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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디지털방송의 해외 패키지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o 세계 디지털방송 전환은 방송장비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며 기존 시장을 장악하던
다국적 방송장비 기업의 독과점 체제 중심에서 글로벌 중견기업 체제로 다각화
o 이는 국내 방송장비 시장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이 완료되는
‘12년 이후 국내 시장수요 포화에 따른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진출 방법 필요
o 국내 제조사들은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세계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과 취약한 마케팅 능력 등을 극복하기 위해 브랜드 인지도 확보 필요
o 따라서, 세계적 인지도를 확보한 한류 방송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 분야를
패키지 형태로 구성한 모델 진출방안 연구

o 국내‧외 디지털방송 전환 및 방송장비 시장 현황 조사
-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국가 및 국내 전환 사례 분석
- 세계 디지털 방송장비 시장 현황 조사 및 국내 방송장비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한 세계
방송장비 시장의 주요 트렌드 및 국내 방송장비의 경쟁력 파악
- 국내 지상파 방송사 유휴 아날로그 방송장비 보유 실태 조사를 통한 향후 활용 방안 모색
o 국내‧외 방송콘텐츠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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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모델 수립을 위한 국‧내외 방송콘텐츠 시장 수출입 현황(장르별/국가별) 분석
o 패키지 모델 적용을 위한 현지의향 조사
- CIS,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주요 국가 현지의향 조사
o 패키지 적용 모델 분류 및 적용방안 모색
- 패키지 모델 적용을 위한 4개 모델 분류 및 현지 적용방안 모색

o 현지의향 조사 결과 : 4개 대륙 12개국 회신을 통한 대륙별 특성 분석 및 일반화
o CIS (모델 A)
디지털방송 전환 분야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 수립 완료
- 방송콘텐츠 분야 시장 규모 확대 추세

시장 수요 발생 예상

판매율 상승 예상

o 아시아 (모델 B-1, B-2)
- 디지털방송전환분야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 수립 완료
- 방송콘텐츠 분야 시장 안정기

또는 미수립

초기시장 진입 가능

현상 유지 및 관리

o 유럽 (모델 C)
- 디지털방송 전환 분야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 수립 완료 및 전환 완료
- 방송콘텐츠 분야 진입장벽이 높지만 초기 시장 형성 중

시장 진입 가능

시장 확대 가능

o 중남미 (모델 D)
- 디지털방송 전환 분야 :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 수립 완료 또는 미수립 → 초기시장 진입 가능
- 방송콘텐츠 분야 진입장벽이 높지만 초기 시장 형성 중

시장 확대 가능

o 모델 수립 및 모델별 표본국가 선정을 통한 케이스 스터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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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성공적인 패키지 모델 진출을 위해서는 방송콘텐츠 분야의 현지시장 분석이 앞서 조사
되어 지리적 특수성이 반영된 선별적인 진출 모델 적용 필요

o 국내 디지털 방송장비 산업의 해외진출 방안으로 한류 방송콘텐츠를 활용한 패키지 적용
모델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o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사업은 시스템 구축으로 종료되는 일회성의 사업이 아닌, 디지털방송
인프라 확산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특징을 가진 국책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
방송콘텐츠와 디지털 방송장비의 해외 공동 진출을 통해 관련 국내 산업 발전 및 국제시장
선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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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년 지상파 디지털

수도권을 중심으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전송방식을
방송을 실시하여

년에 디지털전환 특별법 을 공포하며
전환일자를 확정하였다 이후
울진을 시작으로 강진 단양에 이어

년

월

로 결정하고

년

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일 새벽 시 국내 디지털방송

년 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년

년 제주를 마지막으로 디지털전환 시범사업을 종료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순조로운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해 방송사 제조사 유관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디지털 방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는 마무리 단계에 서있다
년

발전지수 위 를 차지한 우리나라는

디지털방송 전환에 있어서도 선진국 반열에서

강대국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바
와 협력하며 세계 디지털방송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실례로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책 자문 및 기술 자문 등의 요청을 통해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 1983년 TV방송사, 가전사 등이 미국의
첨단 TV표준제정을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의 명칭으로 95년 동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
안을 96년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국 디지털TV 전송방식으로 채택하면서 디지털
TV 방송 전송방식 중 하나로 통칭
2)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방송
통신위원회는 2010년 4월 7일, 제 18차 전체회의에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을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로 결정
3) IDI(ICT Development Index, 정보통신발전지수) : ICT의 접근성, 이용,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총 11가지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한 나라의 정보통신 발전 정도와 국가간 정보격차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척도이며 ITU에서 발표
4)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 전기 통신의 개발과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고 주파수의 할당, 통신료의 인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제네바에
위치하고 우리나라는 1950년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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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전환의 패러다임은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

보급과 함께

스마트환경으로 진화하면서 방송의 제작 유통방식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방송장비
시장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아날로그 방송시대부터

등과 같이 소수로

구성된 다국적 방송장비 기업들은 독과점 체제의 구도로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며 기존
시장을 장악해 왔다 하지만 방송 미디어의 다양화 및 이용형태의 변화와 함께 가격 경쟁력
및 고객에게 적시의 피드백이 부족한 기존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약해지는 반면 현실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글로벌 중견기업들이 주목되고 있다

<표 1－1> 세계 방송 장비 시장 전망
(단위: 억 불)
년 도
금 액
자료

방송 장비산업의 경제성 연구

<표 1－2> 국내 방송 장비 시장 전망
(단위: 억 원)
년 도
금 액
자료

방송 장비산업의 경제성 연구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는 중소 제조사의 생태계로 형성된 방송장비 시장을 보유한 국내
현황과

강국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향후 우리나라의 방송장비 시장을 확대하여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이
완료되는

년 이후 국내 디지털 방송장비 수요 포화에 따른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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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내 디지털 방송장비 인지여부

자료

방송 디지털 전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개도국 동향 연구

주요 개발도상국
전체

로

개국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에 따르면 국산 방송장비의 인지율은
이 국산 장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방송장비 업계의 마케팅 능력 과 브랜드 인지도 가 취약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다 최근 제조 업계와 방송서비스 사업자간의 협력 및 정부의 지원 등으로 일부
장비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지만 재원부족에 따른 취약한 마케팅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에 따른 디지털방송 전환 노하우 공유와 함께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확보한 한류 방송콘텐츠 등을 패키지화하여 브랜드 파워 상승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드라마

등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상품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5) RAPA, 방송 디지털 전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개도국 동향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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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제품의 이미지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국가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한류 방송콘텐츠와의 패키지 진출은 국산 장비의 해외진출을
확대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따른 진출 방안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6) 국제무역연구원, 수출중소기업의 한류활용 마케팅 현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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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 목적
최근 방송 산업은 디지털방송 전환 방송 통신의 융합 뉴미디어의 등장과 같은 미디어
빅뱅이 급격이 진전되며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방송의 형태로로 변화하고 있다
전시회 기간 중 방송의 미래를 논의하는
의장

세션 에서

는 현재 국면에서 대량 생산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전체론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접근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방송 산업은 새로운
기술을 품어야 하고 차세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조사들을 독려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디어 분야에 생태계 개념이 등장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글로벌 유통
구조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독과점 사업구도를 형성하고 있던 일본 미국 등의 주요 제조사
들의 시장 장악력이 완화되며 발 빠르게 대처하는 중견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년

월

일 새벽 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국 중

번째로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하게 되며 호주를 포함한 아이슬란드 멕시코 폴란드 터키
국만이 전환을 남겨두게 되었다

개

의 권고에 따라 디지털방송 전환을 앞서 시작한 유럽권

국가들은 재정 확보 및 작은 영토의 유리한 이점에 힘입어 빠른 디지털방송 전환을 실시
함과 동시에 영국의 선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수 있었다 아시아권의 경우

년 월

개국 기준 전환 기간을 평균 년으로 앞당길

일 일본에서 아시아 최초로 전환을 완료하였다

7)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Show : 1923년부터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방송기자재박람회
8) FoBTV(Future of Broadcast Television) : 2011년 11월 11일 상하이에서 이루어진 공동
선언을 통해 설립된 협력기구로 미래 방송의 생태계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방송기술
표준을 제안하였으며 의장으로는 ATSC의 Mark Richer이 부의장으로는 DVB의 Phil
Laven이 선출
9) EC(European Commission) : EU REC 209/848/EC(‘09년 8월)에 의거 유럽권 국가들의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일자를 2012년 1월 1일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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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유럽 국가 디지털방송 전환 기간

자료

이처럼 세계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의 패러다임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며 방송장비
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 시키고 있어
년에는

년

억불에서 연평균

의 성장률을 보이며

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서비스 활성화에 필수적인 방송장비는
대부분 외산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 경쟁력 부족 마케팅 능력 및 브랜드 인지도 부족 등으로
국내 수요업계에서 조차 외면을 받아온 것이다 이로 인해 모니터 문자발생기 등 저가의
주변장치 생산이 대부분이며 국산화율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 및 산업계와의 협력 등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방송장비 업계는 최근 국 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며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디지털방송 전환 분야 컨설팅을 위한 해외 디지털방송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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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의 성공사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국내 디지털
방송장비의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 국내 외 방송장비 이용 현황 및 시장 흐름을 파악하였으며
방송콘텐츠의 국내 외 산업 현황 및 동향을 조사하여 패키지 모델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진출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패키지 모델 적용이 가능한 국가들의 현지
의향을 조사하고 현황에 맞도록 네 가지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적용을 위한 표본국가를 선정
하여 향후 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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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OECD 가입국 디지털방송 전환 일자 비교
(2012년 기준)
번호

국가

디지털방송 전환 일자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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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해외 디지털방송 전환 동향
일본
년 월

일 정오

시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개현에서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중단

하며 디지털 방송전환을 완료 하였다 일본은 준비단계에서부터
확정하고 디지털
서라도

년 월

일

를

방송을 보지 못하는 디지털 난민을 최소화하며 어떠한 수단을 통해

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할 것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우며 다음 가지 원칙을

정했다
첫째

년 월부터

교체주기가

년 후

년 월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년인 것을 감안하여

년 후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디지털 방송 수신

기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파법을 개정을 통해 종료 일자를 확정하였으며
계획과 같이 정확히

년이 소요된

년 월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 하였다

둘째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제공
직접수신 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을 통한 디지털 방송 시청 방법 또한 명확하게 홍보
하여 국민들에게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방송사 및 제조업체 등에게 유인책을 제공하여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
에게는 수신료 월

엔 납부 세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케이블

방송사에게는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실제로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후
의 수신료 납부가구는 전체가구의

까지 확대 약

10) ASO : Analog Switch-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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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되었으며 케이블 방송사는

년

만에서

년 월 까지

만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전사 및 방송장비 제조

업체에게 디지털 방송장비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제공하였다
[그림 2－1] 일본 디지털방송 커버리지 확대 과정

자료

총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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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일본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 경과
일시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월
월
월
월
월
월

내용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 발표
일 전파법 개정을 통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일시 확정
일 대 도심지역 도쿄 오사카 나고야 에 디지털방송 개시
일 전국 도 부 현까지 디지털방송 개시
일 지진피해 동북 개 지역에 대해 아날로그 방송 기한 연기
월말
일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동북 지진 개 지역 제외

총무성

위 가지 원칙아래 실시된 디지털방송 전환 결과 디지털 방송 수신가능 기기 보급률은
디지털방송 커버리지는
였다

로 추정 되었으며 총

수신료 면제가구 등 저소득층

만 가구의 취약계층을 지원하

만 가구 중 지원을 신청한

컨버터 및 안테나를 보급 설치 지원 하였으며 시 읍 촌 지방세 면제 가구
신청한 만 가구에게 무상으로 컨버터를 지원하였다 또한
가입자의 디지털방송 시청을 위해 케이블 방송사에

만 가구에게

만 가구 중 지원을

만 소수의 아날로그 케이블
컨버터 설치비용의

를

지원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자국의 방송시장 현황 및 정책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원활하게 추진했으며 일본의 전환 사례를 통해 다음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케이블 방송사 제조사 등에게 유인책을 제공하여 각자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둘째 디지서포

홍보비용

억 엔 의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미전환 대부분이 고령자에게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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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에코포인트

년 월

년 월 를 도입 직접수신율

적극적인 공시청 설비 개선하고 케이블 방송사에

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컨버터 설치와 같은 보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디지털 방송 시청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시청자가 디지털방송 시청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으로는 시청자 난시청 해소 방법 취약계층 지원 에코포인트
제도 도입이 있다
가 시청자 난시청 해소
[그림 2－2] 일본 시청자 난시청 해소 방안

디지털방송 전환 중 발생되는 시청자 난시청의 형태로 아날로그
하지만 디지털
형태와 약

방송은 시청할 수 없게 되어 약

방송은 시청 가능

만 세대로 추정되는 새로운 난시청

만 세대로 추정되어 다른 방송사의 전파와 혼신 발생으로

시청이 불가능한

11) 에코포인트 :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지상파 디지털 TV 보급 확산 정책으로 저 전력 레벨4
이상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TV(구입가 10%), 에어컨(구입가 5%), 냉장고(구입가 5%) 등
3개 품목에 대해 전자화폐의 포인트로 지급하여 전자제품 구매, 인터넷 쇼핑, 교통카드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총부성, 산업성, 환경성이 공동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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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혼신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이의 해소 방안으로 새로운 난시청의 경우는
중계국 정비 등 송신측 대책을 우선 검토하는 방안으로 도서 산간 등 난시청 세대가 소수로
밀집되어 있을 경우 송신측 보다는 공시청 또는 안테나 시설 개선 등을 실시하고 중계국
공청 시설 안테나 개선을 불가능한 경우에는 케이블

가입을 지원하였으며 최후의 대책

으로는 위성방송 위성 세이프티넷 이용을 지원하였다
디지털방송 혼신으로 나타나는 난시청의 경우는 방송국 면허를 받은 방송 사업자가
책임을 갖고 중계소 설치 주파수 재배치 위성방송 이용 등과 같은 주체적 대응으로 지원
하였다
위성 세이프티넷의 경우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프로그램 자막방송 및
난시청이 해소되면

및 지역민족과 동계열의 동경

이용 가능 스크램블화 하여 대상 세대를 한정 으로

튜너를 반납하고 해당 튜너는 최대

년 월까지 지용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대상 세대로는 새로운 난시청과 디지털방송 혼신으로 인해 방송수신이 불가
하여

시에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는 세대로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지구를 정리

하여 대상세대에게 안내 되었다
나 취약계층 지원
일본의

년 당초 취약계층 지원 대상으로는 생활보호자 시 읍 촌 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사회복지 시설 입소세대 중

수신료 전액 면제세대 전국

년 전체 비과세 세대 대상으로 확대 전국

만 세대 였으나

만 세대 로 확대하였다 지원내용은 기존

간이튜너 대 안테나 개보수 방문 설치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나 확대된 지원 대상
에게는 간이튜너 대 무상 지원 이외의 안테나 개보수 부문은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은
신청한
합한 총

수신료 면제가구 중 저소득층

만 가구 및 시 읍 촌 지방세 면제 가구

만 가구에서 지원을

만 가구에서 지원을 신청한 만 가구를

만 가구로 컨버터 및 안테나 보급 설치 지원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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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코포인트 제도 도입
[그림 2－3] 에코포인트 마크

년 월 지구 온난화 대책 경제 활성화 및 지상파 디지털

보급 확산 정책으로 저전력

가전제품에 한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대상 품목에는 에너지절약 성능을 표시한 저전력 레벨
절약 라벨 의 별표시 개 이상을 얻은 에어컨 냉장고 디지털
종으로 예를 들어
경우 총

인치 이상의 디지털

를 구매하면서 기존

통일에너지

등 개 품목의 총 천개
를 재활용으로 내놓는

엔 포인트 엔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표 2－2> 일본 에코포인트 대상품목 및 포인트
(단위 : 천 점)

에어컨
냉방능력

포인트

리사이클

추가

냉장고
내용량

리사이클

포인트

추가

디지털
화면

리사이클

포인트

추가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친환경 기술개발을 유인하는 동시에 범국민차원의 일반 소비자들이
거부감 없이 에너지 효율화 운동에 동참 할 수 있게 하여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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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인 제도로 총

억 엔

만 건 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디지털

는

억 엔

만 건 을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현회
출하량이 평균

에 따르면 에코포인트 제도 도입으로 인해 디지털

배 증가하였으며 최대 배 증가하였으며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에

구입이 집중되지 않고 시기가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림 2－4] 일본 디지털 TV 출하대수 추이
(단위 : 만 대)

<표 2－3> 디지털방송 전환 전체 소요예산
구분

예산

주파수 재배치
기반마련

정부

억 엔

년

억 엔

년

억 엔

년

억 엔

총
억 엔
약 조 천억 원
억 엔

민방

개사

조

총액

조

- 15 -

억 엔

억 엔
조

억 원

미국
년 월

일 미국은 룩셈부르크 핀란드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번째로 디지털

방송 전환을 완료하였다 이는

년 디지털방송 전환과 공공안전 강화법
을 제정하며

공포하였으나

년 월

일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를

년 월 오바마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상하원에 아날로그 방송 종료 연기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면서 전환 일자를 약 개월 연장하였다
미국 상무부 통신정보관리청

은 저소득계층 등에게 컨버터를 구입할 수 있는

달러 쿠폰을 한 가구당 최고 장 까지 발급했다 전환 직전해인
쿠폰 발급 요청은
되었다 또한

년

만 장에 이르렀고 실제 구입에 사용된 쿠폰은

월 말 기준으로
만 장으로 집계

년 월 일 이후 쿠폰 발급 신청을 했지만 지급을 받지 못한 대기자만

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는 전체

인

만

년 월에 디지털방송 미전환

만 가구로 조사됨에 따라 민주당 제이 록펠러 상원의원은 많은

가구들이 디지털방송 전환을 준비하지 못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디지털방송
전환 시점을 월
절차를 통해

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상기 법안을

년 월 일 최종 통과 시켰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컨버터 지원 예산으로

확보한 기존 예산

억 달러가 모두 소진 되었다고 발표하였고 추가로

억 달러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시청률조사기관인 닐슨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만 시청 가구의

만이 디지털방송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백인
패닉

아시아인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이하가

흑인
세 이상이

인
히스
로

젊은 층이 디지털방송 전환 준비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12) 통신정보관리청(NIT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
미국 상무부의 14개 산하기관 중의 하나로 주요 하부 집행기관들과 더불어 연방정부
와 국제간의 통신과 정보기술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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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디지털방송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시청 가구의 비율 (미국)

자료

<표 2－4> 디지털방송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시청 가구의 비율 (미국)

자료 : Nielson Compan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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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미국 인종별 디지털방송 전환 비중

자료

는 디지털방송 전환 실행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해 월 일부터 약

만 달러를 투

여명의 임시 콜센터 직원들을 배치하였으며 노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컨버터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도와줄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 하였다 또한
크고 작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의 미디어국

은 디지털 신호

송출 관련 부문을 개발기술국
상황을

은 수신 관련 부문의

시간 모니터링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콜센터에는 디지털방송 전환 당일에만 약
토요일에는 약
약

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 왔으며 다음날인

통의 문의 전화가 접수 되었다 또한

만 명의 방문자가 몰리는 등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의

사이트에는

에 따르면 디지털방송 전환을

13)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전파 이용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
는 미국의 방송통신정책 주관기구이자 준정부, 중사법 기구로 1934년 커뮤니케이션 법
에 의해 설립, 같은해 7월 11일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FCC의 전신은 1972년 라디오법
에 의해 주파수대의 혼란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FRC(Federal Radio Commission)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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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한 주간인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걸려온 디지털방송 전환 문의 중

방송 신호가 잡히지 않는 다는 내용이었으며
문제와 관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
으며 그 중

가 컨버터의 작동 문의 약

가

가 기술적

는 디지털방송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였

는 디지털방송 전환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였다
<표 2－5> 미국 디지털방송 전환 실행에 따른 대비책
내용

구분

디지털방송 전환 실행 당일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콜센터 임시 직원
여명 배치
컨버터 설치를 위한 자원 봉사단 구성
디지털 신호 송 수신 시간 모니터링
월 일부터 주간 디지털전환 안내방송
컨버터 구입 쿠폰 지급 연장
콜센터 운영 및 송 수신 모니터링 지속

한편 문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시카고

건 뉴욕

방영

건 댈러스

건 등의

대도시였는데 디지털 수신의 문제로 이미 컨버터를 구입한 일부 가정이 디지털 방송 채널을
수신할 수 없는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는 방송사들이 빈 주파수로 디지털
채널을 옮기는 과정에서 디지털 수신이 활발하지 못해 야기된 문제로 이로 인해 시카고
뉴욕 등 공식 디지털방송 전환 시점인

일 이전에 디지털방송 전환을 시행한 방송 지역의 일부

가구들은 컨버터를 다시 스캔해야하는 불편을 초래하였다
아울러 디지털방송 전환에 취약한 지역을 살펴보면 알버버키 산타페가

로 디지털방송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가구 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
에서

만

가구가 디지털방송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케이블

가입자 수가 낮은 서부지역에서 디지털방송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디지털방송 전환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년으로 년을

년에서

년 월에서 월로 개월을 연기하는 등 전환 시점의 두 차례 연기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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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우여곡절이 많았으므로 전환 과정 혹은 이후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모든 희망 세대를 대상으로 아날로그

로도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컨버터를

지원했고 결국 이 방식은 예산 부족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종료 시점을 연기하는 데 결정
적인 작용을 했다 또한 디지털방송 전환 당일까지 콜센터로 걸려온 문의 전화는 총
건에 육박하였으며 그 중 컨버터의 작동 방법 문의가 약

만

인 점으로 미루어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국의

가구가 디지털

방송 전환 준비를 하지 못해 방송 시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히스패닉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소수민족임으로 보아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홍보와
지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6> 디지털방송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시청 가구의 비율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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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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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년

월

일 프랑스는 총

개의 전국 무료채널과

개의 유료채널 및 다수의 지역

채널들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 하였다
<표 2－7> 프랑스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 경과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내용
월 일 법 제정 이후
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준비
월 일 지상파 전국 방송 채널 공모
월 일 지상파
채널의 의무조항을 정한 시행령 공포
월 일 지상파
신규채널 발표
월 일 지상파
신규채널 승인
월 일 주파수 재정비 비용 선 지급 및 분배에 관한 시행령 공포
월 일 아날로그 주파수 재조정 결정 및 발표
월 일 지상파
서비스 일정 결정
월 일 차 아날로그 재조정 주파수 리스트 발표
월 일 지상파 디지털 유 무료 채널 서비스 일자 결정
월 일
년 월에 선정된 개 채널에서 개의 채널 승인 취소
월 일
화질의 지상파
무료 전국채널에
표준 결정
월 일 지상파
개 전국채널 재공모
월 일 공식적인 신규 디지털 방송 채널 출범
월 일 개 채널 추가 선정
월 일 월 일 선정된 채널에 방송허가권 교부
월 일 멀티플렉스 을 비워 지방 채널에 할당할 것을 요청
월 일 지역 채널 방송을 위해 지상파
멀티플렉스 재조직 결정
월 일 방송의 현대화와 미래의 텔레비전에 관한 법 승인
월 일
채널 공모
월 일
와
주파수 사용 채널로 선정 및 공영채널
주파수 사용 예약
월 일
급 지상파 유료방송 채널 공모
월 일
방송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 멀티플렉스 재구성
월 일
방송 시작
월 일 지상파 디지털전환 및
국가 계획 발표
디지털 방송 시범사업 전개
년 디지털 방송 커버리지 전체 인구
년 디지털 방송 커버리지 전체 인구

미디어발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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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부터 준비하며 첫 단계로

은

년

월

일을 디지털방송 전환을 목표로

년 주파수 배분 및 첫 채널 사업자 선정을 하고

년

년 공식적

으로 신규 디지털 방송 채널을 출범시킴으로 디지털 방송을 빠른 속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쿨로미에르
운영 이후
부터

년

월

와 카이제르스베르그
일부터 총

년까지 점진적으로

만 주민으로 구성된 북꼬떵땅 지역

개 지역별로

프랑스는 미디어발전국

지역에서의 시범

로 대체 하였다

과 디지털 전략 위원회

가 디지털방송 전환

는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일정 주파수 배분

업무를 총괄하고 시청각최고위원회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의 결정과 함께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을 수행 하였다 또한 공적기구인
프랑스 디지털 방송

을 설립하여 프랑스 국민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지원 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방송으로 전면 전환을 위해
비전에 관한 법

년 방송의 현대화와 미래의 텔레

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동 법안에 근거하여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들
이 공동으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위해

이라는 공익 단체를 설립하여 시청자

중심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다
는 디지털 방송의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하며 각 지역이 디지털 방송 전환 계획을
단계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선두지휘 하여
으로 하여 월 일 바스노르망디
월

일 로렌



년 월 일 알자스
지역 월 일 브르타뉴

및 샹파뉴아르덴



지역을 시작
지역

지역 등 차례로 아날로그

14)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에 관한 2008년 12월 23일 총리 승인
15) Direction du Développement des Médias
16) Comité Stratégique pour le Numérique
17)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18) France Télé Numérique
19) Loi n°2007309 du 5 mars 2007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 la diffusion
audiovisuelle et àla télévision du fu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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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종료 하고

년 상반기에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인 일드프랑스

남부 코다쥐르

와 코르시카 섬

 

지역 등에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며

프랑스 전역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 하였다
[그림 2－7] 프랑스 디지털 TV 보급 및 아날로그 방송 수신 현황

자료

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약
보급 확대를 위해

는

의 수신기 보급이 이루어 졌으며 프랑스 정부는 수신기

년부터

등과 함께 디지털

수신기 보급 현황에

관한 조사를 매년 분기별로 해오고 있다 이는 해당 시점에서 디지털

수신기 보급 현황을

반영하므로 종료일시에 대처할 수 있는 주요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년 이후 세 번째로 이루어진
인들의 디지털
현재는 약

년의 조사결과를 보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수신기 보급률은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 프랑스 가정에서 디지털

를 최소 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프랑스 가정에서의 디지털
비율로 이루어 졌는데 가령

구비는 가구별 연령 성별 소등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여전히 아날로그

방송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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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프랑스 연령대별 아날로그 TV 방송 의존도

자료

이렇게 프랑스에서 신속히 디지털 방송이 정착 할 수 있던 원인은 프랑스 정부가 시청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전환 초기 우선적으로 디지털 무료
방송 채널들을 공식 출범시켜 간단한 디지털 수신기 구입만으로

여 개의 디지털 채널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시청자들이 디지털 방송 장비를 갖추고 새로운 방송에
빨리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적절한 방법론 이었다

년 지상파 디지털 방송 출범 시 총

개의 무료채널 공영 채널 민영 채널 을 우선적으로 방송하여 간단한 수신기 장착으로
무료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으로 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다채널 수신이 가능한 디지털 방송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킴으로 디지털방송의
확산을 도모한 것이다 또한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해당 지역에 개월 전 통보를 실시하고
안내 책자를 배포하였다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를 구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동시에
이미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방송 수신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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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프랑스 지상파 디지털 TV 무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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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프랑스 지상파 디지털 TV 유료 채널

