 TV, 즉 HDTV 제작방식은 사실 제작장비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HDTV에 도입된 새로운 카메라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사용법에 적응하는 것일 뿐이
다. HDTV특집 드라마 <어무이>를 제작하면서 사용한 카메라는 HDW-700이었다.

HDTV 카메라 장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 카메라와 차별성을 보인다.
첫째, HD-TV 카메라에는 SET UP CARD가 있어서 전체 색채와 톤 등의 자유로운
설정이 가능하다. 이 기능을 통하여 새로운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넓은 표현 영역
이 주어진다. 처음 촬영장에서 모니터를 봤을 때 와이드화면이라는 것 말고도

HDTV가 선사하는 새로운 질감에 감탄하며 빨려 들어갔었다. 이 SET UP CARD 기
능에 대해서 사전에 카메라맨과 테스트 촬영을 통하여 사전 협의을 충분히 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많은 조명을 요구한다. 카메라 자체가 많은 광량을 요구한다. 더구나 화각이
넓어짐으로써 그 만큼 많은 공간을 해결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피사체와 조명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더욱 많은 용량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야간 촬영시에는 항상 노
출 부족으로 애를 많이 먹었다. 조명크레인에 18KW HMI를 설치해 사용하였음에도
104 KTV 정책홍보 강화 및 발전방안

불구하고 만족할 만큼의 공간을 소화해내지 못하였다. 야간 촬영시에는 조명크레인
은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촬영 및 조명 감독과 사전답사 및 조명디
자인에 대한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노출에 대단히 민감하다. 촬영시에 카메라맨은 노출계를 필수로 가지고 다
니면서 일일이 노출을 측정해가면서 촬영을 해야 한다. 특히 인물과 배경의 노출편
차를 줄이기 위해 주간 촬영시 해가 비추는 배경에는 일일이 물을 뿌려야 한다.
넷째, 포커스에 예민하다. 특히 피사계 심도가 낮아 포커스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 밤씬 뿐만 아니라 낮씬 조차도 인물이 조금만 움직이면 포커스를 놓칠 수 있
다. 대단히 능숙한 카메라맨이 아니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3) 편집부문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해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문이 바로 편집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현재의 테잎 편집 방식에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비선형 편집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비선형 편집은 필름편집의 유
연성과 VTR편집의 간편성이라는 장점을 통합한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장면의 교체나 삽입, 컷의 수정, 변경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또한 오프라인
편집 작업과 온라인 편집 작업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작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한 사람이 비디오, 오디오, 효과, 자막 등을 동시
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의 축소 및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기
존의 근무연차별 업무역할의 구분이 없어지고 특수영상효과, 자막 및 그래픽작업
등의 일부 업무가 편집업무에 통합되어지며 네트워크구축에 의한 영상자료 데이터
베이스의 접근용이성으로 편집에서 송출에 이르는 전 과정이 온라인 제작시스템으
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상 디자이너로서의 역량 강화가
요구되며 프로그램 제작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파악하고 영상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현재에도 비선형(non-linear) 편집기의 도입에 따라 편
집면에서는 이미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방송환경이 정착
되어 제작에서부터 송출까지 모두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프로그램의 촬영 및
제작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편집과 가공 과정에서 제2의 창조가 가능해 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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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편집기술과 컴퓨터 기술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편집 및 프로그램 가공 전문
가들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4) 음향부문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해 방송제작에서 음향의 중요성이 증대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디지털화로 인한 1인 다기능화 추세는 음향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즉, 예전에는 음향감독, 오디오맨, 마이크맨, 효과담당 등 세부적인
업무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한 사람이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담당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방송환경 하에서는 연차와 상관없이 수음, 녹음, 편집, 믹싱 등 음
향담당자로 요구되는 기초지식은 물론 음향창조자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르별
특성에 따른 음향제작기법, 음악선곡요령, 청음훈련, 제작 각 분야에 대한 이해, 음
향설비 및 공간상태의 이동 등 음향관련 전문지식이 포괄적으로 요구된다.
(5) 조명부문
컴퓨터콘솔,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자동 색전환 필터, 무빙 라이트 등 자동화되고
소형화․경량화 된 조명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방송사에 도입됨으로써 다양한 조명기
법에 의한 영상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디지털 방송의 도입으로 고품위가 지닌
특성을 최대한 이용한 조명기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고품위 조명은 대화면 고
해상도에 의해 현장감이 좋고 색감 및 질감의 표현이 우수하여 실제로 사물을 보았
을 때의 느낌과 유사할 정도로 정서적 심리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실감 있는 자연
스러운 조명기법이 요구된다.
디지털 HDTV, SDTV의 출현은 조명부분에서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데
이터에 따른 객관적인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촬영을 위해서는
대형조명기구의 성능을 수치적으로 숙지함을 통해 작업의 간소화, 효율화가 가능하
다. 이러한 표준화와 과학화작업은 조명설비 및 전원의 구조, 빛의 성질에 대한 기
본적인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며 사전 제작기획의 단계부터 정교화 된 대본이 필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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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송그래픽 부분
방송 그래픽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현실세계를 컴퓨터 내에서 사실성 있게 표현하
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영상의 세계를 현실처럼 느끼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와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고성능화를 근
간으로 하는 방송 그래픽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방송 분야에서 컴퓨터 그래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응
용기술이 급속히 발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카메라 영상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실제영상과 컴퓨터 영상의 합성에 의한 다양한 영상효과의 창출
등 고도의 영상제작 기법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현실 기술
의 도움으로 특수영상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기획에서부터 컴퓨터 그래픽의 활용이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그래픽 담당자 뿐 만 아니라 작가, PD, 카메라맨, 편집자, 미
술스탭 등 모든 스탭진이 그래픽영상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7) 미술
화면이 와이드로 바뀌면 그 늘어나는 공간만큼을 결국 세트나 소도구 등 미술의
몫으로 넘겨야만 한다. 특히 고선명 화질은 미술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교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술감독은 원칙적으로 디지털 비디오 프로그램에서 정보의 시각적 흐름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터액티브 텔레비전(interactive TV)의 경우 미술감독의
임무는 화면을 여는(bumpers) 역할뿐만 아니라 화면에 대한 통제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미술감독의 기능은 텍스트에 기반을 둔(text-based) 스크린과 메뉴, 애니메이션,
전환 스크린(transition screen)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8)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
기존 비디오 편집자의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는 프로
그램 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로직과 흐름을 구상한다. 음향, 동영상, 디지털 영상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을 요
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는 다양한 사진 포맷과 음향 해상도와 선명도

(resolution)에 정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아트와 컴퓨터 음향 처리에 익숙해
야 할 것이다.
첨 부

107

(9) 디지털 비디오․오디오 엔지니어
디지털 비디오 엔지니어는 완성된 필름이나 테이프를 MPEG 디지털 비디오 포맷
으로 바꾸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디지털 오디오 엔지니어는 방송 음향을 생생
하게 인코딩․디코딩 하기 위한 분야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 비디오 엔
지니어는 어떻게 코딩 시스템(encoding system)을 구축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화질의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법도 알아
야 할 것이다. 디지털 비디오 엔지니어는 CD 기술에 대해 훈련 되어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MPEG 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4) 방송영상 제작 시스템의 변화
새로운 방송설비의 등장과 함께 방송영상의 디지털화는 그 제작 시스템 면에 있
어서도 많은 변화를 수반한다. 디지털 시대의 제작시스템은 제작 시스템의 통합과
제작공간의 압축이라는 경향으로 특징지어지는데,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하
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의 방송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1) 네트워크 기반 통합 제작 시스템의 출현
디지털 제작환경에서의 제작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 하여 하나의 시스
템으로 운영되는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모든 제작진과 제작요소가 컴
퓨터망으로 연결되어 컴퓨터가 제작의 중심도구가 되는 시스템(DTPP：Desktop

Program Production)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방송 산업의 많은 설비들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통합 제
작 시스템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 통합 제작 시스템은 고속 교
환이 가능하고, 특정 채널을 위해서 대역을 미리 할당할 수 있어 지속적인 전송을
요구하는 비디오신호의 실시간처리에 용이한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시
스템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고속 전송과 유연한 정보전송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
콜인 미국의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 제작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미 널리 사용
되는 SDI 신호와 호환되는 장점을 가지는 270Mbps 전송용 동축케이블에 여러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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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SDIT를 이용한 네트워크 제작 시스템도 있다.
(2) 비선형 편집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다채로운 영상콘텐츠 제작의 실현
디지털 기술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방송영상물의 제작방식이 비선형

