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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목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 분류기준 및 도입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방송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과 편성비율 산정기준
을 마련하는데 있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 유형은 급속히 변화되어 왔다. 다양한 프로
그램 유형들의 혼종 현상이 두드러지고,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종합편성 채널들은 보도와 교양이 혼합된 프로그램들을 편성하고 있다. 방송 프
로그램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방송사의 제작 방식, 방송시장의 변화, 프로그램
의 혁신(innovation), 시청자의 취향 등이 결합되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1993년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와 2004년 ‘텔레비
전 프로그램 장르설정 기준’을 잇는 연속적인 프로그램 유형분류 작업이다. 프로그램 유
형분류는 방송법 제69조 3항과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 근거하여 편성비율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특히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8항은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
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0.10.1)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8항에 의거하여 방
송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련하고,
편성고시(안)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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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이 연구는 여섯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변화를 파
악했다.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프로그램 유형의 특성을 파악해서 기존 프로그램
유형분류 체계 내에서 포함시킬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판단했다. 새롭게 부상하는 프
로그램 유형들로 리얼리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쇼 등의 오락 프
로그램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둘째, 방송전문가(학계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집단 토론을 통해서 논란이 되
는 프로그램 유형을 검토하였다. 방송전문가의 심층토론은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주요
토론 내용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기본 원칙인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류에 대한
의견, 유형 구분이 애매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범주화, 오락 프로그램 최대편성기준 폐지
에 대한 논의 등이었다.
셋째, 시청자 프로그램 유형 인식조사를 통해서 분류가 모호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
적인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시청자 프로그램 유형 인식조사는 24개 프로그램을 중심
으로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넷째, 프로그램 유형변화, 방송 전문가 심층토론, 시청자 프로그램 유형 인식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방송 프로그램 유형을 재분류했다.
다섯째, 재분류된 방송 프로그램 유형을 기준으로 2012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지상파 3사와 4개 종합편성채널의 편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여기
서는 새롭게 분류된 프로그램 유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편성비율을 산정하는 편
성고시(안)를 제안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방송 전문가 심층 집단 토론
방송 전문가 심층 집단 토론은 특별한 합의점에 도달하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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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학계, 방송현업, 시민단체 사이에 프로그램 유형 분류기준과
편성규제를 놓고 상이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시민단체 의견은 오락 프로그램의 최대
편성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좀 더 강력한 편성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반면, 방송현업은 오락 프로그램의 최대편성기준이 현재 방송환경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계의 대다수 의견도 폐지였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유형 혼종 현상으로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분류 자체가 모호하고, 오락 프로그램만이
규제되어야 하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는 폐지하지만,
민주적 여론형성에 중요한 보도 프로그램이나 방송의 공익성과 관련된 다양성, 지역성,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화정체성 등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편성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
송의 다양성과 관련된 최소편성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시청자 프로그램 유사성 인식조사
시청자의 프로그램 유사성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시청자는 뉴스로서 보도 프로그램,
시사정보,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토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100분 토론>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음악 관련 프로그램의 경
우, 대중음악을 다루지만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별도의 유형으로 받아들인다. 따
라서 기존의 음악 프로그램인 가요순위 쇼나 토크 음악쇼와는 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3)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기준
이 연구는 최근 방송 환경변화와 프로그램 유형의 변화를 고려해서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을 총 16개로 구분하였다.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수는 2004년과 2012년 사이에 차이
가 없으나, 2004년과 2012년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에서는 네 가지 영역에서 중요
한 차이가 있다.
첫째, 2012년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는 오락 프로그램을 세분화했다. 2004년 방송위
원회 분류에서 오락 프로그램은 8개 유형이었다. 반면 2012년 오락 프로그램의 유형은
10개로 확대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현 방송법 시행령 편성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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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프로그램의 50%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서 오락 프로그램의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유형 혼종 현상이 두
드러지고 있어서 방송 프로그램의 진화 과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2004년의 경우,
버라이어티 쇼에는 토크 쇼가 하위유형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2012년에는 토크쇼를
중분류 유형으로 분리했고,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가했다. 왜냐하면 지
난 몇 해 동안 가장 부상한 유형은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고, 토크쇼는 편성비
율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2004년 교양 프로그램의 유형수는 7개였지만, 2012년에는 5개로 축소했다. 2004
년 전후 유행했던 프로그램은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인포테
인먼트 프로그램이 중분류 유형으로 분리하기에는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수가 너무 적었
다. 따라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은 중분류로 구분하지 않고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하
위유형에 포함시켰다.
셋째, 2004년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중분류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는 별도의 중분류 유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프로그램 유형
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을
통한 분류가 아니라 시청대상을 통한 분류이다. 지상파의 경우,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TV유치원 파니파니>와 <뽀뽀뽀 아이조아>를 제외하면 대부분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분명한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어서 교육․문화예술 프로그
램의 하위유형으로 이동했고, 애니메이션은 그대로 중분류 유형으로 구분했다.
넷째, 애니메이션과 퀴즈는 프로그램의 기능과 내용에 따라서 오락 혹은 교양으로 분
류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교육적 목적이 뚜렷하거나 퀴즈쇼에서 <도전 골든벨>이나
<우리말 퀴즈> 등과 같은 교육과 교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교육․문화예술 프로그
램의 하위유형으로 분류했다.
결과적으로 2012년의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기준은 프로그램의 유형 변화와 실제
편성비율을 반영했고,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4) 편성비율 분석
2012년 8월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편성분석 결과를 보면, KBS2의 오락편성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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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의 오락 편성비율을 보면,
KBS1 20.08%, MBC 45.88%, SBS 43.61%, 채널A 24.61%, JTBC 35.43%, MBN 19.66%,
TV조선 25.31%였다. KBS2와 MBC의 경우, 상당수의 애니메이션을 교육 목적이 있는 것
으로 판단하여 교양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들을 오락으로 판단할 경우 오락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1)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
방송법 제69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서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류 체계에
포함되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보도
뉴스
(종합 뉴스, 스트레이트
뉴스, 지역 뉴스, 북한 뉴
스, 국제 뉴스, 경제 뉴
스, 기상 뉴스, 스포츠 뉴
스, 비정규 편성보도(기
자회견, 재난방송, 특별
행사중계 등)

교양
시사정보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

오락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토크쇼
코미디
영화
음악쇼
스포츠
애니메이션, 퀴즈와 게임쇼

보도 프로그램은 뉴스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뉴스 프로그램은 종합 뉴스, 스트레이트
뉴스, 지역 뉴스, 북한 뉴스, 국제 뉴스, 경제 뉴스, 기상 뉴스, 스포츠 뉴스, 비정규 편성
보도(특별행사중계, 기자회견, 재난방송 등)을 포함한다. 교양 프로그램은 시사정보, 다
큐멘터리, 생활정보,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오락 프로그램은 드라마, 버라
이어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토크 쇼, 코미디, 영화, 음악 쇼, 스포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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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과 (가칭) 방송 프로그램 유형 판정위원회 설치
편성비율 산정은 방송사들이 제시하는 편성표에 기반하지 않고, 실제 방송된 프로그
램의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다만 스포츠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4항 “국민적 관심이 매
우 큰 체육경기, 그 밖의 주요 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은 편성
비율산정에서 제외한다. 편성비율은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 유형을 분
류해서 산정한다.
방송 프로그램 유형 판정과 편성비율 산정을 위해서 (가칭)‘방송 프로그램 판정위원
회’(이하 판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판정위원회의 역할은 세 가지이다. 첫째, 판정위원회
는 방송법 제69조(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등)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 프로그램 편
성 등) 2항에 따라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산정한다. 현재 방송 프로그
램 편성비율을 산정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편성비율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판정위원회는 분기별로 편성비율을 산정해서 보고서로 제출하고,
분기별 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을 적용해서 매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 비율을 담는다.
둘째, 판정위원회는 특정 방송사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했을 때, 이의를 제
기할 경우 특정 프로그램의 유형이 어디에 속하며, 보도인지, 교양인지, 오락인지를 판
정한다.
셋째, 판정위원회는 각 방송사 편성담당자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방송사들이 방
송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편성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6. 기대효과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편성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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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방송사들은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서 편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준이 제시됨으로써, 방송법 제69조와 방송법 시
행령 제50조 1호에서 규정하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명확히 계산할 수 있다.
넷째, (가칭) 방송 프로그램 유형 판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서 편성규제와 정책을 원
활히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 방송 프로그램 유형과 편성비율 산정의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방송평가위원
회가 방송 편성관련 제 규정 준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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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The Study of the Classification of Television Program Types and its Introduction of
Television Programming Policy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classification of broadcasting program types are the preliminary data for the
broadcaster's programming strategies, the broadcasting regulatory organization's
policy and its enforcement, and broadcasting industries and its markets
(advertisement, etc.). The classification of broadcasting program types are constantly
changing, combined with the way of broadcasting production, the change of
broadcasting markets, program innovation, the preference of viewers and m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in accordance of the Broadcasting Act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50 section 8, to provide the basic work for the criteria of detailed
broadcasting program classifications and the scoring criteria of broadcasting program
ration.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six stages. Firstly, we researched recent
trend of broadcasting program types such as reality shows, survival and audi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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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we studied the controversial program type through in-depth group
discussion targeted for broadcasting experts, concerning with three classification
system such as report, culture and education and entertainment, entertainment
programming ratio and emergent broadcasting program types.
Thirdly, we proposed the reliable standards of classification for the ambiguous
program types through the survey for viewer's recognition of broadcasting program
types.
Fourthly, we reorganized the broadcasting program types reflecting the recent
changes of program types, the results of in-depth group discussion and the viewer's
recognition.
Fifthly, we analyzed the programming ration of four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KBS1, KBS2, MBC, SBS and four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Channel A, TV Chosun, JTBC and MBN from August 1st 2012 to August 31st 2012
for one month.
Finally, we proposed the scoring criteria of programming ratio, and its guidelines.

4. Research Results
Under the broadcasting Act Article 69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50, the
programs included in three classification systems, such as report, culture and
education, and entertainment,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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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ing

news

Culture and education
current affairs
documentaries
information in general
discussions
education and arts

entertainment
drama
variety shows
audition/survival show
talk shows
comedy
film
music shows
sports
animation, quiz and game shows

Reporting program refers to the news programs. News program includes general
news, strait news, local news, the North Korean news, international news, economic
news, weather reporting, sports news, and irregularly programming reports(special
events, press conference, disaster reporting etc.). Culture and education program
refers to current affairs, documentaries, information in general, discussions, and
education and arts programs. Entertainment programs means drama, variety shows,
audition/survival shows, comedy, movies, music shows, sports, animation, and quiz
and game show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We suggest to manage the "Judgment Committee of Broadcasting Program
Type"(Tentative name)(the "Judgment Committee"). The Judgment Committee has
three roles. Firstly, the Judgment Committee, in accordance of the Broadcasting Act
Article 69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50 Section 2, decides the ration of
reporting, culture and education, and entertainment programming.
Secondly, the Judgment Committee shall decide "where does the particular program
belong to", whether a particular program is reporting, culture and education or
entertainment when a particular broadcasting company violates the Broadcast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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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ly, the Judgment Committee shall guide the broadcasting companies through
the regular communications with the programming managers of each broadcasting
company to follow the ration under the Broadcasting Act ordinance enforcement.

6. Expectations
This research provides the clear criteria for programming policy by proposing the
program types classification which were controversial in the past. It also supples the
scoring criteria for the broadcasting programming, so it could exactly calculate the
entertainment program ration. Finally, it could be used as the useful data for the
broadcasting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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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방송 프로그램 유형(type)1)분류는 방송사의 편성목표와 전략수립, 방송규제기구의 편
성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방송 산업과 시장(광고 등)을 위한 기초 자료이다. 방송 프
로그램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방송사의 제작 방식, 방송시장의 변화, 프로그램의
혁신(innovation), 시청자의 취향 등이 결합되어 끊임없이 변화한다.
방송사, 방송규제기구, 학계, 방송관련 산업(조사회사, 광고대행사 등)은 방송 프로그
램 유형을 다르게 규정한다. 방송 프로그램 유형을 구분하는데 동일한 기준이 설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유형 구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계는 비평과 편성의 다양성 분석
을 위해서 유형을 구분한다. 방송사는 프로그램 제작 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방송
규제기구는 방송법이 규정하는 편성규제에 맞게 유형을 분류한다. 방송관련 산업은 광
고단가와 시청률을 측정하는데 편리한 방법으로 유형을 세분화한다. 결국 학계, 방송사,
방송규제기구, 방송관련 산업 등은 동일한 프로그램 유형을 상이하게 분류한다.
방송 프로그램 유형은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한다. 이것은 방송 프로그램이 한 사회 내
에서 문화, 제도, 이념 등과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Ofcom은 사실적 프로그램(factual program)에 대한 유형 구분을 다른 국가 규제기구의
구분보다 다양하게 설정한다. Ofcom은 뉴스, 시사, 사회 쟁점(public affairs), 국제뉴스
시사 등 세분화된 분류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영국의 방송문화와 방송이념을 반영한다.
영국의 방송문화 전통에서 보면, ‘좋은’ 프로그램의 기준은 리얼리즘(realism)을 바탕으
1)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장르(genre) 개념보다는 유형(type)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
이다. 장르는 수용자, 제도(산업), 텍스트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Neale,
1980)으로 비평과 미학의 영역에서 사용된다. 반면, 유형은 프로그램의 기능과 관련
해서 형식과 내용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장르 개념이 더 포괄적이고 적절할
수 있지만, 이 연구의 목적은 규제기구의 편성정책과 관련된 것이므로 미학과 산업
의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분류하기보다 프로그램이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
를 범주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르 개념보다는 유형 개념이 보다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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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되어 왔기 때문이다(Brunsdon, 1990).
프랑스의 시청각최고위원회(CSA: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에서 특징적인
것은 문화 프로그램의 분류가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프랑스의 공영방송에
대한 의무편성조항에 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Clement,
2003). 프랑스 방송은 자국의 문화정체성을 지키고, 문화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규
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일본의 NHK는 방송 프로그램을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버라이어티 쇼는
13개의 세부 분류(코미디, 토크, 게임, 토크와 노래, 요리, 생활정보, 지역, 사건/해프닝,
도전, 인생문제, 인간관찰, 트렌드 정보, 기타)로 나누고 있다. 버라이어티 쇼의 세부 분
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한다. 이것은 NHK 경영위원회의 편성규제에서 오락 프로그
램의 비율이 50% 이하(NHK 종합편성채널의 경우)로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으로
추측된다.
미국의 경우, 프로그램 유형 분류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FCC의 프로그램 유형
분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다양한 분류기준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미
국 방송은 오랫동안 자율규제의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TV
Guide〉의 분류기준이 구체적인데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분류가 특징적이다. 이것
은 시청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의 프로그램 유형은 미학적, 규범적
차원에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의 국민문화(nation culture), 방송정책, 방송이념
등을 고려해서 범주화된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방송 프로그램은 급속히 변화되어 왔다. 다매체, 다채널로 특징
되는 방송통신 융합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 시장에서 지구화
(globalisation)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프로그램 포맷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프로그램
의 유형 혼종(hybridity) 현상도 확대되고 있다.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와 버
라이어티

쇼,

정보와

오락을

함께

담아내는

‘정보오락’

혹은

‘인포테인먼

트’(infotainment) 프로그램, 교육과 오락을 혼합한 ‘교육오락’ 혹은 ‘에듀테인먼
트’(edutainment), 토크 쇼와 버라이어티 쇼, 다큐멘터리와 음악 경연, 음악이나 춤의 경
연과 토크쇼 등 다양한 혼종 현상이 확대되면서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들도 부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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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는 방송위원회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
에 관한 연구’(안정임․송현경․전경란, 1993)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방송법 시행령은 보
도 10% 이상, 교양 40% 이상, 오락 20% 이상을 규정하고 있었다. 방송사와 방송위원회
사이에서는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해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여기서 논란이 되었
던 사항은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었다. 방송사가 교양으로 분류한 프로그램을 방
송위원회는 오락으로 재분류하면서 교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
다. 당시 방송사가 교양 편성비율 4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텔
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는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프로그램의 유
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에서 발표되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는 프로그램 유형을 15개(광고 제외)
- 뉴스, 다큐멘터리, 대담/토론, 드라마, 코미디, 영화, 만화/인형극, 버라이어티 쇼, 토크
쇼, 퀴즈/게임쇼, 스포츠, 생활정보, 학습, 문화예술, 기타(프로그램 안내, 방송사 고지
등) - 로 구분했다. 이 분류는 방송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130명(학계
50명, 방송종사자 60명, 방송관련 유관단체 10명, 방송위원회 10명)의 우편조사와 면접조
사를 통해서 제시된 것이었다. 유형분류 기준은 토론회(1993.4.16)와 결과보고(1993.9)를
거쳐서 방송위원회와 중앙방송사장협의회(각 방송사 사장 5인) 사이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을 준수한다는 합의(1993.9.14)도 있었다. 그러나 방송사와 방송위원회 사이 편성비
율을 놓고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당시 방송위원회와 편성실무자 사이 비정기적으
로 편성실무협의회가 열리면서 편성비율과 관련된 조정 작업도 진행되었다.2)
방송위원회는 2004년 방송평가체계 구축작업으로 프로그램의 품질평가를 위한 사전
연구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설정 기준’(주창윤, 2004)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변화하
는 방송 프로그램 환경에 맞게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1993년 ‘텔레비전 프
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방송종사자 심층토론(9명), 방송종사자 설문조사(460
명), 시청자 설문조사(700명)를 실시해서 그동안 방송사와 방송위원회 사이에 논란이 되
2) 방송위원회는 1997년 'TV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단서조항의 활용)을 통해서 조정내
용을 정리했다. 방송위원회는 1993년 분류법을 준수하지만, 오락 프로그램의 형식이
라도 하더라도 1) 소수 대상의 프로그램(노인, 장애인), 2) 고전과 국악을 중심으로 구
성된 음악 프로그램, 3) 교육 목적이 뚜렷한 국산 애니메이션, 4) 교육 목적이 뚜렷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교양으로 분류했다(방송위원회, 1997,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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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프로그램의 유사성을 측정해서 프로그램 유형을 재분류했다. ‘텔레비전 장르설정
기준’은 광고를 제외하면 총 16개 유형 - 뉴스, 시사보도,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
육·문화예술, 어린이, 애니메이션,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음악쇼, 퀴즈와 게임쇼, 인포
테인먼트, 영화, 코미디, 스포츠 - 로 분류했다. 2004년의 유형분류가 1993년의 유형분류
와 다른 점은 뉴스와 생활정보 프로그램 사이 유형 혼합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시사
보도를 새로운 유형으로 제시했고,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교육·문화예술로 구분
했다. 학습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지상파 3사의 경우 거의 없어서 유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토크 쇼를 버라이어티 쇼의 하위 유형으로 포함시켰다.
이 연구는 1993년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와 2004년 ‘텔레비
전 프로그램 장르설정 기준’을 잇는 연속적인 프로그램 유형분류 작업이다. 프로그램 유
형분류는 방송법 제69조 3항3)과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1항4)에 근거하여 편성비율 산정
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특히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8항은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
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0.10.1)고 규정하고 있다. 1993년과 2004년 방송위원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
류 기준을 마련했지만,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편성고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8항에 의거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세

3) 방송법 제69조(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등)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 · 교양 및 오락에 관
한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
에는 특정 방송 분야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서는 안된다.
4)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
송 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2. 데이터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 프
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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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련하는데 있다.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는 지상파 방송채널에 한정되었지만, 이 연구는 분류
기준의 적용범위를 지상파 채널 이외 2011년 12월 1일 출범한 4개의 종합편성채널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을 포함해서 변화된 방송환경에 부합하는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프로그램 혼종 현상을 유형분류 기준에 반영하고자 한
다.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2. 연구과정
이 연구의 과정은 프로그램 유형분류 체계의 도출을 위해서 ‘현황분석’과 ‘인식조사’
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기존 문헌
과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서 도출할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프로그램 유형
의 특성을 파악해서 기존 프로그램 유형분류 체계 내에서 포함시킬 것인지 분리할 것인
지를 판단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프로그램 유형들로 리얼리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쇼 등의 오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
다.

TG \G T

프로그램 유형 변화를 파악한 이후, 방송전문가(학계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집단 토론을 통해서 논란이 되는 프로그램 유형을 검토할 것이다. 방송전문가의 심층토
론은 2회에 걸쳐 실시될 것이다. 주요 토론 내용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기본 원칙
인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류에 대한 의견, 유형 구분이 애매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범주
화, 오락 프로그램 최대편성기준 폐지에 대한 논의 등이다.
또 시청자 프로그램 유형 인식조사를 통해서 분류가 모호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적
인 분류체계를 제안할 것이다. 시청자 프로그램 유형 인식조사는 24개 프로그램을 중심
으로 유사성을 살펴볼 것이다. 최근 혼종 현상이 두드러지거나 논란이 되었던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위대한 탄생>, <나는 가수다>, <K-Pop 스타>, <불후의 명곡> 등),
토론 프로그램(<백지연의 끝장토론>, <시사토크 판> 등), 생활정보 프로그램, 버라이어
티 쇼(<1박 2일>, <무한도전> 등)를 중심으로 유사성 조사가 실시될 것이다.