더불어 프랑스는 현재까지도 모든 가구에서 원활히 디지털 지상파 방송 시청이 가능
하도록 수신기 구입 및 설치를 보조하는 지원 정책을 펼쳤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년 방송의 현대화와 미래의 텔레비전에 관한 법 에 관련 규정을 두고

방송사는 공동기금을 마련하였다
디지털

에서 지원 기금 운영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저소득층의

구입 보조금 지원과 노인 및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인 취약계층 지원으로 나누었다

가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년 월

일 제정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법 에

근거하며 대상은 방송 수신료 면제 가구로 일정 기준의 가계 수입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
으로 해당 가정은 단 한 번만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세부 사항으로는 장비 지원
안테나 교체 지원 지상파 디지털 방송 비수신 지역 거주자를 위한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비 지원의 경우 최대
디지털 위성방송

유로까지 디지털 방송 수신기 또는

구입 케이블 또는

등의 정액 요금을 위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안테나 교체가 필요한
- 28 -

경우는 최대

유로까지 비수신 지역은 최대

유로 까지 지원했다

나 취약계층 지원
노인 및 장애인과 같이 새로운 기술에 빠른 적응이 힘든 어려운 계층의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해당 가구에 직접 방문해 디지털 방송 정보 제공 디지털
채널 이용 교육 등
신체의

여 분간 기술적인 도움을 무료로 제공했다 대상은

및

설치

세 노령자 또는

이상 장애를 가진 인구로 구성된 가구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괄목할 만 한 점은 디지털 방송의 적극적인 홍보로
역시

에서 담당하여 진행되었다

년 월

일부터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관련

종료 일자 안내 광고를 게제하고 지상파 채널과 전국 일간지를 통해 디지털 방송의
장점을 소개하는 내용을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디지털

또는

판매처에서 관련 홍보를

실시하였다
지역별로 순차적인

가 진행될 때마다 각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 책자를 배포하였으며

지역 언론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시 곳곳에 디지털 방송 이동식 정보처를
개설하였다 입주자가 많은 건물의 입주자 조합 및 대표 건물 관리자 교육시설 양로원 병원
등의 관리자 등에게도 특별히 정보제공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 월 토 오전 시 오후 시 개설을 통해 보조금 지원 조건 등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이의 노력으로
가

년 월 여론조사 기관인 여론분석위원회

세 이상 프랑스인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방송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와
가 디지털

의 응답자가 현재 디지털 채널 수 가 충분

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 프랑스

국민들로 하여금 종래의

관련 습관과 장비를 대폭 전환시킨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은

시청자들의 지반 반발을 유발하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전국 사업의 규모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청자 및 언론의 반응으로 집단적 반발은 없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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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은 많다 는 인식이 존재했다 프랑스 소비자 협회에 따르면 화면이 나오지 않거나 먹통이
되는 채널이 있는 등 수신 상태에 대한 불평이 접수 되었으며 실제로

년

월

일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던 럭비월드컵 경기 중계도중 화면이 먹통이 되고 모자이크
현장이 나타나는 사태가 발생하여 시청자들의 불만을 산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수신 상태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과 불편은 전국적 문제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지방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지방지에는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한편

의 회장 루이 드 브로아시아

비용은 당초 억
유로 억

만 유로 약 억

은 프랑스의 디지털방송 전환
만 달러 를 예상했으나 실제 전환에는 약 억

만 달러 가 소요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주관 기관인

브와용

위원장 미쉘

은 프랑스의 디지털방송 전환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성공요인

으로 지역 정치인들과 자원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양질의 인적지원을 받은 점과
적정한 재정지원의 뒷받침이 중요했음을 강조 하였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개의 무료채널

개의 유료채널 및

개에 가까운 지역 채널을 즐기고

있으며 디지털방송 전환 과정에서 배치된 새로운 채널이 전체 시청률의
점은 시청률 측면에서도 성공적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전국 인구의

를 차지하는
농촌 거주자 에

달하는 시청자들은 여전히 디지털방송 전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난시청
해결을 위해 광역지자체 에 비용 부담을 권고하였으며 일부 고립된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난시청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팀을 구성하여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며 현재
약

건 이상의 난시청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년

개의 무료 디지털방송 채널이 제공되고 있으나

년 추가로 개의

디지털

방송이 개시될 예정이며 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월 라이선스 발급이 계획되어 있다 채널은
개의 종합채널과 개의 테마 채널을 선정할 계획으로 초기는 프랑스 가구의 약

를

20) 광역지자체(Conseil général) : 광역지자체는 1990년대에 난청지역 주민들이 지상파
TV(TF1, France2, France3)에 접근할 수 있는 파라볼 안테나를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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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10> 프랑스 지상파 디지털 TV 멀티플렉스별 채널 구성

주 이탤릭으로 표시된 채널은 유료 채널
자료 미디어발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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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년

월

일 세계 최초로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작한 영국은 노던 아일랜드 지역을

끝으로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 하였다 지난
이래

년

월 일 아날로그

방송을 시작한

년 만에 전국 디지털방송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세계적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머독

은

년 영국위성방송

과

를 합병하여

을 출범 시키며 처음으로 다채널 디지털 방송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
하였다 이후

년 영국 정부가 디지털방송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주도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출범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영국은 본격적인 디지털방송 전환 시대에
돌입했다
영국 정부의 초기 전환 정책은 독립 텔레비전위원회

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다

는 디지털지상파방송 사업자로
를 선정했으며 이듬해인
가 최초로 디지털 위성
하였고 곧바로
가
이후

년
그리고

년에 본격적인 디지털 유료 방송 경쟁이 시작되었다
서비스를 출시하여 첫 달 만에

컨소시엄에서 살아남은

와

만 여명의 시청자를 확보

의 지역사업자인

과

이라는 최초의 저가형 유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은 재정난으로 인해

년

로 재출범 했지만 경쟁사인

의

프리미어리그 중계권과 영화 등의 독과점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상대적인 열악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년 월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 반면 무료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초기 디지털 방송 시장을 장악한

는

년

제공

만 가입자를

확보하여 아날로그 서비스를 중단하고 디지털방송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영국이 처음 디지털 방송 전환 기치를 내건 것은

년 문화부 장관이던 크리스 스미스

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데서
시작한다 이후 디지털방송 전환을 놓고 공청회와 논쟁을 벌인 끝에

년을 디지털방송

전환 원년으로 선포 하였다

년

아날로그

방송을 방송사들과

년 문화미디어스포츠부

는

년에 걸쳐

이 정한 기술적 기준에 따라 순차 종료 계획을
- 32 -

발표하였다 전국 일시 전환에 대한 기술적 부담 등으로
채택했으며

중계 권역별로 순차종료 방식을

의 지역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상업적 요인 국제적

주파수 계획 취약계층 지원 등과 관련 수송 요인까지 세밀히 고려해 결정하였다 또한 전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수년간 전파간섭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시행하였다
[그림 2－9] 영국 지역별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일자

자료

21)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2) Office of Communication : 방송통신규제기관

- 33 -

<표 2－11> 영국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 경과
구분

내용

년

방송법 개정으로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 근거 마련
지상파 디지털 방송 유료 시작

년

의 지역사업자인
과
채널인
의 디지털 채널로 구성

년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 발표

년

발표

년

월 무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시작

월 커뮤니케이션법 제정
월
출범 통신 방송 규제기관 통합

년
년

월

발표

월
출범
월 지역별 순차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 결정

년
년

월

신규 칙허장 부여 디지털방송 전환 의무 부여

월
수신료 단계적 인상 계획 결정
월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 계획 마련

년

년

년간

월 복지시설 거주자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 대책 발표
월 채널 와
지역면허보유 사에 대한 디지털 지상파 사업 면허 부여
월 일 스코틀랜드
지역 최초

년

년

월
월
월
월

년

월 일
월 일
월 일

년

년 월

가 제작 공급하는 채널과 기존 지상파

월

일 디지털 브리튼 보고서 발표
일
지역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일
지역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일
지역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지역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지역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디지털 경제법 제정

일

지역으로 전역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의 디지털지상파방송 사업권 허가를 받은

는 정부로부터 디지털지상파

방송 서비스 지원과 정부 보조금 지원을 약속 받으면서 디지털지상파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그 결과

년

월

개의 무료 채널 디지털 라디오 포함 을 기반으로 하는

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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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소

파운드와

구입비 정도로 해결되는 가격 경쟁력과

채널 제외 의 다양한 채널이 포함되어 출범 년 만에 인지도는
이상이 지인에게
약

로 증가하고 시청자 중

를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종전까지

대에 머무르던 디지털 지상파 수신율을

간편함 아울러

여개

이상으로 끌어올린 기술력과 설치의

년 이후 영국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내장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의 대부분이

의

를

의 대중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 디지털방송 전환에 있어 무료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인

의 역할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디지털방송 전환은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
졌다 프로젝트에는

와 기업혁신기술부

두 개 부처 공동으로 디지털방송 전환
등이 공동으로 참여 하고 있다 이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성원은

가 총괄하는

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역할 분담에 따라
등의 개 분과로 편성 되어 있다
가
등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조언하고 각 기관
장과 전환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의논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비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와

의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기구 뿐 만 아니라

각 방송사 대표 가전 제조사 및 소매 유통업계 플랫폼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 등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이해집단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23)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24) Digital Switchover Help Scheme : 취약계층 지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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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을 한다 해당 그룹은 디지털방송 전환 프로그램을 관리 평가하며
에 디지털방송 전환 과정을 보고한다
<표 2－12> 영국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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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가 의장

다
디지털방송 전환 프로그램의 계획과 임무수행을 감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시청자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라
디지털방송 전환 업무를 세분화하여 기능별로 원활하게 운용하고자 조직된 구성체로
커 뮤 니 케이션 소비자 및 시장연구 시청자 지원 방송 인프라 주택 및 부동산 디지털 장비
규제 등 개 분야로 세분화 되어 운영 되었다
[그림 2－10] 영국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 체계

는 디지털방송 전환을 조정하는 비영리 독립기구로서 공공서비스 방송사업자
와 상업 디지털 지상파 멀티플렉스 사업자
로 구성되었다

년

월 발표된

에 의거 디지털방송 전환을 전담하는 비영리 기구로
이후

년 월

의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을 통해

가 설립 되었으나
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

는 디지털방송 전환 프로젝트에 있어서 광고 및 마케팅 등의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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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 소비자 시장 조사 및 홍보 업무 방송 기반 시설 관리 및 디지털 기기 관리 등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다

는

의 자회사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방송사업자 제조업자 소비자 단체 플랫폼 운영자 및 소매업자
등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이행해 당사자들을 모아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 과정에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청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은 유료 디지털 채널과 디지털 지상파 채널의 면허 발급 및 디지털 플랫폼 내부
에서 경쟁 감독 및 규제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따른 정책 연구 등을 맡았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분할 책임 구조 뒤에는

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의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비용의
내부 의사 결정 회의에서
자회사로

는

를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의 투표권을 행사했다 또한

로부터 디지털방송 전환 자금을 제공받기 때문에

의 경우

의

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디지털방송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과 지나치게
공공서비스 방송 중심적인 정책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대국민 홍보는

의 주도하에 이루어 졌으며 소요 예산은

책정된 억

만 파운드와

합친 약 억

만 파운드 규모이며 향후 추가 비용은

의 수신료에서

가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예비비 명목의

만 파운드를

의 의사결정에 따라 조정되었다

는 첫째 디지털방송 전환 년 전에 해당 지역 내 인구의

가 디지털방송 전환

여부를 인지할 것 둘째 디지털방송 전환 개월 전에 해당 지역 내 인구의

가 정확한

디지털방송 전환 방법에 대해 이해할 것 셋째 디지털방송 전환 주 이내에 주 시청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시청

의

가 전환을 달성할 것 넷째 디지털방송 전환 개월 이내에 보조

의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설정하고 대국민 홍보에 임했다

가 전환을 달성할 것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라디오 신문 잡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주기적으로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홍보를 하고 특정 로고와 캐릭터를 제작하여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 구축을 했다 또한 디지털

를 생산하는 가전사는 의무적으로 디지털 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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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수신기기에 디지털 틱

로고를 부착하게 하였으며 가전 유통업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전환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들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는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교육을 이수

받은 가전업체 유통업체 판매자들에게

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시청자

들이 이들을 통해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정보를 얻게 했다 이는 실제 디지털방송 전환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하는 가전사들에게 관련 홍보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디지털방송 전환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각 가정별 우편물 발송 지역 미디어 지역
신문 및 옥외 광고 광고

자막 및 웹사이트와 콜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과

시청자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각 가정으로 발송된 디지털방송 전환 전단지는 전환 년
전에 회 전환 개월 전에 회 등 총 회에 걸쳐 발송되었으며 디지털방송 전환 한 달
전에는

에서 상세한 내용의 우편을 발송했다 아울러 디지털방송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자들을 위해 온라인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개설하였는데

웹사이트에는

구체적인 디지털방송 전환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자들을 위해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기본적인

설치 방법과 채널조정 등에 관한

설명을 제공 하였다
본격적인 전환에 앞서

년부터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전환 시범사업은

총 회에 걸쳐 이루어 졌다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했으며

와
와

및

에서

지역의 시범사업은 주로 기술적 문제를 조사

지역은 지원 관련 조사가 이루어 졌다 또한

년

과

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은 디지털방송 전환 프로젝트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년 월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테사 조웰

은

단계적 종료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 발표하고 본 계획안은
지역의 종료를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단계 지역별로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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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년

월

년까지 지역별
일

단계의 종료 과정을 거쳐

년

런던올림픽이 열리는 런던을 마지막으로 완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 2－13> 영국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추진 현황

이와 같이 영국이 순차적인 전환방식을 선택한 근본적 이유는 첫째 일시 종료에 따른
기술적 위험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둘째 디지털 일시 종료에 따른 시청자들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할 수 있으며 셋째 디지털방송 전환 홍보에 있어 해당 지역별로 집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수신기기의 안정적인 보급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디지털방송 전환 사례
에서 발생했던 전국적 혼란은 지역별 순차 종료의 안정성을 반영하고 있다 영국은 순차
종료를 위한 지역 선정에 있어 독일의 사례를 참고했다 독일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몇 개의
대형 송신기에 의존하는 대도시 지역으로부터 디지털방송 전환을 시작했는데 이 경우 디지털
방송 전환에 필요한 송신기 수가 적고 방송사의 기술적 시설도 안정적이므로 디지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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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수의 인구가 불편함에
처할 수 있다는 위험성과 함께 대도시 인구에 대한 홍보의 어려움 등 대도시의 성공적인
전환이 소도시에서의 성공적인 전환을 보장하지 않는 점들이 문제로 제기 되었다 따라서
영국은 이런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여 순차 전환을 도입하되 지상파 직접 수신 비율이 높은
영국의 수신 환경을 고려하여 인구밀도가 낮은 중 소도시부터 디지털방송 전환을 실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경우 다수의 소규모 송신기에 의존하는 지역에서 여러 번의 기술적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해도 불편을 겪는 가구는

만 가구의

규모로 상대적으로 적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전환 방법이라고 여긴 것이다 또한 홍보
차원에서도 적은 지역에서의 홍보 효과를 누적해 대도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과 적은
비용으로 중 소도시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하는 것 자체가 향후 대도시의 전환을 위한 시청자
홍보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가장 먼저 디지털방송 전환이 시작된
디지털방송 전환 비율은

지역의

를 상회하며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부분이

미디어 기업들이 자리 잡은 수도

은 전환율

로 최하위를 겨우 모면하는 정도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광대역 망이나 모바일 산업과 같은 타 정보통신 산업이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 점과 상반되는 부분으로 영국의 디지털방송
전환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으로 기술적 부분에 있어
와

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에 비해 여성

이

세의 연령층에 비해

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디지털방송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소득 수준이나 학력 등을 고려한 사회 구성원들의 계층별로는 상위
하위

에 속하는 그룹이

에 속하는 그룹이

로 저학력 저소득층에 속할수록 디지털방송 전환에

경제적 기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또한 검토되었다 정부 차원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 구성원은

세

이상의 노인 시각장애인 부분적 장애 포함 심각한 장애로 인해 수당을 받는 사람과 전쟁
유공자 및 산업 재해 피해자 들이며 일반 저소득층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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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영국 디지털방송 전환 취약계층 지원 현황

전액 무료지원 대상으로는 저소득층

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가구 중 소득 지원 대상자

구직자 수급자 연금공제 대상자 에 한정하고

파운드 자기부담 대상으로는

세 이상

노인 시각장애인 부분적 장애 포함 간호수당 장애 생활보조금 수급 대상자 사회복지시설
개월 이상 거주자로 한정하였다 특히 시작장애인의 경우 디지털 음성 설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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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로 지원한 점은 괄목할만한 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할당하고 있는 재원은 총 억 파운드 규모로 디지털방송 전환 전환 프로그램에서 단일 명목
으로는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관련 실무는

지원 대상 및 지원여부 결정 와

예산 집행 가 담당했으며 실질적인 지원 및 설치 업무는

라는 하청업체에서

수행하였다
세계에서 최초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작해 전환을 실시한 영국은 체계적인 정부 정책과
관련 기관의 상호협력 그리고 공공서비스로서의 지상파 방송의 역할 잘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공영방송의 전통인 강한 국가이지만 미디어 시장 개방 이후

와

등의 성장과 함께 미디어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시장주의 원칙에 맡겼으나
디지털의 파산을 경험하고

가 범국가적 디지털방송 전환의 전면에 나서게 된 뒤에

비로소 본격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을 실시하게 되었다
소요된 비용은 약

억 파운드 한화 약 조 천

년부터 지난 년간 디지털방송 전환에
억 원 로 이는 영국 전역에 있는 천개

이상의 송신기 전환 비용인 억 천만 파운드가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방송 전환 평균 비용으로

파운드 약

디지털방송 전환을 끝낸

는 총예산 억

정부에 반납할 계획이며

에 따르면 한 가구당

만원 가량 소요 된 것으로 추산 되었다
만 파운드 중 천

만 파운드를

방송 역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억 파운드 중 절반가량을

반납할 것으로 발표하며 디지털방송 전환의 대단원을 마무리 하였다

- 43 -

제 절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 성공사례 분석
년

월

일 우리나라는

년

월 일 컬러

환경의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제 의 컬러

의 시작 이후

년 만에 방송

혁명 또는 사회 문화의 패러다임에 중대한

변화 라고 일컫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범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미

시 대구 경북을 끝으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국내 전 지역

년

월 일

에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면 전환을 실시하였다

비수도권 지역의 종료 당시 디지털 미전환율은

로 미국

프랑스

의

미전환율을 감안하면 국내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은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2－11]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체계

국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은

년 월 당시 정보통신부가 지상파

방송 전환 기본방침 을 발표하면서

고화질 방송에 적합한

방송 표준으로 채택하며 시작되었다

년

월 광역시 권역

년

방식을 지상파 디지털

월 수도권에서 디지털방송을 개시한 이래

월 도청 소재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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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년 월 시 군 지역으로 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수신환경을 갖추고 있다
년 월

일에 공포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 조 항에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은

년

월

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차 전체회의에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을

년

월

년 월 일

일 새벽 시로 결정했다 이후

년 월 일 제 차 전체회의를 통해 연말 종료일 전후로 정부지원 신청이 크게 몰려들어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로 순차 종료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월 일

년

시에 대구 경북을 끝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 하였다
<표 2－15> 국내 지역별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일

울산
월

일

충북
시

월

전북
월
자료

일

일

경남
시

강원
시

월

일

월 일

부산
시

광주 전남
시

월

일

월 일

대전 충남
시

대구 경북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수도권
월

일

시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아날로그 방송 종료가 별다른 잡음 없이 마무리했으며 지역
별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를 분산시킨 것이 성공적인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전체 가구 수 대비 종료일 이후
지원가구 현황을 보면
프랑스

로 나타났다

이는 종료당시 미전환가구율 이 각각 미국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아날로그 방송 종료였다고 볼 수 있다

25)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점검단 제6차 회의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2. 11. 19.
26) 미전환가구율 : 전체 가구 수 대비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라 TV를 시청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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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 경과
구분

내용

년

월 지상파 디지털

년

월 수도권 디지털 지상파

년

년

방송의 전송방식을

로 결정

방송 개시

디지털방송 전국 확대 광역시

년 시 군 지역

년

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월 및 동법시행령 제정
월
년

월 디지털튜너 내장의무 부과 고시 화면크기

인치 이상

월 제 기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
월
년

월

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년도 디지털전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월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의무고시
월 울진 강진 단양 지역의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개시
월 제주도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개시
월 아날로그

년

방송 종료일시

일

시 확정

월 저소득층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등을 확정
월

년도 디지털전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월 제 기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월 저소득층 등 지원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 고시
월 제주도 지상파 아날로그
년

방송 종료

월 수도권 지역 정부지원 체계 구축 및 저소득층 지원 개시
월 전국 정부지원 체계 구축 및 저소득층 지원 개시
월 수도권 아날로그 직접수신가구 대상 자막고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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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실시

일

가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프로그램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라 디지털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날로그
디지털

보유 가구는

로 교체하거나 디지털컨버터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인해 시청자들이

방송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청권 보장이라는 정책 취지에 따라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

방송만 직접 수신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컨버터 및 안테나 개보수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디지털
원할 경우

구매를

만원의 구매보조를 지원 하였다
<표 2－17>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지원내용

저소득층
노인

구매보조

세 이상 장애인
일반가구

만원 또는 디지털컨버터 무상지원 안테나 무상지원

디지털컨버터 자부담 만원 안테나 무상지원
디지털컨버터 자부담 만원 안테나 개보수 자부담 만원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아날로그 방송 직접수신 가구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
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일반가구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다 디지털방송
시청을 위해서는 가구당 최소비용이

만원

이상 소요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경우 저소득층은 무상으로 일반가구는

정도 저렴한 가격

으로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이런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 센터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주민서비스 또는 전화 디지털방송콜센터

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정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접수창구를 준비하였다 또한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을
위해 전국

개 지역에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센터와

명으로 구성된 전국 콜센터를 운영

하고 전국단위의 디지털컨버터 및 안테나 설치 업체를 선정하여 신속한 정부지원을 실시했다
27) 경제적 부담(16만원) : 컨버터 구입 6만원·설치 3만원, 안테나 구입 3만원·설치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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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방송 전환 대국민 홍보
아날로그방송 직접수신 가구의 정부지원 신청 유도를 위해 자막고지방송 및 가상종료를
실시하였다 자막고지 및 가상종료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불편이 예상되는
가구가 사전에 정부지원 신청 등을 통해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아날로그 방송 직접수신가구만 아래와 같은 화면이 노출되도록 하였다
[그림 2－12] 자막고지 및 가상종료 방송 화면
자막고지 화면

가상종료 방송 화면

[그림 2－13] 디지털방송 전환 공익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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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막고지방송 이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를 통해 디지털방송 전환 및 정부지원 내용을 홍보

했다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정책을 요약하면 첫째 저소득층 등 국민이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둘째 정부지원 내용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정부지원 신청을 유도하였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 시 다양한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는데 디지털
방송 전환 정부지원 및 대국민 홍보는 디지털 미전환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추진정책
으로 분석된다
<표 2－18> 주요 국가별 정부지원 사례
구분

지원 대상

미국

미국 내 주소지 보유자
소득제한 없음

영국

지원내용

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수당 수급자

컨버터 구매 구폰 지원
컨버터 설치
안테나 설치
구매지원

일본

수신료 전액 면제 세대 중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세대 등

컨버터설치
안테나설치

프랑스

세 이상 노인 장애인
수신료 면제 저소득층 가구

컨버터설치
안테나설치

다 비수도권 지역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결과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별 종료일 안내 및 정부지원 신청유도를 위해 상시자막고지방송 및
가상종료 화면 방송

아날로그방송 종료 의 단계적 추진이 실시되었다 자막고지방송 등 타깃

홍보의 단계적 강화와 더불어 마을이장 등을 찾아가는 홍보단 운영 등을 통해 면대면 홍보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정부지원 신청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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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정부지원 신청은 지역별로 평시 대비 평균적으로 상시자막고지방송 후 배
상시가상종료 후 배

종료 전후 배까지 급증하였다

아울러 정부지원 신청 급증에

대비하여 디지털컨버터 및 안테나개보수 지원팀을 지역별 최대

팀까지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신속히 정부지원을 실시하였다
월
건이

일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한 충북지역은 상시자막고지방송 개시 후 일평균 신청접수
건 상담전화는

건이 접수되어 평상시보다

개시 후에는 더욱 증가하여 정부지원 신청은
방송 전환 정부지원 개시 이래 최고치인

배 증가하였다 상시가상종료

건이 접수되었고 종료일에는 충북지역 디지털
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 충북 일평균 정부지원 신청 및 민원전화 추이

28) 총 정부지원 신청건수(52.6만) 중의 70.1%(36.9만)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청 (방송통신
위원회, 11. 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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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한 경남지역도 충북지역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냈으며 종료일
에는 정부지원 신청 건이

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2－15] 경남 일평균 정부지원 신청 및 민원전화 추이

월 일 종료한 부산의 정부지원 신청 추이도 앞서 종료한 충북 경남지역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전 충남 전북 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의 정부지원 신청접수 및 민원
추이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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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부산 일평균 정부지원 신청 및 민원전화 추이

[그림 2－17] 대전·충남 일평균 정부지원 신청 및 민원전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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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전북 일평균 정부지원 신청 및 민원전화 추이

[그림 2－19] 강원 일평균 정부지원 신청 및 민원전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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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의 정부지원 신청접수 추이를 보면 모든 지역에서 종료시점에
다가갈수록 정부지원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종료 전 자막고지방송과
가상종료 화면 방송을 통해 일정부분 정부지원 신청을 조기 유도하여 종료 후 미전환가구
발생을 최소화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별 종료 시기 분산의 순차전환으로 종료지역별
집중 인력배치를 통한 신속한 정부지원 실시도 미전환가구 최소화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라. 디지털방송 전환 만족도 조사 결과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시청자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시청자지원 현장점검팀29)이 실시한 만족도 조사는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한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총 753가구(저소득층 : 378가구, 일반가구 375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 형태
로는 단독주택 544가구(72.2%), 연립/다세대 주택 103가구(13.7%), 아파트 98가구(13.0%)
및 기타 8(1.1%)로 나타났다.