(non-linear)화됨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게 되
었으며, 이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환경, 즉 멀티미디어 제작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디지털 방송시대의 방송사업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
고 있다. 이처럼 비선형편집 시스템의 등장은 방송 시스템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
의 도입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선형 편집이란 2대 이상의 VCR을 이용하여 테이프에서 테이프로 더빙하면서
편집하는 방식인 선형(linear) 편집에 비해, 편집용 소재인 영상, 음성신호 등을 디지
털화 하여 하드 디스크 등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대용량 기억장치에 저장해 놓고,
일반적으로 PC를 기반으로 하는 편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프로그램을 편집, 제작하는 방식이다. 영상의 기록재생용으로 테이프매체가 아닌 디
스크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테이프 장착 및 탐색이 필요 없게 되며, 컷의 삽입이나
삭제가 용이해지므로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인 편집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비선형 편집 방식은 영상, 음성 및 다양한 부가데이터를 포함하는 멀티미
디어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영상 이미지를 자유
롭게 저장, 검색, 합성, 조작하는 등 매우 다양한 제작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진다. 또한, 특정 용도의 컴퓨터가 아닌 일반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저렴한
비선형 시스템의 구성도 가능하다
디지털 방송설비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혹은 디지털 영화를 제작하
는 데서 발생되므로 디지털 프로그램의 수요에 의해 좌우된다. 하나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상품의 수요에 의해 파생되는 이러한 수요를 종
속수요라고 한다.
한편, 디지털 방송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방송설비의 원천기술도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요예측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는 방
송설비를 HD급 방송설비와 SD급 방송설비로 나누어 각각의 총수요를 예측하는 방
안이 고려되었으나 가까운 시일 안에 기존 SD급 설비가격의 110% 수준에서 H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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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가격이 형성되고 이러한 HD급 설비가 SD급 설비의 역할도 해낼 수 있음에
따라 모든 방송설비를 HD급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급속히 변하는 디지털 기술
의 발전과 방송환경에 따라 디지털 방송설비의 수요 역시 단기 수요와 장기 수요의
패턴이 다를 것이고 예측 방법론 또한 달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디지털 방송
설비의 수요의 유형은 단기수요와 장기수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방송설비의 수요는 기존의 아날로그 설비를 대체하는 데서 발생되므
로 이러한 대체과정에 관련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KTV의 경우는 장비 운용의 효율성이 가
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3. 디지털 제작 시설 구축 외국사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해 프로그램 제작과정이 통합되고 영상 콘텐츠 수급 시장
이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영상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한 방
안으로 공동 제작시설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특히 미국
의 할리우드와 같은 자본 집중적인 영상물 제작 시스템이 미약한 유럽 및 호주 지
역, 아시아 지역의 후발 문화 산업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
들은 영상산업이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감안해 영상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
하기 위해 제작지원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더 나아가 몇몇 국가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적 동인으로 공동제작시설을 주정부 혹은 시 차원에서 전략적 핵심 사업
으로서 추진‧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세계 각국의 여러 공동 제작시설들 중에서 정부 혹은 지방 자치단체의
공적 자금 지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곳을 선택해 현재 추진 중인 세종도시에
세워질 KTV의 목적에 가장 근접하는 모델에 대해 논의 하겠다. 외국의 경우는BBC

Resources, 공영방송의 투자로 설립한 스페인의 Media Park, 동남아시아의 할리우드
를 만들겠다던 야심찬 말레이시아의 E-village, 통일 이후 낙후된 동독 도시들의 경
제적 재건을 위해 라이프찌히 시가 투자해 만든 Media City, 말레이시아 E-village의
이집트 판이라고 볼 수 있는 Media Production City, 호주의 빅토리아 주정부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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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Multimedia Victoria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1) 말레이시아 E-Village
말레이시아 정부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말미암아
영상 콘텐츠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동시에 그 수요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간파하고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최첨단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국가로 만들기 위해 수도 쿠알라룸프르 교외에 멀티미디
어 슈퍼 코리더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이런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MSC는 멀티미디어 개발 회사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MDC)를 설립하였다. MDC는 멀티미디어 영상물 제작을
위해 제작 장소를 찾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과 말레이시아 기업들 중에서 일정한 자
격을 갖춘 기업들에게 MSC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2000년대의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센터로 키워나
가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MDC를 주축으로 해 E-빌리지

(Entertainment Village) 건립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E-빌리지는 영화, 텔레비전, 인터
넷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기지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구상
되었다. E-빌리지는 말레이시아정부가 4,700만 $ 상당의 투자(부지제공 및 예산)를
하고 3,900만 $의 은행 융자를 알선해 민간기업인 EVSB가 개발을 담당하도록 거창
한 계획을 세웠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초기 투자만 부담했고 차후 운영이나 투자 등
은 민간기업인 EVSB가 감당하도록 하였다.

E-빌리지의 1 단계 사업에 속하는 스튜디오 시설들은 마하티르 모하마드 수상에
의해 2000년 9월 8일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여기에는 총 8개의 스튜디오와 한개
의 가상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후기 작업 공간과, 행정 단지, 멀티미디
어 센터, 중앙 마케팅 단지, 기술진, Academy of Dramatic Arts가 구비되어서 원스톱
제작 센터의 기능을 담당한다.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과 임대료로 인해
많은 홍콩, 인도 등지의 제작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제작비
에 민감한 전 세계 지역 제작자들을 끌어들이려고 계획했었다.

E-Village 개발 초기에는 세계 3대 컴퓨터 특수효과 제작회사인 인도의 P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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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가 입주해 장래 전망이 밝은 것 같았다. 전성기에는 70개의 독립제작사들이 이
E-Village에 입주해 제작을 하고 있었으나 EVSB가 다음단계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을 확보하지 못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현재 MDC가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초기투자 이외에는 추가투자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EVSB의 은행 융자나 벤처 자금 등 투자 유인책이 실패함에 따라 사업추진
이 어려워졌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2단계 시설투자를 하지 못해 계획자체가 유보된
상황이다.

E-Village는 호주와 홍콩등지에 있는 디지털 영화 녹음, 편집시설 수요를 겨냥해
만든 제작시설이다. 우리나라도 종종 영화의 후반작업을 호주나 홍콩에서 하는 경
우가 있는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수요를 유치해 동남아의 할리우드로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이다. E-Village가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정
부의 초기 공적자금 투자는 토지, 전기,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기본 인프라로 대치
했고 제작 스튜디오 건립 등에 필요한 자금은 EVSB가 조달하도록 해 너무 조기에

E-Village의 자급자족을 요구했던 것에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기반이 허약한 실정에서 첨단 제작시설을 들여와 운영할 수 있는 인원, 기술이 확보
되지 못했던 것이다. EVSB의 사장인 Ibrahim이 스튜디오를 오픈하기 한달 전 1년내
에 흑자로 전환시킬 자신이 있다면서 ‘하루 사용료가 6,000$에 달하는 호주의 FOX
스튜디오에 비해 이용료를 대폭 싸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가격 경쟁력만 가
지고는 호주나 홍콩의 경험 많은 스튜디오들과 싸움이 되지 않았다.

2) 스페인의 Media Park
마드리드의 Sant Just Desvern과 바르셀로나에 위치하고 있는 미디어파크(Media

Park)는 스페인 최초, 최대의 디지털 미디어 센터이다. 미디어파크는 방송, 영화, 인
터넷 등을 통해 전달되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기획, 제작, 마케팅 등을 전문 사업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자체 채널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제작팀을 운영하고 있
지만 시설의 임대, 제작 및 마케팅 컨설팅 등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공동 제작 센터
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미디어파크는 1996년 카탈라나 방송회사 (CCRTV：Corporacio Catalana de Radi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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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visio), 필립스(Philips)와 이큅 디벨럽먼트 그룹(Equip development group)의 합자
로 시작되었다. 각 참여 조직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 미디어 파크 설
립에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CCRTV는 공기업으로서 제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
였다. 즉 CCRTV는 관련 산업들 사이의 네트웍을 구축하여 최대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기반을 조성하여 미디어파크가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
는 구조적인 틀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소비자
가전제품 회사이자 첨단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필립스는 콘텐츠 산업에 진출함
으로써 최종 소비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미디어파크 사업에
참여하였다. 1997년에는 스페인 최대의 상업 방송인 Antena 3 TV가 새로운 파트너
로 미디어 파크 사업에 참여하여 텔레비전 산업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998년 3월에는 스페인의 전기회사인 이베르
드롤라(Iberdrola)가 사업다각화의 차원에서 주주의 하나가 되었다.
미디어파크는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독립 제작사들에게 작품 제작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디어파크는 다양한 디지털 방송 제
작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제작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최첨단 장치를 이용해 작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
술을 갖춘 제작자들을 서로 연결하여, 공동작업, 혹은 공동 제작 프로젝트를 만들도
록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것 또
한 미디어파크가 수행하는 중요한 활동 내용이다.
미디어파크에는 최첨단 디지털 방송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1,800 평방미터에서

90평방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녹음실들이 준비되어 있고, 후반작업 작업장,
보관창고, 무대장치, 각종 멀티미디어물을 제작하기 위한 첨단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미디어파크에는 방송 제작 시설이 완비된 3개의 스튜디오가 있다. 이외
에 편집준비실, 카페테리아, 리셉션, 순찰기능 등의 일반적 서비스와, 의상보관실, 사
무실 공간, 무대 장치, 단체음식 주문 서비스, 조명(lighting), 기술진(technical staff),
연락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방송 제작 서비스 뿐 아니라 미디어파크는 각종 교육 및 트레이닝에도 직접, 간접
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미디어파크는 오디오/비주얼 비즈니스 경영을 전문으로 가르
치는 두 개의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는 바르셀로나의 라몽 룰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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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on Llull) 대학의 미디어 MBA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마드리드에 있는 쌍빠
울로 CEU 대학의 GES-MEDIA 석사 과정 프로그램이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파크는
자체 시설 내에 뉴미디어 트레이닝 학교를 열어서 멀티미디어 산업에서 필요로 하
는 구체적인 분야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현재까지 미디어파크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설립된 지 7년이 지난
현재 미디어파크는 이미 유럽 전역을 거쳐 디지털 미디어 제작 서비스의 개척자로
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어권에 속한 전 세계 방송 제작 시설들 중
에서 수익 규모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디어파크의 성공요인 중 가장 중요
한 것은 디지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적응해 왔다는 점이다. 미디어파크는
각종 디지털 미디어 채널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시청각, 멀티미디어용 내용물을
생산 관리하는 센터”로서의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리 매김을 확고히 해왔다.
즉 미디어파크는 사업 내용의 중심을 디지털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채널 유형에 적합한 방송 콘텐츠를 생산, 포장, 경영, 관리, 마케팅하는 데에
두어 왔다. 외부 제작자들이 미디어파크에서 작품을 제작할 경우 수동적으로 시설
을 임대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기술적, 경영적 자문 등을 통해서
자신의 고객들이 성공적으로 작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함으
로써 제작자들과 효과적이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온 것이 중요한 성공 요인
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미디어파크는 직접 위성, 케이블 채널을 운영함으로서 콘텐츠 시장에서 제
작에서부터 유통에까지 수직적 구조를 갖추어 수익기반을 탄탄히 하였다. 사실 미
디어 파크는 공영방송인 카탈라나 방송이 초기에 투자해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빼놓고는 완전히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복합적 미디어 기업이라고 볼 수 있
다. 현재 경영권은 최대 주주인 이베드롤라 전기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다각적인 투
자로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자체 채널에 공급할 콘텐츠 제작이외에도 신디케
이션 형태로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구매해 여러 채널에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 파크는 독립제작사를 위한 순수한 제작 지원시설이라기 보다는 상업적 프로
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복합 제작단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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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의 ACMI(Australian Center for Moving Image)
호주의 빅토리아주 정부는 4천만 달러의 기금을 동원하여 멜버른 닥스랜즈드