[그림 1-2]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 추진 전략

이 연구는 프로그램 유형변화, 방송 전문가 심층토론, 시청자 프로그램 유형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 프로그램 유형을 재구분하고, 2012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지상파 3사와 4개 종합편성채널의 편성분석을 할 것이다.5)

5) 새로운 유형분류 체계를 활용한 편성분석 기간을 8월 한 달로 설정한 이유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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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8항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 및 편성
비율 산정기준(초안)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는 새롭게 분류된 프로그램 유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편성비율을 산정하는 기준, 편성고시(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 연구진
행 과정은 다음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연구진행 과정

초에는 KBS와 MBC의 파업으로 정상적인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합편성 채널
의 경우는 초기 불안정한 편성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편성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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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방송 편성규제와 프로그램 유형 기준
제 1 절 방송 편성규제의 삼분류 체계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규제는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류 체계로 규정된다. 보도, 교양,
오락의 편성 규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방송법 제69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이다. 방
송법 제69조 제3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 교양,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 프로그램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
하는 주시청시간대에는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안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 제3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및 오
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한다”고 규정하며, 그 구체
적인 기준으로 제1호에서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으로 규정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2항에서는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
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
송 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
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오
락에 관한 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보도, 교양, 오락의 정의를 보면, 보도의 경우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정의
는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교양 프로그램은 국민의 교양 향상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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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프로그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여가생활을 다양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어떻게 포맷과 내용을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교양 프로그램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모호한 정의는 방송 편성의 삼분류 체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왔다.
1. 1964년 방송법: 편성규제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류 체계는 1964년 방송법에서 시작되었다. 1964년 방송법에서
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규제를 제시했다. 편성의 핵심 근거는 방송편성(제2조 제
3항 방송순서의 정의, 제11조 방송 순서의 편성)과 방송편성의 자유와 책임(제3조 방송
의 자유, 제10조 심의기관)으로 구분된다. 첫째, 방송순서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
용․분량과 배열”(제2조)로, 방송순서는 방송 편성을 의미했다. 또한 “방송국은 방송순
서를 편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도․교양․음악․오락 등을
포함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1조)고 명시하였다. 1973년 개정 방
송법에서도 ‘보도․교양․음악․오락’으로 유지되었으나,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제
41조)에서는 ‘교양 또는 교육, 보도 및 오락 내용’이라고 명시되어 교육이 첨가되고 음악
은 삭제되었다.
1964년 방송법 시행령(제1634호)은 “방송 사항”으로 보도, 교육, 교양, 오락, 광고, 기
타 방송으로 구분하고, 각각 할당 비율의 하한선을 제시하였다. 보도는 10% 이상, 교육
20% 이상, 오락 20% 이상, 그리고 광고 약간, 기타 약간 등이다. 편성 비율에 대한 하한
선 규제 방식은 방송 심의와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1964년 방송법 제10조는 방
송 편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국 내 5인 이상 외부인사 중심의 심의기관을 둘 것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였다(1963년 방송법 제10조). 윤리위원회 조항은 1964
년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삭제되었다.
삼분류에 따른 편성규제는 일본의 삼분류 구분을 따른 것이었다. 현재 일본에서 삼분
류에 의한 편성규제는 사라졌지만(NHK만 오락 50% 이하 유지되고 있음), 일본의 편성
규제와 편성분류를 참고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1962년 6월 14일 국내의 모든 방송국 책임자가 모여 방송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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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창립하고, 1963년 1월 ‘방송윤리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방송 내용에 대한 공식
적인 심의가 시작되었다. 방송윤리위원회는 임의단체였으나 1963년 방송법이 제정됨으
로써 법정기관이 되었다. 당시 한일국교정상화로 인한 ‘6.3 사태’가 벌어지고, 국가재건
을 위해서 건전한 방송, 근대화에 복무하는 방송이 주요한 이념으로 작용했다.
1973년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폐지된 방송윤리위원회는 다시 신설되었다. 유신 이후
방송에 대한 내용규제가 강화되었고, 국가홍보를 위해서 방송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
졌기 때문이다. 1973년 개정된 방송법은 공․민영 모두 문화공보부가 방송 내용을 통제
하도록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방송법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이 15인 이하 윤리위원
을 선임하여 윤리위원회(제4조)를 구성하고, 윤리 규정(제5조)에 의한 심의 결정과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편성 사항이 문화공보부가 주관하는
대통령령으로 고시되고 문화공보부가 방송윤리위원회를 관장했다.
2. 2000년 통합방송법: 오락 프로그램 최대편성기준
1964년 방송법의 편성규제는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변화되었다. 2000년 기
존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폐지하고 지상파와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합하는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하면서 방송 영역을 무선에서 유선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통신 영역의 영
상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전기통신” 영역으로까지 방송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2000년 방송법은 명확하지 않았던 방송 편성, 방송 프로그램, 방송 분야 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규제를 위한 개념 정의에서 “방송 편성이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는 것”(제2조 제15항)으로, “방송 프로그램이란 방송
편성의 단위가 되는 내용물”로 규정되었다(제2조 제17항). 방송 분야는 종합편성(제2조
제18항)과 전문편성(제2조 제19항)으로 구분되었다.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편성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는 편성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상한선, 최대편성기준)으로 전환된 것
이다.
통합방송법 시행령은 2000년 들어서 2번 개정되었는데, 2001년에는 보도 10% 이상의
규정이 삭제되고, 교양 프로그램 30% 이상과 오락 프로그램 50% 이하의 편성규제만 명
시되었다. 이는 한국 방송에서 보도가 항상 10% 넘게 편성되어왔다는 점에서 법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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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스는 방송사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
한 프로그램이어서 별도로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규제가 불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50% 이하로 네거티브(상한선) 방식으로 바뀌었다. 2000년 이
전 방송법에서는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류를 기준으로 모두 포지티브(하한선)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는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네거티브(상한선)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때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것은 최소편성기준(포지티브 방식, 하한선)과 최대편성기
준(네거티브 방식, 상한선)의 설정이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50% 내외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편성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오락 프로그램의 상
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방송법의 목적인 공익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
다. 방송의 공익성 강화가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최대편성기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하게 된 중요 이유였다. 일본의 NHK가 오락 프로그램의 최대편성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참고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케이블 방송이 등장하면서 방송환경의
변화로 오락 프로그램들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오락 프로
그램의 편성규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3. 2004년 방송법: 오락 프로그램 규제
2000년 통합방송법은 제정된 이후 방송 독립의 한계, 방송 규제의 근거 및 논리 미비,
시장경쟁의 조정 기능 미비, 불합리한 소유 규제, 비현실적 편성 및 내용 규제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2004년 개정되었다. 2004년 개정된 방송법에서 편성규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은 교양 30% 이상 편성 비율 규제를 삭제하고, 오락 50% 이하 규제만을
남겨 놓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보도가 10% 이상 상시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50% 상한선만으로도 사실상 교양의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오락 프로그램 50%의 상한선 규제는 오락 대 비오락의 이분법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삼분류 체계를 기본으로 보도, 교양, 오락 세 영역의 상호조화를 지향
한 것이었다.
2004년 방송법 시행령의 편성 변화는 기존의 편성규제를 크게 바꾼 것은 아니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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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 오히려 교양과 보도의 편성 비율에 융통성을 부여한 장점이 있었으며, 공익
성을 위한 균형편성과 최소한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부과한 효
과도 있었다.
오락 프로그램 50% 이하라는 규제만을 남겨 놓아, 시청률을 목적으로 상업적 프로그
램의 남발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제재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지녔다. 상업주의에 대
한 견제를 통해 프로그램 균형성 및 시청자 선택권을 최소한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 주
요 개정 사유였다.
또 2000년 방송법의 편성규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방
송사들은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교양 프로그램 편성비율 30% 이상 조항이 삭제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업화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50% 이하 규제는
유지되었다.
〈표 2-1〉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의 변천
구분
1963년 제정 방송법
(1963년 제1조)

보도

교양

10%
이상

교육

오락

광고

기타

20%
이상

20%
이상

약간

약간

구분

보도

교양

오락

1973년 개정 방송법
(1973년 제9조)

1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980년 제정 언론기본법
(1981년 제29조)

10% 이상

40% 이상

20% 이상

1987년 제정 방송법
(1988년 제29조)

10% 이상

40% 이상

20% 이상

2000년 제정 방송법
(2000년 제51조)

10% 이상

30% 이상

50% 이하

30% 이상

50% 이하

2000년 시행령 개정
(2001년 제51조)
2004년 개정 방송법
(2004년 제51조)

50% 이하

자료: 김수정, 오락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규제의 쟁점과 프로그램 분류체계의 과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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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는 방송이 상업성이나 시청률에 편승하여 오락 프로그램
을 편중되게 편성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방송 프로그램 장르 간의 균
형성과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조치이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의 삼분류 체계에 대한 문제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남윤미 외, 2011; 이원우 외, 2010; 최민재․김수정,
2007; 현대원․노동렬, 2011). 핵심 문제는 삼분류 체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합의하기
가 어렵다는 점이다. 삼분류를 기능적으로 이해할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조금씩 보
도, 교양, 오락의 기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남윤미 등(2011)은 현재 방송 환경 하에서 시청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로
운 접근이 가능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
으로 방송 다양성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구별하는 외형적 프로그램 다양성보다 의견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편성 정책의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의 다양성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사, 보도,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규제를 의미한다.
또 현재 오락 분야의 과다 편성 금지 규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프
로그램 장르 혼합 현상으로 인해 교양과 오락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다수의 시청
자가 선호하는 오락 분야 프로그램을 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근거도 미약하
다. 건전성(선정성, 폭력성, 가치규범 위반, 인격존중 등)이 문제라면 심의제도로 해결될
수 있다.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전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채널 수가 늘어나면서 매체 간,
채널 간 경쟁이 치열해져 시청률 경쟁을 촉발시키면, 시청자에게 인기있는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시청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을 제공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오락 프로그램은 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것은 계몽
적이고 규범적인 시각에서 시청자를 바라보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오락
프로그램이 증가하면, 시청자들도 건전하고 건강한 사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오락 프로그램의 품질은 떨어진다는 가정이다. 이것은 고급문화의 시각에서 오
락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품질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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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오락 프로그램은 다른 보도나 교양 영역의 프로그램
들보다 더 창의적인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삼분류의 편성규제가 우리 방송에서 기여한 점도 적지 않다. 삼분류는 최소한
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과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 편성
영역에서 그린벨트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
각에서 보면,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의 편성
규제는 민주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보도 프로그램,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 지역
관련 프로그램 등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현재 방송법에서 보도, 교양, 오락으로 프로그램을 대분류하고, 방송사업자를 규
정하는데 있어서도 종합편성과 전문편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삼분류 체계에 따
른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삼분류 체계는 유지
될 수밖에 없다. 이원우 등(2010)은 단기적으로 오락 프로그램의 상한선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월 단위가 아닌 분기 단위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의
방송법은 월단위로 편성비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방송사의 정기 편성변화를 고
려하면 분기 단위로 편성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월 단위로 편
성비율을 산정할 경우, 방송사가 정기 편성을 갑자기 바꾸지 않는 한 매월 편성비율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프로그램 유형 판정위원회를 둘 것도 제안한
다. 이것도 타당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유형들 사이에 혼종 현상이 두드
러지고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특정 프로그
램이 오락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판정위원회는 필요하다.
이원우 등(2010)은 편성비율 대상을 오락과 비오락으로 구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는 현행 방송법상 구분하고 있는 보도ㆍ교양ㆍ오락의 삼분류 체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현행 방송법상 종합PP의 경우, 편성비율이 제한되는 것은 오락 프로그램
에만 국한된 것이므로 오락 대 비오락의 큰 틀로 변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
그램의 대분류를 오락 대 비오락이라는 큰 틀로 변환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방송 프로그램이 지니는 공공성이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배제되고,
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단순화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방송법의 개정을 통해서 프로그램 삼분류를 폐지하고 다른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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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규제(어린이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 지역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보호 등) 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방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1차적으로 프로그램 유형분류를 명확히 설정한 후에 유형분류를 통해서 오
락 프로그램의 비율을 산정하고,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과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방송
법 시행령에 따라 제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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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편성규제의 방송이념으로서 공익성
우리나라 방송 정책의 이념적 토대는 공익성으로 설명된다. 공익성의 정책 이념을 논
의할 때 고려되어야 할 주요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 및 방송의 자유이다. 방송의 자유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21
조 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21조 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를 의미하고,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
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
립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이재진, 2004, 15쪽). 현행 방송법도 방송 편성의 자유
를 보장한다. 제4조 1항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한다”, 2항은 “누구든지 방
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 편성은 방송의 공익성을 구체화하는 대상이자 수단이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
제의 이념적 근거는 가장 추상적인 수준에서 방송의 공적 기능이나 공익성에 찾을 수
있다. 방송이 개인이나 개별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복리나
권익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의 공익성은 지상파 방송의 편성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다(배진아, 2007).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방송 편성의
자유는 공적 규제가 가능하다. 방송의 공익성과 관련하여 편성의 자유는 일부 제한을 받
게 되며, 편성의 자율권과 방송의 공적 역할 또는 공적 목표라는 가치와 대립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성 중에 어떤 가치를 방송 편성 정책의 구체적 목표 또는 기본 가치로 설
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남윤미 등(2011)은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과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근거로 방송편성 정책에서의 목표
또는 핵심 가치가 다양성, 소수자 보호, 지역성, 문화정체성이라고 주장한다([그림 2-1]
참고).
첫째, 의견의 다양성은 방송법 제5조 2항의 민주적 여론 형성, 제6조 1항의 보도의 공
정성과 객관성, 제6조 3항의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호 신장, 제6조 7항의 유익
한 생활정보 확산과 보급, 제6조 9항의 다양한 의견에 균등한 기회 제공과 균형적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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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둘째, 소수자 보호는 제5조 5항의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 제6
조 5항의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 반영 노력 등을 근
거로 제시한다. 셋째, 지역성과 문화적 정체성은 제6조 6항의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
과 민족문화 창달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개별 편성 규제는 이러한 네 가지의 가치 증진
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2-1] 방송의 공익성 관련 편성정책 핵심 가치

자료: 강형철(2012), 남윤미 외(2011)에서 재구성

이원우 등(2010)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목적은 ‘시청자의 이익과 권리’, 즉 ‘방
송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수용자의 선택권 보장’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방송법 제69조 1
항에서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
형성․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2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
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내용과 취지는 ‘다양성 확보 목적의 편성규제’와 ‘산업정책
적 목적의 편성규제’로 다시 구분된다. 다양성 확보 목적의 편성규제는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중앙방송에 대한 지역방송의 종속성 해소를 통한 지역방송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 확보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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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산업정책적 목적의 편성규제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비롯한 영상산업
의 활성화, 독립제작사의 육성 등을 제시한다.7) 달리 말해, 현행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
제는 방송의 공익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수용자의 선택권
보장’에 기반한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이 제시하는 공정성, 공공성, 다
양성, 균형성, 사실성 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는 공공성이라는 상위 개념 아래 공정
성, 다양성, 균형성 등이 하부 개념으로 구성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
지 못하다. 더욱이 사실성이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다.
많은 국가에서도 공익성은 방송 정책 이념으로 채택되었고,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접근되었다. 다양성은 방송의 공익성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된다. 정책
이념으로서 공익성을 구체화하는 구성요소들은 국가나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다양
6) ‘다양성 확보 목적의 편성 규제’는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에 관한 편
성 규제(방송법 제69조 제3항 전단,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주시청시간대에 관한 편성규제(방송법 제69조 제3항 후단, 방송법 시
행령 제50조 제3항),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에 관한 편성규제(방송법
제69조 제4항,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방송 프
로그램에 관한 편성규제(방송법 제69조 제5항,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비율 규제(방송법 제69조 제6
항,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편성의무
(방송법 제69조 제7항, 방송법 시행령 제51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
여 프로그램의 편성의무(방송법 제69조 제9항,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 제2항), 방송
사업자에 대한 1개 국가 제작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편성규제(방송법 제
71조 제3항,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등을 통해 설명된다(이원우 외, 2010).
7) ‘산업정책적 목표의 편성 규제’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규제(방송법 제71조 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방송사업자에 대한 국내제
작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편성규제(방송법 제71조 제2항 본문, 방송법 시
행령 제57조 제2항),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규제
(방송법 제71조 제2항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방송사업자에 대한 외주제
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규제(방송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시청시간대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
램 편성규제(방송법 제72조 제3항, 방송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등으로 설명된다(이
원우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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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방송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공익성 이념이자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방송의 다양성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와일드먼과 오웬(Wildman & Owen,
1985)은 방송내용의 다양성, 의견과 사고의 다양성, 접근의 다양성으로, 블름러(Blumler,
1991)도 유사하게 프로그램 내 반영되는 의견, 집단, 이슈 등 가치의 다양성, 프로그램
장르의 다양성, 편성의 다양성, 프로그램 문체나 스타일의 다양성, 자원의 다양성, 목표
시청자의 다양성 등을 들고 있다. 맥퀘일(McQuail, 1992)은 미디어 구조, 미디어 내용,
미디어 수용자의 다양성, 나폴리(Napoli, 1999)는 자원의 다양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노
출의 다양성으로 구분한다. 국내 연구자들도 유사하게 다양성을 다차원적으로 정의해왔
다(박소라, 2003; 이은미, 2001; 이준호, 1998; 조성호, 2000). 제작과 배급 차원의 ‘공급원
의 다양성’, 수용 차원의 ‘접근의 다양성’, 프로그램 차원의 ‘콘텐츠의 다양성’ 등이 방송
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핵심 차원으로 평가된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콘텐츠의
다양성’은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장르의 다양성’, 소수 관점과 입장을 포
함하는 ‘사상과 가치의 다양성’, 소수자 집단을 고려하는 ‘재현 집단의 다양성’ 등으로
세분화되어 설명된다(최민재․김수정, 2006).
다양성의 여러 하위 차원 중에서도 ‘장르의 다양성’은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김수정,
2007; 최민재․김수정, 2006). 이는 첫째로 장르의 다양성이 수용자들의 시청 선택권을
넓혀 수용자 복리에 기여하는 공익을 구현할 수 있으며, 둘째로 다양성의 실행, 측정, 평
가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쉽고, 셋째로 정보, 오락,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들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는 방송 편성의 원칙을 복합적으
로 수행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장르의 다양성’은 ‘개방적 다양성’과 ‘반영적 다양성’ 개념으로 세분화되고 있다(Van
der Wurff & Van Cuilenburg, 2001, 최민재․김수정, 2006, 16~18쪽 재인용). 개방적 다
양성은 미디어가 객관적이고 사려 깊어야 한다는 커뮤니케이션 규범에 따라 고른 비율
로 프로그램의 여러 유형들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반영적 다양성은 수용자들
이 요구하는 정도로 다양한 프로그램 유형들이 방송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개방적 다
양성은 실제 방송 편성에서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측정
및 평가된다. 수평적 차원의 다양성은 흔히 ‘채널 간 다양성’ 개념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특정 시간 단위에 모든 가능한 채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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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수직적 차원의 다양성은 ‘채널 내 다양성’을 지칭하는데, 수용자가 개별 채널
로부터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성이다(이준호, 1998, 270쪽; 이은미, 2001,
396~397쪽).
방송의 다양성 연구들은 방송 시장의 구조 변화가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제기
되는 이유는 시청자 채널 선택의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네트워크 지상파 방송의 편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는 채널 내 편성과 프로그램의 다
양성을 확대하기보다 안정적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정성이 확보된 유형의 프로그
램을 중심으로 편성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이준호(1998)는 편성의 다양성 관계를 고찰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시기에는 편성이 높은 다양성을 보이고, 경쟁이 높은 과점적 상태에
서는 독점 상태에 비해 낮은 다양성 추세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조성호(2000)는
1990년대 방송사의 프로그램 개편을 조사하면서, 방송사 간의 경쟁이 프로그램 개편의
빈도와 규모를 높여왔고, 개편이 주로 주시청시간대,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루어
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은미(2001)는 시장의 경쟁 상태와 프로그램 다양성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케이블TV
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주시청시간대 전체 채널들이 다양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밝히면
서, 새로운 채널의 도입과 경쟁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여 시청자의 선택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박소라(2003)도 경쟁 수준에 따라 다양성이 차이를 보
인다는 전제로 주시청시간대와 여타 시간대를 비교분석하여, 텔레비전 장르의 다양성
분석에서 전체 채널의 다양성이 경쟁에 진입하거나, 경쟁이 심한 시간대인 주시청시간
대에서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밝혔다.
요약하면, 방송의 공익성은 시청자 이익의 원리와 다양성을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방송의 다양성은 ① 제작자원의 다양성, ② 편성의 다양성, ③ 프로그램
의 다양성, ④ 시청자의 다양성 등을 의미한다. 방송의 다양성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다
양성을 중요한 방송 정책 이념으로 상정되어야 하며, 방송 편성에서도 다양성이 중요 개
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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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
1. 국내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
현재의 편성 규제인 삼분류 체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방송 프로
그램 유형 구분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도, 교양, 오락
의 삼분류 체계는 각각의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방송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 프로그램 유형은 방송 산업, 방송 프로그램 텍스트, 시청자 삼자 간의 상호작용
의 산물로서, 특정 형식과 내용의 구성물이자 기대와 관습의 체계이다. 과거 보도, 다큐
멘터리,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스포츠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류되던 유형은 최근 들어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통 장르(유형)의 파괴와 새로운 혼종 장르(유형)가 출
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큐멘터리부터 버라이어티 쇼에 걸쳐 여러 수준의 복합 변형의 모
습을 지닌 다양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박주연, 2005). 전통적으로 고정된
유형으로 인식되던 시사보도 프로그램 유형의 변화도 있다(최민재, 2005). 객관성과 심
층성을 핵심으로 하는 시사보도와 생활정보가 그 내용과 형식에서 상호 침투하는 모습
을 나타내면서, 시사보도의 ‘연성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침시간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종합 시사정보’는 생활정보 유형을 기반으로 뉴스, 시사, 생
활정보의 경계를 가로지는 프로그램이다.
김정섭과 박주연(2012)은 지상파 방송의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에 대한 포맷 다양성
변화를 연구하면서, 포맷 분류 기준을 15개로 제시한다. 포맷의 대분류로는 픽션 포맷,
논픽션 포맷, 하이브리드 포맷으로 분류된다. 소분류로는 픽션 포맷의 경우 단막극 포
맷, 일일극 포맷, 미니시리즈 포맷, 복합 코미디 포맷, 상영․상연극 포맷 등이며, 논픽션
포맷의 경우 뉴스 포맷, 토론․대담 포맷, 생활․정보 포맷, 스페셜(특집) 포맷, 시청자참
여 포맷 등이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포맷의 경우, 리얼리티 쇼 포맷, 버라이어티 쇼
포맷, 공연․콘서트 포맷, 게임․퀴즈 포맷, 매거진 쇼 포맷 등이다.
15개의 포맷 기준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것은 하이브리드 포맷이다. 구체적으로 리
얼리티 쇼 포맷은 리얼리티 요소가 뚜렷한 쇼 프로그램 체제, 버라이어티 쇼 포맷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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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장르, 형식과 요소가 결합된 쇼 프로그램 체제, 공연․콘서트 포맷은 가요, 음악,
뮤지컬 등의 공연 형식의 쇼나 공연 프로그램 체제, 게임․퀴즈 포맷은 내기, 상금, 경쟁
의 요소가 특징인 쇼 프로그램 체제, 매거진 쇼 포맷은 정보전달과 오락이 추가된 매거
진 형식의 프로그램 체제이다.
하이브리드 포맷은 공통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이 다양하게 혼종되어 진화된 유
형임을 알 수 있다. 또 기존의 장르 분류 체계에서 논의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
램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 변화 특성을 감안할 때, 유형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관습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정리하고 분류해내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은 학계, 산업(방송사 등), 방송규제기구 등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되었다. 국내 학계는 편성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텔레비전 유형을 구분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은 텔레비전 장르를 뉴스, 시사보도, 다큐멘터리, 토론/대담, 생활정보, 문
화예술, 교육,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코미디, 스포츠, 영화, 퀴즈/게임 쇼, 만화, 어린이
등의 16개 내외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 구분은
시사 보도 프로그램, 생활정보 프로그램,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분류가 모호하
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방송규제기구는 방송법이 규정하는 편성규제와 분석을 기준으
로 프로그램 유형을 범주화하고 있다.
〈표 2-2〉방송위원회 프로그램 유형 분류(2004)
보도

․뉴스(종합뉴스, 지역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스포츠뉴
스, 북한뉴스, 국제뉴스, 경
제뉴스, 기상뉴스, 비정규편
성보도(특별행사중계, 기자
회견, 재난방송, 선거방송)

교양
․시사보도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
․어린이
․애니메이션

오락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음악 쇼
․퀴즈/게임 쇼
․인포테인먼트
․영화
․코미디
․스포츠

방송사와 관련 산업(조사회사나 한국방송광고공사)은 일관된 방식으로 프로그램 유형
을 분류하지는 않는다. 방송사는 제작 주체에 따라서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여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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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다르게 규정한다. 방송사 홈페이지는 대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2004년과
2012년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방송사들은 대체로 뉴스, 시사교양, 오락(예능), 드라
마, 어린이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SBS와 종편방송인 JTBC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영하
지 않기 때문에 SBS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있다(<표 2-3> 참고). 조사회사나 한국방
송광고공사는 프로그램 유형을 경제적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분류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표 2-3〉국내 방송사와 관련 산업 프로그램 유형 분류
지상파