표 2－19

디지털방송 시청자 만족도 조사가구의 정부지원 형태

컨버터

디지털 방송 시청에 대해서는
설치지원에 대해서는

계

실내

실외

안테나
미설치

계

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공사업체 등의
컨버터

안테나

보였다 또한 컨버터 등 기기를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컨버터

리모컨

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2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지원센터(17개) 등의 인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팀은 ‘12년 5월~8월
(4개월)에 걸쳐, 지원완료 753가구를 무작위 방문하여 만족도 조사 및 시청자 불편 해소
등의 현장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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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디지털방송 시청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만족

만족

주 보통 이상의 만족도는

보통

매우불만

임

표 2－21
구분

불만

매우만족

설치지원 만족도 조사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컨버터
안테나
주 보통 이상의 만족도는

컨버터

안테나

임

<표 2－22> 컨버터 등 기기 사용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컨버터
리모컨
주 보통 이상의 만족도는

컨버터

리모컨

임

마지막으로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 정책과 비수도권 지역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과정을
분석해볼 때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은 무리 없이 진행되며 우수한 결과를 낳았다 그 첫째
요인으로는 국민들의 불편 방지 위한 지역별 순차종료 둘째는 정부지원 프로그램 등 체계
적인 시청자 지원체계를 구축 셋째로는 적극적인 정부 지원 신청 유도 등으로 함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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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 소요 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 예산

년 예산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컨버터 보급
일반가구 지원 등

구매보조 안테나 설치 지원 및

디지털방송전환 지원센터 및 콜센터 구축 운영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분석 및 정보제공
디지털방송 난시청해소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지원
도심의 인위적 난시청 해소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 홍보
등 대중매체 및 찾아가는 면대면 홍보
인지율 보급률 조사

교육 및 설명회 등

디지털전환 융자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합 계
주 디지털 컨버터 대여금을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 예산 으로 활용 디지털 컨버터 반환 가구를
고려하여 일부 유보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 활성화 및 년도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위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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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세계 방송장비 시장 환경
세계 디지털

시장 현황 및 전망

금년 발표된

의 보고서에 따르면

년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률

이 디지털

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 했으며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은 인터넷 보급률

보급률
과 디지털

보급률

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터넷 보급률에 비해 디지털

년에는 중동 및 아프리카를

보급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림 2－20] 세계 디지털 TV 및 인터넷 보급률 비교 (201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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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세계 디지털 TV 및 인터넷 보급률 전망 (2011 ~ 2016)

자료

그리고

년에는 전 세계 가정의

가 디지털

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개별 국가들이 기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세계적 흐름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괄목할 만 한 점은 아시아 지역이
디지털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년에 이르면 연평균

의 성장률을 보이며

그 수는 배 이상 증가하여 억 천 백만 가구에 이를 것이며 이는 아시아 지역 국가 총가구의
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21] 세계 지역별 디지털 TV 가입자 전망

자료

- 58 -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와 공급자에게는 이로 인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다수의 채널을
확보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시청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잠재적인 소비계층은 공급자에게 더 많은 광고와 타깃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들은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고 멀티태스킹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의 매체 융합이 가속화

되고 이로 인해 디지털 방송 영역에서의 기회가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비관적인 세계경제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디지털

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충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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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 방송장비 구매 현황
아날로그 방송시대부터 핵심 방송장비는 다국적 소수의 기업들에 의해 장악되어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며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왔다 하지만 미디어의 다양화와 시청자의 콘텐츠
이용행태의 변화에 따라 방송장비 시장 또한 크게 변화되었다 주목할 만 한 점으로는 과거
테이프 기반의 방송 저장 형태에서 서버 기반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시청자의 방송 시청
형태가 기존 단방향의 일방적 시청에서 상호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쌍방향 시청으로 변화 된
점이다 이런 방송 환경의 변화는 방송 서비스도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
되어 전달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 되고 있으며 방송 고유의 영역에서의 수요를 통신
영역으로 이동시키며 방송의 수익성을 낮추고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방송장비 또한
통신기능이 융합된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과거 세계 방송 장비 시장을 독과점

하며 독주를 달리던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최근에는

편집장비 서버 장비 등의 장비를

주로 제조하는 미국 제조사들이 호재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년 북미 방송사들의 최근 방송장비 구매 특성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장비

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북미 시장의 방송사의 최근 방송장비 구매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
보았다
가 조사대상 특성
조사 대상 방송사들의
있으며 중소 방송사의
제작하는 콘텐츠의

는 지역 채널 콘텐츠

는 뉴스 및 주요 이벤트를 제작 하고

는 광고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방송사들이
가량이 디지털로 제작되었으며

는 테이프 기반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0) NLE(Non-Linear Editing, 비선형편집) : 영상, 음성 소스로 이루어진 미디어 소스를 비선
형적인 액세스를 통해 편집하는 방식으로 1인 편집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빠른 시간 내에 편집과 효과 등의 작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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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송사들의

가량이 후처리작업

을 위한 외부 장비를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응답사의 이용 빈도로 항상 이용 하는 응답자는
이용 은

거의 이용하지 않음 은

거의 항상 은

가끔

롤 나타났다

나 방송장비 구매 특성
년 방송장비 구매량에 대해
시키겠다는 응답자는
것이라는 응답은

로 총

추가 구매하겠다는 응답자는

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거의 변동이 없을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였으며 구매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응답자

들이 추가로 구매할 장비 품목으로는 비디오 서버
모니터

이상 증가

카메라

스위처

편집기

등으로 조사 되었다
[그림 2－22] 북미 방송사 2011년도 방송장비 구매 계획

비디오 서버

편집기 등의 구매 응답은 서두에서 거론되었던 내용과 같이 방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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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리스 시스템의 비선형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방송장비
구매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신규 방송장비의 구매 목적으로는
성장

새로운 요구사항

전환

온라인 비디오 증가

디지털방송 전환
채널증대

기존 장비 교체
서비스 제공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계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및 시청자 시청 행태 변화에 따른 자연스
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3] 북미 방송사의 신규 방송장비 구매 목적

등으로 대표되는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다 는 응답이

31) OTT(Over-The-Top) : 기존의 통신 및 방송 사업자와 더불어 제 3사업자들이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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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대규모 방송사들

이 로 중소 방송사들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4] 북미 방송사의 OTT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칭하는데 Top은
셋톱박스를 의미하지만 최근 PC,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 뿐 아니라 기존의 통신사나 방
송사가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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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송장비 평가
장비 구매 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으로는 성능
편리성

가격

교육 및 지원

기능

이용의 편리성

혁신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제품의 가격과

통합의

및 인지도를

중요시하는 주요 개도국의 성향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선진국가로 대변되는 북미권의
경우 가격의 측면 보다는 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5] 북미 방송사의 방송장비 구매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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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개발도상국 방송사의 장비 구입 시 고려사항

표 2－25

후처리작업

북미 방송사의 최고 방송장비 제조사 강점 평가

및 방송 운영 장비 중 주요 제조사

개사들의 강점을

위까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이용의 편리성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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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구매를 위한 장비평가방식에 대해 응답자들은

업체 및 판매사 에 의한 평가

보다는 공급자의 직접적인 평가 를 선호했으며 파트너 사에 의한 평가 보다는 독자적인
평가 를 선호하였으며 방송장비 구매시 일회성 구매 보다는 장기 계약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7] 북미 방송사의 선호하는 평가방법 및 구매 방식

라 방송장비 분야 예산 집행 전망
연도별 평균 장비 구매예산에 대해 중소방송사들은
약

증가하였으며 대형방송사들은

년

년

만 불에서

전망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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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불에서
년

년

만 불 규모로

만 불로 약

증가할

[그림 2－28] 북미 방송사의 연도별 예산 집행 전망 비교

[그림 2－29] 북미 방송사의 방송장비 구매 예산규모

또한
규모가

년 방송장비 예산규모의 분포는 백만 불 이하가

로 가장 많았으며 백만

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형 방송사들은 백만 불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 방송사들은 백만 불 규모가
년간 방송장비 변화에 대해서는

의 응답자가

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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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불 규모가

백만 불
로

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향후
가량 증가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림 2－30] 북미 방송사의 향후 5년간 장비구매 예산 변화 전망

<표 2－26

북미 방송사의 장비 품목별 예산 배분 현황

년간 장비 품목별 구매 예산 품목에 대해서는 비디오 서버 카메라 스토리지가
각각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스위처 모니터가 각각

편집기 미디어 자산관리 시스템이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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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내 방송장비 이용 현황
국내 지상파 방송사 디지털방송 전환의 경우 기간 방송사는
보조국의 경우

제작 송출 시설의 경우

전환 완료 하였으며 방송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 하였다

<표 2－27>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방송 전환 현황
(‘11년 9월 기준)
구분
기간방송사

년

년

년
실적

목표

국

방송보조국

국

제작 송출시설

개

방송커버리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 활성화 및

서울

의

편성비율은

년도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위한 정책방안

이상이며 지역방송사

계열사 포함 는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표 2－28> 연도별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11년 9월 기준)
구 분
디지털 케이블
위성방송

합 계

년

년

년

년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 활성화 및

만

년도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위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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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방송사의 경우
되어 가입자가

년

년
만에서

서비스 도입으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년

만으로 증가하였으며

디지털화 완료 하였으며 전송망 시설의
최근

이외의 경로를 통해

개

가 디지털화

는 제작 송출시설 등을
를 완료 하였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확장되면서 국내 방송사들은 크로스 미디어 프로덕션
<표 2－29> KBS의 NPS

스크린 으로

시스템을 구축 추진 중에 있다
구축 현황
(‘11년 5월 기준)

32)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 활성화 및 ‘12년도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위한 정책방안, 2012
33) 하나의 콘텐츠를 스마트폰ㆍPCㆍ스마트TVㆍ태블릿PCㆍ자동차 등 다양한 디지털 정보
기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 차세대 컴퓨팅ㆍ네트워크 서비스
34) 동일한 콘텐츠를 여러 매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소스멀티유즈(OSMU)'와, 같은 콘텐츠
라도 매체 특성에 맞게 제공해주는 '어댑티브 소스 멀티 디바이스(ASMD)' 기능을 갖춘
기반 시스템
35) NPS(Network Production System) :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편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동시에 창의적인 생산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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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매체 다채널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다기능 디지털워크플로우 구현을 통해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비
하는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크로스 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완제품
상태의 콘텐츠 뿐 아니라 소재 촬영 원본 이미지 텍스트 등 와 반제품 코너 또는 꼭지 프로그램
클린 비디오 등 까지를 여러 제작 시스템 간에 공유하는 것으로 하나의 서비스만이 목적이
아닌 멀티윈도우용 콘텐츠를 생산하고 서비스별 반복적인 제작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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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 리소스와 인프라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스크린에 대한 대응을

극대화 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기반 제작 시스템
는

년부터

년까지

제작 프로그램의
하고 있으며
의 경우

가량이

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억 원을 들여 단계의

전환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환을 추진

도 이를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다
기반으로 내구연한이 기존 방송 장비보다 짧아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아직 대부분 외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국산 장비로는
스토리지가 일부 생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외산 장비 구매 비용의

전자의

정도가 서버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매년 소요되는 고정비용 이므로 국내 업체의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 및 시장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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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사 국산장비 이용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선사업자 주요 유료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방송장비 투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방송장비 투자액이
증가하고 국산화율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지상파

방송 사 장비 투자는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시설교체 등으로 인해
원에서

년

에서

년

대비

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국산장비 투자액도

년

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상파방송사의 국산장비 투자율은
로

년

년

억
억원

년 투자액

와 비교할 때 국산 방송장비 도입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30> 지상파 방송사 방송장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년

년

년

년

전체 투자액
국산 투자액
국산 비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방송장비 투자 현황

<표 2－31> 종합편성사업자 및 주요 MSO/위성방송사 방송장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전체투자액

국산 투자액

종합편성 채널
위성방송사
주 괄호 안은 셋톱박스를 제외했을 때의 실적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방송장비 투자 현황
36)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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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비율

<표 2－32> 방송사의 ‘12년 방송장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제작장비

편집장비

송출 송신
장비

수신 기타
장비

합 계

지상파
종편
위성
합 계
주 수신 기타 장비에
포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방송장비 투자 현황

제작장비의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종합편성사업자의 경우

년 국산장비 구매율이

로 나타난 반면 송출 수신 장비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송사는

년 국산장비 구매율이

였으며

위성방송 등의 유료

를 제외할 경우 국산장비의 투자율은

로 나타났다

그리고

년 전체 방송사의 장비 투자계획과 관련해서는 제작 편집장비 카메라 비디오

서버 편집기 등 에
억 원 수신장비

억 원 송출 송신장비 인코더 변조기 마이크로웨이브 전송기기 등 에
등에

억원등약

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2－31] 매체별 국산 방송장비 금액 비율

자료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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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별 보유하고 있는 방송장비를 기준으로 국산장비가 차지하는 금액의 비율은 약
이며 송출장비

송 수신장비

제작장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단의 핵심장비에 속하는 카메라 및 편집기 등의 장비가 상대적으로 고도의 기술성을
요구하는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국산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송출장비 분야는 중
계기 등의 품목이 상당수 국산화가 진행된 이유로 판단된다 또한 매체별 국산장비 금액 비
율은

종합편성사업자

지상파

사업자들은 제작장비 보유 비율이 낮은 반면
일수록 국산장비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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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및

와 같이 제작장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자

<표 2－33> 국산 방송장비 금액 비율
(단위 : 천만 원, %)

자료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또한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최근
사한 결과 종합편성사업자
이는

년

년간 구매한 신규 방송장비 중 국산장비의 비율을 조

지상파방송사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 출범한 종합편성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신규 시스템 구성에 있어 국산장

비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독립제작사들은 제작장비의 비중이 높아
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상파의 송출 부문이
으며 독립제작사의 제작부문이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

로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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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조한 것

[그림 2－32] 품목별 국산 방송장비 금액 비율

주
자료

미만 품목 제외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2－33] 주로 구매하는 방송장비 품목의 제조사

주
자료

미만 품목 제외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방송사에서

주로

구매하는

방송장비의

서버

품목은

문자발생기

속해 있으며 해당 품목의 제조사로는

카메라

스위처

등으로 대부분이 제작장비에

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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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들이 주요 업체로 나타

났는데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방송장비 구매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4] 주로 구매하는 국산 방송장비 품목

주
자료

미만 품목 제외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편 방송사에서 주로 구매하는 국산 방송장비 품목으로는 모니터
모니터
비주얼 리서치

모듈러
캐스트이즈

로 나타났으며 해당 제조업체로
컴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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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조사되었다

문자발생기

[그림 2－35] 주로 구매하는 국산 방송장비 품목의 제조사

주
자료

미만 품목 제외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2－36] 추천 국산 방송장비 품목

주
자료

미만 품목 제외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또한 방송사에서 사용한 국산장비 품목 중 추천하는 품목은 문자발생기
모니터
캐스트 이즈

모듈러

순이며 해당 제조업체로

비주얼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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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컴픽스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7] 추천 국산 방송장비 품목의 제조사

주
자료

미만 품목 제외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2－38] 경쟁력을 보유한 국산 방송장비 품목

주
자료

미만 품목 제외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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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경쟁력을 보유한 국산 방송장비 품목의 제조사

주
자료

미만 품목 제외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또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산 방송장비 품목 중 경쟁력이 있다고 조사된 품목은 모니터
문자발생기
리서치

모니터

이며 해당 제조업체로

캐스트 이즈

가 조사되었다

[그림 2－40] 국산 방송장비 구매 시 우려하는 점

주 복수응담
자료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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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

방송사에서 국산 방송장비를 구매 고려시 우려하는 점으로는 업체의 불안정성 폐업에
대한 우려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국내 방송장비 제조사의 생태계가 구매자들로 하여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기존
방송장비 시스템 구성이 대부분 외산제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규 장비 구매시 기존
외산 제품과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들로 파악되었다
또한 방송장비 구매를 위한 방송장비 업체 선정 시 미치는 영향력으로 장비 수요부서의
선호방향

총괄 또는 기획부서의 구매방향 이외의 입찰 조건

등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때 국산장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국산장비 이용 권고 등을 개별 방송사
측에서 이행하고자 총괄 또는 기획부서의 구매 방향에 반영될 수 있으나 장비 수요부서의
선호도가 낮다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방송사들의

가 국산 방송장비

구매를 높이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산장비 구입을 위한 노력
대비 구매실적 또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발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1] 방송장비 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자료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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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국산장비 구매를 높이기 위한 노력

자료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2－43] 국산장비 구매 노력대비 구매 실적

자료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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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국산 방송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

자료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따라서 향후 국산 방송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산 장비의 성능개선
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세제 또는 개발비 지원의 정부지원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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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

이 필요할 것으로

국내 비방송사 국산장비 이용 현황
비방송사가 소비하는 방송장비의 규모는 국내시장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실태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방송사 시장의 방송장비
수급 실태 이용현황 및 애로 사항 등의 조사를 통해 국산 장비의 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
해볼 필요가 있다
비방송사 또한 디지털방송의 전환에 대해
교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가 인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방송장비로

나타났다 고려사항으로는 제품의 기능 및 성능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로

이 뒤를 이었다 이는 북미

방송사들의 고려사항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가격 또는 인지도보다는 제품의 기능과 성능 이
구매자로 하여금 가장 큰 매력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2－44] 비방송사의 방송장비 구매 시 고려사항

주 복수응답 기준 전체 합을
로 변환
자료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에 따른 구매 예상 이용으로

년에 약

등에서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구매가

억 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단체

년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종교단체를

제외한 다른 기관의 평균 소요 비용은 연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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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송장비의 국산비율 금액기준 의 경우는 조명장비 및 기타
음향장비

영상장비

순으로 나타나며 비방송사의 경우 또한 외산

장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보유중인 국산 방송장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로 조사되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5> 비방송사의 방송장비 예상 구매 비용
(단위 : 백만 원)

자료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또한 전체적인 방송장비 구매 및 이용 시 나타나는 애로사항으로 방송장비의 가격 편차가
심하고 투명하지 않음

제품에 대한 최신정보 부족

및

어려움이 큼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비방송사들이 방송 시스템을 구매할 경우 방송장비 제조사와의
직접 접촉 보다는

업체를 통한 전체 시스템 일괄 구축에서 오는 애로사항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국산 방송장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사들은 무엇보다 제품의 성능 개선
에 노력해야 하며 장비의 호환성 개선
서비스 마인드

선진기술에 대한 벤치마킹 기술력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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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비방송사의 방송장비 구매 및 이용 시 애로사항

자료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표 2－37> 비방송사의 방송장비 제조사 건의사항

자료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방송장비
지원

전문 인력 양성지원

투자지원

제품 및 기술의 표준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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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내 지상파 방송사 유휴 아날로그 방송장비 보유 실태 조사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년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에서 발생하는 유휴 아날로그
방송장비를 활용하여 향후 국내 방송장비 시장 확대를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 등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나 조사대상
국내 전국 지상파 방송사

개사 민영방송사 포함

다 조사기간
목

금

주간

라 조사방법
설문 작성 후 자사 공문을 포함한

또는 우편 회신

마 설문내용
유휴장비 활용 계획 활용 장비 보유 실태 국 내외 지원 사례 및 유휴 장비 세부 품목
등으로

개 문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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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그림 2－45] 방송사별 유휴 아날로그 방송장비 활용 계획

대부분의 방송사는 유휴 아날로그 방송장비 활용 계획으로 사내 규정에 따른 매각 을
계획하고 있으나 핵심 방송장비는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의견으로 아날로그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조건부 매각 폐기 처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6] 사용 가능한 유휴 아날로그장비 보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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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개사에서 아날로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유휴 장비의 사용은 국내 디지털

방송 전환 이후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7] 아날로그 장비 무상 지원 가능 여부

아날로그 방송장비를 보유한
상당수가 노후화된 장비이며

개사 중

개사에서 향후 무상 지원의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개사는 디지털방송 전환 이전까지 최대 활용을 위해 무상지

원의 의사가 없을 밝히며 정부측에서 구입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방송사들은 송신장비

개사 제작장비 개사 송출장비 개사 순으로 무상지원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송신장비 송 중계기 의 경우 고액의 철거 비용으로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재활용을 위해서는 기존 철거비용의

배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날로그 방송 장비 철거 송신소 개소 중계소 개소 를 위해 약 천 백만 원이 소요
되었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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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무상지원 가능 방송장비 품목 (복수응담)

제작장비의 경우

및 모니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요장비 카메라 등 의 경우 사용

연식이 오래된 구형 모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2－49] 유휴 아날로그 장비 무상지원 가능 품목수 비교

유휴 아날로그 장비 품목은 총
있으며 무상 지원 가능 품목은 총

품목으로 제작장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품목으로 조사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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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 해당하는 제작

장비는 상대적으로 많은 주변부품들로 이루어져 높은 수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유 장비의 모델 및 제조년도는 파악이 가능하나 잔존가 및 예상처리비용은 장비의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단순한 파악이 어려움으로 향후 관련 전문가의 검수를 통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50] 주요 무상지원 가능 세부 품목 비교

무상 지원이 가능한 주요 장비로는 모니터

송신기 중계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품목의 모니터 품목은 대부분 노후화 되어 재사용이 어려운

형태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송신기의 경우 고액의 철거비용으로 인해 방송사들 또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남 중계기의 경우에는 국산 장비가 존재하므로 해외지원이
가능한 유력한 품목으로 볼 수 있으나 대부분 노후화되어 세부 수리비용 파악 후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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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유휴장비 국·내외 지원 사례

국내 지원의 경우는 인터넷 방송 및 교내 방송 등을 위한 지원으로 학교 홍보 광고 협찬
등의 업무적 협조를 위해

체결 이후 후속조치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었다

- 93 -

<표 2－38> 방송장비 국내‧외 지원 사례
번호

년도

지원 대상
캄보디아
안동
영상 미디어센터

지원내용
아날로그 중계차 식
방송 기자재 일부

광주
호남대학교
대구
에디슨 박물관
캄보디아
압사라

등
카메라
소형

중국
연길

카메라 대

부산
동서 대학교

중계차 식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중계차 식

대구
한의 대학교
키르기즈스탄

등
조명기기

카메라
카메라 대 캠코더 대
등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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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디오믹서 식

시사점
년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아날로그 디지털 방송의 동시 송출로 인해 방송사들은 일부
아날로그 방송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수 방송사에서 아날로그 장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대부분 무상지원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
었으며 향후 사용이 가능한 아날로그 장비들은 자체적으로 최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현재 국내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방송사는 향후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으므로

년 전환 완료 후

급 완전 전환에 따라 발생되는

급 장비와 함께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방송사 대부분 과거 국내 아날로그방송 종료 일정에 따라

급 장비 교체 후 현재

급으로 전환 중이며 핵심 아날로그 장비는 대부분 지역 비방송사 교회 아파트 학교
기업 등 를 대상으로 매각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사용이 가능한 유휴 아날로그 장비
들은 철거가 어려운 송출 송신장비 및 고가의 수리가 필요한 기타 장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장비 들은

년대부터 사용되어 대부분 노후화 되어 고액의 수리비용이 예상되므로

향후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도 논의 중으로 조사 되었고 현재 무상지원이 가능한
장비들은 대부분 고액의 철거비 또는 수리비가 발생되는 장비들로 사용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장비들도 존재했다
정부주도하에 시행된 디지털방송 전환임에 따라 방송사는 향후 아날로그 및
장비 처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기대했으며 향후 활용 가능한 아날로그 및

급 유휴

급 장비의 무상

지원은 해당 방송사에 대한 금전적 제도적 보상 등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활용을 위해 방송사에 대한 무상지원 요청을 통한 장비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상태가 양호한 아날로그 및

급 유휴 장비들의 무상지원

활용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방송사들의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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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세계 방송콘텐츠 산업 동향
현재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제조업에서 서비스경제로 정보와 지식에서 창의성과 감성
중심의 창조경제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중심을 차지하는 콘텐츠 산업은 전통
적으로 기본적 삶의 조건이 충족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특성이 있으며 단순한
경제 사회적 가치 이상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년 창조산업 전략보고서 에서 창조산업 육성을 국가 과제로 채택한 이래

창조산업을 국내총생산

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로 성장시켰다 영국

창조산업육성전략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 영향을 주었고 새로운 영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창조산업은 전통적으로 문화산업 디자인산업 그린테크놀로지산업 관광산업 패션산업
등을 포함하지만 최근 감성과 창의력 상상력 느낌과 같은 영역을 산업화 소재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신창조 산업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정부도
힘을 쏟고 있으며
선정

대 신성장동력 선정

년대부터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육성에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

미래 대 먹거리산업

등 국가 주요 아젠다로 선정하고 육성하고 있다

37)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를 중심으로 창
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998년과 2001년 창조산업 전략보고서(The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를 통해 이를 공론화하기 시작
38) 2009. 5. 정부합동
39) 2010. 5. 문화부
40) 2011. 1. 미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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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리스크 산재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에도 불구하고

년 추정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조 원으로

년

조 원 대비

조원

증가하였다 방송콘텐츠 수출에 있어서도 급격한 감소 없이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년 수출액은 수입액 대비

억

만 달러 많은

억

억 달러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류의 지속에 다른 문화 콘텐츠 산업의 수요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이제

등으로 영역 확대와 더불어 유럽 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류는 연관 산업에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현실이다
<표 3－1>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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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백서

<표 3－2> 세계 콘텐츠 시장 부문별 규모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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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문화강국으로서의 오랜 문화전통 역동적인 국민정서와 풍부한 인적 자원 높은
교육열 등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확산을 위한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예술과 기술이 접목된 감성

적이고 창의적인 차세대콘텐츠 산업으로 연결 될 수 있다 모바일 앱 소셜네트워킹

인

출판 등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작과 창업을 통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년
층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도 다양하게 창출 할 수 있는 것이다
<표 3－3> 세계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콘텐츠산업백서, 2012. 9.