(Docklands)에 총 2억 7십만 달러의 예산으로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을 위
해 이용할 수 있는 6 헥타르 규모의 스튜디오 복합단지를 만들었다. 이 계획은 빅토
리아 영화 및 텔레비전 태스크 포스(Victorian Film and Television Industry Task Force)
의 요청을 정부가 허락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빅토리아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추진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빅토리아 계획
은 빅토리아 지역의 발전 계획과 엇물려서 진행되고 있다. 빅토리아 정부는 이 계획
의 시행으로 빅토리아를 호주에서 영화와 텔레비전 제작의 요충지로 만들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할 경우 지역 경제에 막대한 이익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 빅토리아주 정부의 전망이다.
멀티미디어 빅토리아는 5개의 사운드 스테이지와 스튜디오 등을 통해 다양한 종
류의 영화, 텔레비전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미술제작, 의상, 사무실
등의 공간 또한 배치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빅토리아 정부와 외부 업자와
의 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ACMI(Australian Center for the Moving Image)에 흡수되어 진행되어다.

ACMI는 멜버른시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건설한 미디어 제작, 관람 시설이다. 여기에
는 일반인 대상으로 한 멀티미디어 체험관,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4개의 영화관,
실험적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등이 부설되어 있다. ACMI는 순수한
제작지원 시설이라기보다는 빅토리아주의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용 시설
로 제작시설 보다는 관람시설이 더 많다. 방송과 연관된 부분은 호주의 해외 특수방
송이라 할 수 있는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s)가 AMIC에 입주해 제작시설들
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국한된다. 따라서 ACMI는 공적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한 공
공시설이지만 주류(mainstream) 제작사를 지원하기보다는 실험적 소규모 영화, 멀티
미디어 제작자를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사업이 미디어관계 부
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빅토리아 주정부의 문화 예술 담당기관인 Arts in

Victoria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첨 부

115

4) 독일 라이프찌히시의 Media City
5천 6백만 달러 규모의 미디어 시티 라이프찌히는 색소니 주정부와 드레파(Drefa)
라는 민간 미디어 기업과의 공조로 2000년 5월 2일 문을 열었다. 5천6백만 달러 중

3천5백만 달러의 액수가 정부에 의해 투자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금은 연방 정
부의 프로젝트인 “지역 경제 구조 진흥(Improvement for Regional Economic Structure)"
프로그램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다. 정부와 드레파는 모두 미디어 시티가 라이프찌
히 시를 뮌헨, 함부르크, 베를린에 버금가는 독일 미디어 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미디어시티 라이프찌히는 36,000평방미터의 부지에 각종 방송제작설비와 제작자
들을 효율적으로 묶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부지에는 각종 스튜디오, 미디
어비즈니스센터, 워크샵룸, 그리고 각종 보관 창고들이 들어 서 있다. 독일 연방 자
유 색소니 주(Free Federal State of Saxony)의 주지사인 커트 비덴코프는 미디어시티
가 단순히 TV제작사들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미디어 산업 내에서 만들어지는
각종의 혁신적 아이디어들을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는 제작자
들이 함께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게 하는 것이 미디어 시티의 목표이다”라고 천
명하였다. 현재 미디어시티에는 70여개의 독립제작사들이 입주해 있다.
미디어 시티 라이프찌히의 시설은 제작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개방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스튜디오는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부
가 장비를 요구할 때 이에 맞춰 설비자체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
명시설은 이동형태로 구축되어 있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하였으며, 스튜디오
의 제작공간을 설정하는 호리존트(Horizont)도 가변형태로 설치하였다. 또한 방청객
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 시설을 만들
어 놓았다. 이동 부조정실(mobile control room)을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스튜디오에
서 주차장까지 모든 필요한 배선작업을 미리 해 놓아 제작자들이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구성해 놓았다.
따라서 미디어시티는 순수 방송영상물 제작을 위한 시설이고, 또한 독립 제작사
의 제작지원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술/문화 도시로서의 전통을 살리기 위한 정
부차원의 공적투자 자금으로 건설되었고 현재 다수의 독립제작사들이 사용하고 있
어 KTV의 설립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개방적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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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시설 구축 및 운영은 앞으로 KTV 시설을 만들 때 참조해야 될 것이다.
아래 표 및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디어시티의 제작시설은 완전 개방형태로
구축되어 있다. 스튜디오는 오픈 스튜디오로 조명시설은 기본 조명만 부착되어 있
어 제작자가 필요한 조명을 아웃소싱 해 첨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시 말해, 조
명용 브리지, 캣워크(cat-walk)만 설치하고 공조시설만 설치해놓았다. 그러나 제작에
필요한 충분한 전기 용량과 분장실, 대기실, 사무실 공간 등은 완비하고 있다. 스튜
디오 전용 키친, 소품창고, 세트 제작시설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용
부조설비는 중계차에 탑재된 이동용 부조설비를 사용해 제작할 수 잇도록 설비되어
있다. 따라서 미디어시티는 제작공간만 임대하고 거의 모든 제작장비 및 시설은 이
용자가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3개의 스튜디오
는 최소 250평에서 최대 700평 규모로 대형 스튜디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스
튜디오들은 제작규모에 따라 크기를 늘이고 줄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다음 표와
그림은 미디어 시티의 스튜디오에 대한 개관이다.
<표 1> 미디어 시티 라이프찌히 스튜디오 현황
규격
길이
폭
높이
호리존트 높이
갤러리 높이 (heigh of gallery)
조명용 브리지 높이
스튜디오 총 면적
스튜디오 실 면적
전기 출력
조명 rails의 개수
에어컨 출력
스튜디오 조명
분장실
사무실/탈의실
탕비실
부조용 중계차를 위한 주차시설

스튜디오 1
35.20 m
26.80 m
14.25 m
8.00 m
8.00 m
9.30 m
975.00 평방m
765.51 평방m
702 kw
11
370 kw
기본
52.58 평방 m
388.09 평방 m
170.00 평방 m
있음

스튜디오 2
스튜디오 3
24.00 m
43.60 m
32.40 m
35.20 m
14.25 m
14.25 m
8.00 m
8.00 m
8.00 m
8.00 m
9.30 m
9.30 m
806.68 평방 m 1575.45 평방 m
609.00 평방 m 1311.38 평방 m
585 kw
1080 kw
10
14
320 kw
550 kw
기본
기본
39.40 평방 m
50.40 평방 m
407.79 평방 m 359.64 평방 m
170.00 평방 m 170.00 평방 m
있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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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미디어 시티 라이프찌히 스튜디오 배치도 1

[그림 19] 미디어 시티 라이프찌히 스튜디오 배치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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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미디어 시티 라이프찌히 스튜디오 배치도 3

[그림 21] 미디어 시티 라이프찌히 스튜디오 배치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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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미디어 시티 라이프찌히 스튜디오 배치도 4

[그림 23] 미디어 시티 라이프찌히 스튜디오 배치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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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TV의 디지털제작센터 구축 판단
1) 세종시 건설시 KTV의 기능변화(전문가 인터뷰 결과)
세종시 건설시 KTV의 기능변화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부
에서 이루어지는 특수 정보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일종의 CUG 서비스들이 추가적으
로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KTV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현재
서울에서와 달리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정보를 적
극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지며, 이 경우 중소언론사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
로 취재원을 파견하지 못하거나 취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국정브리핑이나 중요 현안에 관
련된 공청회·회의 등의 영상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아울러 KTV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를 전자도서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충청이남 지역 방송사들에게 수도권 관련 영상자
료를 제공하는 역할, 충청 이남지역 미디어 관련 전공 학생들의 실습현장으로서 보
조역할 수행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유관기관의 경우 장소이전과 KTV 기능변화는 무관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 세
종시와 서울간의 연계기능을 위한 네트워크 제공기능, 지역언론사 제공기능, 인력의
전문성 강화기능, 방송제작기반 강화기능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학계의 경우 국정정보 제공에 일차적 목표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디지털 아
카이브 기능은 KTV가 아니라 영상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중요한 정책사안을 상세히 국민
에게 제공하는 기능, 역사적 기록의 전달 및 보존기능 등을 지적하였다.