종편

조사회사

KOBACO

KBS

MBC

SBS

JTBC

TNS

대분류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보도

보도

시사교양

시사교양

교양정보

교양

정보

정보

연예오락

예능

예능

예능

오락

오락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영화

어린이

어린이

애니메이션

어린이

어린이

스포츠

스포츠

교육

교육

기타

종합
기타

주창윤(2004)은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 체계 구축과정에 포함된 프로그램 품질평가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설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
구는 편성규제 조항을 고려하여, 대분류(보도, 교양, 오락), 중분류(프로그램 유형 17개),
소분류(하위 유형 91개)로 구분했다(주창윤, 2004). 이후 진행된 연구들은 프로그램의 분
류체계에 대한 연구보다는 분류체계의 효율성이나 정책적 개선점을 제안하는 연구가 대
부분이며, 주창윤(2004)의 분류체계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최민재․김수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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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 분류 기준을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요 외국의 유형 구분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 편성의 주된 방향은 정보ㆍ교양ㆍ오락
분야의 적절한 편성을 이루는데 있다. 하지만 유형별 편성 비율에 대한 규정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외주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규제는 존재한다. 프랑스의
경우, 방송의 공익성 실현을 위해 정보ㆍ교육ㆍ오락 분야를 구분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유형별 편성 비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자국산 프로그램 편성 쿼터제를
두어, 프랑스어 표현 영상물 40% 이상, EU 제작물 60% 이상 등의 제한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FCC는 어떠한 프로그램 분류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규범을 두지 않고 있
다. 주된 취지는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린이 방송시간 광고량을 제한하거나, 어린이 프로그램 규정으로
방송 재허가를 연계하여 방송 재허가 신청 시 주당 3시간 이상 어린이 교육정보 프로그
램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Ofcom(커뮤니케이션법 제264조)은 뉴스,
시사, 교육, 어린이, 학교, 과학, 종교, 사회쟁점, 국제뉴스 시사, 드라마, 코미디ㆍ오락,
예술ㆍ음악, 영화, 스포츠 등으로 구분한다. 주요 외국의 경우에는 보도, 교양, 오락의 삼
분류를 전제로 하는 오락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비율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편성규제 삼분류 체계의 모델이 된 국가이다. 일본 방송법은 방송 편
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률이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누구에 의해서도 간섭을 받
거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정학적
이유와 지진, 해일에 대비한 비상재해 방송망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위성방송의 발
전 속도가 가장 빨랐으며, 국민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다채널화, 스페이스 케이블 체
계의 구축, 그리고 민간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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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외국 방송사와 규제기구 프로그램 유형 분류
방송사
BBC

PBS
(대분류)

규제기구
NHK

Ofcom

FCC

CAS
(프랑스)

뉴스

뉴스와 시사

뉴스

뉴스

뉴스

뉴스

사실프로그램

문화와 사회

보도

시사

시사

시사

교육

예술과 오락

다큐멘터리

교육

다큐멘터리

교육

종교와 윤리

건강

이벤트중계

종교

정치

공연예술

드라마

부모

드라마

드라마

교육

드라마

오락

버라이어티

코미디, 오락

오락

오락

음악

대담

예술, 음악

종교

대중음악

코미디

영화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스포츠

강좌

스포츠

스포츠

토크쇼

영화

농사

토론

국제뉴스시사

교육기관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사회쟁점

기타

영화

날씨

과학

코미디

학교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은 방송법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방송 편성기준을 두고 있
다.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 심의위원회를 두고 편성
에 관한 전문적인 자율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할 경우 NHK는 회장이, 일반 방송사업자는 사장이 심
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일본 방송법은 제3조(방송 프로그램 편성의 자유 “교
양/교육 프로그램, 보도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상호간
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4개 장르별 편성 비율에 대한 규제
는 방송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방송 표현의 자유와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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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송법에서 나타난 프로그램 장르별 편성 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06조(국내기간 방송 등의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 “기간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
방송의 국내 기간방송 및 내외 기간방송(내외방송의 기간방송이라 한다)(이하 국내기간
방송이라 함)의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계획에 의한 것을 제외하
고는 교양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보도 프로그램 및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
해 방송 프로그램 상호간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제29조(경영위원회의 권한) 경영위원회는 협회의 경영에 관한 기본방침, 감사위
원회의 직무의 집행을 위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협회의 업무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다음에 열거한 체제의 정비 등으로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편성 현황은 NHK는 경영위원회가 정한 방송 프로그램 편집에 관한 기본계획
에 따라 각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매년 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NHK종합채
널의 경우, 보도 프로그램 20% 이상, 교육 프로그램 10% 이상, 교양 프로그램 20% 이상,
오락 프로그램 20% 이상을 편성(따라서 오락 프로그램의 비율은 50% 이하로 편성)하도
록 규정한다. NHK교육채널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75% 이상, 교양 프로그램 15% 이상,
보도 프로그램을 약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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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방송 프로그램 유형 혼종현상: 오락 프로그램의 유형
구분
최근 방송 프로그램 유형 혼종 현상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증
가이다. 특정 장르가 이렇게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
다. 물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증가는 우리나라 텔레비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
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증가는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된 <Big
Brother>가 70개국 이상에서 자체 제작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영국 iTV의 <Britain's
Got Talent>, 미국 CBS의 <Survivor>와 <Bachelor>, FOX의 <American Idol> 등이 세
계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다른 어느 문화 형식보다도 리얼리즘에 기초해 있다. 텔레비전의 리얼리
즘은 문학과 예술에서 말하는 총체성이나 전형의 표상이 아니라, 보다 순진한(naive) 의
미로 일상성, 친밀성, 즉시성, 자발성, 연속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일상의 리듬은 텔레비
전의 리듬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텔레비전의 감성적 기반이 리얼리티에 있다는 것을 극
명하게 보여준다.
윤태진(2011)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리얼리티 쇼만 꼽더라도 무려 200편
이 넘는다고 지적한다. 비교적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만 나열해도, 연예인들
이 출연하는 <우리 결혼했어요>, <패밀리가 떴다>, <남자의 자격>, <골드미스가 간다>,
<삼촌이 생겼어요>, <청춘불패>, <키스 앤 크라이>, <불후의 명곡>, <나는 가수다>,
<댄싱 위드 더 스타>(이상 지상파 채널), <오프 더 레코드, 효리>, <소녀시대의 헬로 베
이비>, <아이비 백>, <2NE1 TV>, <DOC의 독한 민박>, <기막힌 외출>, <무한걸스>,
<아이스 프린세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여자 만세>, <오페라 스타>(이상 케이블
채널) 등이 있었고, 일반인이 출현하는 프로그램으로는 <K-Pop 스타>, <신입사원>, <밴
드 서바이벌 TOP 밴드>, <내 딸의 남자>, <기적의 오디션>, <휴먼 서바이벌 도전자>
(이상 지상파), <슈퍼스타 K>, <악녀일기>, <신 데릴사위>, <다이어트 워>, <프로젝트
런웨이코리아>, <코리아 갓 탤런트>, <러브 인 몰디브>, <천만원의 꿈>, <익스트림 서
바이벌 레이싱 퀸>, <미워도 다시 한번>, <세기의 커플>, <부자의 탄생>(이상 케이블
채널) 등이다. 연예인 출연 프로그램은 대부분 버라이어티 쇼의 성격을 갖거나 서바이벌

TG Y^G T

요소가 가미된 경연(performance) 프로그램이고,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은 상금이나 특
전을 내걸고 경쟁하는 오디션 성격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적지 않는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김미라, 2008; 김수정, 2010, 2011; 김예란·박주연, 2006; 류웅재·박진우, 2012; 윤태진
2011; 이종수, 2008).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리얼리티 쇼, 서바이벌 프로그램, 오디
션 프로그램, 리얼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 리얼리티 쇼, 리얼리티 게임쇼 등 다양하게 정
의해왔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갖는 혼종적 성격 때
문이다. 리얼리티 쇼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체
계적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다음 [그림 2-2]는 주요 오락 프로그램을 범주화해서 유형학(typology)으로 구분한 것
이다. 주요 오락 프로그램을 두 가지 수준에서 나눌 수 있다. 첫째 수준은 경쟁(survival)
과 비경쟁(non-suvival)이고, 둘째 수준은 경연(performance)과 재현(representation)이
다. 경쟁과 비경쟁의 구분은 프로그램의 포맷이 출연자를 탈락시키는 포맷으로 구성되
어 있느냐 그렇지 않는냐에 따라 구분된다. 최근 오락 프로그램에서 경쟁을 통한 탈락의
포맷은 예전의 오락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예전의 오락 프로그램
(예를 들면, <대학가요제>, <전국노래자랑> 등)은 상위자를 시상하는 시스템이었다면,
현재의 오락 프로그램들은 꼴찌를 낙오시키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었다. 류웅재와 박진우
(2012)는 이것을 신자유주의의 경쟁 담론이 프로그램에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한다. 또
다른 수준은 경연과 재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연은 음악, 춤, 다양한 재능의 수준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재현은 말의 재현으로 재치, 언변, 고백 등과 관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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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주요 오락 프로그램의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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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유형학에 의하면, [그림 2-2]의 1사분면과 2사분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
을 리얼리티 쇼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리얼리티 쇼로 정의할 경우, 너무 포괄적이
어서 각 프로그램이 갖는 특성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리얼리티
쇼라는 일반적인 유형분류에서 벗어나서 좀 더 구체화된 방식으로 오락 프로그램의 유
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1사분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유형을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2사
분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버라이어티 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가수
다>, <댄싱 위드 더 스타>, <불후의 명곡>, <신입사원> 등은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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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포함되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게임은 하지만 출연자가 도중에 탈락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운동, 춤, 노래의 경연을 보여주는 <1박 2일>, <런닝맨> 등은 버라이어티 쇼로
규정될 수 있다.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각각 하위 유형으로 오디션 프로그램과 서바이벌 프로
그램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일반인 중심으로 음악, 춤, 각종 재능의 경연으로 탈락의
포맷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연예인 중심으로 음악, 춤,
각종 재능의 경연으로 탈락의 포맷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으
로 나눌 수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으로는 <슈퍼스타 K>, <K-Pop 스타>, <신입사원>,
<밴드 서바이벌 TOP 밴드> 등이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
곡>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혼합된 경우에는 기타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
램에 포함된다.
최근 오락 프로그램의 유형 혼종현상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프로그램 유형은 시사
토크쇼이다. 특히 2011년 12월 종합편성 채널들이 출범하면서 시사 토크쇼는 종편 채널
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편 채널들은 시사 토크쇼를 주요 시간
대에 배치하고 있다. TV조선은 개국부터 <최박의 시사토크 판>을 편성하고 있고, <윤여
준의 정치 차차차>, <장성민의 시사탱크> 등을 방영했다. 채널A는 <시사토크 쾌도난
마>, JTBC는 <신예리 & 강찬호의 직격토크>, MBN은 <정운갑의 집중분석>과 <시사콘
서트 정치in>을 편성하고 있다.
시사 토크쇼는 기존 토크쇼 형식에 내용을 정치나 사회문제 중심으로 다루는 프로그
램이다. 기존 토크쇼가 연예인 중심으로 자기고백적인 내용이나 일상생활을 이야기의
소재로 삼았다면, 시사 토크쇼는 정치인이나 교수 등이 출연해서 사회문제나 정치문제
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시사 토크쇼는 기존의 토크쇼와 분명히 구분되며, 대담 프로그
램과도 다르다. 시사 토크쇼는 시사 토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뉴스 꼭지들도
포함하고 있다. 아직 시사 토크쇼는 전체 방송에서 편성되기보다는 종합편성 채널 중심
으로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유형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시사 정보 내 하
위유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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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방송 전문가 심층 집단 토론
제 1 절 심층 토론 목적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은 방송 감독기관의 편성정책 수립 및 집행, 방송사의 편
성목표 수립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이자, 방송제작 환경변화와 시청자의 인식변
화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정의되어야 한다. 기존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은
1993년 방송위원회에서 설정된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2004년 제시된 기준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규 매체들이 등장하고 프로그램의 융합 현상이 두드러
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법 시행
령 제50조 제8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현업 종사자, 시민단
체, 학계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집단 토론(Focus Group Discussion)을 통해서 변
화하는 방송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심층 집단 토론
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았으며, 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은 전문가 및 시청자 대상
설문지에 반영하였다.8)
8) 심층 집단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개방형 설문지를 방송현업 종사자, 시민
단체, 학계 전문가에게 사전에 전달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회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은 1차 심층 집단 토론의 경우, 2012년 6월 8일(금)
오후 16:00~18:00까지 닐슨코리아 14층 FGD룸에서 진행되었으며, 토론 방법은 각 질
문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이었다. 토론 참석자는
유홍식(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성철(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위원), 박석철
(SBS 전문위원), 이태경(KBS PD), 최민재(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김경환(상지
대 언론광고학부 조교수) 등이었다. 2차 심층 집단 토론의 경우, 2012년 6월 21일(목)
오후 16:00~18:00까지, 충정빌딩(케이블TV협회)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토
론 방법은 각 질문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이었다.
토론 참석자는 임종수(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상호(방송협회 연구원), 이수영
(JTBC팀장), 윤정주(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최세경(한국콘텐츠진흥원 미
래전략팀 팀장), 임성원(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팀장)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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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의 기본 원칙인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법에 대한 의견
․장르 구분이 모호한 프로그램들(퀴즈, 인포테인먼트, 어린이, 토론)에 대한 구분
․오락 프로그램 50% 이하의 편성비율 폐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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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토론내용
1.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법 논의
현행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우선 첫째, 삼분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론에
서는 보도, 교양, 오락이라는 삼분법 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개진되었다. “방송사
또는 제작자 입장에서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편성 규제가 의미가 없다”, “오락
프로그램 외에 보도 프로그램 등을 확실하게 규제하는 것이 낫다”, ‘장르 혼종 상황에서
기존의 분류 체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책의 실효성이나 취지를 생각한다면 전체
시간대의 몇%로 규제한다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오락 프로그램
도 TV를 시청하는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이고 사회적 악도 아닌데 비율로 조정하는 이
유를 모르겠다” 등의 삼분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이었다. 달리 말해, 삼분
법 체계에서 오락 프로그램 50% 이하라는 편성 규제가 매체 환경이 변화하고 프로그램
장르가 변화하면서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ג愯暧͑ 洢沗沖͑ 沋沫櫖昢垚͑ 汞惾儆͑ 櫌埪͑͟ 沋憛͑ 狮滆垚͑ 微幺冦滆廒͑ 犚嵦
穞沖彺͑欪岃͑稊嵢勾岮櫖͑堆穢͑刂壊穢͑碾渗汊͑斲箒洇求嵢͑勢洢穞崪垚͑冉
決͑ 憛汞͑ 徯洇求嵢͑ 旣儇夞垚塶͑ 當͑ 汞惾儆͑ 櫌埪処͑ 懾埪͑͟ 欪岃͑ 稊嵢勾岮͑
͖ͦ͑͡決穞儆͑檺媪͑匂其汾滆壊͑筛柪穞滆͑橐埪͑͟檺媪͑稊嵢勾岮汊͑欪岃求嵢͑
戂͑冉汾滆櫖͑堆穢͑櫲峲͑決冲壊͑沎埪͑͟欪粎崪͑愞堆嵢͑懺壊͑稊嵢勾岮͑姷汊͑
͖ͤ͑͡洛壊嵢͑勢洢穞垚͑冉決͑喱埪処͑懾埪͑͟欪岃͑稊嵢勾岮決͑橊埒͑冉櫖͑堆
空͑ 牢暒͑勢洢庂͑ 空昢͑ 煊嘖汞͑兺洊昷͑ 櫲抆庂͑壊微穞垚͑冉決͑喱滆͑橐汊卒͑
旣儇穢埪͑͟ד

ג愯暧͑ 洊熺͑ 稊嵢勾岮͑ 捊氮櫖昢͑ 檺媪͑ 沫幺儆͑ 徍͑ 稊嵢庂͑ 焮滆穞垖嗖庂͑
勢洢穞垚͑冉汊͑廔汆͑剳儆櫖昢͑穞垚͑冉͑償滆͑橐埪͑͟柢儊汊͑匂其嵢͑喞圊匶
垚͑ 穞滆廒͑͝ 懺壊͑ 稊嵢勾岮汆͑ 汞惾儆͑ 櫌檺昢͑ 洢歾夞櫎処͑͝ 欪岃決喞͑ 剖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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稊嵢勾岮汆͑ 沫幺儆͑ 昤櫲儆垚͑ 刂洛櫖昢͑ 懺壊喞͑ 剖檗͑ 稊嵢勾岮汊͑ 卒埪嵳
冒͑ 勢洛穞塞滆͑ 姷求嵢͑ 匶浺汞͑ 把幞͑ 熺凊垚͑ 沲円皦夞檺檂͑ 穢埪͟ד

ג焾処嵢͑ 廖樆姢庲彺͑ ͣͣ͢͡噊͑ 笊沲͑ ͼͳ΄͢汞͑ 凃殶͑ 懺壊儆͑ ͖ͤͩ͑͢͟͝ 剖檗͑
͖ͦͥͨ͑͟͝ 欪岃͑ ͖ͤͦ͑͢͟͝ ͼͳ΄ͣ垚͑ 懺壊͑ ͖ͧ͑͢͢͟͝ 剖檗͑ ͖ͥͩͪ͑͟͝ 欪岃͑ ͖ͤͪͧ͟
決埪͑͟ 欪岃͑ 稊嵢勾岮͑ ͖ͦ͑͡ 捊氮汆͑ 畲冒͑ 怾洢儆͑ 夞滆͑ 橐垚埪͟ד

ג沫幺͑氻穯決͑滊洊夞処͑沎処͑͝埪廪熺͑埪煊嘖͑柢堆櫖͑洊怾͑煊嘖姪決͑廔
汆͑旇筯櫖昢͑͝欪岃͖͑ͦ͡儆͑汞惾垚͑櫌埪垚͑冉決͑儢汾洇汾͑旣儇決埪͑͟滆旇
砒擖廒͑ 橊城岂͑ 涋穯碾昷煊嘖͑ 沋沫櫖昢壊͑ 柢斲͑͝ 剖檗決喞͑ 欪岃決岂垚͑ 割
把決͑微笾空滆垚͑旇筯決埪͑͟焮岂庲͑欪岃͑稊嵢勾岮汊͑勢洛穞匶͑懺埪垚͑懺
壊͑͝ 柢斲͑ 抆把姪汊͑ 檺垖͑ 決旇廒͑ 勢洢穞垚͑ 冉決͑ 喱埪͑͟ 欎庂͑ 姪彺͑͝ 牢暒͑
͖ͤ͑͡ 決旇求嵢͑ 空岂垚͑ 勢洛決͑ 柪滎洇決滆͑ 橐汆儆͑ 旣儇穢埪͟ד

ג匂懾洇求嵢͑ 勢洢汞͑ 徯洇決͑ 怺櫍汾滆儆͑ 橦廪穞埪͑͟ 姢岂廎歆͑ 欪岃稊嵢
勾岮決͑ 喞敞埪垚͑ 決把憛洇汾͑ 斲処汾͑ 冉͑ 償埪͑͟ 姢岂廎͑ 渗櫖昢壊͑ 剖檗櫖͑
儆卒殺͑ 冉決͑ 沎埪͑͟ ͼͳ΄͢汞͑ 斲勿決喞͑ 欪岃͑稊嵢勾岮壊͑ 击汻洇汾͑ 冉姪決͑
沎埪͑͟愞彺櫖͑剖檗求嵢͑磲沫夢͑埪畖壊͑剏沫粎͑昦洛洇汾͑冉決͑沎埪͑͟決͑勢
洢儆͑ 怺櫍汊͑ 徯洇求嵢͑ 穞垚滆儆͑ 橦廪穢͑ 冉͑ 償埪͑͟ 姢岂廎庂͑ 懺彺͑ 喞敞埪
垚͑ 旣儇汆͑ 柢熳沖庂͑ 愚懺嵢͑ 懺垚͑ 冉決͑ 橊埒儆͑͟ 柢熳沖姪汊͑ 嘎怺͑ 怺柢穞
垚͑ 冉決͑ 橊埒儆͑ 柼埪͟ד

ג匶懾洇求嵢͑碾冲決͑沎埪͑͟欪岃͑稊嵢勾岮壊͑΅·庂͑柢熳穞垚͑渗殚穢͑壟
匶͑ 渗汞͑ 穞喞決処͑ 斲箒洇͑ 橋壊͑ 橊埒塶͑ 捊氮嵢͑ 浶洛穞垚͑ 決氦庂͑ 微幺冦
埪͑͟眲沖捊殯決͑畲匶͑婒怾櫖͑愯暧斲͑沋沫櫖昢垚͑穞岂処͑空壊͑忁穢埪͑͟欪
岃͑ 稊嵢勾岮汊͑ 穦͑ 朞儆͑ 櫌埪͑͟ 笊櫋櫖昢垚͑ 廔決͑ 決檂匶͑ 穢埪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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ג斲柪͑愯暧斲͑沋沫櫖昢͑懺彺͑͝儆沫͑壎決͑橎͑夞垚͑稊嵢勾岮決͑懺壊決処͑
欪岃決͑ 儆沫͑ 壎決͑ 廔決͑ 姪檺儊埪͑͟ 殶庲喞岂͑ 斲岒姪決͑ 涑橊穞垚͑ 姢岂廎͑͝
憊岂決檺矶͑͝欎垫͑͝朂͑姷決͑壎決͑廔決͑姪檺儆匶͑婒怾櫖͑沫匶洇求嵢͑懺彺͑
笊沲͑欪岃͑稊嵢勾岮決͑嘞獞滆廒͑͝喞渗櫖垚͑朞滆痆斶͑抆把͑婒怾櫖͑稊岂沊͑
痆沊堆庂͑ 洢歾穞彺͑ 欪岃稊嵢勾岮汊͑ 煊殶匶͑ 粞姪埪͑͟ 涋碾͑͝ 滆旇砒͑͝ 洊怾
煊嘖決͑ 愢洊穞垚͑ 旇筯櫖昢͑ 欪岃͑ 稊嵢勾岮櫖廒͑ 沖懾汊͑ 眲沋穞匶͑ 粞姪埪͑͟
柪滎洇求嵢͑儆沫͑渗殚穢͑冉汆͑欪岃͑稊嵢勾岮͖͑ͦ͡庂͑愯檺͑焮毖櫖昢͑嚙橞
埪彺͑͝ 惾岞汞͑ 愯暧͑ 旇筯汊͑ 渂柢空昢͑ 愯暧斲姪決͑ 怺櫍汊͑ 儆沫͑ 渗殚穞冒͑
旣儇穞垚滆͑勾冉櫖͑堆空͑嚂汞儆͑柢沗夞檺檂͑穞滆͑橐垖嗖穞垚͑分洖決埪͟ד

이와 달리 삼분법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는 공감할 수 있지만 좀 더 발전적인 관점에
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락 프로그램만 50% 규제하고 있는 것이 맞는
지, 교양 프로그램만 규제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다”, “효과적
으로 달성할 법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사문화된 조항
이라고 봐야 한다.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목적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
필요한 것을 분석해야 한다”,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상파가 공
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프로그램에
쿼터를 줘서 그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다.”
등의 삼분법의 제한점은 공감하지만, 시대가 변화한 상황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법제도
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논의되었다. 즉 삼분법 체계의 문제점을 공감하면서도
보다 발전적인 관점에서 교양 등의 편성 규제를 통해 새로운 편성 규제 방향을 모색해
야 한다는 관점이었다.