년 세계 방송시장 규모는

억

만 달러였으며 전년 대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시장은 크게

의 성장률을

와 라디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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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며 나머지

가량을 라디오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방송시장은 수신료 수익 유료서비스 이용료 과 광고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방송시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 위성 케이블 등 유료 방송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방송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방송시장에서

년

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신료시장 규모는
광고는

천

억 달러로 전체

만 달러로 전체 시장의

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라디오 시장이다 향후 시장 전망에서는
광고시장이 비슷한 성장 속도가 예상되며 라디오 방송 분야는

수신료 시장과

시장보다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수신료시장은 지난 년 동안 한 차례의 시장 하락도 없이 연평균
세를 유지해 왔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로 세계 산업이 타격을 입었던
성장률을 보였다

모바일

년도에도

의

수신료시장은 향후 지난 년과 비슷한 성장 속도로 꾸준하게 시장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억

의 꾸준한 성장

년까지 평균

의 성장속도를 기록하며

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료 분야별로는 동영상서비스

와

분야의 성장이 예상된다

년 세계

광고시장 매출 규모는 전년대비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전망에서는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며

년까지 연평균
년과

시장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의 성장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억
억

만
만 달러

년에는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되므로
광고시장에서는 온라인

와 모바일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유료채널 광고도 비교적 높은 성장률이 전망된다
라디오 방송시장은 권역마다 시장 구성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미권은 라디오 방송사
네트워크 광고 수익 그리고 위성 방송 가입 수수료 항목이 추가되며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광고시장도 포함된다

권역과 아시아권은 공영 라디오 라이선스

41)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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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 라디오 방송 분야에 포함된다 라디오 방송시장은
했으며 전년 대비
보이다가

년부터

성장했다 라디오 방송시장은

년

억

만 달러를 기록

년부터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년까지 년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년부터

년까지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디오 방송시장에서는 공영방송시장이 극심한 정체를 보이는 반면 위성
방송은

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으며 광고시장은 전체 라디오 방송시장 성장률과

비슷한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년 세계 방송시장의 권역별 규모는 북미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억

만 달러

특히 중남미권이
예상되며 북미권은

중남미권
년까지 연평균

억

권역이
억

만 달러로 전체의
억

만 달러
성장하여

만 달러

로
아시아권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억

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의 낮은 성장률이 전망된다

<표 3－4> 세계 콘텐츠 시장 권역별·부문별 규모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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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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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 현황
전체 수출입 현황
년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수출은 총 만
달러로 집계 되었고 수입의 경우 만

편 억

편

억

만 천 달러로 집계 되었다

만 천
년도와

비교 를 하면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지상파 방
송사들과 케이블 방송사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전년대비 케이블 및 독립제작사의
수출금액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 ‘10년, 11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비교
(단위 : 천 달러)

이는 지난

년 동안 프로그램 자체 제작을 통해 퀼리티를 높였던 케이블 채널들이 기존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의 드라마 제작과 예능 및 음악 프로그램의
제작에 힘을 쏟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의 열풍과 함께 아이돌이 중심이 되는

케이블의 예능 및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수입에 있어서도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 수입이 줄어든 반면 케이블의 프로그램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42)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2011. 11.)의 지표와 비교한 것으로
분석 표본의 차이가 있어 절대적 비교는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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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2011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년 이후 방송콘텐츠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년부터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의 성장률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까지 방송콘텐츠의 수출은
를 기록하며 평균

년 이후부터는 잠시 둔화된 성장세를 보이다가

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입의 경우는 국 내외 경제상황 여건과 새로운 플랫폼의 출현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교차하여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방송콘텐츠 해외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해외 수출 권역 또한 중동 및 아랍권 중남미권 동유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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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 수출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전체 수출의
채널이

만 천 달러

인 억

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케이블

배급사 및 독립제작사가

만 천 달러

를 기록하였다

[그림 3－1] 2011년 방송콘텐츠 매체별 수출 비중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 수출이 억
차지하였으며 지상파의 타임 블록 판매는
나타났으며 그 뒤를 비디오 및
만 천 달러
보다 감소한

포맷 판매가
편

만 천 달러로 전체 수출 규모의
만 천 달러로 전체의

판매가
만 천 달러

만 천 달러 전체 대비

만 천 달러

를

를 차지한 것으로
해외 교포 지원이

로 집계 되었다 포맷 판매는 지난해
를 기록한 반면 현지 채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진출 전략인 타임 블록 판매에 대한 시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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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은 전체 수출의

인

만 천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방송 프로

그램의 수출로 집계되었다 배급사 및 독립제작사의 수출 총액은
이 중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이

만 천 달러

만 천 달러

인데

로 확인되었다

나 수입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전체 수입의
만 천 달러

인

만 천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케이블이 억

배급사 및 독립제작사가

만 천 달러

를 기록하였다

[그림 3－2] 2011년 방송콘텐츠 매체별 수입 비중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년 방송콘텐츠의 수입에서 나타난 특징은 지상파 채널의 프로그램 수입은 줄어든 반면
케이블 제작사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년 새로 출범한 종합

편성사업자들이 출범 초기 자체 프로그램 제작의 어려움으로 해외 프로그램의 수입에 의존
했다는 점과 케이블 채널이 자체 제작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수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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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별 현황
가 장르별 수출 현황
방송 프로그램과 일부

비디오 판매분 및 포맷 판매를 제외한 장르별 프로그램의

년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억
전체의
달러로

를 차지한 억

만 천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드라마가

만 천 달러 그 뒤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오락프로그램이

만 천 달러로

만 천

를 차지했다

드라마가 수출비중의 절대 우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및 독립
제작사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상파의 경우 드라마에 이어 다큐
멘터리가 전체 비중의

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 반면 케이블 및 독립제작사의

경우에는 오락 프로그램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에 달할 정도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3－7> 2011년 방송콘텐츠 장르별 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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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11년 방송콘텐츠 장르별 수출 비중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수출액 중 드라마 장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

될 정도로 드라마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케이블 및 독립제작사의 경우에는
전체 프로그램 수출액 중 드라마가

오락 프로그램이

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3－8> 방송콘텐츠 장르별 수출 추이
(단위 : 천 달러)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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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방송콘텐츠 장르별 수출 비중 (’08 ~ ’11)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드라마의 경우 수출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년에는 다큐멘터리의

수출이 지난해에 이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신규 프로그램 제작 미비 등으로 인해 수출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오락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다 그리고

열풍에 따른 음악

프로그램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나 장르별 수입 현황
년도는 전체 수입액 억

만 달러 중 영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그 뒤를 드라마가
만 천 달러

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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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천 달러
만 천 달러

를 차지하여
다큐멘터리가

<표 3－9> 2011년 방송콘텐츠 장르별 수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수입액 중에는 다큐멘터리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뒤를 이어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그림 3－5] 2011년 방송콘텐츠 장르별 수입 비중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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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은
순이었다

케이블 및 독립제작사의 경우 전체 장르 중 영화의 수입 비중이
뒤를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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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고 그

순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 현황
가 국가별 수출 현황
국가별 수출을 분석하면 여전히 일본과 대만 중국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체 방송 콘텐츠 수출 중

를 일본에

그 뒤를 이어 싱가포르와 홍콩이

와

를 대만에

를 중국에 수출하였고

의 비중을 기록했다

아시아를 제외하고는 미국과 유럽 중동 중남미 지역 등으로 국내 콘텐츠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금씩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6] 2011년 방송콘텐츠 국가별 수출 비중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아시아는 일본과 중국 대만을 제외하면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의 경우 전체 수출액 중
지역은

중동 지역이

유럽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규 시장의 확보 측면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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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중국 및 대만 등 국내 방송콘텐츠를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의 경우 드라마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차츰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 열풍에 힘입어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스러운 해외 시청자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은 단지 수입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기 보다는

등을 통한 다양한

경로로 국내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를 하고 있었다
가 국가별 수입 현황
[그림 3－7] 2011년 방송콘텐츠 국가별 수입 비중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이
일본과 유럽이 각각

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으며 그 뒤를 영국이

로 나타났다 방송콘텐츠의 수출이 일본을 비롯한 중국 대만에

이르는 아시아 국에 대한 집중 현상이 높았다면 수입은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 지역에

- 113 -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영국이

유럽이

로 미국 영국 및 유럽에서 고른 수입을 하고

있었으며 케이블 및 독립제작사의 경우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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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표 3－10> 2011년 방송콘텐츠 국가별 수출 총괄표
(단위 : 천 달러)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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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2011년 방송콘텐츠 국가별 수입 총괄표
(단위 : 천 달러)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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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방송콘텐츠 시장 종합 분석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 수출의 증가세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방송콘텐츠의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접어들며

년에 시작된 유럽발 금융위기는

년을

전체로 확산되었고 전 세계 방송콘텐츠 거래가 더욱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다
이와 같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방송콘텐츠 유통 마켓의 위축과 함께 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나는 자국 방송콘텐츠 생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자국
드라마 제작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해외시장에서의 한국 방송콘텐츠 판매 가격
상승이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더 이상 상승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요지역인 아시아 시장에서의 지리적 확대는 일정정도 한계에 이른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확대를 위해 중동 아랍지역 중남미 지역

지역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의 한류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던 좋은 방송 콘텐츠를 기획 제작
하는 것이 원론적이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방법으로 양질의 콘텐츠는 아무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세계 시장을 관통하는 킬러 콘텐츠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한류
확산의 관건은 프로그램의 경쟁력으로
대장금

년도 수출의 성과가 미비한 이유는 겨울연가

꽃보다 남자 등과 같은 대작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므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방송콘텐츠 수입 규제 강화 및
자국 방송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와 지속적인 공동제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현재는 큰 수익을 담보하지 않지만 온라인 유통과 같은 뉴미디어 사업으로의
확장을 통한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117 -

제 절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패키지 모델 적용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방송사의 디지털방송 전환 및 방송콘텐츠
분야 현지 현황 및 협력 의향 파악
나 조사대상
년 디지털방송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방송 전환 분야의 향후 협력 의지가

있으며 방송콘텐츠 분야 교류 협력 중인 개발도상국

개국

<표 4－1> 현지의향 조사 대상국
구분

국가

기타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유럽

마케도니아 터키

중남미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브라질

아프리카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합계

주 설문조사 후 부실회신 및 미응답 국가를 제외한 유의미한 회신을 해온 총
결과 종합

44) RAPA, 방송 디지털 전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개도국 동향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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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의 조사

다 조사기간
월

금

주간

라 조사방법
자동 설문 방법을 통한 인터넷 조사 회신 대표메일주소
마 설문내용
<표 4－2> 설문 내용
구분
상대국 정부 대상
문항

상대국 방송사 대상
문항

내용
디지털방송 전환 정책 일반 현황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현황
방송 송신 현황 및 방송 프로그램 규제 현황
관련분야 담당자 및 향후 협력 의지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 일반 현황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현황
디지털 방송장비 관련 세부 사항
방송콘텐츠 수급관련 일반 현황
한국 방송콘텐츠 현지 동향 및 세부 현황
관련분야 담당자 및 향후 협력 의지

45) 부록 2, 정부측 설문지 (한/영)
46) 부록 3, 방송사측 설문지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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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몽골
몽골은

년 월

일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정책 수립이 완료

되었으며 통신규제위원회

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방송의 표준은 유럽방식인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 중이며

다채널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별 순차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의

미만이 확보된 상태로 조사되었다

이상 아날로그

가 보급

되었으며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가격 및 주요제조사는 다음과 같다

<표 4－3> 몽골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정보
구분

금액

주요제조사
없음

디지털컨버터
디지털

없음

기준

다수

지상파 케이블 위성을 포함해 운영 중인

채널은 없으며 유료채널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관련 법령에 의거 해외 프로그램 편성 제한이 있으며 공식적인 한국 교민
채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류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현지의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 점 점 수준이며 현지에서 개최되는 방송콘텐츠 관련 전시회 또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우리나라와 디지털방송 및 방송콘텐츠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점 점 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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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몽골 분야별 설문 응답자
디지털방송 전환
기관명

부서명

방송콘텐츠
기관명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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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전국

의 커버리지를 보유한 유일의 국영방송사

월부터 수도 타슈켄트와 부하라 등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년

국가 최초로 디지털 시범

방송을 실시했으며

에서 실시 중인

나타났다 타슈켄트 지역에는

년 설치된 디지털방송 송신기를 포함해 총 대의 디지털

송신기를 보유한 것으로 밝혔다

채널

는 현재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년 사마르칸트 지역에는 독일기업

의

지원으로 디지털방송 송신기가 설치되었으며 향후 아래와 같은 방송장비 지원 요청을
밝혔다
<표 4－5> 우즈베키스탄 요청 방송장비 리스트
제조사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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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방송콘텐츠를 수입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자국어
또는 러시아어로 제작되고 있으며 자체 제작 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 관련해 싸이 소녀시대 빅뱅 등의 연예인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4－6> 우즈베키스탄 분야별 설문 응답자
디지털방송 전환
기관명

부서명

기관명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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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년부터 디지털방송 전환을 시작하여

년 월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

료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정책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교통통신부
의 정보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유럽방식인

에서 관련

이상 아날로그

가 보급되어 있는 현재 디지털방송의 표준은

방식을 채택하여 전환을 진행 중이며

다채널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별

순차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개최되는 방송장비 관련 전시회는 없으며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한

컨버터는

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지상파 케이블 위성을 포함해 약 개의

채널을 운영 중이며 다수의 유료채널을

보유하고 있었다 방송관련 법령에 의거 해외 프로그램 편성 제한은

며 공식적인 한국

교민 채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류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현지의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는 좋은 점 점 편이며 현지에서 개최되는 방송콘텐츠 관련 전시회는
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와 디지털방송 및 방송콘텐츠 분야의 협력에 대해
큰 관심은 없는 점 점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 순차전환 및 저소득층 지원 방법에 대해
서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방송 콘텐츠 분야에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드라마를 수입해 오고 있으며 꽃보다
남자

풀하우스 등을 방영 하였으며 싸이 비 이민호 등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7> 카자흐스탄 분야별 설문 응답자
디지털방송 전환
기관명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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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아시아
라오스
라오스는

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정책 수립 중이며

문화광광정보부

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디지털방송의 표준은 중국방식인

방식을 채택하여

중심의 정책으로 전국 일괄전환 목표로 하고 있다

아날로그

다채널

가 보급되었으며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가격 및 주요제조사는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 기기의 시장 보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4－8> 라오스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정보
구분
디지털

금액

주요제조사

기준

지상파 케이블 위성을 포함해

채널은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한류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현지의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점 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와 디지털방송 및 방송콘텐츠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점 점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라오스 정부의 디지털방송 전환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될 계획으로 표준 또한
를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시점이며 향후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해 우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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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라오스 분야별 설문 응답자
디지털방송 전환
기관명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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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년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정책 수립이 완료

되었으며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
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식을 채택하여

다채널 중심의 정책으로 전국 일괄전환 목표로 하고 있었다

또한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의
이상 아날로그

디지털방송의 표준은 유럽방식인
이상이 확보된 상태로 조사되었다

가 보급되었으며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가격 및 주요제조사는

다음과 같다 또한 디지털방송 장비관련 전시회는 매년

월에 개최되는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0> 말레이시아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정보
구분

금액

주요제조사
및

디지털

기준

사업자가 제공

소니 삼성 파나소닉

지상파 케이블 위성을 포함해 약

개의

채널을 운영 중이며

채널을 보유하고 있었다 방송관련 법령에 의거 해외 프로그램 편성 제한은

개 이상의 유료
며 공식적인

한국 교민 채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류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현지의 한국 방송
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 점 점 수준이며 현지에서 개최되는 방송콘텐츠 관련
전시회는

이

년 개최 예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와 디지털

방송 및 방송콘텐츠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점 점 인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성공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을 축하하며 향후 발전적인 협의를 통해 양국의 협력이
진행되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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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말레이시아 분야별 설문 응답자
디지털방송 전환
기관명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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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은

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정책 수립이 완료

되었으며 정보통신부

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디지털방송의 표준은 유럽방식인

방식을 채택하여

다채널

중심의 정책으로 전국 일괄전환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은 전체의

미만 정도가 확보된 상태로 재원확보 미비로 디지털방송 전환일자가

늦춰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 아날로그

가 보급되었으며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가격 및 주요제조사는 다음과 같다

<표 4－12> 베트남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정보
구분

금액

주요제조사
방송사에서 패키지 형태로 제공
방송사에서 패키지 형태로 제공

디지털방송 수신 안테나
디지털

기준

소니 삼성

지상파 케이블 위성을 포함해 개의

채널을 운영 중이며 약

개의 유료채널을 보유

하고 있었다 방송관련 법령에 의거 해외 프로그램 편성 제한은 없으며 공식적인 한국 교민
채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류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현지의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 점 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와 디지털방송 및 방송콘텐츠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보통 점 점 의 의사를 밝혔다
<표 4－13> 베트남 분야별 설문 응답자
디지털방송 전환
기관명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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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브루나이는 디지털방송 전환 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기본 정책 수립 중으로
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디지털방송의 표준 역시 결정
되지 않은 상태로 관련 정책 논의는 되고 있으나 진행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아날로그

가 보급되었으며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가격 및 주요제조사는 다음과

같다

<표 4－14> 브루나이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정보
구분

금액

주요제조사

디지털방송 수신 안테나
디지털

기준

삼성

지상파 케이블 위성을 포함해 단 개의

필립스 소니 파나소닉

채널을 운영 중이며 유료채널 또한 보유하고

있었다 방송관련 법령에 의거 해외 프로그램 편성 제한이 없으며 공식적인 한국 교민 채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류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현지의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한 인지
도는 좋은 점 점 편이며 현지에서 개최되는 방송콘텐츠 관련 전시회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와 디지털방송 및 방송콘텐츠 분야의 협력을 매우 긍정적 점 점
으로 나타내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표 4－15> 브루나이 디지털방송 담당자 정보
디지털방송 전환
기관명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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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수립이

년 월

완료되었으며

일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정책

통신정보기술부
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디지털방송의 표준은 유럽방식인
다채널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별 순차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식을 채택하여

또한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의 약

가량만이 확보된 상태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밝혔다

가 보급되었으며 디지털방송 수신

정도 아날로그

기기의 가격 및 주요제조사는 다음과 같다

<표 4－16> 인도네시아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정보
구분
디지털

금액
기준

주요제조사
샤프 파나소닉 삼성

의 개 채널만이

채널로 운영 중이며

방송관련 법령에 의거 해외 프로그램 편성 제한은

개의 유료채널을 보유하고 있었다
며 공식적인 한국 교민 채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류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현지의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 점 점 수준이며 현지에서 개최되는 방송콘텐츠 관련 전시회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향후 우리나라와 디지털방송 및 방송콘텐츠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보통 점 점 의
수준으로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년 디지털방송 전환을 시작하고

지역을 선정 하였으며 향후

등 개의 시범서비스

년까지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을 동시 송출할 계획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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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인도네시아 분야별 설문 응답자
디지털방송 전환
기관명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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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캄보디아는

년

월

일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정책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공보부

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디지털방송의 표준은 유럽방식인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별 순차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 아날로그

고화질 중심의 정책으로
가 보급되었으며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가격 및 주요제조사는 다음과 같다

<표 4－18> 캄보디아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정보
구분

금액

주요제조사
현대 디지털 테크놀로지 유럽 제조사

디지털컨버터
디지털

기준

삼성 소니 파나소닉

지상파 개 케이블 개 에서 개 채널의

방송을 운영 중이며 지상파 개 케이블

개 위성 개 의 유료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방송관련 법령에 의거 해외 프로그램 편성
제한은

며 공식적인 한국 교민 채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류의 영향과 관련

해서는 현지의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는 좋은 편이며 점 점 현지에서 개최되는
방송콘텐츠 관련 전시회 또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와 디지털방송 및 방송
콘텐츠 분야의 협력을 매우 긍정적 점 점 으로 나타내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캄보디아 정부는 디지털방송 전환과 관련한 예산 확보 및 수립을 하지 못한 상황
이며 정책관련 수립을 위해

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캄보디아

에서는 디지털방송 수신 안테나 및

컨버터는 보다는 주로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캄보디아의 전국

이상의 커버리지를 보유한 국영방송사

는 현재

채널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개의 송신소와 개의 중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디지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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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전환에 필요한 소요 재원은

이상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방송 전환 분야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 점 점 인
반응을 보였으며 향후 제작 편집 송신 장비 순으로 관련분야 방송장비 지원 요청을 밝혔다
디지털방송 전환을 담당하는 전속부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캄보디아 분야별 설문 응답자
디지털방송 전환
기관명

부서명
방송콘텐츠

기관명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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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태국의 전국

이상의 커버리지를 보유한 민영방송사

운영을 위해 준비 단계를 마친 것으로 밝혔다 전체

는 현재

채널

개소의 송신소를 운용하고 있고

이상이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되었으며 제작 송출 시스템 또한

이상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을 위한 정부의 별도 지원은 없었으며 디지털방송 전환
분야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 점 점 인 반응을 보였다 향후 송신 분야의 방송장비 지원
요청을 밝혔으며 정부의 계획이 확정된다면 즉시 디지털 방송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주로 북미 유럽 아시아 등지의 방송콘텐츠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경로는 직접
구매를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다 수입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로

편 미만으로 제작된 단편을

선호했으며 구입 형태로는 방송권 전송권 및 복제 배포권 등의 모든 권리를 구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해외 방송콘텐츠 방영시 더빙된 콘텐츠 방영을 선호하며 국내외 콘텐츠
관련 전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참가하는 전시회는
등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한국
드라마를 수입해 방영한 경험이 있으며 구매 가격은 매우 비싼 수준 점 점 으로 방영 후
보통 점 점 의 시청률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청률이 높은 장르로는 드라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에서 인기를 끌었던 방송콘텐츠로는
등이 있다
향후 국내 방송콘텐츠 구매 의사가 있으며
동방신기 빅뱅

과 관련해 싸이 소녀시대 수퍼주니어

티아라 카라 미쓰에이 등의 연예인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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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태국 분야별 설문 응답자
디지털방송 전환
기관명

부서명
방송콘텐츠

기관명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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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유럽
터키
터키의 전국

이상의 커버리지를 보유한 국영방송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전체
방송 전환율은

는 현재

미만으로

개소의 송신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로 저조한 전환율을 보였다 전환에 필요한 소요 재원은

이상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방송 전환 분야의 협력에
대해 보통 점 점 의 의사를 밝히며 향후 협력시 송신 분야의 방송장비 지원 요청을 밝혔다
또한 주로 아시아권의 방송콘텐츠를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

의 콘텐츠를

주로 구매하고 수입 경로는 직접 구매를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다 수입하고 있는 프로그램
장르는 드라마 장르로 주로

편 규모의 중편을 선호했으며 구입 형태로는 방송권만

구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해외 방송콘텐츠 방영시 더빙된 콘텐츠 방영을 선호하며
국내외 콘텐츠 관련 전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참가하는
전시회는

이상 프랑스 깐느

헝가리 부다페스트

터키

이스탄불 등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한국 드라마를 수입해 방영한 경험이 있으며 구매 가격은 매우 적절한 수준 점 점
으로 방영 후 좋은 점 점 의 시청률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청률이 높은
장르는 드라마로 나타났다 현지에서 인기를 끌었던 방송콘텐츠로는 대장금 해신 동이
등이 있었다
향후 국내 방송콘텐츠 구매 의사가 있으며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과 관련한 인지도는 아직까지는 크지

년부터 한국 방송콘텐츠를 수입해 방영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진행 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의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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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을 함축한 방송콘텐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터키 분야별 설문 응답자
디지털방송 전환
기관명

부서명
방송콘텐츠

기관명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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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중남미
브라질
브라질은 디지털방송 전환 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기본 정책 수립 중으로
통신부

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디지털방송의

표준은 일본방식인

방식을 채택하여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 아날로그

고화질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별 순차전환을

가 보급되었으며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가격 및 주요

제조사는 다음과 같다 또한 현지에서 방송장비 관련 전시회로

이

매년 월 개최되고 있다

<표 4－22> 브라질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정보
구분

금액

주요제조사
주요 제조사는 없으며 현재 발굴 중

디지털컨버터

주요 제조사는 없으며 현재 발굴 중

디지털방송 수신 안테나
디지털

기준

지상파 케이블 위성을 포함해 약

삼성

개의

필립스 소니 파나소닉

채널을 운영 중이며

개 이상의 유료

채널을 보유하고 있었다 방송관련 법령에 의거 해외 프로그램 편성 제한이 있으며 공식
적인 한국 교민 채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류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현지의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는 거의 없는 점 점 편이며 현지에서 개최되는 방송콘텐츠
관련 전시회가 개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와 디지털방송 및 방송콘텐츠 분야의
협력을 매우 긍정적 점 점 으로 나타내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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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브라질 분야별 설문 응답자
디지털방송 전환
기관명

부서명
방송콘텐츠

기관명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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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패키지 적용 모델 분류
지역별 특성 분석 및 일반화를 통한 모델 도출
본 절에서는 디지털방송 전환 현황 조사를 통한 국내 외 방송장비 이용 행태와 국내 방송콘
텐츠 수출입 현황을 바탕으로 패키지 모델을 도출하였다

는 국가별 디지털방송 전환의 현

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의 그룹으로 분류 하고 있는데 이 분류법과 함께 방송 콘텐츠의
진출 현황을 추가하여 지역에 따른 특성 분석을 통해 일반화를 하였다
그룹

아날로그 방송 종료

국가

모리셔스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스위스 등

특징

케이블 및 위성 방송에 대한 의존율이 높음

그룹
국가

디지털 방송 시작 또는 시험 방송
유럽 북미 대부분의 국가 한국 호주 남아공 케냐 가나 등

특징
그룹

년 또는

년에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계획하고 있음

디지털 방송 일부 시작

국가

그룹

에 해당되지 않는 디지털방송 전환 후발국

특징

아날로그 방송

년 이후 종료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

가
독립국가연합

개국은

에 의거 모든 국가가 돌아오는

방송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한

년까지 디지털

개국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을 제외

개국은 이미 디지털방송 시범서비스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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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벨라루시 공화국

에서

정상들이 모여 개최된
는

에서

국장인 발레리 티모페예프

지역의 디지털방송 전환은 통신 혁명을 유도하고 풍부한 디지털 라이프를

위한 초석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모두 디지털방송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추진 방법 및 과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협약에 따라
디지털방송의 시청 커버리지를 확대하여

년

를 표준으로 채택하였으며 현재

년 종료 계획을 확고히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또한 수도인 키예프를 중심으로 개 대도시에 집중 전개하던 전환 사업을 지방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몽골에서는 기존 아날로그

사용자의 시청권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컨버터 구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제품 비교 분석 중이며 아울러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또한 검토 중인

의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장비 수요가 발생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 특성상 국산 방송장비의 시장진입이 이루어진

다면 향후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콘텐츠 분야의 측면에서 본다면

는 동유럽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조명을 받고 있는

신흥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방송콘텐츠 주요 수출국인 아시아권의 시장 확보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 따라 신규 시장발굴을 위한 진출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한 결과 현지의 한류 드라마의 인지도의 상승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다 기존에 방영되었던 주몽 대장금 꽃보다 남자 풀하우스 등의 사극 장르 및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인기를 통해 자리를 잡은 한국 방송콘텐츠는 최근

의 세계적인

열풍에 따라 싸이 소녀시대 빅뱅 비 등이 현지 젊은 층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이다 현재 시장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향후 파급력을 예상해 볼 때 충분한 신규시장으로
서의 역할이 가능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를 하였다

디지털방송 전환 분야 정부의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 수립이 완료 되어 관련 시장의 수요 발생 예상
방송콘텐츠 분야 시장규모 확대를 통한 향후 판매율 상승 예상
47) 현재는 DVB-T의 성능개선 표준인 DVB-T2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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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시아
아시아권에 속한 개발도상국

개국 가운데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을 확립한 국가는 개

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뿐으로 기타

개국

은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계획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가령 디지털
방송 전환이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디지털방송 전환은 상당한 정부 재원이 필요하므로
세부적인 시행을 위한 계획 마련을 못 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 이었다 아세안
은

년부터

개국

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정부의 계획과는

반대로 현지 담당자 및 방송사들은

년 이후로 비관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또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등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
현황을 분석을 통한 디지털방송 전환 로드맵 을 구축하는 컨설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만큼 아시아권역의 디지털방송 전환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며 중요한
방송시장의 수요처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아시아 지역의 소비
자들은 미디어 사용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고 멀티태스킹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디지털

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매체 융합이 가속화 된다면 디지털

방송 영역에서의 기회는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억 천 백만 가구의 디지털

년 아시아 지역은

가입자 현황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지털

보이고 있으며

년에 이르면 연평균

국가 총 가구의

가 디지털

보급률을

의 성장률로 억 천 백만 가구 즉 아시아 지역

를 보유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와의 협력의사 또한 대부분의 아시아권 국가들은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가

48)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약자로 동남아시아 지역
내의 무역거래 자유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결성되었으며,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속해 있음
49) ITU-D Study Groups에서 상대적으로 디지털방송 전환 능력이 부족한 아시아·태평양(몽
골,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및 아프리카(통가, 앙골라, 에티오피아, 말리) 지역권의 개
도국 8개국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 현황 분석을 통한 디지털방송 전환 로드
맵을 구축하는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나아가 개도국 지역별 워크숍을 통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세계 디지털방송 전환을 유도
50) RAPA, 방송 디지털 전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개도국 동향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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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응답하였다 주요사항으로는