2) 세종시 건설시 기능강화 방안
세종시 건설시 KTV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민영화를
통한 지방뉴스 채널로의 변신하는 방안, 제작시설 확충 및 인력확보를 통한 방송프
로그램 제작능력 강화, 정부의 이전에 따라 서울과 세종시라는 이원화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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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정보, 자료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생산, 가공할 수 있는 시
스템 구축방안 등을 제시했다.
유관기관에서는 장소이전과 KTV 기능변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 서울에서 생
산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접근을 위한 설비와 장비 그리고 세종시와 서울간의 원활
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 언론사 등과의 업무제휴 및 시스템 구축
기능, 국가서비스 소비자로서의 국민교육 프로그램이나 실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
발 및 방송인프라 강화방안, 인력누수 방지 및 전문성 강화, 국정내용에 대한 다양
한 질의에 대해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종합 연계시스템을 구축하
는 기능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학계의 경우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방
송사와의 공동네트워크 구축, 지방차지단체·시민단체·일반 국민들과 연계될 수 있
는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밖에 세종시 이전과

KTV 기능변화는 무관하다는 의견도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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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KTV 위상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1. 조사개요
전문가 조사는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방송사와 제작사 및 방송관
련 유관단체와 학계에 근무하고 있는 30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의 응답
자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전문가 조사 대상자 특성
구분

소속
기관

근무
기간

성별

인원

비율

방송사(지상파, SO, PP, 위성방송 포함)
방송관련 유관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13
4
13

43.3
13.3
43.3

소계

30

100.0

5년 이하
6년 - 10년 이하
11년 - 15년 이하
16년 - 20년 이하
21년 - 25년 이하
26년 이상

12
12
2
1
1
2

40.0
40.0
6.7
3.3
3.3
6.7

소계

30

100.0

남
여

24
6

80.0
20.0

소계

30

100.0

응답자를 소속 기관별로 살펴보면 방송사(지상파, SO, 위성방송, PP 포함)가 13명

(43.3%), 방송관련 유관단체가 4명(13.3%), 학계 및 연구기관이 13명(43.3%)으로 이
루어졌다. 근무기간은 ‘5년 이하’와 ‘6년에서 10년 이하’가 각각 12명(40.0%)으로 가
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24명(80.0%), 여자가 6명(20.0%)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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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결과
1) 국정정보 획득경로 및 KTV 기여도 인식
응답자 대부분은 국정정보를 KTV를 통해서 획득하기 보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신문, TV뉴스, 해당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
론 KTV 시청을 통해 국정정보를 얻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이 경우 특정 정책에
관심이 있어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점에
서 국정정보의 획득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일간지, TV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고, KTV의 시청은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 시청하
는 것이 일반적인 시청행태라고 판단된다. 특히 KTV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신뢰
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국정정보 획득경로 및 KTV 기여도 인식
구분

응답내용

업계

◦국정정보 획득경로
- 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습득하고 있음.
- 주요 일간지, 지상파TV 뉴스프로그램
- 청와대 홈페이지 가입을 통한 청와대 브리핑, 청와대 뉴스레터
◦국정정보 획득에 대한 KTV 기여도
-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국정정보 습득과정에서 KTV의 역할은 극히 미미함.
- KTV를 통해 국정정보를 획득한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 KTV는 주말에 케이블방송을 재핑하다가 보게 되지만, 특별히 관심있
는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가 드물었음

유관
기관

◦국정정보 획득경로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기사검색
- 주요 일간지, 지상파TV 뉴스프로그램
- 관련부처 홈페이지
- 국정홍보처 코리아 플러스
◦국정정보 획득에 대한 KTV 기여도
- KTV를 시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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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내용

유관
기관

- 국정정보가 있는지 알고 있으나, 국정정보를 KTV를 통해 획득하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하여 KTV를 적극적으로 켜본 적이 없음
- KTV만을 통해 제공되는 특화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활용함
- 국정정보는 일차적으로 신문이나 지상파TV의 뉴스를 통해 접하지만,
보다 쟁점이 되는 사안이 벌어졌을 때에는 국정정보를 다루는 KTV를
한정시간 시청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며 도움이 됨
- KTV의 경우 정책데이트와 같은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자세한 해설
(설명) 프로그램을 통해 심층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유용함
- KTV를 직접 선택해 시청한 경우는 없으나 프로그램이 관심있는 이슈
인 경우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됨
- KTV는 최근 프로그램의 장르와 포맷, 출연진들의 다양화를 꾀하면서
보다 친근감 있게 국민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더욱이 케이블방송의 저채널 정책으로 채널 접근권이 높아져 예
전보다 자주 KTV에 노출되는 편이라고 생각됨. 과거보다는 KTV가
국정 정보를 얻는데 편리한 수단이 되고 있음
- 케이블TV를 통해 가끔씩 보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시청했을 뿐 이해
관계 속에서 관심을 갖고 보지는 않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음

학계

◦국정정보 획득경로
- 대부분의 국정정보는 지상파TV 뉴스프로그램이나 신문, 인터넷 검색
으로 획득
- 일간 신문지 및 지상파방송 뉴스를 통해 습득함
- 각 부처에서 개인 E-mail로 보내는 내용이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있음
◦국정정보 획득에 대한 KTV 기여도
- KTV를 시청하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음
- KTV시청기회는 타 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며, 국
정정보 습득에 큰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음
- 일간지나 방송뉴스를 통해 중요한 뉴스는 대부분 제공되기 때문에 굳
이 KTV를 따로 찾을 일은 없었음. 간혹 비자발적인 이유로 KTV를
접하더라도 다른 정보원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
용하고 있음
- KTV은 일방적인 홍보 위주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움. 따라서 국
정정보를 획득하는데 KTV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함
- KTV의 경우 특정 주제가 아니고는 굳이 찾아보면서 정보를 구하는
일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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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TV가 추구해야 할 비전
1995년 3월 출범한 KTV가 디지털미디어시대를 맞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서 거듭나기 위한 비전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KTV
의 정체성 강화, KTV 브랜드 강화, 국민참여 강화로 요약되고 있다. 먼저 KTV 정체
성 강화는 국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한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
는 방식의 국정홍보는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KTV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이 현실에 실제 반영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공익성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KTV 브랜드 강화는 채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정채널로서 차별화
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응답자
들은 KTV가 정책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보다는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
단으로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불식을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국민
의 참여 강화는 KTV가 국민들에게 보기 쉽고, 재미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단지 일
방적인 정보전달 형태가 아니라 국민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채널, 국정정보 전달 및
옴부즈맨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또한 딱딱한 국정정보를 재미있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나아가 정부의 정책에 호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채널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표 3> KTV가 추구해야 할 비전
구분

응답내용

업계

◦신뢰와 공익성 획득
- 국정 정보의 직접 제공 채널로서 KTV는 신뢰와 공익성을 획득해야
함. 양방향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TV를 통한 대국민 행정 업무 제
공이 필요함. 아울러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 정보가 함께 제공될 필
요가 있으며, 일반 관공서에 시민용 인터넷 PC가 설치되어 있는 것
처럼 KTV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화형 TV가 제공된다
면 좋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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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내용

업계

- KTV는 국정홍보 전문채널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에는 국정정보를 접
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거나 중복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과거의 대한 뉴스와 같이 일방적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식의
KTV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극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생각됨.
또한, 저조한 시청률이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당초 설립한 취지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원점에서 새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함.
따라서 실질적인 KTV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과감한 마인드의 전
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시청자 참여성 강화
- 현재 KTV의 시급한 과제는 시청자(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방송사가
되는 것임. 향후 5년간 KTV는 시청자가 보기 쉽고, 재미있게 다가설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함.
- 국정홍보 채널로서 단지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형태가 아니라 국민
(시청자)와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단순한 국정정보 전달 채널이 아니라 국정정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면은 어떤 것인가, 국민들
이 바라는 국정방향은 무엇인가 등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 반
영할 수 있는 채널이 되어야 함. 예를 들어,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
는 채널, 국정정보 전달 및 옴부즈맨 채널 등임.
-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정보를 전달, 홍보하는 채널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나아가 바로잡을 수 있는 채널
이 되기를 기대함.
- 대중들이 방송을 시청하는 이유는 오락과 이익이라고 생각함. 대다
수의 케이블 채널들이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는 일, 즉 오락을 위
해 존재한다면 KTV는 시청자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즉 이익을 주
는 채널이어야 함. 국가의 정책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최고의
두뇌들이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제시되는 표준해법과도 같으며
개인의 경제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KTV를 시청하는
일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에 호도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짐작케 해서 경제활동에도 적 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해, Upgrade Life, 즉 개인의 삶에 이익을 될 수 있다
는 점을 시청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함.
◦민영화：정부가 직접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영
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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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내용

유관
기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 일반적인 뉴스보도나 정부부처 온오프 공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넘어선 차별화된 정보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존재
의미가 부각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국내 일반 대중을 타겟으로
한 편성전략 및 콘텐츠 전략은 과거 단방향적이고 하향 일변도인 매
스미디어 환경에서는 유의미할 뿐, 현재와 같은 멀티플랫폼 환경에
서는 특화된 콘텐츠 없이는 국정홍보 채널로서의 의미는 유명무실
함.
- KTV의 설립목적이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에 있는 만
큼 교양문화정보의 제공보다는 국가정책에 대한 심층분석 프로그램
을 확대하고, 아울러 국가정책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 제시
그리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이 갖는 의문점에 대하여 의견을 개
진하고 이에 대해 정책입안자들이 직접 답변을 하는 프로그램의 개
발을 통해 특성화된 채널로서의 기능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함
- 단순 국정홍보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에 대한 전문프로그램이 필요함
◦시청자 참여성 강화
- 정부정책 소개와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듣는 기능 강화
- 국민의 생활에 실익을 제공하는 국정정보 채널
- KBS가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제고 필요. 예를 들어 국
내 관광정보 등에 관해 KTV를 보면 많이, 정확히(최신 정보를), 언
제라도 볼 수 있다는 인식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청률 제고
- 국정홍보가 일방적인 전파, 전달이 아닌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
정홍보 TV로 거듭나기 위해 인터넷, 모바일 등 참여형 미디어의 활
용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미디어 2.0시대를 맞이해 개방, 참여, 공유가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일방적 권위적 접근으로는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 잡을 수 없음. 따라서 눈높이를 낮추고 서로 쌍방향
할 수 있는 '소통'의 홍보를 지향해야한다고 생각함
◦KTV 브랜드 강화
- 국정홍보 전문 채널로서 이미지를 정책고객,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
지시킬 필요 있음
- KTV 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채널로 거
듭나기 위해 지난 10여년 동안의 성과와 실패를 토대로 하여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5년간 KTV는 FTA,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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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내용