ג旂把幞͑ 熺凊儆͑ 沂懾憛汊͑ 焾浶嵢͑ 窎埪͑͟ 沂懾壊͑ 剖氧刂͑ 剖檗͑ 稊嵢勾岮
汆͑ ͖͑͢͡勢洢儆͑ 沎埪͑͟ 勾峲喞͑ 匶懾洇汾͑ 歾剳汞͑籖床汆͑ 埪檗昷櫖͑ 徯洇汊͑
奚埪͑͟愯暧決͑埪檗穞冒͑稊嵢勾岮汊͑懺櫲渂檺檂͑穢埪͑͟殶庲喞岂壊͑廎焲儆
滆嵢͑埪檗昷汞͑抆把決͑怾洢儆͑夢埪͑͟刂其汞͑旂把憛汆͑汞惾儆͑櫌埪͑͟滆匎
汆͑ 旎嵳冒͑ 埪幾͑ 怾洢儆͑ 洢匶夞処͑ 沎埪͑͟ 姷匏洢儆͑ 壊沋夞彺昢͑ 檺庶決͑ 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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嵢勾岮͑勢洢儆͑姷匏洢嵢͑空冶決͑夞城卒͑͝暒朞凊猻͑檃沖櫖͑堆穢͑怾洢姪決͑
洢匶夞処͑ 沎埪͟ד

ג笊沲͑旇痢垚͑旂把憛決͑沎檺壊͑柪箮昷決͑櫌処͑͝櫌檺壊͑怾洢儆͑夞滆͑橐
垚͑ 旇筯決埪͑͟ 刂其͑ 劒氊渂汞͑ 洛抆櫖昢͑ 旂把憛汊͑ 愯暧͑ 磏儆櫖͑ 欇窫汊͑ 惾
獞匶͑婒怾櫖͑処崪夞櫎滆廒͑͝笊沲垚͑朞獞嵢͑廤犚檺͑柪箮洇汾͑磏儆櫖垚͑壊
毆決͑夞滆͑橐処͑͝愯暧斲壊͑柦凃汊͑槶滆͑橐垚埪͑͟埪幾͑分洖求嵢͑愚咾檺檂͑
穢埪処͑ 旣儇穢埪͑͟ 暒朞沖汞͑ 劒汻汊͑ 懺笾穞垚͑ 稊嵢勾岮汊͑ 櫂廎喞͑ 廒姢垚
滆庂͑ 処崪空檂͑ 穞処͑͝ 檺庶決͑ 稊嵢勾岮͑ 償汆͑ 凃殶͑ 沂渂沂͑ 徍͑ 柢儊͑ 碾昷͑͝
渂柢熳儊堆垚͑檺嫁冒͑空檂͑穞処͑͝列処庂͑磲穮柢疪滆͑橐垚埪͑姷汞͑洢壊庂͑
皻空͑ 滆旇砒儆͑ 击竒穦͑ 朞͑ 沎垚͑ 愯窫求嵢͑ 洢壊庂͑ 愚咾檺檂͑ 穢埪͟ד

ג檺漒姦͑決͑勢洛汊͑儆滆処͑沎櫎塞͑冉汆͑柢熳沖͑沋沫櫖昢͑吳͑空檂͑穞垚͑
稊嵢勾岮姪決͑ 沎匶͑ 婒怾決埪͑͟ 愯暧斲垚͑ 欪岃͑ 稊嵢勾岮求嵢͑ 煊殶彺昢͑ 列
処͑朞汻汊͑櫁匶͑氊空昢͑廔決͑噾崫汊͑穢埪͑͟殚溞͑償汆͑凃殶垚͑欪岃͑稊嵢勾
岮沊櫖壊͑ 抎割穞処͑ 橊獮͑ 廪其滊͑ 稊嵢勾岮姪汆͑ 剖檗求嵢͑ 把幞夢埪͑͟ 勾冉
決͑愚嵢͑欪岃稊嵢勾岮汞͑捊氮汊͑廤犚匶͑氊空昢͑剖檗求嵢͑滗檺嘩垚͑冉͑償
埪͑͟決͑勢洛壊͑渗殚穞滆廒͑͝殶庲儆͑吳͑空檂͑穞垚͑稊嵢勾岮姪͑͝檺庶決͑͝沫
橦汾͑͝ 噾汾͑ 姷汞͑ 稊嵢勾岮櫖͑ 甂瘶庂͑ 渞昢͑ 勾冉姪汊͑ 穦͑ 朞͑ 沎冒͑ 穞垚͑ 冒͑
涆͑ 塚͑ 匓洛洇汾͑ 沗殯汊͑ 穞滆͑ 橐汊卒͑ 柼埪͟ד

또 삼분법 체계에 대한 상반된 의견과는 달리 지금의 현행 삼분법 체계의 취지를 공
감하고 오락 프로그램 50% 이하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완전히
폐기하고 없앤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랄까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
락 50%가 적절한지는 이론적으로 논의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반대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다” 등의 삼분법 체계가 부정적이거나 발전적으로 개선되야 한다는 의견에
는 동조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현행 오락 프로그램 50% 이
하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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ג懺壊͑͝剖檗͑͝欪岃汞͑旂把憛汊͑懺彺͑ͧ͝͡噊堆歆͑ͨ͡噊堆͑碾昷͑滆獮決͑旣
儇決͑喢埪͑ͣͥ͟͡͡噊͑欪岃͖͑ͦ͡岂垚͑勢洛汆͑廪熺͑筞凃決͑懆窎求城卒͑磖匶
空檂͑穞垖嗖͑͝穞滆͑廖橊檂͑穞垖嗖͑姷汞͑処愂͑啣櫖͑勾岞壊͑击击洇汾͑殚暒
庂͑ 処崪穞垚͑ 廎滆廏͑ 廎滆噾昦決岂͑ 旣儇穢埪͑͟ 暚滇粎͑ 殚溞͑ 償汆͑ 廪熺͑ 筞
凃櫖昢垚͑旂把憛決͑汞惾垚͑櫌檺͑懺決滆廒͑͝歊洊粎͑磖匶穞処͑櫌橪埪処͑窎
汊͑ 婒͑ 喞痆喦͑ 朞͑ 沎垚͑ 抆沗殯決岊卒͑ 決島͑ 洖姪決͑ 沎匶͑ 婒怾櫖͑͝ 欪岃͑
͖ͦ͡儆͑ 洇洎穢滆垚͑ 決嵦洇求嵢͑ 嚂汞夞塚岂壊͑͝ 儢汾洇求嵢垚͑ 畲冒͑ 愞堆
穢埪其喞͑ 勾島͑ 垖喒汆͑ 橊域城埪͟ד

둘째, 삼분법 체계에서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
였다. 교양 프로그램과 오락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
다. “교양이 있는 오락 프로그램이 교양의 함의를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고, 교양이 섞
인 오락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락 보다 유용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프로그
램 형식이 오락을 구분하느냐 전혀 아니다. 편성적 규제 틀은 의문이 생긴다”, “출연진
을 기준으로 하면 오락 프로그램이 많고, 소재를 얘기하면 교양 프로그램이 많다” 등으
로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시청
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교양이냐 오락이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시청자에게 물어보고자 해서 설문 조사를 했다. 결과는 오락 쪽에 가까웠다. 이런 작업
에서는 시청자의 의견을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등이었다.

ג欪岃͑稊嵢勾岮汊͑廒姢垚͑冉汆͑击汻昷汞͑怾洢嵢͑戂͑朞͑沎垚塶͑͝渗殚穢͑
冉汆͑剖檗͑稊嵢勾岮汊͑廔決͑穢埪処͑空昢͑击汻洇汾͑冉汆͑橊城埪͑͟ͳͳʹ͑凃
殶垚͑欪岃͑稊嵢勾岮汊͑渗殚穞冒͑旣儇穢埪͑͟欪岃͑稊嵢勾岮汊͑廔決͑廒姪檺
昢͑欇剳͑剳愂姪櫖冒͑滊狮洇汾͑旣儇刂͑筢崫汊͑渂垚͑΅·汞͑簺柣͑匶垫汊͑洢
击穞垚͑ 冉汊͑ 徯洇求嵢͑ 穢埪͑͟ Ϳͼ壊͑ 廎焲儆滆決埪͑͟ 击欇愯暧͑ 櫳穦汊͑ 嚂
汞穞彺昢͑欪岃汊͑檺嫁冒͑狮匏穞垖嗖儆͑渗殚穞埪͑͟勾冉汊͑瞿洛͑捊氮͑決穞
嵢͑浶洛穞垚͑冉決͑怾洢儆͑沎埪͑͟剖檗決͑沎垚͑欪岃͑稊嵢勾岮決͑剖檗汞͑穮
汞庂͑獢期穞冒͑洊埲穦͑朞͑沎処͑͝剖檗決͑昤汾͑欪岃͑稊嵢勾岮汆͑埮朢穢͑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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岃͑懺埪͑氦殯穢͑於汞͑滎汊͑洢击穞垚塶͑匶櫲穢埪͑͟決͑朞獞͑沖熺儆͑沫幺͑愢
洊櫖͑ 沫橦儆͑ 夢埪͑͟ 匶渆汊͑ 櫊愆穞冒͑ 堆彺͑ 柪竞洇汾͑ 沫幺庂͑ 柢壊穞垚͑ 冉
決͑ 奖崪毆汊͑ 儆滆匶͑ 婒怾櫖͑ 柢堆͑ 籖床汊͑ 廤垚͑ 冉求嵢͑ 懆筚空檂͑ 穢埪͟ד

ג柢斲͑ 懺壊垚͑ 檺媪͑ 愯暧斲姦͑ 勢洢穞垚͑ 冉決͑ 嘒時枪決埪͑͟ 柢斲͑ 懺壊垚͑
橒橊昢͑穞垚͑冉決埪͑͟勾峲彺͑冶剳͑欪岃刂͑凃泇穞垚͑冉汆͑剖檗決埪͑͟剖檗͑
汊͑ 洛筛穞冒͑ ͖͢͡岂処͑ 空壊͑ 恖儆͑ 剖檗決岂垚͑ 洛汞儆͑ 微笾穞埪͑͟ 檺庶決͑
稊嵢勾岮͑償汆͑凃殶壊͑橦城彚決晞決͑埪͑欪岃決͑橊城埪͑͟橦城彚決晞壊͑凊
壊洇決処͑ 滆柣洇汾͑ 抆把決͑ 沎埪͑͟ 剖檗汊͑ 洛筛粎͑ 勢洛空昢͑ ͖͑͢͡ 姷求嵢͑
穢埪彺͑͝勾冉櫖͑堆穢͑洛筛穢͑勢洛刂͑洛汞͑喺庲匶儆͑廒廒獞͑橐埪͑͟洆垚͑旣
筢洛懺儆͑ 勾͑ 斲決庂͑ 歚埪儚埪穢埪処͑ 懾埪͑͟ 凊幻償汆͑ 其岂処͑ 旣儇穢埪͑͟
͖ͦ͡岂壊͑ 空嚙求彺͑ 勾͑ 橎櫖昢岂壊͑ 愯暧斲儆͑ 廤犚崪処͑ 穞垚͑ 冉決͑ 沎埪͟ד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구분이 모호해서 프로그램 장르가 발전되지 않기 때문에 편
성 규제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수치 자체가 장르 발전에 장애가
된다. 기준을 엄밀하게 대면 실험적인 장르를 시도하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시
대 흐름을 맞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런 애매한 프로그램을 위치시키고, 구분짓
고, 혼종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바라보아야 한다. 시대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낙
후성을 보여준다” 등으로 교양과 오락의 구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대체로 동조
하고 있었다.
셋째, 프로그램의 기능과 내용 분류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
원회의 기능적 분류방식에 대한 의견은 전반적으로 유효성은 인정하지만, 지역, 대상,
소재 등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유형 구분의 경우는 지상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로그램 장르보다 지역, 대상, 소재를 주요 관심사로 한다.
이것이 기능적 분류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편성 규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첫
째는 공익성이고, 둘째는 국산 프로그램에 대한 산업적 부분이다. 지상파 방송에서 뭐가
부족한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즉 기능적 분류 체계를 유지하
고 이에 대한 발전적인 관점으로 교양 등의 외연을 확대하여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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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었다.

ג欇剳͑ ΗΔΠΞ櫖昢͑ ΄ͺ͑ 磏儆岂垚͑ 匶渆決͑ 沎埪͑͟ 稊嵢勾岮͑ 沫幺懺埪͑ 滆
櫳͑͝堆旇͑͝暒沲庂͑渂殚͑分柲斲嵢͑穢埪͑͟決冉決͑匶垫洇͑把幞櫖͑儆卣滆͑橐
汊卒͑柼埪͑͟朞壊劒刂͑滆櫳͑͝剳喺歆͑剳歾͑͝檺庶決͑͝暒朞沖͑͝滆櫳͑͝櫲昷͑姷
汞͑ 暒沲汞͑ 埪檗穢͑ 洛壊庂͑ 処崪穞彺͑ 夞滆͑ 橐汊卒͑ 穢埪͟ד

ג碾昷͑勢洢庂͑皻空昢͑櫁処沖͑穞垚͑冉汆͑熱滾垚͑击汻昷決処͑͝奞滾垚͑剳
斶͑稊嵢勾岮櫖͑堆穢͑斶櫋洇͑抆把決埪͑͟滆旇砒͑愯暧櫖昢͑恖儆͑抆海穢儆儆͑
彂洆͑嚂汞夞檺檂͑穢埪͑͟殶庲͑筞凃櫖昢垚͑決島͑冉姪汊͑吳͑空檂͑穢埪͑͟汞怺
洇求嵢͑ 姪檺儎͑ 喺殯汆͑ 姪檺儆処͑͝ 勾島͑ 冉姪決͑ 愚岒滇穞埪͟ד

ג愯皻氊儆͑ 勢洢庂͑ 皻空͑ 愯暧斲汞͑ 窏氊庂͑ 洢穢空檂͑ 穞垚塶͑͝ 把幞汞͑ 匶
渆決͑微笾穞埪垚͑沋沫櫖昢͑柢沗夢͑冉決埪͑͟欪岃͑稊嵢勾岮͖͑ͦ͡儆͑沫幺汞͑
埪檗昷汊͑氊穢͑冉汾儆͑͝埪檗穢͑沫幺庂͑廔決͑穞冒͑穞匶͑氊穢͑冉汾儆汞͑怾
洢決埪͑͟勾͑勢洢汞͑徯洇櫖͑娶岂昢͑喺殯決͑埲岂檂͑穢埪͑͟埮朢穞冒͑欪岃洇
汾͑ 冉汊͑ 忁穞冒͑ 穞崪͑ 穢͑ 冉汾滆͑͝ 埪檗穢͑ 沫幺庂͑ 穦͑ 冉汾滆櫖͑ 娶岂昢͑ 決͑
把幞汞͑ 匶渆決͑ 埲岂滎͑ 朞愜櫖͑ 櫌埪岂垚͑ 洊洢決埪͟ד

이와는 달리 기능적 분류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적 분류로 가야 한
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기능적 분류와 내용적 분류는 너무 안 맞는다. 다양성으로 보면
내용적 분류로 가야 한다. 다양한 분류 기준에 더 많이 연구해야 할 것이 있고, 더 많이
편성에 기준을 제시할 것들이 많아질 것 같다”, “다만 기능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특별
하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기능, 내용, 형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능과 내용은
같은 차원이 아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분류 상에 있어서 생활 정보와 같은 중간
지대에 있는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 등이었다. 달리 말해 지금의 기능적 분류 체계는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구분이 모호한 것처럼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내용적 분류로 재
검토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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ג埪檗穢͑沫幺汞͑匶渆汊͑懺彺͑͝匶垫洇͑把幞儆͑喺殯洇͑把幞歆͑廤垚͑冉汾
儆穞垚͑汞怾決͑姦埪͑͟匶垫汆͑剖檗刂͑欪岃͑姷汾塶͑͝匶垫洇͑把幞歆͑喺殯洇͑
把幞垚͑嘎怺͑橎͑廤垚埪͑͟埪檗昷求嵢͑懺彺͑喺殯洇͑把幞嵢͑儆檂͑穢埪͑͟埪檗
穢͑把幞͑匶渆櫖͑塚͑廔決͑櫶割空檂͑穦͑冉決͑沎処͑͝塚͑廔決͑碾昷櫖͑匶渆汊͑
洢柢穦͑ 冉姪決͑ 廔橊滎͑ 冉͑ 償埪͑͟ 埪廒͑ 匶垫洇求嵢͑ 把幞穢埪垚͑ 冉汆͑ 瞿懊
穞冒͑汞惾儆͑櫌汊͑冉͑償埪͑͟匶垫決岂垚͑冉汆͑愡垚͑斲岒͑沋沫櫖昢壊͑埪檗
穢͑匶垫決滆͑橐喞͑͟欪岃決岂垚͑冉壊͑喺儆͑或昢͑剖氧決͑夦͑朞͑沎埪͑͟匶垫
決岂垚͑ 把幞͑ 沖熺儆͑ 凊壊洇汾͑ 沋沫櫖昢͑ 穞垚͑ 把幞決埪͑͟ 勾島͑ 焮毖櫖昢͑
埪幾͑ 洛煋決喞͑ 決噖決喞͑ 埪幺冒͑ 喞儆檂͑ 穞垚͑ 冒͑ 橊埒儆͑ 柼埪͟ד

ג喺殯決岂͑ 穞彺͑͝ 勾͑ 渂洢歆͑ 暒割͑ 堆旇決͑ 暒歾͑ 凊猻決喞͑ 滆櫳汊͑ 氊穢͑
冉汾滆͑ 姷求嵢͑ 割把空檂͑ 穢埪͑͟ 埪檗昷決岂垚͑ 櫲峲͑ 儆滆͑ 洛汞穦͑ 朞͑ 沎垚͑
冉決岂͑旣儇決͑姦埪͑͟匶垫͑͝喺殯͑͝笛痢͑姷求嵢͑把幞穦͑朞͑沎垚塶͑͝匶垫刂͑
喺殯汆͑ 償汆͑ 焮毖決͑ 橊城埪͟ד

ג匶垫洇͑ 把幞儆͑ 殶庲儆͑ 籚粎͑ 橒処͑ 沎垚͑ 惾娚檺汞͑ 匶垫決岂垚͑ 勾島͑ 憚
渂決埪͑͟ 柢斲喞͑ 斲箒洇͑ 櫲嵦͑ 笛昷͑͝ 怾筚汞͑ 斲箒筚垚͑ 剖檗͑͝ 匶痆͑ 欪岃汆͑
欪岃決͑ 夢埪͑͟ 勾島塶͑ 旣筢洛懺儆͑ 橦廪微笾穞埪͑͟ 決冒͑ 欪岃決͑ 夞匶壊͑ 穢
埪͑͟儆沫͑怾洢儆͑夞垚͑冉汆͑把幞͑旇櫖͑沎檺昢͑旣筢͑洛懺歆͑償汆͑渗儊͑滆
堆櫖͑ 沎垚͑ 冉姪決͑ 儆沫͑ 怾洢儆͑ 夢埪͟ד

2. 유형 분류가 모호한 프로그램 논의

기존의 방송법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장르 구분은 현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모호하
게 분류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였다.
첫째,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퀴즈, 인포테인먼트 등의 프
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 구분에서 문제가 되는 퀴즈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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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나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등은 규제 대상에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혼합된 프로그램이 등장했다…예전의 방송법 삼분법 체계로 세분
화해서 규제적 접근을 하면 불필요하다고 본다”, “삼분법의 취지를 고려하자면 오락은
굉장히 협소하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전체 프로그램을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
다” 등으로 대체로 퀴즈나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
적이었다.

ג欎庂͑姪檺͑͝決檂匶朂͑奖姢廂͑償汆͑凃殶垚͑欪岃͑稊嵢勾岮汊͑把幞夞滆
廒͑ 歊洊穢͑ 剖檗͑ 稊嵢勾岮決埪͑͟ 痗愺姢垚͑ 剖檗͑ 稊嵢勾岮求嵢͑ 把幞夢埪͑͟
柪箮昷͑ 櫌垚͑ 朞獞庂͑ 氊空͑ 割把穞垚͑ 冉決͑ 怺枮͑ 汞惾儆͑ 沎垚滆庂͑ 微幺冦
埪͑͟ 稊嵢勾岮͑ 沫幺͑ 筂涋͑ 旇筯汆͑ 柢熳沖歆͑ 笾汗穞彺昢͑ 廒姪檺滆垚͑ 冉決
埪͑͟柢熳沖͑懻滆͑焮毖櫖昢͑筂涋͑沫幺儆͑痊旣穢埪͑͟決島͑橦廪穢͑稊嵢勾岮
汊͑氊獞柢疪処͑͝割把͑滙処͑͝筂涋͑笊旇決͑止͑喞痆喞垚滆͑愚岂懺橊檂͑穢埪͑͟
決峲穢͑ 愯暧͑ 洛煋櫖昢͑ 筂涋͑ 笊旇決͑ 喞痆喢͑ 冉汊͑ 檺嫁冒͑ 埪差垚儆庂͑ 懺
彺͑͝ 柢堆洇汾͑ 懆筚庂͑ 朞殯穞滆͑ 忁穞垚͑ 喟篊昷汊͑ 懺櫲渆埪͑͟ 稊嵢勾岮͑ 笛
柣決͑ 欪岃汊͑ 割把穞垖嗖͑ 洊笆͑ 橊城埪͑͟ 碾昷͑ 勢洢͑ 矆汆͑ 汞怾決͑ 旣区埪͟ד

ג柪滎洇求嵢垚͑旣筢͑剖檗決岂垚͑決床求嵢͑恏宷勾崪派͑沎垚͑冉姪決͑嘎
怺͑ 廔埪͑͟ 檺娚垚͑ 旣筢͑ 洛懺岂処壊͑ 穢埪͑͟ 涋碾決塞͑ 滆旇砒決塞͑ 旣筢剖檗
決岂垚͑癒奖庲͑橎櫖͑懺壊儆͑姪檺儆処͑͝欪岃決͑姪檺儆処͑穢埪͑͟決冒͑旣筢
剖檗決岂垚͑ 癒奖庲͑ 橎櫖͑ 滗檺嘩檺滆城卒͑ 嘎怺͑ 懻沧穞埪͑͟ 穢͑ 稊嵢勾岮求
嵢͑ 把幞穞垚͑ 冉壊͑ 橊城埪͑͟ 把幞͑ 匶渆汊͑ 稊嵢勾岮͑ 埮氊嵢廒͑ 懺滆͑ 廖橊檂͑
穢埪͑͟橊決癢͑割昷壊͑沎垚͑冉決埪͑͟欇櫳廎埪͑埪庂͑朞͑沎垚͑冉決͑廔決͑沎
求彺͑ 稊嵢勾岮͑ 埮氊嵢廒͑ 或檂͑ 穢埪͟ד

둘째,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교양과 오락 프
로그램 중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락 프로그램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애니메이션은 오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상파 애니메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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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장르 기준으로 봤을 때 쟁점이 되는 것은 애
니메이션만 있으니, 애니메이션만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합의가 되면 된다” 등으로 어
린이 프로그램은 애니메이션이 주를 이루고 있고, 애니메이션은 교육보다는 오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ג檺庶決͑稊嵢勾岮͑渗櫖昢͑橦城彚決晞汞͑凃殶垚͑剳斶͑橦城彚決晞͑碾昷͑
勢洢儆͑沎匶͑婒怾櫖͑剖檗求嵢͑把幞穞垚͑冉決埪͑͟斲柪͑橦城彚決晞汆͑欪岃
求嵢͑ 儆垚͑ 冉決͑ 廤埪処͑ 懾埪͟ד

ג斲柪͑ Ͷͳ΄͑ 橦城彚決晞汆͑ 剖氧͑ 稊嵢勾岮決埪͑͟ 瞿洛穢͑ 徯洇汊͑ 儆滊͑ 橦
城彚決晞決匶͑婒怾櫖͑͝溏͑剖氧汞͑徯洇決͑沎垚͑橦城彚決晞汆͑剖檗͑稊嵢勾
岮求嵢͑ 或檂͑ 穢埪͟ד

ג滆旇砒͑橦城彚決晞汆͑欪岃͑稊嵢勾岮求嵢͑把幞穞垚͑冉決͑廤埪͑͟怾洢垚͑
檺庶決͑稊嵢勾岮汾塶͑堆旇汊͑氦橊嵢͑懾埪彺͑剖氧殯決͑廔汊͑冉決処͑͝櫶崿
堆儆͑ 嚘汆͑ 凃殶垚͑ 欪岃͑ 稊嵢勾岮求嵢͑ 懺垚͑ 冉決͑ 廤埪͑͟ 儢汾洇求嵢垚͑ 欪
岃͑ 稊嵢勾岮求嵢͑ 懺垚͑ 冉決͑ 廤垚͑ 冉͑ 償埪͟ד