지원 관련 정책 및 경험 교류 기술적 노하우 공유 등

디지털 방송 전반에 걸친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분야의 지속적인 관계구축을 통해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권역은 지리적 특성 및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디지털 방송 분야 진출을 위한 주요 전략지역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방송콘텐츠 시장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으로 전체 방송콘텐츠 수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주요 수요지역으로 포화를 이루며 지리적 확대는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기존 확산된 한류의 영향으로 방송콘텐츠의 소비뿐만 아니라
관련된 한국 상품이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확산된 한류의 효과를 마케팅 부문에 활용이 가능한 점이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를 하였다
디지털방송 전환 분야 정부의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 수립 완료 또는 수립 중으로 초기 시장 진입 가능
방송콘텐츠 분야 시장 확산이 완료된 시장 안정기
다 유럽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처음 디지털방송 전환을 실시한 영국의 사례와 전환 완료 시기를
년으로 권고한
있다 유럽

의 결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빠른 디지털방송 전환 속도를 보이고

개국 기준 평균 전환 기간 년으로 빠른 속도를 보이며 해당지역 개발도상국

개국 또한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 하거나 계획 수립이 완료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유럽 전역에는

여 개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채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전국

방송 지역채널 포함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 방송용 모니터 인코더

안테나 등의 수

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판매를 통한 입지확보 중으로 평가
되며

년 한국과

의

체결에 따라 지난 월부터 방송장비 부문에 높은 관세를 적용

했던 장벽이 사라지며 시장규모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시장
진입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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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강국인 유럽의 특성상 방송콘텐츠 부문은 진입 장벽이 높아 시장진출이 원활
하지 않았으나 그간

등의 한류 확대로 인한 시장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의 열풍에 따른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스러운 시청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은 단지 수입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다기보다

등을 통한 다양한 경로로

국내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지역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를 하였다
디지털방송 전환 분야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 수립 완료 및 전환 완료 지역으로 시장 진입 가능
방송콘텐츠 분야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초기 시장 형성
라 중남미
중남미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유지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미흡한 진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중남미 지역은 일본의 디지털방송 표준인

기반의

표준을 채택하여 운용 중으로 국내 방송장비 기업의 진출에는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현실
이다 아울러 현지와의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 소통조차 힘든 상황이지만 향후
개최

년 월드컵

년 올림픽 개최 등의 이슈를 보유한 브라질의 경우 향후 방송장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평가되며 주변국가의 파급 효과 또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콘텐츠 분야 또한 지리적 특성 및 언어 제한으로 인한 전문가 등의 부재로 다양한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불안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중남미의 경우 약
천 달러 전체

의 수출 현황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등의 한류 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적인 진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남미 지역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를 하였다
디지털방송 전환 분야 정부의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 수립 완료 또는 수립 중으로 초기 시장 진입 가능
방송콘텐츠 분야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초기 시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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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각 대륙별 일반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적용 모델을 분류 하였다
<표 5－1> 패키지 진출 모델 분류

구분

국가

모델

특징
디지털방송 분야

방송콘텐츠 분야

전환 계획수립 완료
시장 진입 가능

유망 신규 시장
시장 확대 가능

전환 계획 수립

모델
아시아
모델

수립 중
초기 진입 가능

안정 시장

모델

유럽

전환 완료 계획수립 완료

초기 시장

모델

중남미

전환 계획 수립 중

초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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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 진출을 위한 표본국가 선정
디지털방송 및 방송콘텐츠 시장의 해외 진출현황 및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 등을 분석
하여 각 모델별 세부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모델별 표본국가 선정을 위해 학계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5－1] 표본국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분포

중남미 지역은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일본 디지털방송 표준을 채택하여 국내 방송장비
진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사료되며 방송콘텐츠 분야 또한 국내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패키지 진출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프리카 지역 역시 해당 개발
도상국

개국 가운데 디지털방송 계획을 수립한 곳은 개국뿐으로 수요 발생이 예상되나

현지 정치 사회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진출을 위해서는 기반 작업이 먼저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 아프리카 지역 또한 패키지 모델 진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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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델

카자흐스탄

는 여전히 존재하는 과거 러시아 연방의 보수체제로 인해 우리나라와의 수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한류 드라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방송콘텐츠 판매가 크게 신장되어
수출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번째로 큰 국토를 보유한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국가들의 중심으로 시장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방송 전환 또한
의거

년에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년 제네바 협정에

년까지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른 패키지 모델 의 표본국가로 카자흐스탄을 집중 조사하여
접근 방법을 도출 하였다
나 모델

아시아 태국 라오스

태국은 국내 콘텐츠 수출규모 위의 국가로 안정적인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으나
현재는 한류 문화의 포화 현상으로 콘텐츠 분야의 시장 확보는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년 월 일

국가방송통신위원회 의 년 내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결정과

아시아 지역의 높은 한류콘텐츠 관심도를 반영하여 한류 문화를 활용한 패키지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라오스는 자국 문화의 비중이 크지 않고 태국 문화의 유입으로 한류
열풍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국내 방송장비 중소기업의 시장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라오스 자국 브랜드 파워가 약하므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고가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시장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패키지 모델 의
표본국가로 태국
년 연구 대상
중인 베트남

및 라오스

를 집중 조사하여 접근 방법을 도출 하였다

국가인 인도네시아 및 한국 정부와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사업을 실시

일본 디지털방송 표준인

를 채택하여 일본과 교류 중인 필리핀은

표본 대상국가에서 제외 하였다

51) RAPA, 방송 디지털 전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개도국 동향 연구, 2011
52) EDCF, 디지털 방송 인프라 확충사업,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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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델

유럽 터키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디지털방송 전환 분야의 진출이 힘든 나라들이나 터키는
국내 방송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디지털방송 전환을

년으로 결정하여

가입국 중 디지털방송 전환이 가장 늦어 향후 시장 진출이 용이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방송 시범방송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으로

등을 통해 한류 문화가

년부터 국내 방송콘텐츠를 방영하였으며 특히 외국 프로그램에

대해 유연한 쿼터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른 패키지 모델

의 표본국가로 터키를

집중 조사하여 접근 방법을 도출 하였다
다 모델

중남미

중남미 국가들은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거의 대부분을 자체제작으로 충당하며 자국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국 영상물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강해 국내 방송콘텐츠의
실질적인 판매 수익을 이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방송 전환
분야 또한 중남미의 대표국인 브라질의 영향을 받아 일본 표준인
상황으로 우리나라와의 교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를 채택하고 있는

년 브라질 월드컵

년브

라질 올림픽 등의 행사로 관련분야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인적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교류가 앞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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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국가 케이스 스터디를 위한 조사단 구성
진출 모델별 표본국가의 정부 및 방송사 방문을 통해 디지털방송 전환 및 방송콘텐츠
분야의 현지 동향 분석 및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여 패키지 모델 접근 방법 도출을 목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명이 개 조를 이루어 진행되었다
<표 5－2> 표본국가 조사단 구성
구분
모델
카자흐스탄

소속

성명

직위

전문분야

공주대학교

박성균

교수

디지털방송 전문가

권민경

과장

방송콘텐츠 전문가

모델
아시아 태국 라오스

상지대학교

성현경

교수

디지털방송 전문가

아리랑

김형곤

부장

방송콘텐츠 전문가

모델
유럽 터키

전북대학교

최용준

교수

방송콘텐츠 전문가

서흥수

팀장

디지털방송 전문가

<표 5－3> 표본국가 조사 면담대상
구분
모델
카자흐스탄
모델
아시아 태국
모델
아시아 라오스
모델
유럽 터키

기관명

비고

정부

교통통신부

방송사

국영방송사

정부

국가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최대 민영 지상파 방송사

정부

우정통신부
정보문화관광부

방송사

국영방송사

정부

라디오

방송사

고등위원회

국영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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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모델

방송 통신 현황
가 방송관련 정부조직 및 규제 현황
카자흐스탄의 방송관련 업무의 주무부서는 교통통신부
이며 정보통신 분야 정책 개발 및 수립과 아울러 정보통신 전반의
규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국제 방송 및 정보통신 상호협력을 추진하며 통신 시장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수행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교통통신부의 조직도 및 업무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2] 카자흐스탄 교통통신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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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카자흐스탄 교통통신부 업무구조

교통통신부 산하에 있는 정보통신위원회는 이전에는 정보통신부에 소속된 기관으로
년 월 내각 개편 이후

년 월에 교통통신부로 이관된 기관이다 정보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카자흐스탄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 및 통제 법제 시행 등이 포함되며 아스타나와
알마티 등 각 지역에 행정부를 두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방송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방송법은

년 월

일 발표된 카자흐스탄

대중매체법 에 기반하고 있으며 방송 기본법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작업을 거쳤
으며

년 월 개정된 법률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방송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언론 자유 창작 자유 정보 획득권과 전파권 미디어 활동 조직 및 미디어 전파권 보장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권을 획득해야 하며 카자흐스탄 주재 외국 언론사는 유관부서에
등록해야 함
투자법 제 조 제 항에 의거 외국인 외국 법인 무국적자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카자
흐스탄 국내 언론사의 지분 비율을

이내로 제한

방송통신 외국인 투자는 민간 채널에 한정되며 방송관련 외국인 기술 투자에는

- 152 -

나

이 대주주 등이 우선적으로 개입

년 월부터 해외방송 중계방송 프로그램이 전체방송 분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내로 제한했으나

년 월부터는 해외방송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비중을

이내로 줄임
금번 조사에서 정보통신위원회 의장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해외 프로그램과 카자흐
스탄 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이

의 비율로 제한된다고 함

외국 언론사가 카자흐스탄 헌법에 위배되는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며 카자흐스탄
주재 외국 언론사의 법적 지위와 취재 활동은 카자흐스탄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방송용 주파수는 원칙적으로 카자흐스탄 헌법에 따라 입찰을 통해 분배하는데 금번
조사에서 정보통신위원회 의장은 기존과 같이 채널에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분배하
면서 분배 시점에서 회의 할당 대가를 지급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디지털방송 전환과 더
불어 여러 채널을 묶어서 할당하도록 하면서 주파수 이용료를 매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
방송 주파수를 할당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커버리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
한국의 경우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지상파를 공동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한 법적 근거를 통해 공시청 설비 관련 기술
기준 등의 규칙들이 제정 및 시행되는 것처럼 카자흐스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등의 다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과 관련한 법규

의 존재 여부를 정보

통신위원회 의장에게 질의하였으나 그러한 규정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 따라서 카자흐
스탄에서는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될 경우 국민이 스스로 관련 설비를 구입하여 해결하는
정책적 입장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디지털 방송 전환과 관련한
홍보 방송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방송 사업자 현황
정보통신위원회 의장을 통해 기본적인 국영 및 민영 주요 지상파 방송사업자 케이블 방송
사업자 위성 방송 사업자에 대한 개요는 청취하였으나 정확한 구조와 확실한 통계는 확보
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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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에는
그중

개

개의 아날로그 지상파

서비스들과

개 라디오 서비스가 있으며

서비스와 개 라디오 서비스는 국영 방송이다 지역

한정된 지역 커버리지를 갖는 단일 시청권이다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개는

개

및 라디오 방송 서비스들은

방송 중 개만이 전국적인 커버리지를

미만의 커버리지를 갖고 있다

<표 5－4> 전국 규모 아날로그 TV 방송 사업자 현황 (카자흐스탄)
방송사

커버리지

소유형태
정부 소유
정부 소유
정부 소유
정부 소유

일반적으로

년까지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한정되어 있었다 즉 대도시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모든 국영 방송 서비스들을 시청할 수
있지만 소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국영 방송 중 소수의 서비스만 시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위성과 디지털방송 서비스 실시로 인해 방송 시청권이 넓어지고 있으며

년

디지털 방송 전환 완료를 통해 전국의 모든 국민이 위성과 지상파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방송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자인

는

정부 소유

사업자로서 국가 전역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서비스 전송을 제공하고 있다 담당하고 있는
방송 전송 네트워크는

년 기준

개 이상의 송신기들로 부터 전송되는

개의

송신 사이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통신위원회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방송사가 각자 송신
시스템을 운영하여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가 일괄적으로 전송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향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상파와 위성 방송 서비스는 수신료가 없는 무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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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비스가 제공

되고 케이블 방송은 대도시 위주로 유료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
된다 위성
채널

는 대부분 디지털화되었으며

개 채널

년 초에 시작된

개 라디오 개 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유료인

의 경우 무료
로는

개 채널을

제공한다
다 방송 시청 현황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에서 번째로 큰 나라이며 총인구는
추산되고 있다

년 현재 약

백 만 명으로

를 보유한 가구는 백 십만 가구로 추산되고 사용 중인 텔레비전 세트

수는 약 백 십만 세트로 추정된다

년 기준 텔레비전 보유 가구 중 약

방송 전달 플랫폼이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플랫폼이며 약

의 주요

개 마을이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편

년 기준 케이블 방송은 전체인구의

방송 네트워크 사업자인
었다 그리고
사용하는
은 월

년 월

에 의해
지역의 도시인

서비스가 방송 사업자
유로의 비용으로

가 사용하고 있으며

서비스는

년 월 수도인 아스타나에서 시작되
시에서

압축 표준을

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시청자들

서비스까지 시청 할 수 있다

년 기준 각 텔레비전 시청 매체별 점유율은 다음 표와 같다

53) 국내에서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약어로 DTV(Digital Television)을 사용하나,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DTT(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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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카자흐스탄 TV 시청 매체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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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전환 현황
가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개의 국가들은 디지털방송 전환은

에 의거 방송 주파수 대역 밴드
하기로 결정하였다

과

을 사용하여

년 월

일에 완료

에 따라 전환 완료일 이후에는 국경에서의 아날로그

서비스들은 더 이상 보호될 수 없다
[그림 5－4] 독립국가연합(CIS) 현황

다음 표는 독립국가연합

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환관련 일정과 개요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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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독립국가연합(CIS) 디지털방송 전환 개요

나 카자흐스탄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 현황
카자흐스탄은

년 월에 상용

지역의

프로젝트가 러시아의 방송사업자에 의해

시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년 대통령에 의해

계획이 승인되었다 디지털방송을
위한

표준이 의회에서 채택되고

예정이다 승인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까지는 최소한
년까지는

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이 완전 종료될

개

개의 방송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년까지는

개의 서비스로 증가

년까지 부가적인 쌍방향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
가용한 전국적인 상용 방송 서비스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요구되는 조건들을 갖추어
년까지

개의 상용 서비스를 실시하고

년에
년까지 개

년까지는

개 서비스를 실시

의 패키지를 개발 및 방송 역할을 담당할 정부 부서를 설립
년까지 개 큰 규모의 멀티플렉스 네트워크 사업자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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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제공

년까지 아날로그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상기프로그램의 계획에 따라 디지털방송 전환은 세 단계에 걸쳐 추진될 계획이었지만
연기되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며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세 단계 계
획은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소요 비용은

유로가 요구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은 디지털방송 전환이 위와 같은 최초의 계획이 지연되었으며
방식으로 국영 디지털
채널수는 과거 개에서 약

년 현재

방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시청 가능한 방송

개의 로컬

채널이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시청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방송 네트워크 구축은

와 같은 위성

와 더불어

카자흐스탄의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면서 시청 가능 채널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디지털 방송 네트워크 구축 사업 단계가 완료되어
십만 명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개 지역에서 약 백

만 가구가 위성 네트워크인

를 통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방송콘텐츠는
자체제작 뉴스 방송 채널인
국가들은
그 이후 하나의

포맷으로 방송되며
와 러시아의

서명 시점에서는
에서

개

방식으로 전송되는 것은
의 교육 채널인

이다 많은

채널 방송 가능 표준을 채택하였으나

채널 까지 방송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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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표준으로 교체하였다

다 향후 전망 및 과제
카자흐스탄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유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정치와 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영역에서도 유럽의 표준화기구와 동조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디지털 방송과 관련한 표준도 유럽과 동조화하여

로 결정하고 전송 네트워크 구축도

유럽 스타일로 설계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독립국가
연합들은 유럽 중심의

협약에 의거

년 디지털방송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주거구조도 한국과 상이하고 공동주택이 있다하더라도 공시청 설비와
관련 규정이 없어 자율적으로 디지털 방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디지털방송 전환을 추진하면서 확보된 많은 기술적인 계획들과 개발된 설비들을 당장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도심지역과 오지지역의 수신환경
개선이나 난시청 해소 등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포괄적인 커버
리지 확대를 통한 전국적인 국영 방송 체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과 더불어 전국적인 방송 커버리지 구축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주요 도시들에 우선적으로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
면서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가고

급의 디지털 위성 방송으로 전국적인 커버리지 구축을

보완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선방송은 현재로서는 정부의 관여 없이 사업자별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카자흐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은 지상파와 위성 방송의 디지털화와 케이블
방송 사업 등의 방송사업자 구조 정부의 디지털 방송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수신환경 개선이나 난시청 해소 등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타이밍을
예상하여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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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시장 현황
가 방송콘텐츠 시장 개괄
카자흐스탄은

개의 다민족으로 구성 된 국가이다 다민족 국가의 특성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이 넓으며 콘텐츠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할인율이 낮은 편이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전 구소련
국가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러시아어와 카자흐스탄 어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콘텐츠 수급이 용이하다 그리고 카자흐
스탄은 인구의

가 이슬람교도 이며 그에 따라 이슬람의 국가인 터키에 대한 정서적인

공유가 쉬고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편이다 그에 따라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중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는 터키 드라마로 터키 드라마의 영향력은 같은 언어를 쓰는
러시아 드라마에 견줄 만큼 강력 하다고 볼 수 있다
인도 콘텐츠는 현재 신흥 콘텐츠의 하나로

의 인기에 힘입어 인도 영화뿐만

아니라 인도 드라마까지의 관심이 확대 된 상태다 한국 콘텐츠는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어른 공경 가족애 등의 정서가 카자흐스탄의 국민성과 비슷한 점이 많아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
나 한류 콘텐츠 현황
카자흐스탄 내에서의 한류 콘텐츠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주몽

대장금 등

사극 장르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알려지기 시작 했으며 이들 작품이 많은 인기를 얻게 되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증폭 되었다 그 후 로맨틱 코미디 장르인 풀하우스 꽃보다 남자
등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카자흐스탄 내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 되고 있는 중
이다
한류 콘텐츠의 강점
비슷한 정서를 공유
카자흐스탄에도 장유유서의 문화가 있으며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특히 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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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피를 이어 받아 대가족인 경우가 많으며 부모 뿐 아니라 삼촌 이모 등의 친척 들이
아이들을 키워 주고 보살펴 주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로 가족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한국 정서와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으며 한국 드라마 안에서 나타
나는 어른 공경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애의 부분에 대해 카자흐스탄인들이 쉽게 공감 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는 약

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 하고 있으며 고려인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한국 문화에 대해 익숙해져 있고 동양의 외모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 또한 한국
콘텐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에 대한 동경

한국 로맨틱 드라마의 플롯 신데렐라 스토리 에 대한 동경이 강하고 특히 젊은 여성들
에게 인기가 있다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남성상 마초적이면서도 여자를 배려해 주는 모습 을
선호 한다 이에 따른 한국 콘텐츠에 대한 주요 소비층이 젊은 여성 이기 때문에 다른 장르
보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높다
한국 배우에 대한 팬 층 확대
드라마 꽃을 든 남자 이후로 배우 이민호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한국
남자 배우가 되었다 이민호의 인기에 힘입어 이민호 출연작인
신의 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 또한

드라마 풀하우스 에 출연한 비 또한 인기가

높으며 비의 제대 후 후속작품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 외
드라마 아이리스 의

드라마 씨티 헌터 및

드라마 미남이세요 의 장근석

또한 카자흐스탄 내 인기 있는 한류 스타로 손꼽힌다

한류 콘텐츠의 약점
하락한 시청률
사극의 인기를 이어받아 로맨틱 코미디 장르인 꽃보다 남자

풀하우스 방영 이후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가 없는 점이 현재 한국 콘텐츠의 단점으로 나타난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들의 시청률은 답보 상태에 머물며 전 작들의 높은 시청률을 이을 수
- 162 -

있는 콘텐츠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비프라임 시간대에 방송
시청률 하락으로 인해 프라임 방송 시간대를 놓치게 되었으며 프라임 시간이 아닌 비프라임
시간 오후 시경 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은 한국 드라마의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류 콘텐츠의 기회요인
세계적인

열풍

카자흐스탄에서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식당 등지에서
강남스타일 을 들을 수 있으며 국내 아이돌 또한 인기를 끌고 있어 음악을 통해 다른 콘텐츠
방송 영화 등 에 대한 관심이 지속 혹은 높아 질 것으로 예상 된다
터키 드라마의 가격 상승
현재 터키 드라마가 위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 하고 있으나 터키 드라마의 가격이 지속
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방송사에서는 터키 콘텐츠에 대한 수급에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지에서는 터키 드라마를 대체 할 수 있을 만한 대체재를 찾고 있으며
터키 드라마의 비싼 가격 한국 콘텐츠의 배 은 한국 드라마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과 관련된 콘텐츠 필요성 증대
현재 국영 방송에서 교육 과 관련된 채널을 새로 개국 하였으며 일부
시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질의

급으로 방송을

급 다큐멘터리 콘텐츠 수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되며 카자흐스탄에 여러 가지 장르를 공급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기회 영역
으로 파악 된다
한류 콘텐츠의 위협요인
한국 드라마 대체재 생성
인도

의 영향으로 인도 영화의 인기가 드라마의 관심으로 연결 되고 있으며

현재 방영 중인 인도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도 드라마는 한국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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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급이 가능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국 콘텐츠 강화 노력
카자흐스탄 내부적으로도 자국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해외
콘텐츠의 방송 분량에 대해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국영 방송의 경우는 해외 콘텐츠
비율을

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제작 환경의 미흡함으로 자국 콘텐츠는 뉴스

시사 등의 장르로 분량을 채우고 있으며 드라마는 한 해
방송사

편정도 제작 되고 있다 국영

기준

다 향후 전망 및 과제
향후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되나 드라마 부분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장편을 선호하는 카자흐스탄과 다르게
한국 방송콘텐츠는 미니 시리즈 위주로 기획 되어 편성되는 점이 향후 진출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경우도

부작

으로 제작 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한류 대체재로 타국가의 콘텐츠 인도 등 가 부상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류 스타의 인기 몰이 한류 콘텐츠 마니아 확산 같은 정서의 공유 등의
강점을 가진 한류 콘텐츠의 강점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다수의
방송 채널 개국에 따라 드라마 장르 뿐 아니라 예능 다큐멘터리 등의 장르 확대가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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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모델 접근 방법
한국의 디지털방송 전환 경험과 방송 콘텐츠의 한류를 한데 묶어 패키지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전략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송 송출 부문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디지털 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한 드라마 프레임이나 제작 기법 등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방송 콘텐츠의 한류 붐을 타고 이미 방송 콘텐츠가 상륙
하여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으며

년부터 한국 방송 콘텐츠의 쇼케이스가 개최되어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방송 시스템의 경우 카자흐스탄은 유럽 방식을
지향하고 있어 북미 방식을 따르는 한국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상호 방송 기술
교류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방송 수신을 위한 인위적 자연적 환경도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와 같이 방송콘텐츠는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어도 현재 양국 방송사간의 활발한 비즈니스
채널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방송사별 자체 전략으로 현지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자칫 무리하게 정부주도의 패키지 진출이 시도될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경험을 해외에 보급하기 위한 전략은 방송 콘텐츠 전략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디지털방송 전환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촉매 역할로서 부분적으로 방송 콘텐츠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현재로서는 방송 콘텐츠가 앞서 진출하여
나름대로 한국 방송 콘텐츠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방송 전환 경험의 해외 진출 방안과 방송 콘텐츠 진출 방안을 분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디지털 방송 전환 방식을 일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디지털 방송 전환 추진 체계 중 선별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도출하여 유연한 방식
으로 개조하여 적용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가능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건설업체 등을 통한 공시청 및 통신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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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간접적 진출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우호적 교류 분위기 고취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재원과 기술을 지원하여 디지털 방송 전환관련 사업이 진출하는 직접
적인 지원 방안이다 이 방안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카자흐스탄에 국내 건설업체들이 건설 중인 복합주거단지 등의 다양한 공동주택에
디지털방송 전환관련 설비 사업을 결합시켜 진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주택법
에는 공동주택의 공동시청을 위한 의무적 설비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의 공시청
설비 설치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그리고 수도 아스타나는 지속적으로 건설 중인 도
시이며 많은 주요 도시들도 현대화에 따른 다양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이에 따라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건설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그
러므로 카자흐스탄 현지 주민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한 한국형 복합 주거 단지에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방송 전환과 브로드밴드 및 스마트
전략에 적합한 댁내 통신 및 공동시청 설비를 시설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설비 사업이 간접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접
적인 진출을 통해 상류층과 정책 선도층 등에 공시청 설비의 편리성과 유지 보수의 효
율성을 인식시킨다면 국가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카자흐스탄은 아직 통제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방송 체제를 국가의 관리
하에 두고 통제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외국 국가들에의 의존성을
배제하려는 정책적 방향이 있으며 러시아와의 교류만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송 서비스 이용자관련 여러 가지 설비들 예컨대 개인용 디지털 컨버터와 같은
설비들은 자국 내의 기업에서 생산토록 하여 자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직접적인 국내
유관 기업체들의 생산 장비들이 진출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공동주택 건설 시 공시청 설비 진출은 가능하지만 일반 이용자 기기로서 국내 생산 설비
들의 진출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소출력 중계기

마을 공시청 설비 등의 특화된

설비들은 양국의 우호적인 교류차원에서 기술 및 설비의 무상 지원 형태로 진출하도록
하고 이의 반대급부로 다른 산업 협력 분야 의 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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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디지털방송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도시 등의 도심 지역에서 난시청 지
역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도심에서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소출력 중계기를
적용해 본 경험으로 판단해볼 때 매우 유용한 솔루션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카자흐스탄에 도
심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소출력 중계기 설치를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국토가 전 세계에서 번째로 넓은 국가이다 따라서 위성이나
지상파로부터 고립되는 저소득층의 소규모 마을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을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을 공시청 설비의 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교통통신부 정통신위원회 방문 시 위원장이 한국의 디지털 방송 전환 홍보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 하였으며 현재 카자흐스탄 디지털 방송 전환 정책에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해 기존 방송
환경을 활용하여 대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적 방법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형

보급 등의 지원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방송 콘텐츠의 카자흐스탄 진출 방안은 우선적으로 현재 한류 콘텐츠의 주요 소비층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콘텐츠에 대한 마니아층을 확보 후 점차 확산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젊은 층을 위한 로맨틱 물을 중심으로 드라마를 공급하되 카자
흐스탄과 비슷한 정서를 보여 줄 수 있는 가족물을 추가 혹은 패키지화하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현재 대작 위주로 방송 하는 카자흐스탄의 방송 환경을 고려하여 장편의 공급
분량을 늘려야 하며 특히 한국 콘텐츠의 특성상 장편이 가족물인 경우가 많으므로 앞서
이야기 한 가족물 추가 혹은 패키지화 판매 시 장편 임을 함께 강조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카자흐스탄의 한류 스타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으로 인기 스타인 이민호 빅뱅
비 등의 출연작에 대한 단가 상승 전략 및 관련 스타의 미판매작을 통해 판매를 확대하는
전략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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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새로운 채널의 런칭으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의 필요성이
증대된 만큼 드라마뿐만이 아닌 교육 예능 다큐멘터리를 함께 판매 하여 수익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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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아시아 모델
방송 통신 현황
가 방송 현황
태국의
월