유관
기관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 정책 홍보 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 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채널정
비, 프로그램 정비 등을 해나가야 함
- 국가가 자신의 정책을 홍보한다는 것은 책무성(accountability) 차원에
필수적임. 그러나 이러한 홍보가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에게 주
지시키기 위하여, 또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잠재기 위한 선전적 용
도로 활용되어서는 안됨. 즉 국정홍보의 중요성은 국민들에게 국가
정책에 대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그러나
지금까지 KTV는 다양한 정책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측면이 컸음. 따라서 차기 5년
은 이러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제고해 준다는 차원에서 비전을 모색해야 함

학계

◦KTV 정체성 재정립
- KTV의 역할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가(정부)가 운영하는
채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제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며, KTV, 국회방
송, 국군방송, OUN 등과 아리랑채널, EBS, EBS 플러스에 대한 역할
을 고려하여 채널별로 분명하게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국정
에 대한 비판기능은 상실한 채, 일방적인 홍보매체의 역할만 하게
된다면, 그런 채널을 시청하고 싶어하는 방송시청자는 거의 없을 것
임. 정부와 국민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디어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임.
- 일방향적인 정보의 전달 매체는 현재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KTV를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임. KTV가 국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일정정도 중요하겠지만(다양한 시각의 해석 등을 위
해 매체 공존의 시대에서 여전히 필요한 기능이라 생각되지만), 앞으
로 KTV가 지향해야 할 서비스는 일방향적인 정보의 전달이 아닌 쌍
방향 정보의 전달 및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기술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KTV의 비전
재정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흡수하고, 이들에 대한 국
정 해석의 기능이 중요하리라 생각됨. 특히 교양문화 정보는 타 매
체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KTV가 확
충해야할 서비스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KTV 브랜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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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내용

학계

- KTV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전략은 채널 인지도 상승임. 기본
적으로 KTV는 대국민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수많은
케이블TV 채널 중 몇 번에서 방송되고 있는지 조차 인지되고 있지
않음. 또한 대부분의 경우 채널 편성대가 매우 인지도가 낮은 채널
들과 함께 채널군을 형성하고 있어 KTV 채널을 건너뛰기 쉽거나 지
나쳐가지도 않음
- 향후 KTV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KTV 포털방송
도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국정정보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
층의 국민들은 신문방송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이로 인해 KTV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국정정보에 관심이 없는 젊은층의 경
우는 KTV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대내 홍보뿐만 아니라 대외 홍보에도 주력하는 국정정보 포털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봄. 국제적 개방화 시대에 우리 정부의 역량과 계획,
업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채널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봄.
◦시청자 참여성 강화
- 국민 참여 제고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웹 2.0 시대에 국민의 참
여 활동 없이는 국정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유도할 수 없음
- 국정홍보라는 의미가 과연 21세기에 적합한 용어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세계화, 글로벌 시대에 국정홍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은 그다지 피부에 와 닿지 않음. 따라서 국정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
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여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추
구해야 할 것임. 국정방송이 사랑을 받으려면 그 정부 자체가 사랑
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음

3) KTV 위상 개선방향(참여, 공유, 개방)
참여, 공유, 개방 형태로 KTV 위상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들은 디지털미디
어시대를 맞아 전반적인 채널운영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업계의 경우 KTV 위상만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다
소 도식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기능을 충실히 수행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 공유, 개방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K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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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안이 병행되어야 하며, 융합환경에서 다양한 플랫폼 개발을 통해 KTV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유관기관의 경우도 현재의 KTV 프로그램에 비춰볼 때 일방적인 홍보기관으로서
의 위상을 탈피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KTV가 자발적이고 참여
적인 정책 고객, 오피니언 리더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사 표현, 토론의 장을 형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국정정보에 대한 개방과 공유는 최
근의 투명한 국정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되지만, 국민의 국
정참여가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실익을 제공하게 된다는 측면이 잘 홍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참여, 공유, 개방의 개념이 단순히 KTV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교적으로 시청하는 공유에 머물지 않고 정책에 대한 국
민의 의견이 환류(feed-back)되는 통로가 되도록 구조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학계의 경우도 참여, 개방, 공유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바람직한 변화로 보임이
지만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홍보강화를 통해

KTV의 목표를 알리고 목표달성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수용자나 전문가의 의
견을 수렴하는 등의 다양한 소통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아울러 KTV
의 방송프로그램이 개별화되고 세분화된 개인들의 특화된 수요와 이러한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표 4> KTV 위상 개선방향
구분

응답내용

업계

◦국정 신뢰도 제고
- 국민의 국정 참여 자체보다 국정의 대 국민 신뢰도 향상이 본 목적이
므로 KTV의 위상만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다분히 도식적으
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KTV는 가감 없는 국정 정보
의 정체와 그 얼개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려줄 수 있는 종합 매체로서
꾸준히 신뢰도를 쌓아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며, 국민의 국정 참여 강
화를 위해 기능하기보다 국민의 국정 참여가 활발해졌을 때 이를 더
욱 편리하게 해 주는 후발지원형 서비스로 포지셔닝해야 함. 국민의
국정 참여는 올바른 국정 운영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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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내용

업계

- 참여, 개방, 공유 방향의 KTV위상전환이라면 긍정적이라고 생각되지
만 문제는 내건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가하
는 점임. 즉, 실천력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
천방안의 제시가 필요하고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러한 KTV 위상변화에 대한 평가는 섣부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생각됨.
◦전문 프로그램 강화
- 국정정보에 대한 개방과 공유, 국민의 국정참여 강화로 인한 위상변
화는 의지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으며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젊은 세대
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국민들은 무조건적인 애국심이나 채널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 즉 정부가 나에게 어떤 도움(혜택)을 주나, 내 삶을 어떻게 변화
시켜주나, 또 KTV를 통해 내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 정보가 나
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함. 그들이 충성도를 가질 수 있도
록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되어야 할 것임
- 국민의 참여, 개방, 공유’라는 새로운 비전하에 ‘국정정보에 대한 개방
과 공유, 국민의 국정참여 강화’로 위상을 변화시키는 방안은 매우 고
무적임. 다만,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생각됨. KTV의 시청
자들은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물론 주요 신문의 정치 경제란을 탐
독하는 사람들일 것임. 따라서 국정정보를 세련되게 취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함. 또한 국정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회, 정치적인 배경들에 대해 날카롭고 신선한 정보를 제공해서 시
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
◦플랫폼 다원화
- 위상의 변화는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쪽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생각됨. KTV 위상변화를 꾀한다면 모든 세대가 공감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이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선행되어야만 진정한 국정홍보 매체로서
KTV의 바른 위상이 정립될 것임.
- KTV의 기본은 국정홍보에 있음.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모든 방송영
상 전달수단을 통해 국정홍보를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향후의 미션이
라고 할 수 있음. 이런 상황변화에 입각해 기존의 방송 틀에 구속되
지 말고 새로운 매체영역을 발굴하고 연계시키는 매체전략이 필요함.

유관
기관

◦일방적 홍보기관 위상 탈피
- 대한민국의 매체환경 자체가 국민의 앙가주망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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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내용

유관
기관

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 개방, 공유는 공허한 슬로건에 불과함. 특히
나 현재의 KTV의 편성 및 프로그램을 살펴볼 때는 정보의 일방적인
홍보수단에 불과할 뿐 앞서와 같은 비전 구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
음
- Web 2.0 시대라고 하고, 모든 미디어들도 참여와 개방, 공유를 지향하
고 있음. 국정홍보 채널인 KTV에 있어 국민(정책고객)의 참여, 개방,
공유는 더욱 중요한 지향점이 되어야 함.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그
주체와 대상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그 정책의 성공
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임. 과거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닫힌 구조의
정책 선도가 성공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음. 최근 영화산업의 경우 입
소문 마케팅이 매우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이 되고 있듯이 국정홍보
역시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정책고객, 오피니언들의 적극적이고 다양
한 의사표현, 토론장의 형성이 필요.
◦국민에게 실익 제공
- 국정정보에 대한 개방과 공유는 최근의 투명한 국정정책방향에 비추
어 올바른 방향으로 보여짐. 다만 국민의 국정참여강화는 우선 국민
의 국정참여가 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실익을 제공하게 된다는 측면이
잘 홍보되어야 할 것임.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가정책과 관련된 정
보의 개방과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KTV의 기능
에 부합되는 변화라고 생각됨.
- 국정참여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국정홍보는 시대와 함께 호흡해야만 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할 수 있
음. 다시 말해 시대에 맞게 국정홍보의 모습은 변해야 하는 것이 순
리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과연 이 시대를 사는 KTV의 고객이 되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찰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미디
어 2.0시대로 대표되는 참여, 개방, 공유가 아닌가 생각함. 이런 시대
적 흐름을 적확하게 수용해서 만들어진 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함.
- 미디어 2.0시대 그리고 크라우드소싱 현상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함.
TV와 인터넷이 결합되면서 점차 방송은 사교적 시청으로 변화함. TV
내용은 인터넷에서 대화를 나누는 주제가 되고, 인터넷에서 공유와
참여활동은 TV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는 압력이 되고 있음. 즉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공존하게 된다는 것임. 이러한 특징에서 볼 때, 국
정홍보 차원에서 고려할 점은 자신의 자발적 참여는 그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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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내용

유관
기관

친밀감과 충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때로는 그 보급과 확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것임. 다만, 이 개념이 단순히 KTV 프로그램 제작 차원의
참여,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교적으로 시청하는 공유에 머물지 않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환류(feed-back)되는 통로가 되도록 구조화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함.