ג橦城彚決晞汆͖͑͢͡͡嵢͑欪岃͑稊嵢勾岮求嵢͑夞檺͑沎垚塶͑͝剖氧殯͑橦城
彚決晞汆͑ 決͑ 匶渆櫖͑ 洇洎穞滆͑ 橐汆͑ 冉͑ 償埪͟ד

ג檺庶決͑ 稊嵢勾岮汞͑ 泇洖汆͑ 穞喞汾͑ 其͑ 償埪͑͟ 檺庶決͑ 稊嵢勾岮櫖͑ 儆沫͑
廔決͑ 空埿穞垚͑ 冉決͑ 橦城彚決晞決埪͑͟ 橦城彚決晞͑ 把幞庂͑ 埮朢穞冒͑ 欪岃
廒͑嘩滆͑橐垚͑憚氊櫖昢͑空冶汊͑穞彺͑夢埪͑͟沫幺͑割把壊͑橊城処͑朞殯沖͑堆
旇決匶͑ 婒怾決埪͑͟ 沫幺͑ 匶渆求嵢͑ 截汊͑ 婒͑ 泇洖決͑ 夞垚͑ 冉汆͑ 橦城彚決晞
廒͑ 沎求城͑ 橦城彚決晞廒͑ 檺嫁冒͑ 把幞穦͑ 冉汾滆͑ 穯汞儆͑ 夞彺͑͝ 瞿懊粎͑ 當͑
怾洢儆͑ 櫌汊͑ 冉͑ 償埪͟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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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교육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양으로 보아야 한다
거나 내용에 따라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의 목적이 있는 애니메
이션은 교양 프로그램으로 봐야 한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의 계발에 도움을 주느냐, 단순한 놀이
냐, 아니면 지식이냐, 이런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었다. 또 어린이 프로그램조차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편성규제 틀이 변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락 40% 낮추고 10%를 어린이로 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거의 전무한 형편이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대표적이었다. 즉 어린이 프로그램이 교양이나 오락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애니메이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ג檺庶決͑ 稊嵢勾岮汆͑ 微奖͑ 剖檗求嵢͑ 懺橊檂͑ 穢埪͑͟ 檺庶決͑ 稊嵢勾岮汆͑
列処儆͑抟滆͑橐垚埪͑͟檺庶決櫖冒͑壊毆決͑夞滆͑橐垚͑冉汆͑勢洢庂͑愡垚埪͑͟
匶懾洇求嵢͑匓洛洇汾͑冉汊͑斺庲垚͑濃求嵢͑穢埪彺͑͝檺庶決͑稊嵢勾岮汆͑洢
沗汊͑ 垞庲垚͑ 濃求嵢͑ 沫幺儆͑ 姪檺儆檂͑ 穢埪͟ד

ג斲柪汆͑懺壊͑͝剖檗͑͝欪岃櫖͑檺庶決͑稊嵢勾岮汊͑氊獞柢疮埪垚͑冉決͑剏
沫粎͑ 檺崻埪͑͟ 檺庶決͑ 姢岂廎垚͑ 檺嫁冒͑ 穦͑ 冉汾滆͑ 勾島͑ 怾洢壊͑ 沎埪͟ד

ג檺庶決͑稊嵢勾岮汞͑凃殶垚͑笛柣懺埪垚͑喺殯櫖͑爎洖汊͑廤犚檺檂͑穢埪͑͟
檺庶決͑ 稊嵢勾岮汆͑ 洊熺͑ 显抆͑ 把幞͑ 匶渆櫖壊͑ 沎処͑͝ 檺庶決͑ 稊嵢勾岮͑ 橎
櫖͑ 喺殯決喞͑ 渂洢櫖͑ 娶岂͑ 旎嵢殺͑ 把幞͑ 匶渆決͑ 穊殚穞埪͑͟ 欎洊櫖͑ Ͷͳ΄儆͑
橦城彚決晞決͑ 廔橊昢͑瞿洛͑ 柢儊堆櫖͑ ͖ͧ͡儆͑夢͑洇決͑ 沎埪͑͟ 勾峲喞͑橦城
彚決晞壊͑ 埪差垚͑ 渂洢儆͑ 埪幺埪͑͟ 昦洛洇汾͑ 橦城彚決晞決͑ 沎処͑͝ 橊埒͑ 橦
城彚決晞決͑ 沎埪͑͟ 勾岞昢͑ 橦城彚決晞汆͑ 檺庶決姪汞͑ 凊愢櫖͑ 壊毆汊͑ 渂垖
嗖͑͝埮朢穢͑嚆決嗖͑͝橊城彺͑滆柣決嗖͑͝決島͑壋廃洇汾͑櫶割庂͑皻空昢͑显抆
洇求嵢͑ 洗匂穞垚͑ 冒͑ 穊殚穞埪͟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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ג欪岃決喞͑ 姢岂廎儆͑ 喞捦昢͑ 勢洢穞垚͑ 冉決͑ 橊城埪͑͟ 滆旇砒喞͑ 涋碾決͑
击汻洇͑ 櫳穦汊͑ 空檂͑ 穞垚͑ 冉決匶͑ 婒怾櫖͑͝ 击汻洇͑ 櫳穦決͑ 怺櫍決嗖庂͑ 処
愂空檂͑ 穢埪͑͟ 埪檗穢͑ 柢熳猻汊͑ 廒海柢琢渞檂͑ 穦͑ 穊殚儆͑ 沎埪͑͟ 沫橦汾決͑
穊殚穢͑ 愯暧͑͝ 噾汾͑ 凊猻͑͝ 埪怾筚͑ 儆洛櫖冒壊͑ 穊殚穢͑ 愯暧汊͑ 空檂͑ 穢埪͑͟
埪檗穢͑柢熳猻汊͑涆͑廒海柢琢渞檂͑穞垚͑櫳穦汊͑滆旇砒喞͑涋碾決͑空渞檂͑
穢埪処͑ 旣儇穢埪͑͟ 勾岞昢͑ 檺垖͑ 穢͑ 沫幺庂͑ 碾渗柢琢檂͑ 穢埪垚͑ 冒͑ 勢洢儆͑
穊殚穞埪͑͟ 勾崍匶͑ 婒怾櫖͑ 洇勿洇求嵢͑ 涆͑ 空檂͑ 穞垚͑ 稊嵢勾岮櫖͑ 堆穢͑ 甂
瘶儆͑穊殚穞埪͑͟洆垚͑欪岃͖͑ͥ͑͡喴犚処͖͑͢͡庂͑檺庶決嵢͑洢洛穞彺͑檺媮
卒͑ 穞垚͑ 旣儇汊͑ 窎埪͑͟ 滆匎͑ 熳暒噊決喞͑ 檺庶決儆͑ 其汞͑ 洊怺穢͑ 笛碾決匶͑
婒怾決埪͟ד

셋째,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보도와 교양
프로그램 중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논의되었다.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목적 자
체가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비율은 상관이 없다.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가치를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
“보도라고 평가해야 논쟁에 대한 부분들도 정의할 수 있다” 등으로 형식보다는 내용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프로그램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 프로그램으로 보
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ג皦嵦͑ 稊嵢勾岮決喞͑ 柢斲͑ 埪畖͑͝ 廪其滊͑ 稊嵢勾岮汆͑ 洛懺庂͑ 櫁求崪処͑
懺滆垚͑橐垚埪͑͟昢嵢͑儊汞͑決冲汊͑姩処͑砖埮汞͑匂其庂͑煄求崪処͑穞匶͑婒
怾櫖͑ 懺壊嵢͑ 懺橊檂͑ 穢埪͟ד

ג昦其͑皦嵦͑沖熺嵢͑懺彺͑剖檗͑稊嵢勾岮汾塶͑͝渗凊庂͑穞匶͑婒怾櫖͑懺壊͑
稊嵢勾岮決͑ 夢埪͑͟ 击滇͑ 昦其憛櫖昢͑ 昦其͑ 渗凊垚͑ 懺壊決埪͟ד

ג沫幺͑把幞庂͑穞垚͑徯洇決͑沎埪͑͟愯暧憛͑勢洢庂͑懺彺͑懺壊͑稊嵢勾岮決͑
洛汞夞檺͑沎埪͑͟櫲嵦͑笛昷汆͑懺壊櫖͑沎匶͑婒怾櫖͑洛懺儆͑橊城埪͑͟柢斲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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嵦͑ 稊嵢勾岮汊͑ 懺壊櫖͑ 嘩求彺昢͑ 毖岞͑ 匶垫汊͑ 穞冒͑ 穞垚͑ 冉決͑ 廤埪͟ד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교양 프로그램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시사 토론이 보도라고 볼 수는 없다. 보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다”, “시사토론은 상식적으로 보도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변용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도와 교양에서 왔다 갔다 한다”, “프로그램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현상에 맞추어야
한다(중략) 그래서 토론 프로그램은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여지가 많다” 등의 보도
와 교양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프로그램의 변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양 프
로그램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ג柢斲͑ 皦嵦決͑ 懺壊岂処͑ 戂͑ 朞垚͑ 櫌埪͑͟ 懺壊汞͑ 欇櫳決͑ 嘙檺滆垚͑ 冉決
埪͟ד

ג昦其͑皦嵦汆͑律愷粎͑懺壊͑稊嵢勾岮決埪͑͟憛幦櫖͑汞空͑勢洢͑愡処͑沎埪͑͟
勾峲喞͑ 柢斲皦嵦汆͑ 旇柣洇求嵢͑ 懺壊儆͑ 廤埪処͑ 旣儇穞滆廒͑͝ 懆殯͑ 儆垫昷
決͑沎埪͑͟柢斲͑皦嵦͑稊嵢勾岮汆͑剏沫粎͑笛柣決喞͑櫲峲͑儆滆͑愯柣汊͑儆滆
処͑ 埲庲͑ 洊埲夦͑ 儆垫昷決͑ 嚘処͑͝ 渂洢͑ 沖熺壊͑ 懆磳決͑ 嚘埪͑͟ 笛痢͑ 沖熺儆͑
埪檗穞冒͑懆空昢͑怺櫍汾滆庂͑微幺冒͑廒姦埪͑͟柢斲͑皦嵦͑稊嵢勾岮汆͑勾峺͑
櫲滆儆͑ 廔埪͑͟ 愶柲毖͑ 柢枪癢͑ 姷汞͑ 匶垫洇汾͑ 沫獞儆͑ 姪檺儆匶͑ 婒怾櫖͑ 埮
朢粎͑斲柪洛懺庂͑洊埲穞垚͑懺壊穞処垚͑昷冯決͑埪庂͑櫲滆儆͑沎埪͑͟勾岞昢͑
懺壊歆͑ 剖檗櫖昢͑ 歚埪͑ 儚埪͑ 穢埪͑͟ 稊嵢勾岮決͑ 懆穞匶͑ 婒怾櫖͑ 懆穞垚͑ 笊
旇櫖͑廤犚檺檂͑穢埪͑͟勾岞昢͑柢斲皦嵦͑稊嵢勾岮汆͑剖檗͑稊嵢勾岮求嵢͑把
幞夦͑ 櫲滆儆͑ 廔埪ד

3. 오락 프로그램 최대편성기준 폐지 논의

방송법에서 오락 프로그램 50% 이하의 편성비율을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편성 규
제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전반적으로 오락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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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만약 지상파에서 규제를 폐지하면, 케이블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편성 규제를 할 수가
없다”, “지상파에서 폐지되면 케이블의 입장에서는 지상파에서도 채널 장르 구분을 안
하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등으로 오락 프로그램 규제가 문제점은 있지만, 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ג剏沫粎͑當͑砒沫決͑沎汊͑冉決埪͑͟空歾櫖昢͑理決挚͑庂͑殶庲熞崂͑割把
穞滆͑橐垚埪͑͟怾洢垚͑氦巒煊嘖͑斶櫋͑割浶庂͑廒姪檺͑憊庶͑冉決埪͑͟檺垖͑煊
嘖汆͑ 懺壊儆͑ 夞垚滆͑ 橎͑ 夞垚滆儆͑ 嚂岆決͑ 夞垚͑ 旇筯決埪͑͟ 廒檃͑ 滆旇砒櫖
昢͑勢洢庂͑磖滆穞彺͑͝理決挚櫖͑堆空昢垚͑橊怺͑冉壊͑碾昷͑勢洢庂͑穦͑朞儆͑
櫌埪͑͟恂嵦͑勾冒͑廤滆廒͑͝斲柪͑決其庂͑磖滆穞彺͑砒沫汆͑櫊熳喞埪͑͟理決挚͑
氦巒煊嘖͑ 洛煋汆͑ 埪͑ 櫌檺派檂͑ 夞処͑ 穦͑ 沂決͑ 櫌檺滊埪͟ד

ג憛洇汾͑ 熺凊旇͑ 喞園͑ 朞͑ 沎冦滆廒͑͝ 滆旇砒櫖昢͑ 磖滆夞彺͑ 理決挚汞͑ 沋
沫櫖昢垚͑ 滆旇砒櫖昢壊͑ 煊嘖͑ 沫幺͑ 割把汊͑ 橎͑ 穞垚塶͑͝ 穦͑ 穊殚儆͑ 櫌埪垚͑
冉決埪͟ד

ג欎洊櫖壊͑怾洢儆͑夞檺昢͑浶斲窎垚塶͑͝柢熳沖͑埮熺姪汆͑欪岃͑稊嵢勾岮͑
͖ͦ͑͡ 磖滆͑ 抎儆͑ 沋沫決櫎埪͑͟ 欪岃͑ 稊嵢勾岮汊͑ 洊愯氊嵢͑ 禆檺渂櫎汊͑ 婒͑
堆抆把汞͑稊岂沊͑痆沊͑柢儊堆櫖͑欪岃求嵢͑博庺͑冉決処͑͝檺庶決͑͝噾汾͑͝沫
橦汾͑決島͑暒歾͑凊猻汞͑穊殚穢͑稊嵢勾岮汆͑其汞͑穞滆͑橐汊͑其埪͑͟止嗖穞
彺͑壎決͑橎夞匶͑婒怾決埪͑͟洇汆͑壎決͑姪檺儆滆廒͑列処儆͑砚庲滆͑橐匶͑婒
怾櫖͑ 磖滆穞冒͑ 夞櫎汊͑ 婒垚͑ 柢熳沖͑ 埮熺姪決͑ 姪処͑ 沂檺喦͑ 冉決埪͟ד

이와는 반대로 오락 프로그램 50% 이하의 규제를 페지해도 된다는 상반된 입장도 제
시되었다. “처음 시작이 오락의 부정성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면, 지금의 매체 환
경이 다양해지고, 선택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목적 자체가 다양성을 보장하는 쪽으
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오락에 대한 규제는 필요없다고 본다”, “시청자 취향과 정책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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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해서 삼분법의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막고 싶은 오락이 아니라 살리고 싶은
교양을 살리는 것이 낫다고 본다” 등의 오락 프로그램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ג愯暧憛櫖昢͑ 懺彺͑ 滆旇砒͑ 愯暧刂͑ 愯暧͑ 煊嘖͑ 斲櫋沖儆͑ 割把決͑ 夞檺͑ 沎
匶͑ 婒怾櫖͑旇分決͑ 櫌滆͑橐喞͑柢熳沖͑ 狮窫刂͑洛煋͑狮滆庂͑ 処崪空昢͑ 旂把
憛汞͑律獳汊͑愚哆͑穊殚儆͑沎埪͑͟廏処͑柼汆͑欪岃決͑橊城岂͑斺庲処͑柼汆͑剖
檗汊͑ 斺庲垚͑ 冉決͑ 喱埪処͑ 懾埪͟ד

ג柢熳沖汞͑朞渆汆͑汾洛空檂͑穢埪͑͟碾昷͑勢洢垚͑穊殚穞埪処͑懾埪͑͟懺壊͑͝
剖檗͑͝ 欪岃汞͑ 旂把憛汊͑ 滆匎卒滆͑ 氦滆空檂͑ 穞垚儆垚͑ 処愂決͑ 穊殚穞埪͑͟
熞汒͑柢沗汆͑欪岃͑稊嵢勾岮汆͑抆洛洇汾͑冉決岂垚͑汾柣決櫎埪͑͟勾峲喞͑欪
岃͑稊嵢勾岮汆͑抆洛洇決岂垚͑冉汆͑愞堆決埪͑͟熞汒͑柢沗決͑欪岃汞͑抆洛昷͑
婒怾櫖͑ 決島͑ 抆把汊͑ 檞匶窎埪彺͑͝ 滆匎汞͑ 廪熺͑ 筞凃決͑ 埪檗空滆処͑͝ 昦痣
劒決͑儛筚夞垚͑旇筯櫖昢垚͑徯洇͑沖熺儆͑埪檗昷汊͑懺沫穞垚͑濃求嵢͑儆檂͑
穞匶͑ 婒怾櫖͑ 欪岃櫖͑ 堆穢͑ 勢洢垚͑ 穊殚͑ 櫌埪処͑ 懾埪͟ד

삼분법 폐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과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규제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이 취지
인 거 같다. 두 번째 규제의 방식을 바꾼다면,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등의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 제기나, “법이 일괄 규제이다. 방송법은 종류의 차별성을 두
지 않는다” 등의 방송사마다 차별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ג斶櫋洇汾͑猧彺櫖昢͑滆旇砒庂͑懺彺͑痆埿穞滆廒͑͝瑞癖猦汞͑击匏汞͑埪檗
昷決͑勾͑煊嘖͑分洖櫖昢͑懺垚͑冉汆͑橊城埪͑͟斲箒櫖昢͑氦皻夞処͑沎垚͑処禎
滎汞͑瑞癖猦儆͑埪檗穞冒͑夞崪彺͑͢͝焮͑暒枪͑͝溏͑儆沫͑滎͑涑汆͑稊嵢勾岮汊͑
廒姢垚͑滆旇砒儆͑埪檗穢͑把檂汞͑瑞癖猦庂͑喞欪冒͑空渞檂͑埪幾͑濃櫖昢͑汞
惾儆͑沎匶͑婒怾櫖͑勢洢庂͑穞垚͑冉決埪͑͟渗殚穢͑冉汆͑勢洢͑徯洇櫖͑娶岂͑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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幾͑冉͑償埪͑͟勢洢͑砮峲埪沊汊͑愚哚檂͑穞垚͑冉決͑狮滆汾͑其͑償埪͑͟奖͑憎滾͑
勢洢汞͑ 愯柣汊͑ 愚哂埪彺͑͝ 穞喞垚͑ 洇勿洇求嵢͑ 空渂檺檂͑ 穢埪͑͟ 堆抆把汞͑
喺殯決͑匶垫洇汾͑冉刂͑櫶分決͑沎匶͑婒怾櫖͑暒割庂͑徯洇求嵢͑喺殯͑把幞儆͑
沎汊͑ 朞͑ 沎埪͟ד

ג憛決͑沂刊͑勢洢決埪͑͟愯暧憛汆͑涋幞汞͑焮懊昷汊͑奖滆͑橐垚埪͑͟滆旇砒
歆͑涋碾͑勢洢͑焮決儆͑沎区͑穞滆廒͑沂刊͑洇殯夢埪͑͟焮岂庲͑勾峺͑冉決彺͑沂
刊͑勢洢穞滆͑廖処͑͝击欇愯暧͑ͼͳ΄儆͑儆派檂͑穦͑怺檾儆庂͑滆洛空檂͑穢埪͑͟
΄ͳ΄庂͑愂欇愯暧求嵢昢͑牢暒穢͑怺櫍汊͑空檂͑穦滆庂͑洛空檂͑穢埪͑͟櫳穦汞͑
嵪汊͑渂檺渊͑穊殚儆͑沎埪͑͟沂刊͑勢洢儆͑橦廪穞埪͑͟嵪͑微塾汊͑廒姪檺昢͑捝
堆檺昢͑ 穞垚͑ 愯柣求嵢͑ 穞垚͑ 冉決͑ 涑滆͑ 橐汆儆͑ 柼埪͟ד

ג冶剳汆͑ ͖ͦ͑͡ 決穞嵢͑ 穦͑ 冉汾滆͑͝ 橊城彺͑ 洇勿洇求嵢͑ 剖檗汊͑ 勢洛空昢͑
徍͑碂時瞾͑決旇求嵢͑穦͑冉汾滆͑͝檺垖͑濃決͑愯暧斲͑沋沫櫖昢͑涑橊穦滆͑͝笊
柪洇求嵢͑ 橦廪微笾穢͑ 剖檗汾滆͑ 欪岃汾滆͑ 姷求嵢͑ 筂岆枪崃匶͑ 婒怾櫖͑ 空
冶洖汆͑櫌埪͑͟奞͑渗櫖昢͑怺櫍汊͑昦痣穦滆汞͑怾洢汾塶͑͝穞喞垚͑匶浺汞͑昦
痣決処͑旎嵢殺͑昦痣汾塶͑͝愯暧斲͑沋沫櫖昢垚͑怺櫍汊͑塚͑涑橊穦卒͑怾洢儆͑
沎埪͑͟ 洛皻͑ 埪畖͑ ͖ͣ͑͡ 決旇͑ 洢沗穞岂処͑ 穞彺͑ 勾冉汊͑ 欪粎崪͑ 柱檺穦͑ 朞͑
沎埪͑͟ 渗殚穢͑ 冉汆͑ 冶剳汆͑ 決島͑ 勢洢壊͑ 埪幾͑ 穢碾櫖昢垚͑ 沫幺岂姦儆͑ 磲
廽決岂姦儆͑͝剳洢洇͑凃泇崫汊͑疪殶垚͑勢洢汞͑嬖͑埪幾͑徯洇決͑沎汊͑朞͑沎
埪͑͟͢焮洇汾͑徯洇汆͑沫幺͑͝笛柣͑͝磲廽͑͝涆͑塚͑洇勿洇汾͑汞惾櫖昢垚͑煊嘖͑
儊͑͝煊嘖͑喺汞͑喺殯汞͑埪檗昷姪汊͑穞垚͑冉決͑͢焮洇汾͑徯洇決埪͑͟嬖͑埪幾͑
穢碾櫖昢垚͑滆匎刂͑償汆͑惾娚檺͑筞凃櫖昢垚͑凃泇汞͑笛柣汊͑廒姪檺͑喺匶͑
婒怾櫖͑ 嬗償汆͑ 怾洢櫖͑ 戏焯空沎埪͟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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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방송 전문가 심층 집단 토론은 특별한 합의점에 도달하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
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학계, 방송현업, 시민단체 사이에 프로그램 유형 분류기준과
편성규제를 놓고 상이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시민단체 의견은 오락 프로그램의 최대
편성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좀 더 강력한 편성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반면, 방송현업은 오락 프로그램의 최대편성기준이 현재 방송환경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계의 대다수 의견도 폐지였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유형 혼종 현상으로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분류 자체가 모호하고, 오락 프로그램만이
규제되어야 하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는 폐지하지만,
민주적 여론형성에 중요한 보도 프로그램이나 방송의 공익성과 관련된 다양성, 지역성,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화정체성 등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편성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
송의 다양성과 관련된 최소편성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방송의 편성규제가 기능 규제(보도, 교양, 오락)로 가기보다는 내용분류 기준을 활용하
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 다수의 의견은 교양이나 오락 어느 한 분야로 규정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에 따라서 교양이나 오락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다. 반면 <백지연의 끝장토론>과 같은 토론 프로그램을 어떻게 대분류로 나누는가와 관
련해서는 보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교양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 보도
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토론 프로그램 목적 자체가 사회적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
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교양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토론 프로그램의
형식이나 다루어지는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토론을 보도 안에 포함시킬 경우 보도의 영
역이 넓어져서 보도와 교양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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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청자 프로그램 유사성 인식
제 1 절 조사 개요
1. 조사방법
․조사대상: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326명
․조사일시: 2012년 8월 21일~31일(10일간)
․표집방법: 성, 연령을 고려한 임의할당추출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업체: 트랜드 MR
․주요 설문내용
- 뉴스와 시사정보 프로그램 6개의 상대적 유사도
- 토론 프로그램 6개의 상대적 유사도
- 음악 관련 프로그램 6개의 상대적 유사도
- 버라이어티 쇼/서바이벌 프로그램 6개의 상대적 유사도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각 163명, 연령별로는 20대, 30대가 33.4%, 40대가 108명으
로 33.1%로 구성되어 성별, 연령별로 균등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
하가 47명으로 14.4%, 대재 및 대졸이 7257명으로 78.8%, 대학원 재학 이상이 22명으로
6.7%를 차지하였다. 직업별로는 취업자 234명으로 71.8%, 주부 및 무직이 41명으로
12.6%, 학생이 51명으로 15.6%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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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
구분