방송은

년 월

일에 방송되었고

일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컬러
컬러 전송은

방송은

년

년부터 방송을 시작하였다

방송 사업자 현황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개사 국영

민영

이 있으며 케이블 방송사업자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는약

개의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약

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실시 중에 있다 위성 사업자는

개의 사업자가 허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년

월에 출범한 국가방송

통신위원회

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며 다양한 방송매체의 재정비 및 관리 중에 있다

는 방송되고 있으나

신기술에 속해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표 5－7> 태국 매체별 방송사업자 현황
구 분
지상파

주요 사업자
국영방송
민영방송

케이블
위성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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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태국은 지상파 채널들의 난시청의 해소를 위해

사업자를 통해 위성 안테나만

구입해 설치하면 무료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있으며

월 현재 최대

무료 방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인

가입자

만 천명중 약

가입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료방송의 경우에는
월

바트

여개의

만 명이

채널에 대해

까지 다양한 패키지 상품이 존재하고 있다
<표 5－8> 태국 방송 사업자 현황

는 디지털 지상파 전송방식을 유럽식
디지털방송 전환을 준비해오고 있으며
인데

년

방식으로 채택하여

년도에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을 완료할 예정

월까지 최종 확정안이 나오지 않아

있다 태국 지역 내 지상파
작 편집 송출 시설을

년 월부터

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방송은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각 방송사별로 방송 제

이상 디지털화하여 향후 디지털방송 전환 시기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표준국 들과의 면담 결과 태국 정부는

당국자
년

수석연구원 방송기술
월 일 디지털방송 전환계획을 완료하게

되는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 깊은 관심
을 가지고 지식을 공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태국의 방송콘텐츠 시장의 규제는
구로서

년

가 방송 및 통신 시장 전반에 대한 통합규제기

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년 월 발표된 방송법

에 의거하여 뉴스 어린이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 등 방송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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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5－5]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조직도

한국에서와 같이 프로그램별 시청연령등급제를 개 지상파 방송사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데 유아

세 어린이

세 모든 연령대

세

성인 전용

세

등으로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누드 음주 흡연 마약 흉기 등의 장면에 대해 사전검열에 의한
모자이크 처리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다 방송편성과 관련한 규제 제도는 공공채널의 경우
전체방송시간의

이상을 공공콘텐츠로 하여야 하고 지역채널의 경우

연관 콘텐츠를 의무편성 해야 하며 민간채널의 경우 직접제작 프로그램을

이상의 지역
이상 편성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으나 해외채널에 대한 별도의 규제제도는 아직 없는 상태다
한편 상당수의 외국 콘텐츠

시리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들을 방송하는 개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는 장면들을 자체 검열을 통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방송
하고 있는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채널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 채널들과 외국

콘텐츠들을 어떻게 심의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산하의 방송심의평가 소위원회
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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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태국에는

방송사 현황
개의 방송 사업자가 있으며 지상파 사업자는 총

개로 국영방송사인

와 민영방송사인
로 나뉜다 이밖에 케이블 및 위성방송 사업자로

및

가 있다

<표 5－9> 태국 주요 지상파 TV 방송사 현황

지상파

방송사의 시청률 및 점유율

태국의 주요 지상파 채널의 시청률 및 광고 점유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전체 시청률의 약
이어

가약

가

로 가장 인기가 많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방송사라고 할 수 있다
를 차지하고

등의 방송사들이 나머지

및

를 점유

하고 있다

54) TPBS의 전신은 iTV(Independent Television)로 iTV가 사업권료 및 위약금 지불 등의 문제로
‘07년 10월 국가입법의회에서 설립된 ‘공공방송기구법’에 의해 ‘08년 2월부터 공영방송인
TPBS(Thai Public Broadcasting Service)로 새롭게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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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태국 주요 지상파 방송사 시청률

<표 5－11> 태국 주요 지상파 방송사 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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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전환 현황
가

방식 채택
년 월 일 태국은 앞으로 년 안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디지털

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각이 태국에서

방송을 위한 시스템으로

하였고

년 월

일에

플랫폼 표준으로

방식의 사용에 대한

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관계자인

는

방식이 디지털

좋은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과
개국이 디지털
기존의

의 제안을 승인

방송을 전송하는데 가장

의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방송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현재 아날로그로 방송되는

채널을 점진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년 내에 약

개의 무료

채널로 방송할 예정이다
년

년 로드맵에서 지역 방송사도 전체적으로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으로 계획

하고 있으며 기존의 개 무료 채널은 디지털 시대에 적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송정책과

방식의 사용을 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는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에 의해 년 내에 지상파 디지털방송 커버리지를 태국 전
체 가구의
해서 약

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며

년 월부터 태국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개시

년 안에 모든 가구가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
의 방송기술 및 표준국의

인

씨에 의하면 현재

태국은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초안 을 수립하였으며 정식버전인 최종 문서가
년 초에 발표 예정으로 영문판으로도
또한 시범 방송은

웹사이트에 게재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서 시행 중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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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는 디지털

방송을 아직 허가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채널이 허가 없이

디지털방송을 송출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의 디지털방송 전환은 현재 아날로그방송을 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디지털로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드라마 제작을

로 제작하고 있고 광고도

이상
로 제작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송출장비는 디지털방송 표준이 확정되어 이에 맞추어 기술적으로
전환하였다 예를 들면
있으며

는 디지털 장비를

방식은 폴레이스

년 전부터 전환하여 선두주자로 나가고

방식 을 사용하여

아웃소싱도

해상도로 제작하고 있고 외부

로 제작하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방송 전환 로드맵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송신설비는 디지털로 되어 있으나
송출은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송출하고 있으며 송신탑까지는 디지털로 전송되고 송신탑
에서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송신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계기도 현재 아날로그로 방송중계
하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방송 전환계획이 확정되면 정부지침에 의해 주파수 경매로 방송
주파수를 구매해야 하며 주파수를 취득하면 즉시 디지털로 전환하여 방송이 가능한 상황
이다
다 정부지원계획 및 난시청 해소방안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시청자에게

를 전량 지원계획이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며

디지털방송 시범테스트는

에서 디지털방송을 시범방송하고 있으며 방송사가 디지

털방송의 송출을 신청하면

와

이다

를 체결한 후 디지털방송 시범방송을 허가할 예정

년에 디지털방송 시범 지역으로 동부 북부 서부 남부지역으로 분할하여

대도시를 대상으로 시범방송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으나 해당 도시 및 대상 가구수는 결정
되지 않은 상태로 밝혔다
지상파에 의한 난시청 해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국적이며 가격이 저렴함 위성을
이용해 난시청을 해소할 예정이다 현재는 위성

방송 수신료는 월

- 175 -

바트에서

바트로

앞으로 안테나를 설치하면 평생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 방송 커버리지는 전국 가구 수 대비

이며 방송 중계는

의 지역방송사에

위성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지역에서는 지상파로 재전송하여 커버리지를 확보
하고 있으며 위성을 이용하여 난시청을 해소하고 있다
라 향후 전망 및 과제
태국의 디지털방송 전환계획은 아직 미정으로

년까지 디지털방송을 전환한다는

대략적인 계획만 있어 전국적으로 전환할지 권역별로 전환할지에 대한 계획이 미정이며
앞으로 최대

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태국의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에 따라 태국에 디지털

시

장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우리가 태국의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이 확정되면 다
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태국의

와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태국의

방송사들에 대해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우리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
법 을 제정하여 디지털방송 전환을 하고 있는 바 디지털방송 전환 기술의 협력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지역의 선정 방법 및 디지털방송 전환 기술의 협력
아날로그방송과 디지털방송의 동시 방송을 위한 채널재배 기술 협력
모바일 방송의 기술 협력
분산중계기

중계기 및 소출력 중계기 등의 기술지원 협력 및 진출

글로벌 디지털

및 셋톱박스 장비 안테나 장비들의 진출

태국은 지방으로 갈수록 저소득층이 많아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협력과 다수의
아날로그

시청자에 따른

장비들의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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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시장 현황
정부와 군에서 대다수의 방송사를 운영하지만 방송콘텐츠 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주요 지상파 채널들이 뉴스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등의 프로그램을 자체제작 및 외
부 프로덕션을 통한 외주제작 등을 통해 대부분 직접 제작하고 있으며 광고 또한 그 제
작품질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시청점유율

를 상회하는 위 방송사업자인

의 주요 프라임타임에는 거의 자사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으며 미국드라마나
한국드라마들은 오전시간대 또는 주말시간대에 편성되고 있다 자국 배우들의 높은 인기에
따라 각종 광고물들도 주로 자국 스타의 출연을 통해 제작되고 있고 태국출신 한류스타
닉쿤 이 태국 연예인과 함께 등장하는

나 대형 간판들을 방콕시내에서 간간이 찾아볼

수 있다
태국에서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가수들이 현지 콘서트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으며

타운 싸이 등의

드라마 또한 주요 지상파채널인

등이 경쟁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류콘텐츠
핵심소비국으로 평가할만한 수준이다 특히
분량 목 금

가 주말 황금시간대인

에 시간

에 시간 분량의 한국드라마 편성시간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는 한류드라마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태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한국의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물론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종편채널들과도 이미 거래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직접 계약의 형태로
콘텐츠를 수급하고 있다 이렇게 구매한 콘텐츠들은 대부분 태국어로 더빙 제작하여 방송
하고 있으며 시청률은 최고
그리고 태국의 대표적
통해 최신 한국영화인 써니
보이고 있으며 고급형 상품인

대까지 달성한 적이 있다
사업자인

의 경우

채널

을

를 방송하고 있을 정도로 한류 콘텐츠 수급에 신속한 반응을
패키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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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글로벌

채널 뿐 아니라

월드 채널도

방송으로 공급하고 있다

<표 5-12> BBTV(CH7) 한국드라마 주요 편성실적 ( 09 ~ 10)
제 목

제작사

헬로 애기씨

토일

쾌도 홍길동

토일

달자의 봄

토일

는 신규

시청률

토일

꽃보다 남자

영어방송인 아리랑

편성시간

인

와

에 각각 진출하고 있고 방콕

도심의 외국인 거주형 레지던스 호텔 등에 주로 배급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향후 전망 및 과제
태국의 방송콘텐츠시장은 탄탄한 자국 내 엔터테인먼트 제작 및 유통 기반을 통해 점차
자국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한류콘텐츠 수출시장으로서도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견고한 캐시 카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규제 제도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으나

출범이후 디지털방송 전

환에 맞추어 급증하고 있는 해외채널에 대한 심의 검열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까운 미래에 엄격한 규제제도를 마련하여 자국 콘텐츠 보호정책을 취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따라서 태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의 콘텐츠 제작사업자들은

가

발표하고 있는 각종 법령과 규제제도 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 급급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장유지 전략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드라마

영화 버라이어티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대량 유통되고 있는 태국의 현 시점에서 한류의 지속발전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지적
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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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동호회를 통한 한국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및 불법

확산

한국 최신드라마들이 태국 현지방송사에 판매되기 전에 이미 인터넷 동호회들에게 태국어
자막과 함께 유통되고 있어 태국 방송사의 입장에서 더 이상 높은 시청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중국 등지에서 불법

가 유입되면서 태국 내 방송을

통한 한국 최신드라마 시청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콘텐츠 수급담당자
방송사들 간의 수급경쟁으로 형성된 한국콘텐츠의 높은 가격에 대한 거부감 증가
풀하우스

꽃을 든 남자 등 해외 콘텐츠로서는 도달하기 힘든 시청률

을 보였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시청률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내 방송사들 간의
한국콘텐츠 수급경쟁으로 인해 한국 드라마의 고단가 구조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점점
가격부담에 힘겨워 하고 있다는 점이다

- 179 -

패키지 모델 접근 방법
태국 방송시장의 경우 아직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개별 방송사
들의 제작 편집 송출 장비 등 내부 인프라는

이상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비가 되어있

고 정부의 디지털방송 전환시점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를 통해 실시

하고 있는 디지털 시험방송은 앞으로 전국 개 주요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진행될
예정이며

년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가 목표이나

년에서 최대

년까지 지연될 가능

성도 엿보인다
디지털 전송방식은 이미

방식으로 채택을 완료하였으나 한국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과 같은 법적 장치는 아
직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디지털방송 전환의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정부로부터 관련 노하우와 정보
에 대해 지원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방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방송의 전송방식 송출 및 송신방식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에

대하여도 노하우와 정보에 대하여 지원 및 협력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편 태국의 방송콘텐츠 시장은 자국 방송사들 간에 한류콘텐츠를 경쟁적으로 구입하는
한류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로 보여 이미 한류가 국민생활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방송 영화 음악 콘텐츠 뿐 아니라 화장품 패션 등 한류 연예인
들의 트렌드가 거의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방송기술과 한국 방송콘텐츠의 패키지 판매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방송기술 중 송신 분야나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
원과 홍보 정책 등 기술적 분야에 대해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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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한류 콘텐츠 핵심 수출국으로서 태국이 가진 위치와 한류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의 방송콘텐츠 수출업체들이 단기적 매출 신장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를 위해 태국 현지 방송사와의 공동제작과 같은 제휴
협력 사업의 추진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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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아시아 모델
방송 통신 현황

가 방송현황
최근 라오스는 급격히 증가하는 외국 인 투자로 인해 사회전체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라오스 기획투자부 통계에 따르면
에는

년

백만 달러에 불과했던 외국인 투자가

년

억 달러로 급증했다 라오스에 투자하는 주요 국가는 태국 중국 베트남 등으로

이들이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에 달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의 방송분야는
전 세계 방송사업 환경 지수에서 최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방송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방송
통신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표 5－13> 라오스 TV 방송사 현황

설치비

설치비

월

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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킵

월

킵

<표 5－14> LNTV 채널 현황

현재 라오스에는

등 국영

방송사 개와 국영 라디오 방송사

이 있는데 신규방송사로

월 예정 와

년 예정 가 개국을 준비 중에 있다 이들

개 방송사들은 지상파 외에 태국의

위성으로도 송신하며 이를 통해 동남아지역

개국에 걸쳐 방송되고 이 중

는

위성으로도 송출되고 있다

로는
정도이다 한국 채널로는

등이 있으며 월 시청료는 약 만 킵
와

이 서비스 되고 있으며

등 해외채널들과 함께 약
- 183 -

개 채널이 전송

되고 있다 또 최근에 중국과의 합작으로 시작한

는

개 채널 월 만 천 킵

에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은

시간 방송을 하고 있으며

은

개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방에서는
라오스 정부와
협정에서

사는
사는

전송하고 있다
밴드와

를 하루

시간 방송하고 있다

을 위성으로 방송하기로
신호를

사는

시간을 전국에 방송하고 있고

위성으로

를

년 월
는

밴드의

주파수로

일까지 년 동안 전송할 예정이며

밴드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전송한다
를 전송하고 있다

를 체결하였으며

사는

시간 방송하며 케이블 디지털

위성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다
최근 라오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케이블
되었으며 셋톱박스를 통해 디지털

방송은

로 중국 자본으로 설립

를 방송하는 최초의 회사이다 해상도가 매우 선명하며

장비는 무선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채널수가 계속 추가 중이며
같은 영어 채널도 방송하고 있다 채널수는

개이며 설치비는

등과
킵이고 연회비가

킵이다
는 라오스에서 고전적 방식으로 케이블을 연결하여 시청하거나 위성을 통해
중앙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시청할 수 있다 채널수는
비는
채널을

킵이며 연회비는

킵이다

개 방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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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채널 및 추가 채널 이며 설치
는 라오스 자본으로

디지털방송 전환 현황
라오스의 정부 관계자는

년 월부터 중국과

시작할 예정이며 지금부터

를 체결하여

방식으로 전환을

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을 개주 먼저 완료하고

년까지

전국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방송 전환 마스터플랜은 중국 자료를 인용하여
로드맵을 작업 중에 있다 처음 계획은

급으로 전환하고 중국과 협의하여

급으로

전환 예정이며 중국에서 억 천만 달러의 차관을 빌려와 디지털방송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라오스의

에서 부서별로 디지털방송

전환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는

을 담당하고 있다 아날로그 방송의 전국 커버리지는 약
비엔티안 지역을 위주로

정도이다 셋톱박스와 설치비용을 합하여 약

프로모션을 통해 년에

달러에 달한다 현재 라오스는

디지털

달러이며

킵 셋톱박스 설치비용 안테나 비용 포함 을 지불하면 해당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셋톱박스는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약

이며 디지털 방송은

는

인치

로 가격이

방송은 송출하지 않으며 유료 채널은 케이블

가 있으며 시청료는 케이블

는 년에

와

킵이며 디지털

는 년에

개 채널로 방송하고 있으며

개 채널을

킵이다
유료 채널인 케이블
추가 방송할 예정이며
채널을 방송하고 있고

는

가

라오스 국화

는 라오스 자본으로 설립하여

는 중국 자본 중국

라오스

개

으로 설립하여

개의 채널을 방송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위성 안테나를 태국에서 구입하여 태국의 위성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태국으로부터 개 케이블

방송이 무료로 라오스 내에서 방송

되고 있다
디지털방송 전환과 관련한 정부지원 계획 대국민 홍보 계획 시범서비스 실시계획의 세부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난시청 해소의 일환으로
홍콩 위성을 이용하여 전국에 방송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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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는

태국 와
위성을 이용하여 전국에

방송하는 동시에

개국에 방송되고 있다 민영방송으로

가

년에

개국하여 방송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방송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과 지원 및 협력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오스 법령에 따르면 투자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라오스의 투자기획부
에 제출하여 라오스 정부의 승인을 얻게 되면 현지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방송 사업 분야의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되면

는 사업 관련부서인

와 협의 후

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게

와 내부적 협의를 거쳐 승인이 이뤄지며 라오스 정부가

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과거

의 형태로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 등에서 투자한

사례가 있다
의 디지털방송 전환계획은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며 지방은 모바일 형태의
에는

급에서 시작하여

디지털방송 전환을 실시하고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

방식 소형 으로 디지털방송을 전환할 계획이다 처음
급으로 전환할 예정이고

년에는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먼저

년에는 전국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는 일본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송출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는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이는 중국 투자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다 중계망은 대부분 일본 및
중국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장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으나 한국정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 방송전송형식이 맞는다면 한국산의 장비를 사용할 의사 있음을 밝혔다
라오스는 비엔티안 수도 개 특별시 와

개 주가 있으며 비엔티안시 전 지역과 빡세

사왕라켓 랑프라방 옛수도 등 일부지역을 시범지역으로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개 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 커버리지로 케이블

는 시내지역을 위성

는 지방에 방송 되고 있으며 개 주당 개의 중계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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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상파

가 향후 전망 및 과제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이며 국가의
재정이 매우 열악하여 방송 인프라 구축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
에서 라오스의 디지털방송 전환계획은 아직 미정으로

년까지 디지털방송을 전환한다는

계획만 있고 중국의 투자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최대

년까지 디지털 방송

전환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와

는 한국과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협력할 의사가 있으나 한국의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협력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앞으로 우리가 라오스의 디지털
방송 전환 계획에 초기부터 투자하여 전략적으로 라오스의

와 국영 방송사인

와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디지털방송 전환의 성공 사례를
라오스에 홍보하고 라오스 정부와 국영방송사인

사의 관계자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라오스의 디지털방송 전환계획 수립에 관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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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시장 현황
세기 초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라오스는 프랑스 생활문화가 이전되어 평일 퇴근시간이
오후 시이며 외식이나 극장 공연 등 관람문화 음주문화 등 외부활동을 요구하는 여가문화가
거의 발달하지 못해 저녁 시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가족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라오스 국민들은 대부분의 저녁 여가시간을
집에서

를 시청하는 것으로 보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행과 문화트렌드가

에서 비롯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5－6]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MICT) 조직도

해외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해 국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라오스는 정부의 조직구조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의 수준이 아직까지 많이 열악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방송콘텐츠와
관련한 전문화된 법규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나 방송
콘텐츠의 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들은 정보문화관광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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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콘텐츠 심의업무는 쇼 오락 프로는

파트의

파트의

에서 드라마는

에서 국영방송

의 자체제작 및 해외 방송

콘텐츠는 방송사 내에서 자체 심의 또는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국영방송인

의 경우 총 개의 지상파 채널 라이선스를 받았지만 콘텐츠와

운영비용 장비 등의 부족으로 현재 개 채널만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라오스 정부에서는
해외정부나 외국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서 방송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으로부터 차관지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적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한국의

를 지원받기도 하였으나 방송 인프라 분야에 대해 한국의

더 많은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메콩 강을 사이에 두고 태국과 인접한 라오스는 태국어가 실생활에서 통용될 정도로 태국의
문화가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국가이다 태국의 주요 방송들이 여과 없이 위성으로 수신
되기에 태국방송에서 나오는 태국어로 더빙된 한류 콘텐츠들이 그대로 방송되고 있다
그리고 국영
오전

에서는 한국대사관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한국드라마들을 월 수 금

시 에
년

분 분량으로 편집하여 방송하고 있다

월 현재 방송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는 황진이
파리의연인

한편

풀하우스

편성표를 보면 베트남의

이며 내 이름은 김삼순

등 지상파 사의 히트작들이 공급되고 있다
일본의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

들도 편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외국 콘텐츠들은 모두 별도의 비용 없이 무상으로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에서의

열기 또한 라오스에 그대로 전해져 싸이의 강남스타일 뿐 아니라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도 잘 알려져 있었다 라오스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이어
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으로부터도 지배를 받았던 역사적 과거로 인해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이 우호적이지 않으며 인접한 대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그다지 친밀하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최근 동남아시아에 확산된 한류문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친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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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의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실제로 국영방송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가 투자한다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널 개를 공동 사업화할 수도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그림 5－7] 라오스 LNTV 방영 한국 드라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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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라오스 LNTV 주간 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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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향후 전망 및 과제
라오스의 방송콘텐츠시장은 빈약한 자국 내 방송콘텐츠 제작기반과 방송통신 인프라를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고 있으며 인접국인 태국과 중국의 자본들이 속속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단계에 와있다 한편 태국의 한류열풍에 영향을 받은 젊은 층들이
한류문화 소비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선망의식이 저변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한다면 한국의 문화와 상품을 현지에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바탕으로 라오스에서의 한류 정착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
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영방송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 콘텐츠 정규 편성 유도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문화복합시설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급해온 드라마

이 유일한 라오스의 영화관인 이유로

시청에만 의지하고 있는 생활 문화적 특성에 맞추어 기존에 무상
뿐 아니라 한국영화도 제공하면서

가 한국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이들 프로그램에 한국 중소기업 제품광고를 삽입하여
공급하게 되면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빈약한 교육 인프라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 전수 및 방송통신 교육서비스 지원
<표 5－15> 라오스 교육기관 현황
(‘11년 10월)
구 분

학교 수 개

학생 수 명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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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수 명

저개발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교육제도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라오스의 현실을 반영
하여 국가적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면서 한국의 교육방송

성공사례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학교교육 직업교육 등의 교육서비스와 함께
교재출판 자격검정 등과 같은 오프라인 사업을 접목시켜 실시할 경우 장기적으로 수익적
측면까지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 방송언론 전문가의 한국 초청 및 미디어 전문교육 지원
라오스에서의 한류 지속성장을 위한 초석으로 현지 방송언론인들에 대한 한국 초청 및
교육 지원이 유용한 수단으로 제안될 수 있다 현지에서 만나본 방송관계자들 모두가 한국
으로부터 국가발전의 노하우와 방송 제작 기술 전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강렬히 배우고자
하였으며 단순 프로그램 공급 뿐 아니라 공동제작을 통한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의 제작
경험 공유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라오스 방송언론 전문가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미디어
현장 체험과 관련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과의 장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면 라오스의 국가적 방송콘텐츠 문화를 한류 영향권 내에 지속적으로 붙잡아 둘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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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모델 접근 방법
라오스 방송시장은 기초적인 기반 자체가 빈약한 국력의 한계로 인하여 거의 개발이 되지
않아 국제 방송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잡는데 최하

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해외원조 지원과 외국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연간

성장률이 평균

세대가 전체 인구의

에 이르고 있으며 인구구성비 또한

억 불 이상을 투자해

세까지의 젊은

에 달해 장기적 시장잠재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라오스의 잠재역량에 대응해 주변강국들의 국가적 투자와
추진되어 왔는데

년 년간의

사업이 활발히

년간 국가별 대 라오스 투자 순위를 보면 베트남 중국 태국이 연간
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이 위로 억불 수준을 투자해왔다

베트남 중국 태국 등 주변국들이 라오스 시장을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최근 들어 다각적인 투자와 원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의 수력발전 댐건설 사업 한국거래소

의 금융기반지원 사업 증권거래소

설립 흥화산업의 메콩강변 고수부지 조성 루앙프라방 수파누봉 대학 설립 등이다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한국의

기술과 태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영향 주변 강국들과의 껄끄러운 역사적 관계 등을 배경으로 라오스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편으로 한국정부와 기업들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우호적이다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볼 때 한국의 디지털 방송기술과 한류 콘텐츠를 패키지화하여
라오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비록 당장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장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인 성공가능성을 바라보고 시범적인 투자를 추진해 볼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55) 외교통상부(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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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송시장에 있어서는 방송장비와 기술 및 콘텐츠가 부족해 채널운영권을 활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국영방송

와 합작하여 한국의

와 같은 교육방송채널사업을 추진

한다면 높은 교육열 대비 부족한 교육 인프라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국가역량개발
사업이 될 수 있을뿐더러 한류콘텐츠의 장기적 유통망 확보는 물론 학습교재 출판과 자격
검정 관련 부대사업까지 중장기적 수익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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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유럽 모델
방송 통신 현황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지대에 위치해 있으면서 국내 방송콘텐츠에 대한 소구력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디지털방송 전환 개시단계에 있어 이번 조사 목적에 잘 부합하
는 신흥국가로 의미가 있는 대상 국가이다 조사대상인 국영방송 형태로 뉴미디어 포함
개 채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와 방송규제기관인

담당자들과 면담

이 이루어졌다
가
에서 디지털방송 전환과 관련된 업무협의는 주파수 허가 및 할당부문 국장인
와 국제 협력부문의 부국장인
터키 방송 현황을 보면
의