학계

◦방향성은 부합하나 실질적인 대안마련 필요
- 참여, 개방, 공유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바람직한 변화로 보임. 다만,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
며, 정부부처가 KTV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
함. 또한, ‘국민 참여’를 명분으로 일부 소수의 단체나 활동가들이 시
민사회와 국민의 이름을 빌어서 ‘참여와 개방과 공유’를 독점하지 않
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선포된 비전상으로는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라 생각됨.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나 목표가 현실사회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됨. 우선,
홍보강화를 통해 KTV의 목표를 알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전술의 채택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인지도 제고, 홍보방안, 쌍방향적인 소통의 방안을 모
색해 보는 것이 필요함.
- 디지털 쌍방향 미디어 시대를 대비한 국민참여 강화는 KTV가 앞으로
지향해야할 방안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케이블TV의 PP 채널로서 KTV
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세
부적인 전략적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국정정보에 대한 개방과 공유, 국민의 국정
참여 강화’로의 위상 변화는 당연한 추세라고 봄. 정치와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냉소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으
로 참여하고 경험하는 통로를 넓히는 것이 정치의 중요성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함.
- 보편적 서비스의 미디어가 지니고 있는 공급 차원에서의 콘텐츠 제공
논리의 중요성을 항상 생각해야 됨. 이는 개별화되고 세분화된 개인
들의 특화된 수요와 이러한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구조를 강조하는
현재의 방송통신 융합 환경과는 대비되는 것임. 다시 말해, 어떤 방송
이나 무조건 양방향 멀티미디어 특성의 방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KTV는 철학적으로 보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보다 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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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생산물들을 제공하는 데 있으며, 이것이 바
로 거대한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영역의 특정 형태로서의 KTV의
개념이 지니고 있는 목표가 되어야 함. 기술은 항상 개별적인 차원에
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개별적인 요구에 대한 적응, 다시 말
해 공급과 수요 간의 일대일 기능은 기술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지만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도전에 대한 해결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니
기 때문임.

4) KTV 시청자 확보방안
KTV가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KTV가 국정정
보에 대한 전문채널로서 기존 오락, 교양채널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채널에서 다루
지 않는 대국민 행정업무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지
적했다. 또한 시청자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불만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제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아울러

20대와 30대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재미와 정보를 겸비한 방송프로그
램 포맷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YTN의 ‘돌발
영상’처럼 KTV만의 킬러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킬러콘텐츠
는 시청량을 늘리는 효과뿐 아니라 KTV의 정체성에 대해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한편 홈페이지 활성화방안으로는 국정정보를 세분화해 네티즌의 특성(성별, 나이,
직업 등)에 맞는 국정정보를 쉽고 편하게 접할 수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였
다. 또한, 인터넷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30대, 40대 남성 혹은 30대, 40대 주부 등을
타깃으로 해서 관심들이 많은 부동산, 절세, 재테크, 교육, 육아 등의 정보를 적극적
으로 제공하는 쪽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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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KTV 시청자 확보방안
구분

응답내용

업계

◦KTV 시청자 확보방안
- KTV는 기능성 채널로서 오락, 교양 등의 채널과 다름. 따라서 시청
및 이용이 증가하려면 기능이 증가해야 하며, 국정에 관한 기능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가 큰 것은 대국민 행정 업무라고 판단됨. 따라
서 국민들이 굳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TV를
통해 관련 민원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거나 각 지자체의 내부 의결 사
항이나 정책 건의, 토론 등 실무적인 영역에 대한 참여가 편리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KTV의 시청률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민생현
안이나 정책이슈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시청자들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함. 또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나 정부정책 또는
시책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정책피해구제
방안 등을 충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꾀해야 함. 또한, 정
책정보의 제공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민영화
- 단순한 국정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이지만 재미와 정보를 동시
에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20대에서 30대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며
다양한 장르를 통하여 국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방송시청 증대를 위해선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는 물론 국정정보를 전
달함에 있어 특정 정보로 인해 무엇이 바뀌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직장인, 자영업, 학생들에겐 어떤 영
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구
체적이고, 분석적인 정보전달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
- KTV 방송시청 이용증가를 위해 임팩트 있는 편성과 KTV만의 킬러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우선 임팩트 있는 편성과 관련해
주요 시간대를 이른 오전으로 잡을 필요가 있음. KTV의 주요 시청자
들이 30대 이상 남성 시청자라고 볼 때 출근 전 주요 국정정보는 물
론 정치, 사회, 경제 관련 뉴스를 아우르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한
다면 고정 시청자들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인적으로 출근
전에 잠을 깨기 위해 또 아침식사를 하면서 YTN을 주로 보는데,
YTN 뉴스도 주요 내용들이 정부에서 시작한 것들이 많음. 즉 KTV에
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임. 이 내용들을 YTN보다 더욱 심도
있게 또 세련된 스타일로 다룬다면 KTV시청량이 증대되리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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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또 YTN의 ‘돌발영상’처럼 KTV만의 킬러 콘텐츠 제작이 필요함.
킬러 콘텐츠는 시청량을 늘리는 효과뿐 아니라 KTV의 정체성에 대해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함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 홈페이지는 국정정보를 세분화해 네티즌의 특성(성별, 나이, 직업 등)
에 맞는 국정정보를 쉽고 편하게 접할 수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고, 원하지 않는 정보들만 봐야 한다면
그 홈페이지는 다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임.
- 홈페이지 이용 증가를 위해서 인터넷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30-40대
남성, 혹은 30-40대 주부 등을 타겟으로 해서 관심들이 많은 부동산,
절세, 재테크, 교육, 육아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쪽으로
홈페이지 개편을 권장하고 싶음. 또한 이러한 소재들의 시의적으로
강조하는 기술도 필요할 것임. 예를 들어 요즘처럼 연말정산 기간이
라면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들을 다루는 기획성 프로그램과 정보들의
전진배치하고, 가입자를 대상으로 뉴스레터, SMS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일 것임

◦KTV 시청자 확보방안
- 현재와 같은 국정홍보용 PP로서의 기능이라면 KTV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보임. KTV의 기존 기조 위에서의 개선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공공정보와 국정정보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는 PP수준이 아닌 멀티플
랫폼에 걸친 정보포털로서 근본적인 위상변화가 필요함
- 정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의 장 마련이 필요함
- 국민의 KTV방송시청 또는 홈페이지 이용을 통해 실제 이익을 본 사
례를 케이스별로 소개하는 코너가 편성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
여짐.
유 관
- 정책입안 후 해당 정책에 대한 정보전달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 과정
기 관
에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편
성 확대를 통해 방송시청 및 홈페이지(VOD서비스)에 대한 이용증가
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와 같이 세제, 국방, 교육 등 분야별․테마별 방송시간대 편성
(블럭편성)이 이루어질 경우 관심분야에 대한 시청을 원활하게 해 줌
으로써 시청확대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단순한 국정홍보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에 대한 전문채널이라는 점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국내 관광 정보 등에 관해서는
KTV를 보면 정확한 최신정보를 많이, 언제라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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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에게 심어주어 궁극적으로 시청률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시청자 참여 유도를 위해 여러 가지 이벤트, 경품 등 유인책
도 필요함
- KTV의 저채널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함. 저채널화가 시청자의 접근성
을 높여주기 때문임.
- KTV의 프로그램을 다양한 채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는 것
도 한 방법임. 특히 지역 정책과 관련된 경우 지역 SO의 자체채널,
지역방송과의 공동제작, 지역방송을 통한 프로그램 편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KTV,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음. UCC 공모전, 대학생 논문 공모 등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방향성은 국정홍보를 대표하는 방송다운 매체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다시 말해 KTV의 매력, KTV가 아니면 보고 들을
수 없는 그러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하
지 않을까 생각됨. 하지만 국정홍보라고 하면 딱딱한 이미지가 앞서
유 관
접근 자체를 외면하는 성향이 강함. 따라서 쉽고 친근하게 KTV가 시
기 관
청자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런 관점에서 구체적
으로는 KTV의 이점을 살린 정계 거물급 시리즈 인터뷰의 확대, KTV
에서만 내보내는 고유 정보나 콘텐츠, 또는 독점 중계의 확대, 타매체
에 KTV 로고가 들어간 프로그램 제공 확대, 채널연합을 통한 대형동
시중계 확대, 대중적 친근감을 갖고 있는 연예인을 기용한 오락프로
그램 및 유명인사 인터뷰 확대. KTV 후원의 대중문화이벤트, 비보이
이벤트 등의 탈 국정홍보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 KTV는 어차피 공공콘텐츠로서 저작권 문제가 자유로움. 따라서 오픈
소싱을 하고 매시업이 이루어지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그것이 활용되는 형태가 정부의 정책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UCC가 될
지라도, 활용을 위하여 오픈소싱 매뉴에 들어오고 그 내용을 보며 다
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친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임. 다음
으로, 다양한 정책에 대한 궁금점을 묻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정책 컨설턴트 기능
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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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시청자 확보방안
- KTV의 존재를 알리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됨. 매체 포화상태
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채널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특정 채널을 찾는 로얄 시청층은 그만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됨. KTV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매체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KTV의 로얄 시청층을 확립하기가 어렵고, 존재 자체를 알리기도 상
당히 어렵다고 생각함. 따라서 우선 존재 자체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나, 쌍방향 소통의 비전 등을 시청자들에게 인지시키는 일이 중요하
다고 생각함. 이후에 할 수 있는 전략은 젊은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유포터 제도의 도입 등이 있을 수 있음. 또한 국정
정보 UCC 콘텐스트의 정기적 개최도 향우 이 시대의 핵심층이 될 수
있는 젊은층의 인지도 및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함
- KTV 방송시청 및 홈페이지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재미있는
채널이 되어야 함. 앞으로 시민단체나 지역사회, 대학교 등 다양한 집단
들과 협력해 국민들이 볼만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임.
- KTV의 현재 프로그램은 타 PP와 별로 다를 바 없음. 국가(정부)가 운
영하는 방송사로서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홍보 및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 제작
학 계
및 방송편성 전략’ 등이 요구됨. 예를 들어 민원해결형 현장 프로그램,
정책사안 공개검증 프로그램 등임
- 유명연예인을 기용한 홍보오락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함. 국민에게 친숙한
유명연예인을 기용해 퀴즈나 게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미지는 MBC의
느낌표나 칭찬합시다와 같은 포맷으로)을 제작하여 방송함으로써 KTV의
인지도와 딱딱한 홍보가 아닌 따스하고 재밌는 홍보를 지향해야 함.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 KTV 프로그램을 광고, 홍보 하는 형식이 아니라 행정부처의 정책홍
보와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함.
- KTV 시청자,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조사가 필요함.
실질적으로 모든 국정정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정보에 대한 특정 국민들의 정보접근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저소득층들의 경우 복지 관련 국정정보를 매
우 필요로 하고 있지만 매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정보를 획
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고소득층의 경우 국정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현재
의 KTV 방송이나 홈페이지는 세부이용층에 대한 배려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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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의 경우 멀티플랫폼에 걸친 정보포털로서 근본적인 위상변화가 필요하
며, 정부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거나, KTV방송시청 또는 홈페이
지 이용을 통해 실제 이익을 본 사례를 소개하거나, 정책입안 과정에 이해관계자 등
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편성 확대를 통해 방송시청 및 홈페
이지(VOD서비스)에 대한 이용증가를 모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운영 차원에서 KTV의 저채널화 정책이 필요하다거나, 지역정책과 관련된 경우
지역 SO의 자체채널, 지역방송과의 공동제작, 지역 방송을 통한 프로그램 편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한편 UCC 공모전, 대학생 논문 공모 등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홈페이지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오픈소싱을 하고 매시업이 이루어지도록 홈페이
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다양한 정책에 대한 궁금점을 묻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정책 컨설턴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계의 경우 KTV의 존재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민단체나 지역사회, 대학
교 등 다양한 집단들과 협력해 국민들이 볼만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유
명연예인을 기용한 홍보오락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적되었다. 홈페
이지 활성화 방안으로는KTV 시청자,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조사를
토대로 특정 정보에 대한 특정 국민들의 정보접근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저소득층들의 경우 복지 관련 국정정보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지만 매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방송서비스 외의 KTV 기능 확대방안
방송서비스 외에 KTV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업계에서는 먼저 공익매체 지
원기능을 지적하였다. 즉,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공익성 매체 또는 공익적 콘텐츠들
에 대한 지원, 분석, 보정, 안내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아카이
브 기능을 지적하였다. 점차 정부기록물이 영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아카이빙 기능을 KTV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뉴스 채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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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수행하거나 지역언론을 지원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지역
언론에 대한 정부취재 지원의 창구역할을 하거나, 케이블TV 뉴스 채널에서 시행하
고 있는 지역 언론사 뉴스를 네트워크 형태로 보도하는 프로그램 제작 등의 기능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외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신문
고 기능, 대학 미디어 관련 학교들과의 연계를 통한 미디어 인력 양성소로서의 기능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6> 방송서비스 외에 KTV 기능
구분