특성

빈도

퍼센트

남성

163

50.0

여성

163

50.0

20대

109

33.4

30대

109

33.4

40대

108

33.1

고졸 이하

47

14.4

대학 졸(재학)

257

78.8

대학원 졸(재학)

22

6.7

경영/관리직

8

2.5

사무/기술직

155

47.5

판매/영업서비스직

12

3.7

자영업

25

7.7

기능/작업직

13

4.0

자유/전문직

19

5.8

전업주부

26

8.0

학생

51

15.6

무직

15

4.6

기타

2

0.6

326

100.0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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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 결과
1. 뉴스와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유사성 평가
정통 뉴스 프로그램인 <SBS 8뉴스>와 아침 시간대 뉴스 및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대
해 시청자들이 얼마나 유사하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SBS 8뉴스>를 기준으로 아
침 뉴스 및 생활정보 프로그램인 <KBS 뉴스광장>, MBC <생방송 오늘아침>, KBS2 <굿
모닝 대한민국>, MBC <뉴스투데이>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
사결과 <KBS 뉴스광장> 과 <뉴스 투데이>는 <SBS 8뉴스>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
면, MBC <생방송 오늘아침>과 KBS2 <굿모닝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림 4-1] <SBS 8뉴스> 상대적 유사도

이러한 결과는 시청자들은 정통 뉴스의 형식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아
침 시사정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형식이 포함된 <KBS 뉴스광장>
과 MBC <뉴스투데이>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뉴스해석과 생활정보
를 다루는 MBC <생방송 오늘아침>, KBS2 <굿모닝 대한민국>은 뉴스와 다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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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한다.
저녁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 생활정보와 뉴스를 동시에 다루는 KBS2 <생생
정보통>과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SBS <현장1>, 그리고 최근 신설된 고발 프로그램
KBS2 <소비자 고발>, 채널A <먹거리X파일>의 보도 프로그램과의 유사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KBS 뉴스 9>와 정통 시사 프로그램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유사성을 비
교하였다.
[그림 4-2] <생생정보통> 상대적 유사도

조사결과, <생생 정보통>은 뉴스 프로그램인 <KBS 뉴스9>, 시사정보 프로그램인 <그
것이 알고 싶다>와는 상대적 유사도가 낮은 반면, 고발 프로그램인 <소비자 고발>, <먹
거리X파일>과는 비교적 높은 유사도를 보였고, 시사적 내용을 비교적 가볍게 다루는
<현장21>과는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침시간대 뉴스 프로그램과
달리 <생생 정보통>은 보도 프로그램이나, 시사정보 프로그램과는 다른 장르로 인식하
고 있었으며, 오히려 사회고발이나 가벼운 시사정보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인식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이 인식조사 결과가 함의하는 것은 보도로서 뉴스 프로그램은 단일 유형으로 분류되
고, 시사정보 프로그램에는 하위유형으로 심층시사(<그것이 알고 싶다>, <소비자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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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X파일>)가 포함되며, 생활정보 프로그램인 <생생정보통>은 뉴스나 시사정보와
는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2. 토론 프로그램의 유사성 평가
토론 프로그램은 최근 4개의 종합 편성채널이 등장하면서 대담과 토론의 형식이 혼합
된 프로그램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이들을 분류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또한 전문편성채
널인 tvN에서 방송되는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다수의 토론자가 등장하여 다양한 주제
에 대하여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총선기간 중 국회의원들이 출연
하여 정치적 사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공직선거법이
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논란이 제기되었다.9) 따라서 이
러한 최근의 변화와 논란을 바탕으로 토론 프로그램들 간의 상대적 유사도를 조사하였
다.
토론 프로그램의 유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과 전형적인 토
론 프로그램인 MBC <100분 토론>을 중심으로 대담 프로그램인 KBS1 <한국 한국인>,
종합편성채널의 뉴스와 시사토크가 결합된 프로그램인 채널A <김종진의 쾌도난마>,
TV조선 <시사토크 판>, MBN <시사콘서트 정치IN> 간의 상대적 유사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대담 프로그램인 <한국 한국인>과는 상대적으
로 유사도가 낮았고, 종합편성채널의 시사토크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유사도를 보였다.
특히 정통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과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100분 토론>과의 상대적 유사도 조사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9) 이와 관련된 내용은 7장 결론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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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백지연의 끝장토론> 상대적 유사도

[그림 4-4] <100분 토론> 상대적 유사도

결론적으로 토론의 형식을 취하는 일련의 프로그램 <100분 토론>, <백지연의 끝장토
론>, <김종진의 쾌도난마>, <시사토크 판>, <정치IN>은 모두 토론 프로그램으로 인식
하고 있었고, 대담 프로그램인 <한국 한국인>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100분 토론>과 같은 유형으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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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의 <김종진의 쾌도난마>, <시사토크 판>, <시사콘서트 정치IN>의 경우,
주로 정치사회 문제를 주제로 특정인이 초대되어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들은 토론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기보다
는 시사정보 유형 내 시사토크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음악 관련 프로그램의 유사성 평가
최근 프로그램 유형의 혼종현상이 두드러지는 영역은 음악 관련 프로그램들이다. 음
악 관련 프로그램들은 <위대한 탄생>, <K-Pop스타> 등의 일반인 대상 오디션 프로그램
과 <나는 가수다>와 <불후의 명곡> 등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뮤직뱅크>, <SBS 인기
가요>와 같은 가요순위 쇼, <유희열의 스케치북>, <정재형 이효리의 유앤아이>와 같은
토크 음악쇼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 간의 상대적 유사도를 조사하였다.
MBC <나는 가수다>에 대한 상대적 유사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가요순위 프로그램인 KBS2 <뮤직뱅크>, 토크 음악 쇼 형식의 SBS
<이효리 정재형의 유앤아이>와 상대적 유사도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낮았다. 반면,
기존 가수들이 경연을 벌이는 KBS2 <불후의 명곡>과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였으며, 일
반인들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SBS <K-pop 스타>, MBC <위대한 탄생>과는 상
대적으로 높은 유사도를 보였으나 유사도 점수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림 4-5] <나는 가수다> 상대적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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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기존 가요 순위쇼인 KBS2 <뮤직뱅크>와 유사도를 평
가한 결과,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유사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크음악
쇼 프로그램인 <이효리 정재형의 유앤아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유사도를 보였으
나, 유사도 점수가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효리 정재형의 유앤아이>와의 상대
적 유사도 비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4-6] <뮤직뱅크> 상대적 유사도

[그림 4-7] <유앤아이> 상대적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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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유사성 평가가 함축하는 것은 같은 대중음악을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
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음악 쇼(가요순위 쇼, 토크음악 쇼, 가요 쇼 등)와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가
수가 출연하여 경연하는 프로그램과 일반인이 출연하여 경연하는 프로그램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방송 프로그램 유형의 변화를 고려해서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
은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하위유형으로 오디션 프로
그램과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버라이어티 쇼의 유사성 평가
앞서 살펴본 서바이벌/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은 버라이어티 장르에서도 다수 발견
되었다. 연예인들이 등장하여 피겨 스케이팅 능력을 겨룬 SBS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
이>, 댄스 능력을 겨룬 MBC <댄싱 위드 더 스타>등의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재능을 서
바이벌 형식으로 다룬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SBS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은 오지에서
의 생존과정을 다뤄 기존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는 다른 소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소재와 형식의 프로그램이 기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KBS2 <1박 2일>,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과 얼마나 유사한지 조사하였다.

[그림 4-8] <댄싱 위드 더 스타> 상대적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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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정글의 법칙> 상대적 유사도

연예인이 등장하는 서바이벌 형식 프로그램인 MBC <댄싱 위드 더 스타>의 상대적
유사도 조사결과 [그림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바이벌 형식이 포함된 SBS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와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인 반면, 기존의 버라이어티 프
로그램과의 유사도 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한편, SBS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은 <김연아의 키스앤 크라이>와는 상대적 유사도가 낮았지만, 기존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는 다소 낮은 유사도를 보였으나 <1박 2일>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유사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버라이어티 쇼 유형에서도 서바이벌의 요소가 포함된 신규 프로그
램들은 기존 버라이어티 쇼와 다른 장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오지탐험의 요소를 가지
고 있는 프로그램인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은 기존 버라이어티 쇼와 유사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시청자의 프로그램 유사성 인식조사결과를 보면, 시청자가 뉴스로서 보도 프로그램,
시사정보,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토론 프로그램
과 관련해서는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100분 토론>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음악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대중음악을 다루지만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별도의 유형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기존의 음악 프로그램인 가요순위 쇼나 토크 음악쇼와는 다른 유형
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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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 기준
제 1 절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 기준 변화
이 연구는 최근 방송 환경변화와 프로그램 유형의 변화를 고려해서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을 총 16개로 구분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수는 2004년과 2012년 사이에 차이가
없다. 2004년과 2012년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에서 중요한 차이는 네 가지 영역
이다.
〈표 5-1〉방송 프로그램 유형 기준 변화: 2004년과 2012년(대분류와 중분류)
대분류(삼분법)

2004(중분류)

2012(중분류)

보도

뉴스

뉴스

시사보도

시사정보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생활정보

토론

토론

교육·문화예술

교육·문화예술

교양

어린이
인포테인먼트
드라마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토크쇼

오락

코미디

코미디

영화

영화

음악쇼

음악쇼

스포츠

스포츠

퀴즈와 게임쇼

퀴즈/게임 쇼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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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12년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는 오락 프로그램을 세분화했다. 2004년 방송위
원회 분류에서 오락 프로그램은 8개 유형이었다. 반면 2012년 오락 프로그램의 유형은
10개로 확대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현 방송법 시행령 편성규제가
오락 프로그램의 50%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서 오락 프로그램의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
가 있다. 다른 하나는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유형 혼종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방송 프로그램의 진화 과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2004년의 경우, 버라이어티
쇼에는 토크 쇼가 하위유형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2012년에는 토크쇼를 중분류 유형
으로 분리했고,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가했다. 왜냐하면 지난 몇 해 동
안 가장 부상한 유형은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고, 토크쇼는 편성비율이 확대되
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2004년 교양 프로그램의 유형수는 7개였지만, 2012년에는 5개로 축소했다. 2004
년 전후 유행했던 프로그램 유형은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 중분류 유형으로 분리하기에는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수가 너
무 적었다. 따라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은 중분류로 구분하지 않고 생활정보 프로그
램의 하위유형에 포함시켰다.
셋째, 2004년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중분류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는 별도의 중분류 유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프로그램 유형
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을
통한 분류가 아니라 시청대상을 통한 분류이다. EBS를 제외하면 현재 어린이 프로그램
의 편성비율은 3% 이내이다. 지상파의 경우,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TV유치원 파니파
니>와 <뽀뽀뽀 아이조아>를 제외하면 대부분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분명한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어서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하위유형으로
이동했고, 애니메이션은 그대로 중분류 유형으로 구분했다.
넷째, 애니메이션과 퀴즈는 프로그램의 기능과 내용에 따라서 오락 혹은 교양으로 분
류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교육적 목적이 뚜렷하거나 퀴즈쇼에서 <도전 골든벨>이나
<우리말 퀴즈> 등과 같은 교육과 교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의 하위유형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이 경우 교양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2항 “어린이․청소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교양으로 구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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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랐다.
이밖에도 2004년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시사정보 프로그램으로 수정했다. 시사보도 프
로그램으로 정의할 경우, 대분류 보도 프로그램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고, 최근에는 ‘시
사보도의 연성화’(최민재, 2005)로 보도와 정보가 혼합된 프로그램들이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2012년의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기준은 프로그램의 유형 변화와 실제
편성비율을 반영했고,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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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보도·교양·오락 분류체계와 프로그램 유형
삼분법

유형

보도

뉴스
시사정보
다큐멘터리

교양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
예술
드라마

정의
‘좁은 의미로’ 국내외 사고, 사건, 쟁점, 과정 등과 관련해서 앵커를 중심으로 기자
가 사실보도와 의견보도를 제시하는 프로그램과 비정규 편성보도 프로그램(기자
회견, 특별행사중계, 재난방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시사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을 의미(정통 뉴스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은 제외)
사실에 입각해서 주제를 심도있게 파고 들면서 보통 야외촬영을 통해서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는 프로그램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있는 정보와 화제
거리를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
사회적 현상과 과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교환하면서 문제를 분석,
설명, 평가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공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유아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규 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을 목적
으로 하는 프로그램,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 교양 강좌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전통문화 예술과 현대문화 예술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
서사(narrative)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fiction)

버라이어티 쇼 토크 버라이어티 쇼, 토크 쇼, 연예시상식, 등의 오락 쇼 프로그램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오락

음악, 경쟁, 게임, 토크 등으로 구성되면서 서바이벌(survival)과 퍼포먼스
(performance)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리얼리티 쇼

토크쇼

오락, 인간흥미를 중심으로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

음악쇼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음악 쇼

퀴즈/게임쇼
코미디
영화

지식이나 재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의 연기 비중이 높거나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희극적 성격
이 강한 프로그램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서사가 있는 허구물

스포츠

모든 종류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스포츠 뉴스와 특정 스포츠의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

애니메이션

실사영화와 다르게 다양한 제작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장르로 셀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등을 의미

주) 단서조항
1.〈스포츠〉프로그램은 오락으로 분류되지만, 올림픽, 월드컵, A-매치 등 국가정체성(nation
identity), 국민통합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 편성분석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방송 프로그램
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편성비율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2. 애니메이션과 퀴즈의 경우, 시청대상과 교육목적을 고려해서 교육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나 소수자(장애인, 새터민 등)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형식이 버라이어티 쇼로 구성되더라도 사회통합이라는 방송의 역할을 고려해서 생활정보 프
로그램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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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도 프로그램
1. 뉴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2항은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 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 프로그
램”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보도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규정이다. “국내외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등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이라는 것은 보도의 내용이고 “취재보도, 논평 또
는 해설”은 보도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다. 보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하는가, 형식을
중심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보도의 범위는 달라진다. 보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
면 보도의 범위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시사정보,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프로그램까지 포
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도의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취재보도, 논평 또는 해설”
로서 보도와 생중계로 진행되는 비정규편성보도(특별행사중계, 기자회견, 재난방송, 공
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된 프로그램(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경력방송  개표방송 10)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통상적인 뉴스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뉴스는 국내외 사건,
사고, 쟁점, 과정 등과 관련해서 앵커를 중심으로 기자가 사실보도(취재보도)와 의견보
도(논평 또는 해설)를 의미하기 때문이고, 비정규편성보도의 경우는 특별행사중계, 기자
회견, 재난방송은 사실보도로 파악한다. 뉴스는 형식 분류와 내용분류를 함께 적용해서
종합뉴스, 스트레이트 뉴스, 지역뉴스, 스포츠 뉴스, 북한 뉴스, 국제 뉴스, 경제 뉴스, 기
상 뉴스, 비정규편성 보도로 분류한다.

10) 2004년 유형분류 기준에서는 선거방송을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
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정책토론회와 선거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후보자 등
의 방송연설, 경력방송)과 선거중계방송(개표방송 등)을 뉴스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10년 3월에 개정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
조에서 선거방송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 및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
함된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념상의 혼동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거
방송은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 등의 방송
연설, 경력방송, 개표방송은 보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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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뉴스 하위 유형
뉴스
하위 유형

정의

예

종합 뉴스 사건 보도(단순보도, 심층, 해설을 포함) <9시 뉴스>, <뉴스데스크>
스트레이트
사건 단순보도(20분 이하의 뉴스)
뉴스
지역뉴스

지역 관련 보도 및 해설

<KBS 뉴스 12>, <5시 뉴스>
<광주 MBC 뉴스>

스포츠 뉴스 스포츠 관련 보도 및 해설

<스포츠뉴스>,<스포츠하이라이트>

북한 뉴스 북한 관련 보도 및 해설

<통일전망대>

국제 뉴스 국제 관련 보도 및 해설

<지구촌 뉴스>

경제 뉴스 경제 관련 보도 및 해설

<뉴스와 생활경제>

기상 뉴스 기상 관련 보도 및 해설

<클릭! 날씨@생활>

비정규
편성보도
기타

특별행사중계, 기자회견, 재난 방송 등 <2012 대선정강정책 연설>
기타 보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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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교양 프로그램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2항에 따르면,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
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
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한다. 교양 프로그램은 ‘교양’과 ‘교육’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교양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범위가 달라진다. 여기서는 교양은 지식
(정보), 예술, 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교양 프로그램은 시사정보, 다
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방송사들의 대분류 기
준에서도 시사교양으로 다큐멘터리, 시사정보, 토론 프로그램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시사정보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시사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뉴스 프
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뉴스는 보도의 영역으로 분류되고, 토론은 교양의
다른 프로그램 유형으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주제를 심
도있게 파고들면서 보통 야외촬영을 통해서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는 프로그램이
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
미있는 정보와 화제 거리를 제공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토론 프로그램은 사회
적 쟁점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이면서 여론을 조정
하는 공론영역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유아교육을 목적으
로 하거나 학습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 교양
강좌 및 직업교육, 전통문화예술과 현대문화예술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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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교양 프로그램 중분류(유형)
삼분법

유형

정의

시사정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시사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을 의미(정통 뉴
스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은 제외)

다큐멘터리

사실에 입각해서 주제를 심도있게 파고 들면서 보통 야외촬영을
통해서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는 프로그램

생활정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있
는 정보와 화제 거리를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

토론

사회적 현상과 과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교환하면
서 문제를 분석, 설명, 평가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공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교육․문화
예술

유아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규 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
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 교양
강좌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전통문화 예술과 현대문화 예술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

교양

1. 시사정보
시사정보 프로그램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시사와 관련된 정보 프로그램이다. 최근 뉴
스와 다큐멘터리, 뉴스와 생활정보 프로그램 사이 혼합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뉴스와 생활정보를 함께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굿모닝 대한민국>,
<생방송 모닝와이드> 등이 있다. 2004년 ‘텔레비전 장르 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의 조사
결과를 보면, 시청자와 방송종사자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뉴스와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
식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종합 시사정보’로 분류한다.
심층시사 프로그램은 단일 주제에 대한 심층 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 <그것이 알
고 싶다>, <추적 60분>과 같은 프로그램과 3개 내외의 주제를 대상으로 심층보도를 하
는 <취재파일 4321>, <시사 매거진 2580>, <뉴스 추적>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
기획보도는 사회고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기획 프
로그램이다. 이밖에도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과 시청자 평가와 참여 프로그램도 시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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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프로그램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신문 뉴스를 비평하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과 시청
자가 비평하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은 동일한 하위유형으로 묶을 수 있으나 방송법 제
89조에서 별도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분리한다.
〈표 5-5〉시사정보 하위유형
시사정보
하위 유형
종합 시사정보
심층시사
시사토크쇼
시사기획
미디어 비평

정의

예

뉴스와 생활정보 일반을 함께 다루는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
<생방송 모닝와이드>
하나나 몇 개의 단일주제에 대한 심층 <PD수첩>,
고발 프로그램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토크 프로그램 <쾌도난마>, <시사토크 판>
다양한 내용의 시사 기획 프로그램

<수요기획>, <시사기획 창>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시청자 평가와
시청자 평가와 참여 프로그램
참여프로그램
기타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2.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는 포괄적인 의미로 뉴스와 시사정보, 스튜디오 밖의 방송을 포함한 텔레
비전 논픽션물 전체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뉴스와 시사정보를 제외하고 사실에 입각
해서 주제를 심도있게 파고들면서 보통 야외촬영을 통한 사실적(factual)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소재에 따른 분류와 제작방식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지만, 소재를 중심으로 구분한다.
다큐멘터리는 소재 분류를 중심으로 인간, 역사/기행, 자연과 과학, 환경, 교육과 문
화, 리얼리티, 종합, 기타로 구분한다. 리얼리티 다큐멘터리는 특정 사건을 묘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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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연출을 최소화해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상기록 병원 24
시> 등이 이에 속한다. 자연과 과학 다큐멘터리와 환경 다큐멘터리를 다른 하위유형으
로 구분하는데, 환경 문제에 대한 고발과 비판을 담은 프로그램은 환경 다큐멘터리로,
자연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자연과 과학 다큐멘터리로 나눈다.
〈표 5-6〉다큐멘터리 하위유형
다큐멘터리
하위 유형
인간

정의

예

인간 관련 사건 재연, 인터뷰, 심층 취재

<인간극장>

역사, 기행 등 관련 다큐멘터리

<문화기행 세계의 유산>

자연과 과학 관련 다큐멘터리

<동물의 세계>

환경

환경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

<환경 스페셜>

교육과 문화

교육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술기행>

범죄, 사고 등을 대상으로 재연이나 기록

<119구조대>

종합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일요스페셜>

기타

기타 종합구성 다큐멘터리

<VJ 특공대>

역사/기행
자연과 과학

리얼리티

3. 생활정보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
있는 정보와 화제 거리를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형
식은 종합 구성, 집중 탐구, 단순 구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활정보 프
로그램은 스튜디오와 야외촬영을 통해서 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생활정보 프로그
램은 방송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 가정(가사, 육아, 요리 등), 건강, 생활경제, 해외, 문화
레저, 문화와 레저, 법률, 체험구성, 자선과 모금, 소수대상, 인포테인먼트, 기타 종합 등
이다. 여기서 소수대상 프로그램은 특정 대상 시청자를 고려하는 프로그램인데, 연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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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프로그램의 형식을 따르더라도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고려해서 포함시켰다. 여
기서 소수대상은 사회 주류와 상호작용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거나 거리감을 갖고 있는
집단을 의미하는데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외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에 포
함됨으로써 소수대상에서 제외한다.11)

〈표 5-7〉생활정보 하위유형
생활정보
하위 유형
지역

정의
지역 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예
<6시 내 고향>

가정(가사, 요리) 가사, 육아, 요리 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즐거운 요리>
건강

건강 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생방송 TV닥터>

생활경제

생활경제 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오늘의 경제>

해외

해외 소식 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문화레저

문화레저 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법률

<금요 컬처 클럽>

법률 관련 단순구성 및 집중 탐구

자선/모금

자선과 모금 관련 프로그램

소수대상

노인, 장애인 등 소수대상 프로그램

<언제나 청춘>,
<다문화희망 프로젝트>

인포테인먼트

정보와 오락을 함께 담고 있는 프로그램

<비타민>

기타 종합

기타 종합 생활정보 및 매거진 프로그램

<생생정보통>

11) 안정임(2004)은 방송의 소외계층과 관련해서 권력상의 소외계층(여성, 어린이, 소수
인종), 관계상의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지역민, 외국인 노동자), 문화상의 소외계층,
도덕규범상의 소외계층(동성애자 등) 등으로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
가 바람직하지만, 다른 장르형식과 적지 않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외계층을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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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론
토론 프로그램을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면 토론, 대담, 뉴스 해설, 인터뷰와 각종 토
크(talk)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
서 공통된 점은 대화 위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토
크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을 구분하지 않고 총칭하여 토크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토론 프로그램과 토크 쇼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토론 프로그램은 어
떤 형태의 의사결정의 성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토크 쇼와 구분되며, 질문과 응답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대담이나 논쟁도 가능한 의견교환의 형태를 띤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나미수, 2003).
토론 프로그램은 사회적 현상과 과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교환하면서
문제를 분석, 설명, 평가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공론의 영역을 만들어간다. 토론 프로그
램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분류기준은 형식을 중심으로 토론과
대담으로 구분한다. 토론은 특정 패널 다수 출연자가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수용자들이 합의점을 찾아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며, 대담
프로그램은 사회자가 소수 출연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중심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을 말
한다.
〈표 5-8〉토론 하위유형
토론
하위 유형