년 초 기준

과 이루어졌다
는

개 채널이 서비스되고 있고 라디오는

있다 그리고 위성은
개의

개의

채널

개 전국
개 전국

개 권역
개 권역

개의 로컬사업자와
개 로컬 사업자가

개의 라디오 채널이 서비스 되고 있고 케이블은

채널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외 개의

플랫폼과 개의

서비스가 진행

되고 있다
가입자 규모에서

의

가구 수와 비슷한 규모로
이중 유료방송 가입자는

년 기준 자료를 보면 터키 전체 방송 수신가구는 전체
만 가구이고 이 중 위성방송 수신가구는 약

만 가구 약

수준 이다 그리고 케이블방송 가입가구는 총

만

56) Turkish Radio and Television Corporation의 약어이며, 일부에서는 국영방송이라고 표
현하기도 하나 재원 구성과 서비스 형태를 고려하면, 공영방송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57) 터키어로 Radyo ve Televizyon Üst Kurulu의 약어이며, 방송위원회(Radio and
Television Supreme Council) 성격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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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이며 이 중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비중이
이다 터키 전체 방송 가구 중 약

이상이 위성 케이블 등의 유료방송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으며 위성 방송 사업자인
자인

이고 디지털 케이블 방송 비중은
케이블 사업자인

위성 방송 사업

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년
에서

가입자가

의 조사에 의하면 터키의 디지털
년
년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중
로 증가 것으로 예측하였다

보급률은
년

년 기준 디지털

년 말

이던 유료방송
방송은 위성

케이블방송이 주이고 지상파방송은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림 5－9] 터키 방송 통신 업무구조와 RTÜK 역할

은

년 설립되었으며 터키의 방송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방송사의

및 라디오 방송 사업권 인허가 방송시장 관리 감독 콘텐츠 규제 등을 담당한다
라디오

방송사 설립 및 운영법 개정으로

의 방송 주파수 관련 규제업무가 정보

통신기술청과 통신최고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주요 임무는 주파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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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및 라디오 방송

사업권 인 허가 방송 사업권 인 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 규정 콘텐츠 전송 포맷 규정
방송 프로그램의 적법성 국내 외 약 감시 방송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5－10] 터키 RTÜK 조직도

나
는

년 월 일 라디오방송을 개시하였고

국가 차원의 공영방송
고지되는 세금과
목적세

방송을 시작하였다

이고 재원의 약

는

는 전기고지서로

와 라디오 수신기에 판매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달된다 이것은 일종의
형태로 일반적인 정부 보조금과는 다른 성격이고 많은 나라

에서 적용하고 있는
약

년

수신료

성격의 재원이다 이외 정부보조금이

수준이고 광고를 통하여 나머지

가 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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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TRT 로고

는

년부터 컬러

위성 인터넷 모바일
에서

년 월

방송을 시작하여 현재는 다음의 표와 같은 채널들을 지상파
를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중

일부터 일부 적용하여

동시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용

를

채널인

방송은 일반 채널인
를 이용 아날로그 디지털

는 약

를 외부에서 도입하여

방송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용 채널들을 제외하고 신규 채널들은 대부분
만들어졌으며 유럽방송사들이 과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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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년에

서비스도 별도로

<표 5－16> TRT 방송 채널 현황
채널구분

채널명

외주비율

전국

의회
종합

방송구역

동시방송

전국

스포츠

전국

전통음악
다큐멘터리

전국

로컬

전국

뉴스 문화

로

년 런칭

전국

국제방송

전국 세계

어린이 청소년

전국

권역방송

년 런칭

이용
위성방송 전용

년 런칭

이용
위성방송 전용

년 런칭
년 런칭
방송
음악

년 런칭
년 런칭

이용
위성방송 전용
이용
위성방송 전용
이용
위성방송 전용
이용
위성방송 전용

교육
다큐멘터리

이용
위성방송 전용

년 런칭

일부지역
별도 서비스

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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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전환 현황
가

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 계획

터키는

년 월 일부터 앙카라 채널

번 와 이스탄불 채널

번 에서 디지털방송

시험방송을 개시하였다 하나의 멀티플렉스를 이용하여 개의 채널

개 상업방송

개 을 수용하는 형태로 개시하였다
[그림 5－12] 터키 디지털방송 전환 일정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본격 준비는
번호

에 의해서이다 이 법률은

년 월

에 의하여 제안되어 제정된 법률

의 권고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현재

기술 발전을 수용한 새로운 규제 틀

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디지털방

송 전환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년까지 아날로그

이내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를 전체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고 면허를 받고 년
두 번째는 미디어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비율 높

이는 것과 동시에 국내 소유권을 제한하여 경쟁 구도를 높이는 것이고 셋째는 멀티
플렉스 사업자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에 대한 규제방안

58) 기존 법률번호 3984를 대폭 개정한 것으로 2011년 2월 15일 재개정되었고, 법률명은
‘Establishment of Radio and Television Enterprises and their Media Services‘
59) 이전에는 외국인이 미디어 회사 지분 소유가 25%로 제한되었고, 기업도 1개만 소유할
수 있었으나, 신규 법에서는 소유 지분은 50%로, 소유가능 기업 수는 2개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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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마지막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한과 제재조항에 대한 개정 이다

<표 5－17> 법률 6112 주요내용

위와 같이 법률 제정 시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방송 종료 일정을

년

년으로 정했으나

년도에 아날로그

년 월로 재검토 하였고 모든 아날로그 방송은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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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년 월까지

은 디지털 면허를 부여할

예정 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담당자는 터키의 디지털방송 전환 일정에 대
한 질문에

년 월 일 법으로

졌다 고 답하였다

년 말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하는 것으로 정해

디지털방송 전환 기간 동안 동시방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의 경험상 단기간 추진은 재원과 기술적 문제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년 월 주파수 재할당 후 주파수 경매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전환업무를 관장하는
회사가 추진할 예정 이라고 답하였다 참고로 디지털방송 전환 재원 마련을 위한 조항도
법제정시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은 광고시간 제한 조정 자기 홍보 및 상품판매 제한 조정
및 프로그램 협찬 제한에 대한 조정 등이다

새로운 법률에는 디지털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역당 다채널 수용에 따른 멀티플렉스
사업자 와 플랫폼 사업자 등 개념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특성과 원활한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
하여

송신기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하는 회사 설립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회사는 디지

털방송 송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유일한 회사 지위를 갖는다 주요 기술규격으로 전
송방식은 전송효율이 높고 이동 수신 성능이 뛰어난

코딩방식은

로 결정

하였다
참고로 디지털방송 송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회사인
회원사 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도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같이 이 회사의 지분

이상을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는
개 주요

에서 설명한 것과

가 소유하도록 되어 있다

60) ‘Geneva 2006 Agreement’에서 2015년 6월 17일 이후 간섭 없이 주변국가의 아날로그
방송 서비스를 보호해야 하는 규정의 적용을 해제하므로, 궁극적으로 아날로그 TV 전송
에 할당된 주파수들을 디지털 용도로 할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61) TVYD의 회원사는 공영방송인 TRT와 민영방송인 Kanal D, Show TV, ATV, Star, Kanal 7,
STV, Fox TV, Cine 5, NTV, CNN Turk, CNBC, Kanal 1, Kral TV, TV8, Kanal Turk,
Kanal A, Sky Turk, Izmir T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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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 채널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은

와

방송의 혼합 형태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고

수준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에서 현재까지 정부 지원에 의하여 디지털

방송 전환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과 배치되는데 시험방송 단계에서의 지원과 본 단계에서의
지원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수신측면에서도 수신기 보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날로그
직접 수신율이 약

수준이고

방송

인치 이상 디스플레이에 수신기 의무 내장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있다 고 설명하였다 또한 시청자 보호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표준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예정 이라고 언급
하였다 다른 국가들의 셋톱박스와 디코더 프로그램 공급 촉진과 일간지 등을 통한 전환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참고로 터키는 무료

위성방송에 가입한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 저가의 셋톱박스 보급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주파수 할당 및 전환 일정에 대하여

는

년 개시하여

년 월 최종 지상파

방송 주파수 할당 계획 수립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파일럿과 실험방송을 주요 도시에서
개시하였다 고 답하였다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주파수 할당은 유럽국가 특성상 국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터키는 디지털방송 전환 후 남는 활용 주파수 대역
을 미래 모바일 서비스 용도로 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해당
대역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시기를 정했다 참고로 터
키의 라디오와

방송사업자들은

년 월에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 면허를 부여받았다

62) 전송 신호를 암호화하여 과금을 위한 위성방송 수신 제한(Conditional Access)하는 것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수신이 가능한 셋톱박스만 구매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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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하고 자격조건은 적어도 년 이상
방송을 진행 중인 사업자여야 하며

으로부터

년

기간의 방송면허를 받는다

또한 이 방송 면허는 타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음의 그림은 디지털방송 전환과 직접 관련성은 없으나

이 방송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것 중의 하나인 전국 권역 지역 채널 모니터링과 저장 시스템을 직접
구축 운영하는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는 사업자별로 일정한 규격 없이 개월분을 저장
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채널 상태와 내용에 대한 규제를 위한 일관성이 있는
방안으로 참고할만한 사항이다

[그림 5－13] RTÜK 채널 모니터링 및 저장 시스템 전경

또한 참고사항으로

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과

의 다우 도르슨

위원장이 만나 양국 간 방송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도르슨 위원장은
년 예정된 터키의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 등에 대한 양국의 협력 관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고 언급하였다 이후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 도르슨 위원장은 보다 실질적인 협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바라며 오늘 만남을 첫 발판
으로 하여 추후 터키 실무진의 한국 방문 등을 통해 앞으로 협력의 성과들을 산출해내길

63) 이전 아날로그방송만을 규제하던 법에는 면허기간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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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한다 고 언급하였음에 따라 향후 발전적인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나

의 디지털방송 전환 현황

디지털방송 전환과 관련된 업무협의는 송신소 운영부문 부국장
수립 및 구축부문 감독인

와 이루어졌다

디지털방송 전환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는
하였고

년부터

와 계획

년부터

년까지 실험방송을 실시

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에 집중 투자하여 전환 완료할 예정에 있어

단 시간 내에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터키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디지털방송 전환을 통하여 아날로그
고화질

보다

과 고음질을 추구하고 있으며 디지털 멀티플렉싱 을 통하여 전송 채널 수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디지털방송 전환 후

번을 주파수 재할당하여 주파수 경매로

모바일 통신 와이파이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 실시를 계획하고 있었다
터키 지상파방송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이상이며
답하였다

출력 이상의 송신소가

개이고 소출력 중계소

년 말 기준 송신소 및 방송사의 디지털방송 전환율은

전환단계로 일부채널
편성비율은

의 서비스 커버리지는 인구대비
는약

개라고

미만으로 초기

는 위성 전용 채널 만 실시하고 있으며 디지털방송

미만이었다

64) 하나의 물리적 채널(8MHz)에 여러 개의 채널을 섞어서 방송
65) KBS는 송신소 33개소와 소출력 중계소를 309개 사용, 국토가 넓은 터키는 상대적으로
많은 송신시설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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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지상파 디지털
채널은

전송방식은 최신 유럽방식인

대역 멀티플렉스에

를 채용하였고 전송

개 채널을 전송할 수 있도록 데이터양과 규격을 정하

였다 전송기술의 주요 규격을 보면 변조방식은

을 이용하고 있으며 코딩은

를 사용하여 효율을 높였고 채널당 전송 용량이

정도 수준이었다

참고로 유럽방식은 전송용량은 커버리지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방식은

기준 고정형이다

전국 권역 로컬방송용 멀티플렉스는 개이고 이에 대한 주파수 할당은 개 멀티플렉스는
로

개는

로 이루어졌다 이중

는 개의 멀티플렉스 최대

개 채널 를 운영

한다 로컬을 제외한 전국단위 개 멀티플렉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회사 설립에

가

이상 참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의 디지털방송 전환 비용은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이상 자금과 장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답하여 거의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디지털방송 전환과 관련된 한국과의 협력관계 유지에 관해서는 좋다 라는 반응을 보였고
전문가의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산 송신기 사용에 대해서는 가격만 맞으면
어디서든 구매 가능하다 라고 답하였으며

제작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개를 운영 중이며

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6) DVB-T2는 Digital Video Broadcasting – Second Generation Terrestrial의 약어이며, 유럽
DTV 전송방식인 DVB-T의 확장 포맷이다. 이 규격은 DVB 컨소시엄에 의해서 개발되
었으며, 전송 효율과 이동성능(수신 성능)을 높인 것이 장점이며, 최근 국내에서 KBS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4K UHDTV(초고화질TV) 전송실험에 이 방식이 사용
67) 일반적으로 송신 데이터양이 더 많은 256QAM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나, 터키의 넓은
지역을 커버하도록 수신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전송 데이터양과 수신 성능을
Trade-off한 것으로 파악됨
68) MPEG-4는 MPEG-2에 비하여 50% 이상 성능이 좋은 압축 코딩방식으로 최근 등장하는
매체들은 거의 모두 이 방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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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콘텐츠 시장 현황
는
알려진

년부터 한국 드라마를 수입해온 것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됐다 이는 이미
년 궁 을 최초의 한국 드라마 수입으로 알고 있는 시점보다 무려 년 이상 앞선다

다만 당시 어떤 한국 드라마를 수입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터키의 경우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 제한 쿼터가 없는 것으로
인터뷰에서 확인했다 현재

는총

개의 채널 뉴미디어 채널

관계자와의
포함 을 운영

하고 있는데 개별 채널들은 개인회사처럼 독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의 채널 중
채널인

개 채널에서 방영하고 있는 외국 프로그램의 비중을 살펴보면 어린이
와

있는 가운데 메인채널인

채널인
도

가 가장 높은

의 외국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가량의 외국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표 5－18> TRT 채널별 외국 프로그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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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의 선호도는 매우 좋은 것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드라마 중 사극이 강세를 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하여
부터

의 경우 현재

의 동이 를 밤 시간에 편성하고 있으며

년 월

드라마 마의 를 방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터키 시청자들이 한국의 사극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로

관계자들은 터키 오스만

제국 시절에 대한 향수로 파악하고 있었다 터키 시청자들이 오스만 제국 시절의 화려함을
한국의 사극을 통해서 만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대체로 한국 드라마 프로그램의 수입 가격은

불을 적당한 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쇼케이스를 통해서 한국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국 드라마 수입과 관련해서

의 경우 터키 중개인을 통한 유통으로 인해 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나 구매 결정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다고
경우

관계자들은 말한다

및 한국 방송사들과 직접거래를 원하고 있다 국영방송인

의

가 한국 드라마를

주로 수입하는 가운데 민영방송들의 경우 쇼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서비스 계획과 관련해서 단계별 서비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채널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년 당시 터키주재 한국 대사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방송사들과 공동제작 및 협의체 구성을 시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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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및 진출 전략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은 터키 방송시장에 대한 이해 및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의 경우

년부터 한국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방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기관의 조사 자료에서는

년을 원년으로 하고 알고 있다

는 점에서 터키 방송시장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함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외

많은 민영 방송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방송사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한류 프로그램의
수출을 위해서는 먼저 터키 방송시장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수출되었던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체계화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순히 한국 프로그램을 수출하려는 의지보다는 터키 방송사들과의 제휴체결 및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호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터키인들의 경우 한국을 형제 국으로 생각하고 있어 관계의 수립이 쉽고 원활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방송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현재

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동이 의 경우

한국 드라마라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어느 방송사에서 제작한 것인지 방송사
로고가 표시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판매 시 가격을 인하해주더라도 프로그램 내 한국
방송사의 로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방송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개별 방송사 입장에서는 향후 프로그램 수출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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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모델 접근 방법
가 접근 방법
터키는 디지털방송 전환관련 법률 정비 기술규격 마련 주파수 할당 사업자 면허 부여 방
안 등 기반 준비를 마치고

년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단 기간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 구축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또한 멀티플렉스가 최소 개이고
멀티플렉스 당 적어도
콘텐츠

채널 이상 수용되므로 디지털방송 실시를 위해서는 많은

로도 활용 가능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많은 전국 권역 로컬방송사들이 존재하여 인프라 측면에서의
시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소구력도 나쁘지 않은 점도
확인되었으므로 시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터키 방송시장 규모가 크고 경제
상황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환경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방송 인프라 장비 와 콘텐츠를 패키지로 하는 협력관계 구축에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년 디지털방송 전환 본 단계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가

들을 통한 세부방안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고려사항으로는 한국의
방송장비 인프라

단말기 삼성

등 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콘텐츠

단말기 로 이뤄지는 전체 디지털방송 가치체계상의 통합 진출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추진방안으로는

단계 전문가 파견

단계 인프라 진출

진출 의 단계별 접근방안이 유효해 보인다 물론 이것은

년부터

단계 콘텐츠 장비
년 초까지 집중

적으로 수행하고 이후는 모든 것이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전문가는 디지털
방송 정책 전략 제작 송신분야 전문가 를 말한다
69) 터키의 경우 패키지 모델 적용을 위한 전문가의 입장차이로 인해 두 가지 견해를 모두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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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근 방법
터키 방송시장의 경우 아직까지 디지털방송 전환 초기단계이고 앙카라 지역에서 시험
방송만이 송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이스탄불 이즈미르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험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날로그
국적으로 메인 송출기의 수가
디지털 전송방식으로는
왔지만 현재
디지털방송을 시작하여

의 커버리지가

이며 중계기의 수는
년부터

에 이르는 가운데 전

개에 달한다

년까지

를 수용하여 개발해

방식을 수용할 것으로 파악됐다

년 월 단계적으로

년에 완전 전환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태를 토대로

판단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방송 전환과 관련한 정부지원은 시험방송의 경우

지원이 있었지만 이외 전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채널을

로 보내고 있는 가운데

채널을 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의 경우 현재 개의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 방송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의 패키지 판매는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먼저 한국 방송콘텐츠의 유통에 주력하여 터키 방송콘텐츠시장에서 그 비중 및 인지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앙카라 및 수도권 지역에서만
아리랑

월드 및

가 위성방송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고 기타 지역에서는 수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한국 프로그램 및 채널 제공에 대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터키 방송시장에서 한류의 저변 확대를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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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중남미 모델
중남미 지역은 지리적 특성 및 전문가 부재로 인해 상대적으로

분야의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브라질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디지털방송 표준
으로 일본 표준

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비단 디지털방송 분야뿐 아니라 방송콘텐츠 분야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야 한국콘텐츠의
수출이 증가하며 좋은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의 인기 상승에 따른 한국

콘텐츠의 관심이 증대하여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지에서 한국 드라마 배우들의 팬클럽이
생기며 마니아층이 형성되고 있고 파나마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등지에서도

년대 후반부터

한국드라마를 방영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불안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와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에 대한 법체계가 미비한
실정으로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가 해적판 구입이 일반화 되어 있어 시장진출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거의 대부분을 자체제작으로 충당하며
자국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국 영상물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강해 실질적인
판매 수익을 이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년 브라질 월드컵 개최

년 브라질 올림픽 개최 등의 이슈가 있는

중남미 지역은 시장 수요가 예상 되므로 중남미 진출을 위해서 시장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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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과 관련해
주파수 대역 밴드
따라 세계 각국이
년 월

과

년

에 의거 방송

을 사용하여 디지털방송 전환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권고하였으며 권고일인

일 이후 아날로그 서비스들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는

유럽 국가들에게

년 월 일까지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를 권고하며 디지털방송 전환을

앞서 시작한 결과

년 전환을 완료한 영국을 포함해 대부분 국가들이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

료할 수 있었으며 이들

개 국가들은 평균 년이라는 소요기간으로 전환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는
실시하였으며

년부터

년까지 성공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케이스 스터디를

년에는 유럽 개국 독일 헝가리 폴란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부탄 의 전환 노하우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전환을 위한 추진 방안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디지털방송 전환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
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디지털방송 전환 능력이 부족한 아시아 태평양 몽골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및 아프리카 통가 앙골라 에티오피아 말리 지역권의 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 현황 분석을 통한 디지털방송 전환 로드맵을 구축하는 컨설팅 또한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개도국 지역별 워크숍을 통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지수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등의 세계 주요

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워크숍 등의 지속

70) EU REC 209/848/EC, 2009. 10.
71) NRI(Networked Readiness Index) : 세계경제포럼(WEF)와 유럽경영대학원(INSEAD)이 공동
발표하는 지수로 138개국의 개인, 정부, 기업의 정보기술 발전도와 경쟁력을 종합해
측정한 지표
72) GCI(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국가경쟁력보고서) : 하버드경영대학원의 도움
으로 세계 각국의 경쟁력을 조사하여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로 국제
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의 통계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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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를 통해 디지털방송 전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디지털방송 전환은 방송의 송 수신 장비 교체와 같은 단순작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 개개인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국책사업으로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함께 다양한 주체와 연계된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공적 영역에 속하며 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소요 재원은 진행 기간과 비례하게 되는데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방송 전환을 개시한 영국에서
난 년간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약

억 파운드 한화 약 조 천

년부터 지

억 원 의 예산소요가

이루어진 반면 이를 벤치마킹한 주변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짧은 전환
기간으로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 할 수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선
진국의 디지털방송 전환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 및 기술자문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방송 전환 패러다임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며 방송장비
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 시키고 있다
년에는

년

억불에서 연평균

의 성장률을 보이며

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서

비스 인프라 및 선진화된 정책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서비스 활성화에 필
수적인 방송장비는 대부분 외산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 경쟁력 부족 마케팅 능력 및 브랜드
인지도 부족 등으로 국내 수요업계에서 조차 외면을 받아온 것이다 이로 인해 모니터 문자
발생기 등 저가의 주변장치 생산이 대부분이며 국산화율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

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 및 산업계와의 협력 등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방송장비 업계는 최근 국 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며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상황
이다 하지만

년 전환 완료에 따른 국내 디지털 방송장비 시장의 수요 포화 이후의 판매처

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의 판로확보가 절실하다
따라서 현재 국내 방송장비 제조사들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브랜드 인지도 및 마케팅
능력 확보를 위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등의 한류 효과를 이용한 방송콘텐츠와의

패키지 진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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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화된 영상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세기는 특히 신규 미디어들의 등장

으로 인해 새로운 영상콘텐츠 창출이 이루어지며 관련 산업의 순환 구조가 과거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특히 한류 의 중심지역인 아시아 시장의 경우 영상산업의 주변부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점차 중심부 시장으로 편입되고 있으며 세계의
주요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와 진출을 아끼지 않고 있다 판매 방식 또한
변형되어

년대 까지만 해도 해외의 유통 마켓과 견본시를 통해 직접 판매하던 방식은

년대 후반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고 프랑스
영국 등을 중심으로 유럽지역에서 중남미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의 열기와 더불어

수출 억불 을 달성하는 콘텐츠가 등장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은

년 잠시 정체되었던 한류 의 물결을 신한류 로 증폭시키며 핵심 콘텐츠로 여전히

그 유효성을 지니고 있다
년대에 접어들면서 방송콘텐츠로부터 시작된 한류 의 확산은 이제

으로 대변

되는 신한류 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송분야에서는 드라마 중심의 해외
판매에서 이제는 오락 및 쇼 음악 프로그램의 장르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 중동아랍 동유럽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여건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인지도 향상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패키지 모델 수립을 위해 디지털방송 분야는 전환 계획 미수립 수립 중 전환 완료
등으로 구분하고 방송 콘텐츠 분야는 유망 신규 시장 시장 안정 초기 시장 등으로 구분하여
현지 상황에 부합하도록 분류한 패키지 모델을 마련하였다
모델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이 수립이 완료 되었으며 방송콘텐츠 시장 진출이 유망한

억불 수출 콘텐츠 클럽 드라마 대장금 겨울연가 캐릭터 뿌까 뽀로로 게임 메이플스토리
아이온 리니지 등 종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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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장으로

가 속하며 세부조사를 위한 표본국가로 카자흐스탄을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 무리하게 정부주도의 패키지 진출이 시도될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초래될 우
려가 있으므로 디지털방송 전환 분야와 방송콘텐츠 분야의 진출 전략을 이원화 하여 분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

지역은 국내 방송콘텐츠 및 한류의

영향이 자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임과 동시에 구소련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기 때문에 방송콘텐츠 비즈니스 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현재
무리한 진출 시도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현지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디지털방송 전환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일부의 촉매 역할로 활용은 가능
하겠지만 동시진출을 위한 그 이상의 목적으로 활용 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송
서비스와 관련된 일련의 설비들은 자국의 기업에서 생산하게 하여 자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직접적인 국내 기업체들의 개별진출에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도심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소출력 중계기 및 공시청 설비 등과 같은 분야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논의가 가능하므로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년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도 세부 전환 계획들이 고려되지 않는 점들을
감안한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모델

보급 및 전환 정책 수립 등 또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이 수립 완료 되었거나 수립 중이며 방송콘텐츠 시장은 포화

단계 시장 안정기에 접어든 지역으로 아시아가 이에 속하며 세부조사를 위한 표본국가로
태국
모델

및 라오스

를 선정하였다

동남아시아 한류 콘텐츠의 핵심 수출국인 태국의 경우 자국 방송사들 간에 한국

방송콘텐츠를 경쟁적으로 구매하는 한류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로 한류는 이미 국민생활 전반에
깊은 뿌리는 내리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방송 영화 음악 등의 콘텐츠 뿐 아니라 화장품 패션 등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가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디지털방송 분야와
방송콘텐츠를 조합한 패키지 모델의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한류의 영향은
전국에 걸쳐 그들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으며 산업 전 분야에 한류 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이미 진행되어 한류를 활용한 디지털방송 진출은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든 원인이다 더욱이 방송
콘텐츠 분야는 킬러콘텐츠의 부족 현상으로 프라임 시간대에 방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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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태국 방송사와의 공동제작과 같은 제휴 협력 사업의 추진이 권고 되며
향후 디지털방송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속적 관계 유지를 통한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장비 진출 등의 모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모델

방송시장의 기초 인프라 자체가 빈약한 라오스의 경우 극빈국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직접 해외원조 지원 및 외국기업 국내투자 유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패키지 모델의 진출은 당장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시범적인 투자를 추진해 볼 수 있는 모델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방송장비와 그에 따른 기술 및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채널
운영권 조차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국영방송사의 환경을 고려할 때 현지의 높은 교육열을
활용한 교육방송채널사업을 추진한다면 한국 방송콘텐츠의 장기적 유통망 확보와 함께
관련 방송장비 진출과 아울러 학습교재 출판 및 자격검정 관련 부대사업 등의 중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디지털방송 전환이 완료 또는 계획이 수립이 완료 되고 방송콘텐츠 분야 초기 시장이

형성된 지역으로 유럽이 이에 속하며 세부조사를 위한 표본국가로 터키를 선정하였다 전통적
으로 방송장비 및 방송콘텐츠 강국인 유럽은 내수시장의 발달로 관련 산업진입이 어려운
대륙에 속하지만 최근

협정으로 인해 낮아진 방송장비 분야의 관세 및

의 열풍

으로 진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패키지 모델 접근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분리 되었다
첫째 패키지 모델 접근 진출의 긍정적 평가로 국내 방송콘텐츠의 소구력 및 디지털방송
전환 시점을 이유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전국 권역에 존재하는 많은 로컬 방송사들이 존재하며
방송시장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시장성이 높고 국가의 경제적 상황도 나쁘지 않은 점은
결정적인 이유로 볼 수 있다 관련 사업 실시를 위한 해당 국가의 경제적 위기는 사업 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본격적인 진출 시 한계를 보이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터키의
74) 터키는 ‘10년 9.2%, ‘11년 8.5%의 경제성장률로 고성장을 달성하며 EU 국가 중 6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보유, EU 경제전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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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상황은 향후 진출 시 상당히 유리한 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의 우호
관계 및 유사한 문화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패키지 모델 진출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년 본격적인 디지털방송 전환 단계에 돌입하는 점을 고려하여 무엇