응답내용

업계

◦공익매체 지원기능
- KTV가 추구하려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들은 현재 지역 민방이나 지
역별유선방송 업체들의 지향점과 매우 근사하는 목표 모델임. 이런
상황에서 KTV가 갖는 공익성 이미지 우위 측면이 가세한다면 95년부
터 추진되어 온 지역 방송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조치가 된다고 봄.
따라서 공익성을 주도하기보다 이미 일반에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
는 공용, 공익성 매체 또는 콘텐츠들에 대한 지원, 분석, 보정, 안내
등의 역할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함.
◦디지털 아카이브 기능
- KTV는 기본적인 정책이슈의 대국민 설명이 가장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방송서비스 이외에도 정부영상물 디지털 아
카이브 기능 등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함. 과거에 정부의 기록물은
문서형태가 주류를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점차 기록물이 영상물로도 작
성되는 추세임. 이러한 점에서 문서기록과 더불어 정부의 영상기록물
을 저장하는 곳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을 KTV가 수행해야 할 것임.
◦지역뉴스 채널기능
◦지역언론 지원기능
- 서울에 비해 소외되어 있는 지역 언론들에 대한 정부취재 지원의 창
구역할을 하거나, 케이블TV 뉴스 채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언론
사 뉴스를 네트워크 형태로 보도하는 프로그램 제작 등의 기능
- 독립 제작사들과 연계한 공동 프로젝트로, 지상파 외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여러 독립 제작사들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장르의 국
정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음. 또한 이벤트, 프로모션을 통한 다
양한 국정홍보 방안으로, 케이블 및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한 이벤트를 통하여 국정 홍보채널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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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내용

업계

할 필요가 있음.
◦하의상달 기능
-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신문고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홍보기관은 정보수용자의 취향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홍
보를 해야 함. 정보수용자인 국민의 취향과 생각을 국정담당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
작이 필요하고 문화행사, 이벤트 등을 통해 국정정보가 따분하고 어
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일부라는 친근감을 전할 수 있는 노력
이 필요함.
◦인력양성 기능
- 대학 미디어 관련 학교들과의 연계를 통한 미디어 인력 양성소로서의
기능강화가 필요함. 미디어 관련 학과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주요 이
슈에 대한 프로그램 공동제작 그리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로서 KTV가 그 기능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전국
의 아마추어 영상가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또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UCC프로그램 신설)을 마련해 주는 것도 KTV의 활동영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유관
기관

◦디지털 아카이빙 기능
- 현재의 KTV의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복무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
능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사내방송 기능과 정부영상물 디지털 아카이
브 기능 외에 는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임.
- 정부영상물 디지털 아카이브 기능은 정말 필수적임. 다양한 국정 관
련 영상물을 보관하고 그것을 공적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
어야 함. 또한 국정 문서에 대한 온라인 문서 보관서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음. 프랑스와 영국 등은 공식적인 정부문서를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음. 그리고 무료로
배포 가능한 것은 배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접근도를 제고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공식문서를 데이터로 정리하고 온라인으로 제공하면서
국정 홍보영상물도 같이 관리하는 종합 정부정책 시청각문서보관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람.
◦지역언론 정부취재 지원기능
- 정부산하에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많은 기관, 조직
이 있음. 그러나 실제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함. 이러한 사
항에 유념하여 실제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조직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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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내용

유관
기관

동 중에 국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례를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야
할 것으로 보임.
◦외국어를 이용한 국정홍보 기능
- 현재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서비스 이외에 외국인에 대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외국어 방송을 통한 정책홍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또한, 방송을 통한 국정홍보가 영상물을 통
한 국정홍보의 주축인 만큼, 국정홍보와 관련된 영상물에 대한 통합
적 체계적 관리 즉, 정부영상물 디지털 아카이브 기능을 KTV가 수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지역관련 정책을 지역방송, 지역미디어, 지역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공동기획, 제작, 배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여 중장기적인 기획 하에 정책공조가 가능한 부분에서(남북이
산가족 만나기, 북한관광, 북한동포 돕기 등) 남북공동기획, 제작 등을
활성화하여 통일에 기여해야 할 것임. 시장개방 등 민감한 이슈나 정
책과 관련하여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줄 필요
가 있음.
◦대중문화이벤트 후원 및 중계
- 국정홍보로부터 젊은 층의 이탈을 막고 국정홍보의 친근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국정홍보 프로그램의 국내 또는 해외매체 제공
- KTV자체의 매체력이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만큼, 기존의 유력 매체에
KTV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함해 간접적으로 KTV의 매체를 홍보함
으로써KTV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음.
◦UCC시대를 맞이해 일반 시청자로부터의 행정적 불만이나 불편사항을
직접 동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학계

◦자기정체성의 명확화가 우선
- ‘정책전문채널’과 ‘국정홍보채널’ 중에서 분명한 자기정체성을 가질 필
요가 있음. 정책전문채널이라면, 정책실행의 주체와 정책대상(objects)
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정홍보채널이라면
지나친 과잉홍보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나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함. 정부의 사내방송이라면 일반시청자들로부터 객관적
이미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고, 취재내용을 지역언론에 제공한다 하더
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지금 KTV 국정홍보나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이외의 역할을 하
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됨. 현재 수행하는 방송을 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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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내용

학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우선적임. 정부 사내방송도 우습고, 지역
언론 취재지원은 원치도 않을 것이고, 디지털 아카이브는 욕심만 내
고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대학교 관련 기능은 굳이 방송제작 예
산도 부족한 KTV가 안 해도 다른 곳에서 할 것임. 방송이 지니고 있
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교육, 오락, 정보 제공이라는 차원을 가장
적합하게 구현하면서 국정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방송프
로그램제작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함.
◦지역공동체 기여
- 지역공동체 및 대학 등과의 공동기획 및 제작은 일반시청자들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정부 관련부처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경우 그 효과는 훨씬 긍
정적으로 배가될 수 있음.
- 정부 취재지원 기능은 최근 상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됨. 특히 광범위한 지역의 취재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 언론을
위한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됨.
- 또한 국영매체인 KTV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정심층분석에 있
어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전문인이나, 학계의 해석 기능을 보강해야한
다고 생각함. 국영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KTV는 국정 정책 전반에 관
해 다루고 있는 종합선물세트 방송으로 판단됨. 국정전반에 대한 정
보도 중요하지만 지역민 또는 특정인들의 경우 자신들과 관련된 특정
정책정보에 대한 획득욕구가 더욱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임. 따라서
각 지역 관련 정책의 제공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와 연계된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유 그리고 전송은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충족시켜주는 방
법일 것임. 따라서 KTV가 제작하거나 지역공동체가 제작한 프로그램
을 동시에 제공하고 홍보하는 방안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대학입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제
작은 단순히 대학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나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보다는 고등학교 재학생과 지도교사와의 설명회 및 토론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며 더욱 많은 국민들이 KTV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각 지역 학교의 방송시설을 이용
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가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임. 이러한 사례로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교
육 정책과 관련해서 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갖고
있음.
- 현재 KTV, 국회방송, 국군방송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방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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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내용

스템을 하나로 합쳐 국가방송의 구심점을 만들고 운영의 효율성을 꾀
할 필요가 있음. 이것이 대외 홍보를 위해서도 효율적일 것임.
- 정부 영상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한 기관이 이를 전담할 필
요가 있음. 또한 국민들에게 디지털방송 시스템을 알리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디지털방송 교육 및 제작 센터의 역할
을 할 수 있음.