정의

예

토론

특정 패널 다수 출연자가 주제를 토론

<100분 토론>, <끝장토론>

대담

소수 출연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대담

<세계 지성과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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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문화예술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형식, 내용, 기능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별도의 중분류로 만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방송 프로그
램에서 이 두 가지 장르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단일 유형으
로 설정하고, 하위유형만 구분한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6세 이하 유아대상 프로그램으
로 <뽀뽀뽀 아이조아>, <TV유치원 파니파니>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다. 교육 일반은 학
교 교육이나 일반인 대상의 교양강좌 프로그램이다. 전통문화예술은 전통예술 공연 및
소개, 현대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현대예술 공연 및 소개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어린이
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보 프로그램도 기타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에 포함
시킨다.
〈표 5-9〉교육․문화예술 하위유형
교육․문화예술
하위 유형

정의

예

유아교육

6세 이하의 유아대상 프로그램

<뽀뽀뽀 아이조아>

교육 일반

학교 교육이나 일반인 대상의 교양 강좌

<강연 100°>

전통문화예술 전통예술 공연 및 소개

<국악 한마당>

현대문화예술 현대예술 공연 및 소개

<명작 스캔들>

기타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과 정보를
<열려라 동요세상>
제시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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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오락 프로그램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2항은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이란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
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오락의 정의를
“국민정서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로 설정하고 있는 이 규정은 매우 모호해서 오
락 프로그램의 범주를 설정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국민의 다양한 여가생활, 예를 들면
여행, 취미활동 등은 어떻게 방송 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교양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락은 재미와 감동 등의 요소로 이루어지며, 이성이나 논리
질서보다는 일시적 해방과 자유를 주는 정서적 요인이다(전규찬·박근서, 2003). 재미는
어떤 목표를 정해서 얻는 만족감과 다르며, 인지적 요인보다는 목표성취와 관계없는 과
정 속에서 활동 자체를 즐김으로써 느끼는 정서이다(김학진 외, 2007). 물론 교양 프로그
램을 통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정보나 지식을 얻음으로써 얻는 재미에
가깝기 때문에 오락의 재미인 정서적 즐거움과는 다르다. 오락의 정의와 관련되어 합의
나 명확한 개념규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송에서 관습적으로 오락 프로그
램으로 정의되는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 토크 쇼, 음악 쇼,
퀴즈와 게임쇼, 코미디, 스포츠, 애니메이션을 오락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TG ^ZG T

〈표 5-10〉오락 프로그램 중분류(유형)
삼분법

유형
드라마
바라이어티 쇼

정의
서사(narrative)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fiction)
토크 버라이어티 쇼, 연예시상식, 등의 오락 쇼 프로그램

오디션/서바이벌 음악, 경쟁, 게임, 토크 등으로 구성되면서 서바이벌(survival)
프로그램
과 퍼포먼스(performance)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리얼리티 쇼

오락

토크 쇼

오락, 인간흥미를 중심으로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

음악 쇼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

퀴즈와 게임쇼
코미디
영화

지식이나 재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의 연기 비중이 높거나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희극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서사가 있는 허구물

스포츠

모든 종류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스포츠 뉴스와 특정
스포츠의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

애니메이션

실사영화와 다르게 다양한 제작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장르
로 셀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등을 의미

1.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는 공통적으로 서사(narrative)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fiction)을
의미한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역사 드라마처럼 특정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거나, 다
큐드라마에서 보듯 특정 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자가의 상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성격이 강하다. 드라마의 하위유형을 구분하는데 장르관습과
미학, 형식, 제작주체를 함께 고려했다.
멜로드라마는 등장인물이 도덕적으로 양극화(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 사이의 대립)되어 있고, 강렬한 감정의 호소력을 지니며, 여성 등장인물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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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력이 높고, 공적 공간보다는 사적 공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일상성과 가족갈등이
중요한 요소로 취급된다(Brown, 1994; Feuer, 1984, Kilborn, 1992). 홈드라마는 멜로드라
마와 유사하게 가정을 이야기의 주요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불륜을 다루지 않으며, 등장
인물의 선악대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멜로드라마와 다르다. 오명환(1994)은 한국
에서 방영되는 홈 드라마의 장르 관습으로 가족의 신뢰와 애정에서 이야기가 전개, 평범
한 서민들의 행복 만들기, 등장인물의 동일한 비중, 가족 공동체의 확인, 이야기 중심을
구성하는 대화, 적극적인 여성 등장인물 등을 지적한다.
로맨틱 드라마는 젊은 남녀의 사랑을 주로 다루는 드라마로 사랑하는 남녀에 집중되
며 주변인물은 그다지 중요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트렌디 드라마가 로맨틱
드라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역사드라마는 시간과 배경의 구분에 의한 것이므로 어
느 시대를 다룬 것을 역사드라마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를 기
준으로 두 세대 이전 즉 40～60년 정도의 과거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역사드라마로
규정한다. 경찰드라마는 법과 질서, 사회유지를 주제로 범죄와 수사관련 드라마, 무협/
액션은 무협이나 액션 중심의 드라마, 학교드라마는 학교를 주요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전원드라마는 농촌이나 어촌 등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막극
은 한 회에 이야기가 끝나는 드라마인데 매회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형식을 하위유형
구분의 주요 요소로 설정했으며, 외국 드라마의 경우 주제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드라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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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드라마 하위유형
드라마
하위 유형

정의

예

멜로드라마

가족 갈등, 불륜, 가족 성장기 등을 다룬 드라마 <사랑아 사랑아>

홈 드라마

가족의 신뢰와 애정에서 전개되는 드라마

<넝쿨 채 굴러온 당신>

로맨틱 드라마 젊은 남녀의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드라마 <다섯 손가락>
역사드라마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 드라마

<신의>, <해를 품은 달>

경찰드라마

범죄와 수사관련 드라마

<경찰 특공대>

무협/액션

무협이나 액션 중심의 드라마

학교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전원

농촌이나 어촌 등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전원일기>

이야기가 한 회에 끝나는 드라마

<베스트 극장>

외국에서 제작된 드라마

<CSI 특별수사대>

단막극
외국 드라마
기타

기타 드라마

2. 버라이어티 쇼
버라이어티 쇼는 토크, 게임, 음악, 퀴즈 등을 함께 다루면서 3～5개 정도의 꼭지로 구
성되는 토크 버라이어티 쇼, 연예계 소식을 전하는 연예정보 쇼, 각종 연예시상식을 중
계하는 연예시상식, 시청자 비디오를 중심으로 만든 비디오 모음집, 그리고 위에 속하지
않는 오락 쇼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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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버라이어티 쇼 하위유형
버라이어티 쇼
하위 유형
토크 버라이어티 쇼

정의

예

토크, 게임, 음악, 퀴즈 등을 함께 다루는
<일요일 일요일 밤에>
프로그램

연예정보 쇼

연예계 소식 및 동정

<연예가 중계>

연예시상식

각종 연예 관련 시상식

<대종상 시상식>

비디오 모음집
오락 종합

시청자 비디오를 중심으로 만든 프로그램
위에 속하지 않는 오락 쇼 프로그램

<와우 동물천하>

3.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경쟁(survival)과 경연(performance)을 중심 포맷으로 구
성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일반인 중심으로 음악, 춤,
각종 재능의 경연,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연예인 중심으로 음악, 춤, 각종 경연으로 탈락
의 포맷으로 구성된다.12)

12) 오디션 프로그램과 음악 경연쇼가 다른 이유는 전자는 낮은 점수를 받은 출연자의
탈락포맷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음악이나 재능의 경연뿐만 아니라 연습과정,
사생활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음악 경연쇼는 음
악경연만 진행되며 탈락의 포맷이 아니라 상위자를 수상하는 포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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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 하위유형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
하위 유형

정의

예

오디션
프로그램

일반인 중심으로 음악, 춤, 각종 재능의 경연
<슈퍼스타 K>, <K-Pop 스타>
으로 탈락의 포맷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서바이벌
프로그램

연예인 중심으로 음악, 춤, 각종 재능의 경연
<나는 가수다>
으로 탈락의 포맷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기타

퍼포먼스(performance)와 서바이벌(survival)
<짝>
을 중심 포맷으로 구성된 기타 프로그램

4. 토크쇼

토크쇼는 생활 주변의 이야기나 화제, 인생담, 인간흥미 거리를 중심으로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토크쇼는 대체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제작된다. 토크쇼는 대담이나 토론
프로그램과 형식에서는 유사하나 다루어지는 내용이 인간흥미 거리를 중심으로 전개된
다는 점에서 다르다.
〈표 5-14〉토크 쇼 하위유형
토크 쇼
하위 유형
토크쇼
기타

정의

예

오락, 인간 흥미를 중심으로 스튜디오에서
<아침마당>, <김승우의 승승장구>
제작되는 프로그램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토크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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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악 쇼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음악 쇼라고 정의한다. 음악 쇼는 가요 순위를 중
심으로 구성되는 가요 순위 쇼, 대화와 노래를 혼합한 토크 음악 쇼, 가요 중심의 음악
프로그램인 가요 쇼 등으로 구분된다.
〈표 5-15〉음악 쇼 하위유형
음악 쇼
하위 유형
가요순위 쇼

정의

예

가요 순위 프로그램

<뮤직뱅크>

토크 음악 쇼 대화와 노래를 혼합한 프로그램
가요 쇼
기타

<유희열의 스케치북>

가요 중심의 음악 프로그램

<열린 음악회>, <콘서트 7080>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음악 쇼
(예: 음악 경연쇼)

<대학가요제>

6. 퀴즈와 게임쇼
지식이나 재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자가 출제한 문제를 푸는 퀴즈 프로
그램과 게임 형식의 놀이, 경연 등 기량을 겨루는 게임쇼, 컴퓨터 게임을 중계하는 전자
게임쇼 등을 퀴즈와 게임쇼로 정의한다. 퀴즈 쇼의 경우, <도전 골든벨>이나 <우리말
겨루기> 등과 같은 교육과 교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교양으로 분류한다.

〈표 5-16〉퀴즈와 게임쇼 하위유형
퀴즈와 게임쇼
하위 유형

정의

예

퀴즈 쇼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프로그램

게임쇼

컴퓨터 게임 및 다양한 게임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게임쇼 즐거운 세상>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퀴즈 게임쇼

TG ^`G T

<퀴즈가 좋다>

7. 코미디
코미디는 꽁트 코미디와 시트콤으로 분류된다. 코미디는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의 연기
비중이 높거나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웃음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코미디는 짧은
코너로 구성된 꽁트 코미디와 현재는 방영되지 않고 있지만 긴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
는 코미디가 있다. 시트콤은 드라마 형식을 취하지만 특정 상황(시추에이션)이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시트콤에는 가족 시트콤, 로맨틱 시트콤, 성인 시트콤 등이
있다.
〈표 5-17〉코미디 하위유형
코미디
하위 유형
꽁트 코미디
시트콤
기타

정의

예

짧은 코너로 구성된 꽁트 코미디

<개그 콘서트>

드라마 형식을 취하는 코미디

<지붕뚫고 하이킥>

위에 속하지 않는 코미디 프로그램

8. 영화
영화는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허구물이다. 영화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법 제71조와 시행령 제57조,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서
국내제작과 국외제작으로 하위유형을 구분한다.
〈표 5-18〉영화 하위유형
영화
하위 유형

정의

국내제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국외제작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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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9. 스포츠
모든 종류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스포츠 뉴스와 특정 스포츠의 교습을 목적
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스포츠는 아마추어와 프로 경기, 국내 경기와 외국 경
기 중계를 중심으로 국내 아마추어, 국내 프로, 외국 아마추어, 외국 프로, 국민적 관심
사가 큰 국가대항전, 그리고 바둑, 장기 등을 중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스포츠는 오락
으로 구분하지만, <올림픽>, <월드컵> 등 국가대항전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법
제70조 2항과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4항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또는 기타 방
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오락 프로그램 산정
에서 제외한다.

〈표 5-19〉스포츠 하위유형
코미디
하위 유형
국가대항전
국내 프로 경기

정의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가를 대표해
<올림픽>, <월드컵> 등
서 경쟁하는 스포츠 경기 실황중계 및 녹화
국내 프로 스포츠 경기 실황중계 및 녹화

국내 아마추어 경기 국내 아마추어 경기 실황중계 및 녹화
외국 프로 경기

예

국제 프로 스포츠 경기 실황중계 및 녹화

<프로야구>
<고교야구>
<LPGA 중계 >

외국 아마추어 경기 국제 아마추어 경기 실황중계 및 녹화
기타

바둑과 장기 중계

10.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은 실사영화와 다르게 다양한 제작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유형으로 셀 애
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등을 의미한다. 애니
메이션은 영화와 마찬가지로 방송법 제71조와 시행령 제57조,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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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서 국내제작과 국외제작으로 하위유형을 구분한다. 애니메이
션의 경우, 유아나 어린이 교육 목적이 분명한 <똑똑! 알록달록 종이마을>이나 <두리
둥실 뭉게 공항> 등은 오락이 아니라 교양으로 분류한다.

〈표 5-20〉애니메이션 하위유형
애니메이션
하위 유형

정의

예

국내제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똑똑! 알록달록 종이마을>

국외제작

외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우주소년 아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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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프로그램 유형분류에 따른 편성분석
제 1 절 분석개요
․조사대상 :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8개
(지상파: KBS1, KBS2, MBC, SBS, 종합편성: 채널A, JTBC, MBN, TV조선)
․조사기간 : 2012년 8월 1일~31일까지 대상 채널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5,895개
․조사방법 : AGB닐슨미디어리서치의 프로그램 시청률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유형분
류체계를 적용하여 프로그램 분류 후 각 프로그램의 방영시간을 통해 비
율 산정(각 프로그램은 광고시간을 포함하도록 설정하였고, 토막광고나
SB 등은 분석에서 제외)
․분석방법 : 보도․교양․오락의 편성비율(방영시간대 기준)을 산정
․분석대상 프로그램의 분포

<표 6-1> 분석대상 프로그램의 채널별 분포
뉴스
시사정보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
드라마
버라이어티
오디션/서바이벌
토크쇼
음악쇼
퀴즈게임
코미디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총합계

KBS1

KBS2

MBC

SBS

채널A

JTBC

MBN

TV조선

합계

318

120

229

212

111

140

333

109

1,577

23

53

30

87

233

98

113

249

886

167

71

37

42

102

163

149

123

853

123

110

60

77

115

120

40

150

802

7

4

11

4

1

1

39

10

19

14
52
35

65
99

92

79

27

57

32

47

44

133

108

9

27

4

7

6

8

24

34

13

29

12

10

14

7

2

7

2

3

25

19

2

2

11

15

17
16

1
76

465

32

527
25
136

1

44
37

9

23

12

6

5

2

8

26

16

17

23

7

815

661

622

636

792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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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37
171

785

51
81

25

62

5

51

22

127

829

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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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채널별 프로그램 분류
1. KBS1

KBS1에서 방영된 총 815개의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이중
<광복절 경축식>, <런던올림픽 선수단 귀국환영회>는 특별행사중계로 뉴스로 분류되었
으며, <대선 민주통합당 경선후보 토론>은 선거방송으로 분류되며, 프로그램의 형식으
로 구분하여 토론으로 분류되었다. <도전 골든벨>은 퀴즈 프로그램이지만, 대상이 청소
년을 대상으로 교육목적이 강하므로 교육문화예술로 분류되었다. 한편, <상상친구 꾸메
꾸메>는 교육목적의 애니메이션인지 판단이 모호하여 일단 애니메이션으로 분류하였다.

<표 6-3> 유형분류를 적용한 KBS1 프로그램
삼분법
보도

유형

해당 프로그램

뉴스

KBS9시뉴스/ KBS뉴스광장/ KBS뉴스라인/ KBS뉴스12/ KBS뉴스5/ KBS뉴스7/ KBS오늘의경제/ KBS뉴
스특보/ 남북의창/ 특파원현장보고/ 런던올림픽선수단귀국환영회/ 광복절경축식/ KBS기상속보/ KBS기
상특보

시사정보

미디어비평/ 소비자고발/ 수요기획/ 시사기획/ 취재파일4321/ KBS뉴스옴부즈맨/ TV비평시청자데스크

걸어서세계속으로/ 광복절특집다큐/글로벌다큐/ 글로벌성공시대/ 네트워크특선다큐/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 백범김구/ 동물의세계/ 동물의왕국/ 백년의가게/ 생로병사의비밀/ 세상사는이야기/ 슈퍼피쉬인
간과물고기의대서사시/ 아름다운사람들/ 공룡의땅/ 지구대비행/ 역사스페셜/ 올림픽결산특집런던이야기
다큐멘터리
/ 런던올림픽특집굿바이런던영웅들의이야기/ 인간극장/ 팔일오특별기획광복군한형석의아리랑/ 한국인의
밥상/ 한국재발견/ 한중수교KBSCCTV공동기획13억의질주/ 한중수교KBSCCTV공동기획13억이본한류/ 현
장르포동행/ 환경스페셜/ KBS스페셜/ KBS특선/ TV동화행복한세상
교양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
드라마

6시내고향/ 걸어서세계속으로/ 교실이야기/ 꿈의기업입사프로젝트스카우트/ 러브인아시아/ 무엇이든물어
보세요/ 사람을찾습니다/ 사랑의리퀘스트/ 세상은넓다/ 시청자칼럼우리사는세상/ 여기는여수엑스포현장
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93일의기록/ 여수세계박람회폐막식/ 여수엑스포결산특집/ 일자리119/ 즐거운책읽
기/ TV쇼진품명품
생방송심야토론/ 일요진단/ 한국한국인/ 한국현대사증언TV자서전/ 대선민주통합당경선후보토론
강연백도씨/ 국악한마당/ 바른말고운말/ 클래식오디세이/ KBS중계석/ TV미술관/ 도전 골든벨/ 우리말
겨루기/
산너머남촌에는2/ 일일연속극(별도달도따줄게)/ KBS걸작선(동안미녀)

버라이어티쇼
오디션/
서바이벌

오락

전국노래자랑

토크쇼

아침마당

음악쇼

가요무대/ 열린음악회/ 열린채널/ 콘서트7080/ 찾아가는음악회

퀴즈쇼

퀴즈대한민국

영화

독립영화관/ 명화극장

코미디
스포츠

런던올림픽2012/ 런던올림픽중계석/ 비바K리그/ 스포츠이야기운동화/ KBS바둑제왕전/ KBS스포츠

애니메이션 상상친구꾸메꾸메/ 피쉬와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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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S2

KBS2에서 방송된 661개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와 같이 분류되었는데, 올림픽기간 중
이전에 방송되던 <굿모닝 대한민국>이 변경된 <굿모닝 런던>은 이전 프로그램과 동일
하게 시사정보로 분류하였다. 또한 교육목적의 애니메이션 <두리둥실 뭉게공항>, <뛰뛰
빵빵 구조대>, <부루와 숲속친구들>, <빠뿌야놀자>, <알록달록 종이마을>, <유후와 친
구들>은 애니메이션이지만 교육목적이 강하여 교육문화예술로 분류하였다.

<표 6-4> 유형분류를 적용한 KBS2 프로그램
삼분법
보도

유형

해당 프로그램

뉴스

KBS8아침뉴스타임/ KBS뉴스타임/ KBS일요뉴스타임/ 세계는 지금/ 지구
촌뉴스/ 스포츠타임 /스포츠하이라이트

시사정보

교양

굿모닝대한민국/ 추적60분/ 굿모닝런던

다큐멘터리

걸어서세계속으로/ 다큐3일/ 문화기행세계의유산/ 세상의모든다큐/ 스타
인생극장/ 영상앨범산/ 청진기/ 환경스페셜/ VJ특공대

생활정보

노장불패 /맛있는퀴즈쇼행운의식탁/ 비타민/ 사랑의가족/ 생생정보통/ 세
대공감토요일/ 스펀지ZERO/ 싱싱일요일/ 영화가좋다/ 위기탈출넘버원/
의뢰인K/ GOGO코리아황금발/ 대한민국을응원합니다

토론
교육문화예술

누가누가잘하나/ TV유치원/ 두리둥실뭉게공항/ 뛰뛰빵빵구조대/ 부루와숲
속친구들/ 빠뿌야놀자/ 알록달록종이마을/ 유후와친구들

드라마

TV소설(사랑아사랑아)/ 부부클리닉(사랑과전쟁2)/ 서울드라마어워즈수상작
(한나의선택)/ 서울드라마어워즈출품작(이중주)/ 해운대연인들/ 넝쿨째굴러
온당신/ 각시탈/ 드라마스페셜/ 해외특별기획드라마:삼국지/ 리벤지

버라이어티쇼

1박2일/ 남자의자격/ 런던올림픽2012승리기원KBS올스타올림픽/서울드라마
어워즈/ 연예가중계/ 청춘불패2/ 출발드림팀2/ 해피선데이/ 해피투게더

오디션/
서바이벌
오락

불후의명곡/ TOP밴드2

토크쇼

승승장구/ 안녕하세요/ 여유만만/ 이야기쇼두드림

음악쇼

뮤직뱅크/ 유희열의스케치북/ 런던올림픽선수단환영국민대축제/ 썸머빅콘
서트여름바다젊음/ 아시아송페스티벌/ 통영한산대첩축제KBS음악회

퀴즈쇼

1대100/ 퀴즈쇼삼총사

영화
코미디

개그콘서트/ 닥치고패밀리

스포츠

런던올림픽2012여기는런던/ 런던올림픽2012하이라이트/ KBS스포츠

애니메이션 메타제트/ 쿵푸공룡수호대/ 키오카/ 특집애니메이션/ 프랭키와 친구들

TG _]G T

3. MBC

MBC의 622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는데, 선거방송인 <대선 민주통합당
경선후보 토론>은 토론으로 분류되었다. <뽀뽀뽀 아이조아>, <뚝딱 아저씨>, <TV밥상
꾸러기식사교실>는 교육목적의 어린이 프로그램이므로, <엄마와 떠나는 과학여행 엄마
는 마법사>는 교육목적의 애니메이션임으로 교육문화예술로 분류하였다.

<표 6-5> 유형분류를 적용한 MBC 프로그램
삼분법

유형

보도

뉴스

해당 프로그램
MBC뉴스/ MBC뉴스24/ MBC뉴스데스크/ MBC뉴스투데이/ 지구촌리포트/
통일전망대/ MBC뉴스특보/ MBC기상특보/ 광복절경축식

시사정보

생방송 오늘아침/ 시사매거진 2580/ TV속의TV
도시탐험M/ 로드다큐/ 백세건강닥터스/ 시추에이션휴먼다큐그날/ 히스토
리후/ MBC건강대기획몸/ MBC네트워크특선/ MBC스페셜/ MBC프라임/
다큐멘터리
장애인희망프로젝트 함께사는세상/ 광복절특집다큐팔일오특집다큐/ 한중수
교특선다큐/ 창사특집다큐/ 런던올림픽2012특집다큐
교양
생활정보

경제매거진M/ 고향을부탁해/ 공감특별한세상/ 그린실버고향이좋다/ 금요
와이드/ 늘푸른인생/ TV특종놀라운세상/ 다문화희망프로젝트우리는한국인/
생방송월화수목/ 스포츠매거진/ 자원봉사희망프로젝트나누면행복/ 찾아라
맛있는TV/ 출발비디오여행/ MBC파워매거진

토론

MBC100분토론/ 여성토론위드/ 민주통합당대선후보경선토론
우리가락우리문화/ 문화사색/ 뽀뽀뽀아이조아/ 뚝딱아저씨/ TV밥상꾸러기
교육문화예술
식사교실/ 엄마와떠나는과학여행엄마는마법사
드라마

무신/ 아랑사또전/ 아랑사또전100배즐기기/ 골든타임/ 그대없인못살아/ 닥
터진/ 메이퀸/ 천사의선택/ CSI과학수사대

무한걸스/ 무한도전/ 반지의제왕/ 세바퀴/ 섹션TV연예통신/ 시추에이션버
라이어티무작정패밀리/ 신비한TV서프라이즈/ 언더커버보스회장님은위장취
버라이어티쇼
업중리턴즈/ 우리결혼했어요시즌3/ 유재석김원희의놀러와/ 일밤2부/ 일밤
스페셜/ 정글러브/ 해피타임/ 황금어장/ MBC플러스특선
오디션/
서바이벌
오락

나는가수다2(일밤1부)

토크쇼

기분좋은날

음악쇼

쇼!음악중심/ 아름다운콘서트/ 지식나눔콘서트위러브팜/ 코이카의꿈특집콘
서트코리아의꿈/ DMZ평화콘서트

퀴즈쇼

최강연승퀴즈쇼큐

영화
코미디

스탠바이/ 천번째남자

스포츠

런던올림픽2012/ 런던올림픽2012하이라이트/ MBC스포츠

애니메이션 창작만화/ 키즈어드벤처여기가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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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BS

SBS에서 방송된 636개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와 같이 분류되었는데, 올림픽기간 중 이
전에 방송되던 <모닝와이드>가 변경된 <런던와이드>는 이전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시사
정보로 분류하였고, <대선 민주통합당 경선후보 토론>은 선거방송으로 프로그램의 형
식에 의해 토론으로 분류되었다. <꾸러기 탐구생활>은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이므
로 교육문화예술로 분류하였다.