유관기관에서는 먼저 디지털 아카이빙 기능을 강조했으며, 지역관련 정책을 지역
방송, 지역미디어, 지역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공동기획, 제작, 배급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이밖에 국정홍보로부터 젊은 층의 이탈을 막고 국정홍보의 친근함을
높이기 위해 일반 시청자로부터의 행정적 불만이나 불편사항을 직접 동영상으로 제
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거나, 대중문화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기존
의 유력 매체에 KTV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함해 간접적으로 KTV의 매체를 홍
보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학계에서는 방송서비스 외의 기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KTV는 ‘정책전문채널’과 ‘국정홍보채널’ 중에서 분명한 자기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전문채널이라면, 정책실행의 주체와 정책대상(objects)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정홍보채널이라면 지나친 과잉홍보로 인
해 부정적 이미지나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KTV가 국정홍보나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이외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현재 수
행하는 방송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지역매체 등에 대한 정부취재 지원기능은 최근 상당한 의
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제시했다. 아울러 KTV가 제작
하거나 지역공동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고 홍보하는 방안이 국민들
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민간방송사 지원서비스
KTV의 민간방송사 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의견은 필요하다는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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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은

KTV가 정보의 공익성과 신뢰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다른 방송매체를 지원해도 무방
하다는 것이다. 또한 KTV가 정부정책과 관련된 영상자료들을 민간방송사를 대상으
로 서비스하는 역할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방송사들의 중복취재를 통한
자원낭비와 소규모 방송사들의 취재비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 이외에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장비를 갖춘 미디어 센터
등을 구축한다면 영상편집 전반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반면, 이에 대해 유관단체나 학계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KTV가 취재
를 통제해서 KTV 독점영상 등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KTV와 같이 정부
의 입장에서 정부의 현안 과제를 설명하는 곳과 KTV와 다른 입장에서 제작하는 곳
이 공존하는 것이 언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다. 또한 KTV가 영상 편집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불명확하며, 국가방송 성격의 채널이 민간방송사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방송의 자율성과 효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 7> 민간방송사 지원서비스
구분

응답내용

업계

◦민간방송사 지원의 불필요성
-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KTV와 같이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의 현
안 과제를 설명하는 곳과 KTV와 다른 입장에서 제작하는 곳이 공존
하는 것이 언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임. 따
라서 이러한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됨.
- 민간방송사를 대상으로 영상, 편집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시청자 중심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민간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2030 시
청자를 흡수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큰 과제임.
◦민간방송사 지원의 필요성
- 연합뉴스와 같은 위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훌륭하다고 생각함. KTV의
생명력은 제공되는 정보의 공익성과 신뢰도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것
이 갖추어졌다면 타 방송 매체들을 소통 경로로 활용하는 것이 나쁠
까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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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방송사를 대상으로 영상, 편집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의 중
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다는 것인지 아
니면 프로그램 제작을 외주가 아닌 자체적으로 소화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지 이해하지 어려움. 만약 원스톱 서비스의 중심 역할이 자체 제
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자체제작과 경험이 풍부한 외주제작사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도 있고 서비
스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 KTV가 정부정책과 관련된 영상자료들을 민간방송사를 대상으로 서비
스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민간방송사들의 중복취재를 통한
자원낭비와 소규모 방송사들의 취재비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됨. 다만 취재를 통제해서 KTV 독점영상 등을 만드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자연
스럽게 민간방송사들이 KTV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함.

유관
기관

◦민간방송사 지원의 불필요성
- 바람직하지 않음. KTV의 경쟁력이 민간방송사에 비해 높을 경우에는
원스톱서비스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민간방송사의 외면으로 재원낭비만 초래할 것으로 보여짐. 단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절감이 가능한 수준만큼 콘텐츠의 양이 풍부해지면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KTV는 정부정책홍보를 위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널(방송)인 만큼,
민간방송사의 방송내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방송의 자유
라는 헌법적 가치질서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바람직하지 않
다고 생각됨.
- 중소 프로덕션을 위한 제작 관련 장비 및 시설의 임대사업은 이미 민
간사업자들에게서 활성화 되어 있음.
- KTV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정홍보채널이라고 생각함. 그 정체성은 명
확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민간방송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국정홍보를 담당할 대상도 성격도 아님. 따라서 KTV가
국정홍보의 정점에 서서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KTV가 그 내용을 편집하여 일관되게 제공한
다면, 획일적인 홍보가 될 우려가 있음. KTV는 정책내용을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면 됨. 즉 그 내용이 무엇이며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가
감없이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함. 이후 민간방송사는 다양한
검토 작업을 통해 해석을 붙이고 의견을 넣어 다양한 논쟁과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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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내용

유관
기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그렇지 않고 모든 매체에서 KTV가 제공하는
획일화된 홍보영상만 난무하게 되면 이는 숙의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음.
◦민간방송사 지원의 필요성
-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장비를 갖춘 미디어 센
터 등을 구축한다면 영상편집 전반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의 중심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민간방송사 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일
반 시민들이 시청자제작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도
그러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임.

학계

◦민간방송사 지원의 불필요성
-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현재 민간방송사는 거의 디지털시스템으
로 전환되어 있음. 또한 국가(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사에서 영상, 편집
관련 서비스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KTV는 국정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보다 나은 국정 운영을 영위하
기 위한 채널이라고 이해함. 즉, KTV는 채널이며,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기관은 아니라고 생각됨. 현재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기구의 난립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들 기관의 상호 공조나 협력 미비
로 국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시점
에서 KTV가 제작을 위한 지원의 역할까지 도맡을 필요는 없으며, 타
당성도 결여된다고 생각됨.
- KTV가 영상 편집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
슨 의미인지 모르겠음. 다만 KTV는 기존의 방송사들과 협력적인 관
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및 전달 방안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민간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편집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라
는 것이 정확하게는 무엇인지 와 닿지 않으나, 국가방송 성격의 채널
이 민간방송사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방송의 자율성과
효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그 대신 지방차지단체, 시민단
체, 일반 국민들과 연계되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이나, 국민들에
게 디지털방송 시스템을 알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하는 디지털방송 교육 및 제작 센터의역할은 바람직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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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전문가조사 설문지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KTV역할
재정립과 발전방안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KTV역할 재정립과 그에 따른 발전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의견은 본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신
상은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성실
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책임연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윤 재 식 책임연구원
연 락 처：02-3219-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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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KTV의 위상 재정립에 관한 문항입니다.

1. 귀하께서는 국정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로 획득하고 계십니까? 귀하께서 국정정보
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KTV가 얼마나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지난 1995년 3월 출범한 KTV는 국정홍보 전문채널로서 국정정보의 신속한 전달,
국정의제의 심층분석, 공공정보 및 교양문화정보 제공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미디어시대를 맞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서의
비전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볼 때, 향후 5년 동안

KTV가 추구해야할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국정정보 포털방송,
국민 참여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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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TV는 디지털미디어시대를 맞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개방, 공유’라는 새
로운 비전하에 ‘국정정보에 대한 개방과 공유, 국민의 국정참여 강화’로 위상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TV의 위상변화에 대해 귀하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귀하께서는 KTV 방송시청 및 홈페이지 이용증가를 위해 어떠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현실적인 차원에서 서술해주세요.

(예;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 편성, 정책 정보서비스의 구심점 역할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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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KTV의 기능 재정립에 관한 문항입니다.

5. 현재 KTV는 정책전문채널로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서
비스 외에 국정홍보기관으로써 KTV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능 및 서비
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예：정부의 사내방송 기능, 지역 언론 정부취재 지원기능, 정부영상물 디지털 아
카이브 기능, 대학교의 관련학과와 연계한 공동기획 및 제작 커뮤니티 구축,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방송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등)

6.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포함한 대통령 직속기관 4개, 국무조정실 등 국무
총리 직속기관 12개,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중
앙행정기관 33개 등 총 49개 정부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
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는 KTV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기본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기능 외에 어떠한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중소규모 언론사 취재지원,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영상자료 지원, 실
시간 국정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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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번 문항과 관련해, KTV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
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서술해주세요.

(예：각종 업무확대 수행을 위한 공간 확보, 전문 인력 확대, 프로그램 제작환경
의 디지털화, 민간방송사와의 네트워크 구축강화 등)

※ 다음은 KTV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문항입니다.

8. KTV는 국정뉴스, 정책이슈, 생활정보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방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귀하께서는 어
떤 장르의 프로그램이 추가 또는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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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TV의 방송프로그램 제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문에 우선적인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인력보강, 디지털장비 도입, 정부의 제작비 지원확대 등)

※ 다음은 KTV의 플랫폼 확장에 관한 문항입니다.

10. 현재 KTV는 케이블, 위성, 인터넷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
지털미디어시대를 맞아 디지털라디오, IPTV, DMB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방송
채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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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번 문항과 관련해, 방송서비스의 뉴미디어 진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귀하께서는 정책전문채널로서 KTV가 민간방송사를 대상으로 영상․편집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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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분석을 위한 추가 정보에 관한 문항입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 )
①남

②여

SQ2. 귀하의 소속은? ( )
① 정부부처

② 학계/연구기관

③ 방송사(지상파, SO, 위성 등)

④ 제작사(PP, 독립제작사 등)

⑤ 방송유관기관

⑥ 시민단체

⑦ 기타

SQ3. 귀하의 소속 부서 명칭은? ( )
SQ4. 귀하의 직급은? ( )
SQ5. 귀하의 방송계 종사경력은? 만 ( )년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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