<표 6-6> 유형분류를 적용한 SBS 프로그램
삼분법
보도

유형

해당 프로그램

SBS8뉴스/ SBS나이트라인/ SBS뉴스/ SBS12뉴스/ SBS뉴스속보/ SBS뉴스특
뉴스
보SBS뉴스퍼레이드/ SBS생활경제/ SBS스포츠뉴스/ 날씨와생활/ 광복절경
축식
그것이알고싶다/ 열린TV시청자세상/ 기자가만나는세상현장21/ 모닝와이드
시사정보
(런던와이드)/ 토요특집(모닝와이드)
감성여행쉼표/ 내마음의크레파스/ 성장다큐/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다큐멘터리 여행의기술/ SBS스페셜/ 일요특선다큐/ 특선다큐/ 런던2012특집/ 팔일오특
집다큐/ 한중수교20주년특집

교양
생활정보
토론

궁금한이야기Y/ 네트워크현장고향이보인다/ 로또복권추첨/ 물은생명이다/
백세건강스페셜/ 생방송투데이/ 생활의달인/ 순간포착세상에이런일이/ 우
리아이가달라졌어요/ 잘먹고잘사는법/ 풋볼매거진골/ SBS컬처클럽
SBS시사토론/ 대선민주통합당경선후보토론

교육문화예술 꾸러기탐구생활/ 문화가중계
아름다운그대에게/ 유령/ 내인생의단비/ 그래도당신/ 맛있는인생/ 다섯손
드라마
가락/ 신사의품격/ 신의
놀라운대회스타킹/ 동물농장/ 런닝맨/ 스타부부쇼자기야/ 스타주니어쇼붕
버라이어티쇼 어빵/ 일요일이좋다/ 접속무비월드/ 정글의법칙IN시베리아/ 한밤의TV연예
/ 힐링캠프기쁘지아니한가

오락

오디션/
서바이벌
토크쇼
음악쇼
퀴즈쇼
영화
코미디

도전 1000곡/ 짝
강심장/ 좋은아침/ GOshow
SBS인기가요/ 정재형이효리의유앤아이/ KPOP슈퍼콘서트in여수엑스포
브레인마스터스/ 세대공감1억퀴즈쇼

개그투나잇
런던2012/ 런던2012하이라이트/ 올댓스케이트서머2012/ 프로야구중계석/
스포츠
SBS골프/ SBS스포츠
애니메이션 만화왕국/ SBS애니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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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널A

채널A에서 방송된 792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는데, <신문으로 보는 세
상>은 신문뉴스를 중심으로 한 뉴스 프로그램으로 판단하여 뉴스로 분류하였고, <대선
예비후보 관훈토론회>는 선거방송으로 프로그램의 형식에 의해 토론으로 분류되었다.
<이영돈PD의 논리로 풀다>는 형식상 탐사보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사정보로 분류
하였으나 주제에 따라 생활정보로 분류가 가능하였으나 시사정보로 분류하였다.

<표 6-7> 유형분류를 적용한 채널A 프로그램
삼분법

유형

해당 프로그램

보도

뉴스

굿모닝채널A/ 뉴스A/ 채널A뉴스/ 뉴스 특보/ 신문으로보는세상/ 광복절
경축식

시사정보

박종진의쾌도난마/ 신석호의통일시계/ 올림픽특집다큐/ 이언경의세상만사
/ 이영돈PD논리로풀다/ 이영돈PD의먹거리X파일/ 잠금해제2020/ 채널A시
청자마당

교양

관찰카메라24시간/ 광복절특선다큐/ 당신을사랑합니다/ 런던올림픽의 영웅
다큐멘터리 들/ 사진한장속의세계/ 신기한동물나라/ 채널A다큐코리아/ 채널A특선다
큐/ 프리미어다큐/ 한중수교특별기획
생활정보
토론

그여자그남자/ 맛사냥/ 요리비전/ 이산가족감동프로젝트이제만나러갑니다
대담한인터뷰/ 대선예비후보관훈토론회

교육문화예술 보이는특강/ 어린이과학교실노바사이언스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판다양과고슴도치/ 팬암/ 판관포청천2012
너는내운명/ 박명수의돈의맛/ 불멸의국가대표/ 음치들의반란앙코르/ 이은
결김원준TOP매직/ 커튼콜이은결김원준TOP매직/ 특종연예인사이드

오디션/
서바이벌
토크쇼
오락

글로벌한식토크쇼킹스페셜

음악쇼
퀴즈쇼
영화

레드카펫

코미디
스포츠

채널A스포츠런던라이브

애니메이션 구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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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TBC

JTBC에서 방송된 756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는데, <JTBC NEWS>, <박
성태의 사사건건>, <JTBCNEWS 생생투데이> 등은 형식상 시사정보로 분류가 가능한
데, 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일단 보도로 분류하였다. <관훈클럽 주최 대선 예비후
보 초청토론회>는 선거방송으로 프로그램의 형식에 의해 토론으로 분류되었다.

<표 6-8> 유형분류를 적용한 JTBC 프로그램
삼분법
보도

유형

해당 프로그램

뉴스

JTBCNEWS10/
JTBCNEWS10태풍특보/
JTBCNEWS뉴스전망대/
JTBCNEWS박성태의사사건건/ JTBCNEWS생생투데이/ JTBCNEWS이브/
JTBCNEWS일요일/
JTBCNEWS전망대/
JTBCNEWS정오의현장/
JTBCNEWS토요일/ JTBCNEWS특보/ JTBC뉴스여기는런던/ 광복절경축식

시사정보

교양

정치판독/
집중보도대통령의자격/
JTBCNEWS스페셜리포트

탐사코드J/

JTBC시청자의회/

광복절특집송일국김장훈의청산리역사대장정/ 극한직업/ 김국진의현장박치
기/ 나테홍할머니/ 다큐스페셜/ 대한민국을움직인사람들/ 동시다큐2스토
다큐멘터리 리/ 리버오디세이JTBC라오스에가다/ 여름특선명작다큐/ 여름특선참치전쟁
2부/ 유교2500년의여행/ 특집금메달을향하여/ 특집다큐/ 특집영광의도전
내일은챔피언/ 휴먼다큐/ LIFE다큐/ 런던올림픽결산영웅본색
생활정보
토론

70억이사는법/ 닥터의승부/ 맘VS맘엄마를바꿔라/ 미각스캔들/ 수시합격대
담한선택/엽기과학실험실브레이니악/ JTBC건강콘서트100세의비밀
박성태의피플앤토크/ 관훈클럽주최대선예비후보초청토론회

교육문화예술
드라마

친애하는당신에게/ 유로스페셜여총리비르기트/ 아내의자격/ 해피엔딩/ 인
수대비

버라이어티쇼

감성르포동물원/ 김병만의별난세상/ 두번째로맨스꽃탕/ 소녀시대와위험한
소년들/ 신화방송/ 연예특종/ 이수근김병만의상류사회/ 인생병법신의한수

오디션/
서바이벌
오락

토크쇼

위대한토크혜민스님/ 토크가맛있는요리집수미옥/ 토크본색9회말

음악쇼

특집월드일렉트로니카카니발

퀴즈쇼
영화

JTBC씨네마

코미디

청담동살아요

스포츠

2012PGA챔피언십하이라이트/ JTBC올림픽특집여기는런던

애니메이션 벤10얼티메이트에일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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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BN

MBN에서 방영된 785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으며, 경제뉴스인 <매일경
제>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새누리당 대선경선정책토크 청년과 함께>는 공직선거법에
서 규정된 선거방송으로 프로그램의 형식에 의해 토론으로 분류되었다.

<표 6-9> 유형분류를 적용한 MBN 프로그램
삼분법

유형

해당 프로그램

보도

뉴스

굿모닝MBN/ 뉴스1/ 뉴스11부/ 뉴스12부/ 뉴스광장/ 뉴스특보/ 뉴스M/
매일경제/ MBN뉴스/ MBN뉴스8/ MBN뉴스와이드/ MBN뉴스투데이

시사정보

시사기획맥/ 시사콘서트정치인/ 열린TV열린세상/ 정운갑의집중분석/ 현장
르포특종세상

다큐멘터리

다큐M/ 로드다큐/ 리얼다큐/ 명의/ 소나무/ 아마존의 논물/ 장원준의 해
양다큐/ 휴먼다큐/ MBN특집다큐

교양
생활정보
토론

건강솔루션/ 뽀빠이팔도유람기/ 연금복권520/ 종갓집 보양식/ TheCEO
새누리당대선경선정책토크청년과함께

교육문화예술 60분의기적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고수의비법황금알/ 끝장대결/ 마파도/ 뽀빠이팔도유람기/ 소문난며느리/
여름특집나는자연인이다/ 천기누설천기누설

오디션/
서바이벌
토크쇼
오락

음악쇼
퀴즈쇼
영화
코미디

MBN납량특집TV영화
개그공화국

스포츠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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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V조선

TV조선에서 방영된 829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으며, 이중 <관훈클럽 주
최 대선 예비후보 초청토론회>는 선거방송으로 프로그램의 형식에 의해 토론으로 분류
되었고, <런던의 아침>은 올림픽 경기중계가 아니라 스포츠 뉴스 형식으로 판단하여 뉴
스로 분류하였다.

<표 6-10> 유형분류를 적용한 TV조선 프로그램
삼분법

유형

해당 프로그램

보도

뉴스

8시뉴스날/ 모닝뉴스깨/ TV조선기상특보/ TV조선뉴스/ TV조선뉴스특보/
TV조선정오뉴스/ 광복절경축식/ 런던의아침

시사정보

강용석의두려운진실/ 뉴스와이드참/ 수상한식탁/ 심야추적당신이잠든사이/
열린비평TV를말하다/ 장성민의시사탱크/ 최박의시사토크판

교양

겨울차간호얼음호수와어부/ 다큐스페셜/동아시아생명대탐사아무르/ 루트사
람사이/ 메가쓰나미/ 빅토리아폭포/ 사나운녀석들/ 사라진낙원아틀란티스/
살아있는지구/ 세계테마기행/ 세기의연인다이애나/ 아마존기행/ 아시아헌
다큐멘터리
터익스트림/ 아이슬란드화산대폭발/ 역동하는지구/ 오바마와미국의미래/
오션스/ 지구의신비/ 차마고도/ 해저의비밀/ 현대사의결정적순간/ 휴먼플
래닛/ 히로시마/ TV조선스페셜/ UFO비밀문서
생활정보
토론

영화보기좋은날/ 글로벌인사이트/ 문화짬뽕/ 생생라이프/ 아시아헌터/ 아
시아헌터익스트림/ 아시아헌터플러스
대선예비후보초청관훈토론회

교육문화예술
드라마

고봉실아줌마구하기/ 세남자/ 지운수대통/ 프렌즈/ 허슬/ ER/ 베들램빌라
의저주/ 엔드게임

버라이어티쇼

동고동락베스트/ 연예INTV/ 이문세와떠나요비밥바룰라/ 최현우노홍철의매
직홀/ 통일실천축제한마당

오디션/
서바이벌
오락

토크쇼
음악쇼
퀴즈쇼
영화

라이벌퀴즈쇼반지원정대
더코브슬픈돌고래의진실/ 토요일앤영화/ TV조선특선영화

코미디
스포츠

특집2012런던올림픽/ TV조선스포츠

애니메이션 부릉부릉브루미즈/ 뽀롱뽀롱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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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도입방안 및 편성고시(안)
제 1 절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 도입방안과 산정기준
1. 최근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 논란

최근 방송 프로그램 유형과 관련해서 두 가지 논란이 제기 되었다. 우선, 전문편성 채
널인 tvN이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출연시킴으로써 문제가 제기
되었다. tvN은 2012년 1월 18일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총선출마 예정자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를 출연시켰다. 2월 1일 방송에는 진성호 한
나라당 의원과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출연하여 일명 ‘정봉주법’에 대한 찬반토론을
방송했다. 여기서 제기된 논란은 전문편성 채널인 tvN의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보도
프로그램인가 교양 프로그램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즉 tvN이 보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공직선거법 제82조 1항(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
회)에 규정된, 선거기간 중 후보자 및 정당관련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가질 수
있는 언론사의 자격조항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방송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송사를 공직선거법 제70조에서 방송시설을 보유한 방송사업자(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지상파 방송사), 종합유선방
송국(SO) 및 보도채널)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82조 1항에서는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
담·토론을 할 수 있는 언론사로 제70조에 규정된 방송사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
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
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으로 보면 선거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사는 무선국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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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보도 전문채널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
다. 이는 방송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 보다 많은 유권자가 선거관련
정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송되는 내용에 대한 판단기준
으로서 보도기능을 허가 받았는지 법적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공직선거
법 제82조 1항에서는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 해당 프로그램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로 볼 것인가
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방송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조에서는 선거방송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 및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정책토론회와 선거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경력방송)과 선거중
계방송(개표방송 등) 이외에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거방송으로 규정하는
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방송의 실시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선거관련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문제이지,
프로그램의 유형분류 체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유형분류 체계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경력방송)과 선거중계방송(개표방송 등) 만을 뉴스 프로그램으
로 분류하며, 다양한 형식에서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선거관련 내용은 앞서 제
시한 프로그램 분류체계에 맞추어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2.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과 편성비율 산정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와 관련되어 또 다르게 제기된 문제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편채널들의 방송편성을 분석했는데, 채널A의 경
우,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55.8%였다는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채널A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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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 제69조 3항과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1항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이하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분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세부 분석기준이 제시하지 않고 있
어서 채널A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초과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문제는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특정 프로그램이 오락에 속하는지 아
니면 교양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2012년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이다.
방송법 제69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서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류 체계에
포함되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보도 프로그램은 뉴스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뉴스 프로그램은 종합 뉴스, 스트레이트
뉴스, 지역 뉴스, 북한 뉴스, 국제 뉴스, 경제 뉴스, 기상 뉴스, 스포츠 뉴스, 비정규 편성
보도(특별행사중계, 기자회견, 재난방송 등)를 포함한다. 교양 프로그램은 시사정보, 다
큐멘터리, 생활정보,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13)
오락 프로그램은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토크 쇼, 코미디, 영화, 음
악 쇼, 스포츠이다. 애니메이션과 퀴즈쇼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능과 내용에 따라서 교양
혹은 오락으로 분류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시청 대상의 수준을 고려해서 교육적 목적
이 뚜렷하며 폭력적이지 않은 내용일 때 오락이 아니라 교양으로 분류한다. 반면 <포켓
몬스터>나 <유희왕> 같은 애니메이션은 오락으로 구분한다. 퀴즈쇼의 경우, 청소년 대
상인 <도전 골든벨>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식 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면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2항 “어린이․청소년 교육을 목
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교양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에 따랐다. 이밖에도 오락 프로그램
의 범주에 속해있다고 하더라도 자선 등 공익적 캠페인 전개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양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교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13) 교양 프로그램에 속하는 각각의 프로그램 유형 정의는 이 보고서 66~7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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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 유형분류
보도

뉴스
(종합뉴스, 스트레이트뉴
스, 지역뉴스, 북한뉴스,
국제뉴스, 경제뉴스, 기
상뉴스, 스포츠뉴스, 비
정규편성보도(기자회견,
재난방송, 특별행사중계
등)

교양

오락

시사정보

드라마

다큐멘터리

버라이어티 쇼

생활정보

오디션/서바이벌

토론

토크쇼

교육·문화예술

코미디
영화
음악쇼
스포츠

애니메이션, 퀴즈와 게임쇼

편성비율 산정은 방송사들이 제시하는 편성표에 기반 하지 않고, 실제 방송된 프로그
램의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방송사들이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서 제
시하는 편성표와 실제 방송 프로그램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편성
비율 산정과 관련해서, 스포츠의 경우, 방송법 제2조 25항 보편적 시청권, 방송법 70조
2항과 3항(방송 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4항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
기, 그 밖의 주요 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은 편성비율산정에서
제외한다. 편성비율은 <표 7-1>의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 유형을 분류
해서 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편성비율 산정과 관련해서 방송사나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방송법 제69조 3항과 방송법 시행령 50조 1항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
의 50이하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특정 방송사가 오락 프로
그램 편성비율 준수를 위반했을 때, 그 방송사는 특정 프로그램의 유형분류를 놓고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방송사는 특정 프로그램의 유형을 다르게 해석해서 오락이 아니라
교양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정 프로그램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 것인지 그래서 오락인지 교양인지 판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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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안(案)을 제시할 수 있다.

(가칭)‘방송 프로그램 유형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판정
위원회의 역할은 세 가지이다. 첫째, 판정위원회는 방송법 제69조(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등)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 프로그램 편성 등) 2항에 따라 보도, 교양, 오락 프로
그램의 편성비율을 산정하는 것이다. 현재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편성비율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판정위원회
는 분기별로 편성비율을 산정해서 보고서로 제출하고, 분기별 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유
형분류 기준을 적용해서 매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 비율
을 담는다.
둘째, 판정위원회는 특정 방송사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했을 때, 이의를 제
기할 경우 특정 프로그램의 유형이 어디에 속하며, 보도인지, 교양인지, 오락인지를 판
정한다.
셋째, 판정위원회는 각 방송사 편성담당자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방송사들이 방
송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편성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안의 장점은 판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프로그램 유형분
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감
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사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신속하게 위반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반면 방송평가위원회의 편성평가와 역할이 중복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정위원회는 편성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평가위원
회는 판정위원회가 발표하는 유용한 편성자료를 토대로 방송편성 영역의 평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할의 중복이 아니라, 편성분석과 활용이라는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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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과 편성비율 산정에 관한
고시(안)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방송법」제69조 제3항 및「방송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
2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교
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유형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방송법」제69조 제3항 및「방송법 시행령」제50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
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오
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
하여야 한다.

제3조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①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은 취재 보도, 논평
또는 해설인 의견보도 방송 프로그램과 비정규편성보도(특별행사중계, 기자회견, 재난방
송, 선거방송)를 말한다. ②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유형은 뉴스 프로그램과 비정규
편성보도이다.

제4조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 ①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은 지식(정보), 예술, 교
육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유형은 시사정보, 다큐
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제5조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 ①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은 정서적 즐거움을 제공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은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토크쇼, 코미디, 영화, 음악 쇼, 스포츠, 퀴즈와 게임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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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의 유형)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의 유형인 뉴스 프로그램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종합 뉴스는 사건보도(단순보도, 심층, 해설을 포함)
2. 스트레이트 뉴스는 사건 단순보도(20분 이하의 뉴스)
3. 지역 뉴스는 지역 관련 보도 및 해설
4. 스포츠 뉴스는 스포츠 관련 보도 및 해설
5. 북한 뉴스는 북한 관련 보도 및 해설
6. 국제 뉴스는 국제 관련 보도 및 해설
7. 경제 뉴스는 경제 관련 보도 및 해설
8. 기상 뉴스는 기상 관련 보도 및 해설
9. 비정규 편성보도는 선거방송, 특별행사중계, 기자회견, 재난 방송 등

제7조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의 유형)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의 유형인 시사정보, 다큐
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시사정보는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뉴스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 제
외)으로, 종합 시사정보, 심층시사, 시사토크쇼, 시사기획, 미디어 비평, 시청자 평가와
참여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2. 다큐멘터리는 보통 야외촬영을 통해서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는 프로그램으
로, 인간, 역사/기행, 자연/과학, 환경, 교육/문화, 리얼리티, 종합 다큐멘터리 등을 포함
한다.
3. 생활정보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 상식, 흥미있는 정보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가정(가사, 요리), 건강, 생활경제, 해외, 문화레저, 법률, 자선/모금,
소수대상,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4. 토론은 사회적 현상과 과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의견제시, 분석, 설명, 평가하고 여
론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토론과 대담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5. 교육․문화예술은 유아교육,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회 교양 강좌 및 직
업 교육 프로그램, 전통문화예술과 현대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유아교육, 교육일반, 전
통문화예술, 현대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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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의 유형)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의 유형인 드라마, 버라이
어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토크쇼, 코미디, 영화, 음악 쇼, 스포츠, 퀴즈와 게임 쇼, 애니
메이션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드라마는 서사 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로, 멜로, 홈, 로맨틱, 역사, 경찰, 무협/
액션, 학교, 전원, 단막극, 외국 드라마를 포함한다.
2. 버라이어티 쇼는 토크 버라이어티 쇼, 연예정보 쇼, 연예시상식, 비디오 모음집, 이
에 속하지 않는 오락 종합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3. 오디션/서바이벌은 경쟁과 경연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오
디션과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4. 토크쇼는 오락 등을 중심으로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으로, 토크쇼와 이에
속하지 않는 기타 토크쇼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5. 음악 쇼는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가요순위 쇼, 토크 음악쇼, 가요
쇼, 이에 속하지 않는 기타 음악쇼를 포함한다.
6. 퀴즈와 게임쇼는 지식, 재치, 실력을 거루는 프로그램으로, 퀴즈 쇼, 게임쇼, 이에
속하지 않는 기타 퀴즈 게임쇼를 포함한다.
7. 영화는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허구물로,「방송법」제71조와「방송법 시행
령」제57조,「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국내제작과 국외제
작 영화를 포함한다.
8. 코미디는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희극적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꽁트 코미디, 시트
콤, 이에 속하지 않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9. 스포츠는 스포츠 뉴스와 특정 스포츠의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한
모든 종류의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국가대항전, 국내 프로경기 및 아마추어 경기, 외국
프로경기 및 아마추어 경기, 바둑과 장기 중계 등의 기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10. 애니메이션은 실사영화와 다르게 다양한 제작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셀 애니메
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방송법」
제71조와「방송법 시행령」제57조,「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
라 국내제작과 국외제작 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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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애니메이션과 퀴즈 쇼의 교양 판정) ① 애니메이션은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
하지만,「방송법 시행령」제50조 2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경우 유아나 어린이 교육 목
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교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퀴즈 쇼는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
하지만, 청소년과 국민 교양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교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0조 (편성비율 산정) ①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방송사업자의 편성표 기준이 아
니라 실제 방송된 프로그램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방송법」제70조 2항과「방
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제11조 4항에 따라 올림픽, 월드컵 등 국가대항전
프로그램의 경우는 오락 프로그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제11조 (방송 프로그램 유형 판정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
분류기준과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 유형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가칭)”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판정위원회(가칭)”는「방송법」제69조와「방송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산정하고, 분기별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발표한다. ③ “판정
위원회”(가칭)는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유형
여부를 결정한다. ④ “판정위원회(가칭)”의 구성, 위원자격, 직무와 운영 등은 방송통신
위원회 내부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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