보다 시급히 정부 및 방송사들과의 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 향후 진출을 위한 기반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단계 전문가 파견

단계 인프라 진출

단계 콘텐츠

방송장비 진출 과 같은 단계별 접근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패키지 모델 접근 진출의 부정적 평가로

년에 걸친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계획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현지 국내 콘텐츠 시장 또한 규모가 크지 않아
패키지 진출을 위해서는 우선 방송콘텐츠 유통에 주력해 터키 시장에서 국산 방송콘텐츠의
비중 및 인지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방송콘텐츠 분야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로 중남미가 이에 해당한다

최근 한국콘텐츠의 수출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현지의 불안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 등으
로 인해 시장 진출에는 상당한 노력 및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련 분야 협력 및 원조 등을 요청하고 있음에 따라 디지털방송 전환 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시장 조사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 선수행되야 할 것이다
네 가지 모델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사항을 도출 할 수 있었다
표본국가 모두 우리나라 디지털방송 전환을 성공적인 케이스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환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 측면의 결함이 없다면
한국산 장비라 할지라도 사용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의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카자흐스탄 및 이미 디지털 방송장비 구매가 많이 이루어진 태국
등을 제외한 라오스 및 터키 시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 지역의 진출이 어려운
시점에서 터키와의 우호관계를 활용하여 유럽 지역의 판로를 개척한다면 디지털방송 분야와
콘텐츠 분야가 서로

할 수 있는 시장 협력 체계가 구축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관련 분야의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지와의 우호협력 체계 유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절대적으로 방송 인프라가 부족한 라오스 또는 현지와의 접촉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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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등지에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후 발생하는 유휴장비 등을 활용한 무상 지원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방송제작지원 프로그램 들을 활용하여 합리적
인 가격으로 국내콘텐츠를 진입 시키고 향후 제작사와의 관계수립을 통한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디지털방송 전환 협력체계의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내 방송장비 시장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방송콘텐츠와의
결합 모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진출 대상국의 국내 방송콘텐츠의 시장 포화도
및 확산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인 진출 모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진출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대륙별 진출 모델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국가별 진출 모델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패키지 모델 진출을 통한 국산
장비 및 방송콘텐츠의 한류 확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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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아날로그 방송장비 보유 실태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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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아날로그 방송장비 보유 실태조사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는
년
월
일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아
날로그 방송장비를 개도국 방송사 등에 유 무상 지원하는 방안 등 다
양한 활용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의 사용가능한 아날로그 방송장비 실태조사
를 통해 향후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
니다
아울러 본 조사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관련 정보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 회신기한
▢ 회신방법
▢ 담 당 자

년

월
일금
자체 공문을 포함한 실태조사서 첨부
한국전파진흥협회 산업전략부 황인웅 대리

- 응답자 정보 회사명

소속부서
직위
담당업무

성명
응답자
관련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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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가능한 유휴 아날로그 방송장비 향후 활용 계획
1-1.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유휴 아날로그 방송장비 활용 계획을 선택해 주
시기 바랍니다.
회사규정에 따른 매각

무상공여

모두 해당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1-2. 아날로그 유휴 장비 중, 즉시 사용 또는 약간의 수리 후 사용 가능한 품
목이 있습니까?
있다

문항 이동

없다

문항 이동

기타

1-3. 사용가능한 아날로그 장비 중 수리비·운송료 등 외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 개도국 등에 무상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다음 중 어
떤 품목 입니까?(복수응답

가능)

1-3-가. 무상지원 가능여부
있다

없다

1-3-나. 무상지원 가능 품목(복수응답 가능)
제작장비

송신장비

송출장비

수신장비

측정기

기타

사용가능한 모든 유휴 아날로그 장비를

번 문항

페이지 의 보유현황에 기재하되

무상지원 가능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명의 ▢에 체크 바랍니다
예

페이지 ▢

비디오 스위쳐 무상지원 가능

▢


비디오 스위쳐

1-4. 아날로그 유휴 장비를 국내외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년

월

대학교 매체공학과에 중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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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무상기증

방송장비 분류표
 다음의 설문에 앞서 방송기기 분류표를 먼저 보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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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장비 분류별 사용 가능한 유휴 아날로그 방송장비 보유 현황을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제작장비 - TV 부조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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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작장비 - TV 스튜디오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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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작장비 - 라디오 스튜디오 & 편집실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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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작장비 - 편집실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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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작장비 - Data MCR(DMB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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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송신장비 및 측정기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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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신장비(위성장비)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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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송출장비(TV 주조)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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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타장비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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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가능한 유휴 아날로그 방송장비 향후 활용에 관한 건의사항
3-1. 사용 가능한 유휴 아날로그 방송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2. 기타 관련 건의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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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패키지 모델 적용을 위한 현지의향 조사
정부측 설문지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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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 242 -

- 243 -

- 244 -

- 245 -

- 246 -

- 247 -

- 248 -

- 249 -

- 250 -

- 251 -

- 252 -

- 253 -

- 254 -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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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패키지 모델 적용을 위한 현지의향 조사
방송사측 설문지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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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 260 -

- 261 -

- 262 -

- 263 -

- 264 -

- 265 -

- 266 -

- 267 -

- 268 -

- 269 -

- 270 -

- 271 -

- 272 -

- 273 -

- 274 -

- 275 -

- 276 -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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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패키지 모델 적용을 위한 현지의향 조사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 자료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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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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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립배경

- 282 -

- 283 -

Ⅱ.

대한민국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목표 및 방향

- 284 -

분 야
아날로그방송
종료 기반
마련
대국민

인식확산
년

수신환경 개선

저소득층 지원

실행본격화 및 점검

년

년

년

투자계획
수립

제작설비 방송보조국 디지털방송 전환 실태
추진
점검

시범사업
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

신문 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전화 등 개별홍보
전국적 확대
시청자 지원체계 구축 운영

자막광고

방문상담 등

후속조치
년

시청자
지원 지속

시범지역 홍보
및 시청자 지원

홍보강화

디지털방송

시범실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수신환경 개선사업 시행

실태
점검

미진사항 보완

시범지역 수신

환경 개선

지원방안 마련 예산 확보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시행령 개정 추진체계 구축
시범지역
지원
아날로그방송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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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 287 -

- 288 -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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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콘텐츠 해외 진출 협의회 보고서
(일본 총무성)

- 291 -

- 293 -

- 294 -

- 295 -

- 296 -

- 297 -

- 298 -

- 299 -

- 300 -

- 301 -

- 302 -

- 303 -

- 304 -

- 305 -

- 306 -

- 307 -

- 308 -

- 309 -

- 310 -

- 311 -

- 312 -

- 313 -

- 314 -

- 315 -

- 316 -

- 317 -

- 318 -

- 319 -

- 320 -

- 321 -

- 322 -

- 323 -

- 324 -

- 325 -

- 326 -

- 327 -

- 328 -

- 329 -

- 330 -

- 331 -

- 332 -

- 333 -

- 334 -

- 335 -

- 336 -

- 337 -

부

록

해외 디지털방송 전환 현황 자료
(영국,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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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

- 342 -

- 343 -

- 344 -

- 345 -

- 346 -

- 347 -

- 348 -

- 349 -

- 350 -

- 351 -

- 352 -

- 353 -

- 354 -

- 355 -

- 356 -

- 357 -

- 358 -

- 359 -

- 360 -

- 361 -

- 362 -

- 363 -

- 364 -

- 365 -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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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방송제작지원 프로그램 목록
(‘08년 ~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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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방송제작지원 프로그램 (173편)
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습지 부작
습지 재발견

한국방송공사
창원총국

습지의 또 다른 비밀과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신개념 리얼드라마
무지개 마을
제주
창사
주년 제주문화
상징 선
에너지 혁명
오일 프리
사라지는 섬진강
바다의 역습
해양다큐멘터리
부작 배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에서 화합하여야 되는
이유 조명

주

제주문화방송 주
한국방송공사
울산총국

제주의 전통문화 총괄적 계승 발굴 영상화

석유 없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 제시

여수문화방송 주

섬진강 실태 취재 및 대안 모색

한국방송공사
부산총국

해양산업의 중요성 및 미래 조명

강원도의 신성장동력
무한한청정자원에 주목한다

주 강원민방

동해심층수 개발조명 및 그린에너지의 역할모색

영상기록
한민족의 소리

광주문화
방송 주

농요 노동요 등 사라져가는 우리 민족 소리 조명

독살 신이 내린
황금그물

대전문화
방송 주

세계 최고의 독살 밀집지역 심층 취재

북한의 대중음악
북녘땅에서 듣는
아침이슬과모차르트

재 평화방송

북한 사회에서 비밀리에 확산되고 있는 저항
가요 발굴 소개

아름다운
마감 아름다운 시작

재 평화방송

웰다잉에 대한 다각적인 조명

한민족 그 뿌리를
찾아서 부 한우의 꿈

춘천문화방송 주

한우의 내외적인 경쟁력 재조명

섬마을 아이들 희망을
연주하다

부산문화방송 주

오케스트라를 통한 아이들의 성과와 치유과정

겸재 정선 청하의
가을을 보다

포항문화방송 주

조선시대 최고 화가 겸제 정선 일대기와 작품
세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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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스페셜 공룡의 땅
한반도 공룡 를 찾아서

주 문화방송

공룡 복원을 통해 지구 환경에 대한 이해 재고

특별기획 부작
세계의전통의학을찾아서

대구문화방송 주

전통의학의 가능성 모색

미스터리 농요
아부레이수나 의 비밀

대구문화방송 주

우리 농요 연구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하는 프로그램

목포문화방송 주

선진국형 농업으로의 대안 모색

특집 다큐 지방

목포문화방송 주

지방의 개최와 희망을 들여다보며 올바른 발
전 방향 모색

미래에너지 다큐
부작 코난의 시대

주 에스비에스

농업

신국부론

에너지 위기에 대한분석과 대안모색

주철환 김미화의 문화전쟁

오비에스경인티브이

다양한 시선과 관점으로 문화담론을 펼치는
프로그램

도시재생 화려함을 넘어
삶을 닮은 도시로 부작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우리나라 도시재생 현실

이주노동자 밴드
스톱크랙다운의 아리랑

주 경인방송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및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모색

특집 다큐 부작
소리의 힘

주 대구방송

우리의 뇌와 외부로부터 들리는 소리의 반응

특별기획
한반도 댐 보고서

울산문화방송 주

한반도 댐의 붕괴위험 과학적 입증 대책마련

그랜드플랜
울산을 디자인하라

울산문화방송 주

소통 배려 비움 다움이 가진 특성제시

훈맹정음

포항문화방송 주

시각장애인의 점자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

람사르총회
특집다큐멘터리 따오기

마산문화방송 주

따오기의 복원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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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부작 특집
생태수도 순천
한국의
자연문화유산 노거수

한국케이블

마지막
문장원

국민 투자의식 개선
프로젝트 머니 패트롤

전남동부

주 산야티비방송

창사 주년기념드
라마 탁덕 최양업

동래한량

프로그램개요

재 평화방송

주

부산방송

주 이데일리티브이

순천의 생태도시 건설 방안제시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가치와 의미 제고

사목활동과 조선시대 신앙인들의 신앙과 비애 조명

문장원옹의 삶 조명

투자문화 및 안전한 금융거래 해법 제시

자연이준기적의물 식초

주 생활건강

식초의 효능 및 효과 조명

동서양의 대결
한국약초
서양허브

주 생활건강

국내 약초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핫머니 전쟁

주 이토마토

핫머니 방지책마련 및 우리경제에 이바지 방지책 마련

빈곤의 새희망
마이크로 크레디트

주 이토마토

빈곤의 현황 점검 및 나아갈 방향 모색

세상에 이런 법이

코트티브이 주

법과 문화의 관계 조명

역사를 바꾼 세기의 명판결
존엄하게 죽을 권리

코트티브이 주

실제사건 토대로 법의 의미 재조명

태안 그 후 년

씨제이헬로
비전충남

우먼스토리
세상위에 서다
싱글맘 스토리
둘이라도 괜찮아

태안의 자연을 빠른 시일에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에이치엠엑스동아티브이

여성의 삶을 다룬 프로그램

에이치엠엑스동아티브이

싱글맘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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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본격 버라이어티

분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씨제이티브이엔 주

전화를 이용하여 유쾌함을 전달하는 리얼리티

사랑은 맛있다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식량위기시대 식량
주권을 확보하라

주 늘푸른농업방송

우리 농수산업이 나아갈 길 모색

가치를 파는 한국
코리아 세일즈

주 디지틀조선일보

해외에서 코리아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희망
메시지 전달

주 디지틀조선일보

그린경영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와 시사점 조명

경영아이콘

인재

를 찾아라

여러 가지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

주 디지틀조선일보

공개채용 서바이벌 프로그램

주 예당엔터테인먼트

나눔 기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장애문화예술인
낙원을 꿈꾸다

주 예당엔터테인먼트

장애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의미 재고

영상기록
우리시대의 명인

주 예당엔터테인먼트

국악명인들의 삶과 예술관 조명

공개채용
인재를 찾습니다

주 일자리방송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실업 해소방안 제시

글로벌취업 프로젝트
우리는 이제 세계로간다

주 일자리방송

해외취업에 필요한 각종 준비 내용과 절차 노하우
정보제공

특집다큐 부작 취업률
에 도전하는 도시들

주 일자리방송

국내 실업난 해소를 위한 대안제시

아시아를 전염시킨
나눔 바이러스

코리안 허니를 꿈꾼다

주 홈티브이방송

한류의 문제점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주 씨씨에스

농촌총각이야기를 통해 우리농가의 긍정적인
미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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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온난화의 경고
바이러스가 진화하고 있다

한국

방송 주

바이러스 세계 각국의 대처 방안 모색

한국불교의 보고
암자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

방송 주

한국 전통 역사와 불교 역사의 살아있는 모습 전달

한국

방송 주

한국 녹차 품질의 우수성 알림

특집다큐 한 중 일
의 전쟁
의 눈물 죽음의
문화 낙태를 만나다

엔씨에스미디어 주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필수조건 모색

특집
월에 핀 하늘의 백장미

엔씨에스미디어 주

스카이다이버 활동 조명

엔씨에스미디어 주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 및 해양생태관광 해양
에너지 활용방안 제고

섬과 바다

농업 희망을 쏘다
느림을 누리다
디지털시대의 행복찾기
슬로시티기행
한반도 비무장지대
평화의 땅으로 다시
태어나다

친환경 웰빙상품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한
농산품 소개

주 매일경제

주 리빙

슬로우시티의 나아갈 방향 모색

주 리빙

분단의 현장 및

의 새로운 의미 모색

저수지 작은 물에
희망과 미래를 담는다

주 한국레저낚시방송

신도시 그 미래를 말하다

프라임방송 주

우리도시개발 미래 키포인트 제시

군침 도는 과학 김치의
다섯 가지 매혹

주 메디코프

한국의 아이콘 김치 집중적 조명

스파이스 로드
향신료에 담긴비밀

주 메디코프

세기 새롭게 부각되는 향신료에 대한 모색

중앙방송 주

다양한 부부들의 갈등을 통해 진정한 부부와
결혼 의미 조명

리얼다큐 부부

수질 및 생태계 문제 등의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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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리얼 미식기행 더 셰프

중앙방송 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 마련

엄마를 바꿔라

중앙방송 주

양쪽엄마를 서로 바꿔 생활 갈등 의견대립
해결 화합

주 디지털스카이넷

이주여성들의 자국 언어로 자국의 음악과 정
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제공

주 폴라리스방송

문화예술인의 살과 죽음 그들의 흔적 따라가기

시즌

다문화 가족 음악방송
요절
애니다큐 그림여행

애니메이션 시트콤
프로젝트 행복한가정만들기

프로그램개요

주 대교

애니메이션과 실사 접목 즐거운 명화 감상 제안

주 대교

양 가족이 찜질방 운영을 하며 일어나는 시트콤
애니메이션

주 대교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며
해소시켜주는 솔루션 제시

고유가 시대 에코
드라이빙으로 유턴하라

주 카티비

까울의 난타쇼

주 챔프비전

여러 가지 사물의 소리를 하나씩 소개

어린이 전래동화
어흥이의 이야기보따리

주 챔프비전

우리나라 고유 전래동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한류바둑 세계를 호령하다

주 투원미디어

한국 바둑의 세계진출이 갖는 의의 진단

주 투원미디어

우주와 동양철학을 담은 바둑 분석

α

친환경 경제운전의 방향 모색

소외극복프로젝트 황혼재혼

주 실버방송

노인이 노인을 말하는 정보의 장 마련

위대한 노년 나눔은 행복해

주 실버방송

노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초고령사회
그 해법을 찾는다

주 실버방송

우리사회 고령화 문제의 다양한 해법 제시

불교

미국 불교의 면모를 통해 한국 불교를 반추해
보는 계기 마련

종교 혁명을 꿈꾸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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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선불교로 전하는 평화의 길
현각스님의 유럽만행

제작사명
주

세계평화의 방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모색

아토리의 미술여행

대원방송 주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술에 대한 교양상식 제공

체인지

주 한국일보성공티비

성공코치가 구체적인 코칭으로 처방하는 프로그램

세계 별들의 전쟁
백제인 미마지의 춤

불교

프로그램개요

주 바둑텔레비전
한국케이블

충청방송

세계 바둑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변화 조망
백제문화예술의 혼을 현대인에게 각인시켜주는
계기 제공

한국의 등대 제국의
불빛에서 근대의 풍경으로

주 한국낚시채널

등대가 가지는 근대 문화유산의 가치와 그 의미 조명

다문화가정 이야기

주 희망복지방송

국내외 다문화 가정의 사례 실태비교를 통한
발전대안 모색

주 희망복지방송

수화역사조명 및 수화의 중요성 제공

다큐멘터리 수화
맛의 한류
대륙을 요리하다

인터내셔널미디어지니어스

콩의 발효미학

주 에프에이치티브이

추억으로 가는 시간여행

주 실버아이

한성별곡 한국 성지순례
별별 이야기 부작

주 기독교텔레비전

복원되지 않은 기독교 성지 개발 필요성 고취

교도소의 민영화 바람
아가페 교도소

주 기독교텔레비전

민영교도소의 여러 모델들의 형태 조명

만 그루의 나무
년의 기다림

에이치씨엔금호방송

열섬화 현상조명 및 해결방안 제시

기적과 희망의 새 이름
작은 도서관

에이치씨엔금호방송

국내 작은 도서관의 선진운영 모델 제시

바다쪽으로 한뼘 더

주 엠비씨드라마넷

우리나라 음식의 세계화 및 산업화 실현
삼국에서 콩 발효식품이 발전해온 역사 조명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간이역의 기록

기면증을 앓고 있는 여고생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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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선발 우리의 장학생

주 엠비씨드라마넷

국민의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

스페셜
번지 아이들

한국케이블

광주방송

시설 아동들의 생활과 현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년 전 한국엔
브로드웨이가 있었다

한국케이블

광주방송

여성국극의 개념과 역사를 정리하는 프로그램

수능특강 온에어스쿨

한국케이블

광주방송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교사들의 수능방송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제주 의료관광산업

한국케이블

제주방송

의료관광산업 창출 방안 모색
환경 수비에 필요한 대안 및 개개인이 실천 가능한
대처방안 모색

환경수비대 와일드 포스

주 재능교육

우리에게 남겨진
위대한

티브로드에이비씨방송

특별기획 우리 아이는
안전합니까

주 유로티브이

어린이 유괴와 성추행 해결방안 고취

퀴즈 서바이벌 도전
수퍼 대디

주 유로티브이

육아에 대한 관심 조성

저출산극복 특집다큐
가족의 탄생

주 유로티브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가족의 소중함 재조명

섬 강 흙을 보듬다

주 영서방송

섬강 발원지부터 일대의 생명체와 주민이야기

영산호 물길이 열려야
강이 산다
습지와 인간 생명과 공존
음악 에세이
한국대표수필
선
원
투어
포토 앤더 시티

한국케이블

호남방송

주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방안 제시

우리나라 습지 현황 소개 및 습지의 기능과 가치 모색

주 와미디어

한국

지속적으로 발굴 보전해야 할 유적지 조명

비디오시대에 맞선 라디오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제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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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행태에 맞춘 여행정보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모바일 칭찬릴레이
비타민 씨

한국

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매체 특성을 활용한 모바일
칭찬 릴레이

장애극복
미션 임파서블

한국

주

장애인들의 일상의 불편 사항들을 알아보고
상호 도움이 되는 실천 방안 제시

주 매일경제

실업문제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취업
전문 프로그램

주 매일경제

경제정보의 차별화와 지속적인 정보제공

알콩이와 달콩이의
톡톡튀는 요리교실

유원미디어 주

대에 인기 있는 초 간단요리 방법 전달
하는 프로그램

대국민 건강프로젝트
스트레칭

유원미디어 주

시청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체조 고안

유원미디어 주

에너지 절약정보 및 에너지 절감 사례 소개

브라보 마이 라이프
경제 투데이

돈버는

에너지의고수

성인가요 반세기 그
역사속으로
대한민국 대표영어
인을 만나다
시뮬레이션스토리 어학
연수를 떠나다
오페라
오페라마

주 예당엔터테인먼트

성인가요 역사적 과정 조명

주 윈글리쉬닷컴

영어교육 비법 공개

주 윈글리쉬닷컴

어학연수 준비과정부터 어학연수 기간 경험

주 뮤직시티미디어

전통오페라와 라디오 드라마 위성
프로그램

와 결합한

한국어 랩 문학을 말하다

한국디지털오디오방송 주

한국어 랩의 역사 조명 및 발전방향 제시

창작과 베끼기의
경계에 놓인 대중음악

한국디지털오디오방송 주

오마주 샘플링 사례 소개

천재 천재

티유미디어 주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문화 휴먼 다큐멘터리

도 상상력의 힘

티유미디어 주

상상력과 창의력 키우는 프로그램

참 맑고 고운 생각

티유미디어 주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감성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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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뉴에이지 음악
지친
대한민국을 유혹하다

주 디지털스카이넷

뉴에이지 음악이 각광받는 이유 분석 및 조명

사라진 가요를 찾아라

주 디지털스카이넷

가요를 보존하고 기억해야할 문화로 인식재고

생방송 디라이브

한국방송공사

시사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프로그램

한국방송공사

영화 동화의 표현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프로그램

생방송
대한민국 공감랭킹

한국방송공사

시청자와 소통하는 양방향 프로그램

한국인의 소울푸드

주 문화방송

지역 출신 명사들의 음식재현

마니아 성공시대

주 문화방송

취미로 시작해 그 분야 최고의 마니아가 된 노
하우 소개

포토에세이
향수

주 문화방송

마을 공동 빨래터 다듬이 소리 대장장이 등
향수와 인간애를 그린 프로그램

아름다운 기본 법과 질서

주 와이티엔디엠비

법질서에 대한 사회적비용과 피해를 심도 있게 분석

대한민국
행복프로젝트 사랑을
나눠 드립니다

주 와이티엔디엠비

봉사와 나눔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
프로그램

키드키드
삼국유사

주 북채널

신간도서 낭독 소개 프로그램

메카프로덕션

똥으로 자연을 회복시키는 현장 취재 생명대안

다큐 한국 종
세계 평화를 울리다

해피스토리

화천군의 세계 평화의 종 제작 전 과정 조명

잃어버린 문명 쥬신의 검

주 인스토리

비파형 동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민족문화 재조명

자연의 땅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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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토론의 달인 세상을
이끌다 부작

주 미디어콘텐츠혜윰

전 세계 젊은 인재들의 토론대회를 통한 문화 조명

년 잠들었던
의
공간을 메운다 사경

주 톱프로덕션

고려시대 사경에 대해 국내 최초로 깊이 있게 조명

베트남스토리 비엣족
남으로의 긴 여로

레인보우미디어

베트남 조명을 통한 양국의 문화발전과 우호증진

디지털의 검은 재앙
폐기물 속의 아이들

주 피디집

디지털 재앙에 직면한 아프리카 환경상황 조명

물살이 부작

주 디엠지와일드

다양한 생태관찰을 통해 물과 습지에 대한 관심 고양

바이오미메틱스 혹은
벅스 라이프

주 메이드인엔터

무한한 성장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바이오메틱
스 정보전달

위기의 중산층을 위한 해법
빚 다이어트

주 한국씨네텔

중산층의 허울뿐인 현실 진단 빚 다이어트 필요성 제기

농촌리포트한국농업
마을경영에 주목하다

티브이매니아프로덕션

농업 비즈니스를 통한 우리 농업의 위기 극복 방법 모색

특집다큐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주 크릭앤리버코리아

이라크 전투현장에서 밀착취재를통한미군들의삶조명

침묵의 유산 아버지의 전쟁

솔프로덕션

태평양전쟁 종전 후 전범자 후손들의 삶 조명

사진한장속의세계 부작
교과서사진속 세계를 간다

주 팬엔터테인먼트

년 바다경작의 꿈
바다목장 이야기

이미지다큐

바다목장 현황 소개를 해양개발 정책방향 제시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미지다큐

히말라야 시킴왕국 사람들의 삶을 통한 행복재정립

맛있는 외교 이야기
음식외교

주 미디어파크

우리아이지키기 프로젝트
꼭꼭이의 약속

락커뮤니케이션

스틸사진 속에 살아 숨 쉬는 세계사의 현장

음식을 통한 외교전략
미취학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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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개구쟁이 음악회

주 상상공방비육일이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펼쳐지는 공개 음악
프로그램

지하궁전의 비밀 조선왕릉

주 아이엠티브이

조선 왕릉의 역사적 가치와 현재적 의미 모색

주 프로덕션푸르메

낙동강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공존 모색

공존

의땅 낙동강하구

경고

자폐스페트럼장애

메이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정보 제공

메이

무협소설을 통한 아시아의 문화의 공존과 조명

다큐라인

숲 속 생명들의 생존 전략에 감춰진 수학적 질서 조명

빠삐에 친구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특집기획물

주 캐릭터플랜

아이들이 습득해야 할 배려 화해 나눔에 대해 이야기

우리아이를 위한
우리소리극장 도롱전

주 플라잉피그

우리소리 및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적 애니메이션

김진혁공작소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과 각국이 벌이는 다양한
프로젝트

어린이 바른 식생활
프로그램 떴다 쿠킹맨

주 비전마스타

캐릭터 인형 컴퓨터그래픽이 함께하는 요리
소재 드라마

언어의 죽음
사라져가는 목소리

주 비전마스타

인류의 주요 언어에 대한 생성과 소멸을 다룬
프로그램

오리엔탈 판타지
무협소설의 고향을 찾아
특집 수학 숲으로 가다

인재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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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방송제작지원 프로그램 (143편)
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목포 문화방송

옥과 관련된 다양한 인종들의 문화 탐방

특별기획 천년의 도전
강진청자 세계를 품다

목포 문화방송

한국청자의 우수성을 이용한 산업화 전략 제시

생명을 품은 땅 장도 습지

목포 문화방송

장도습지의 중요성 및 가치 재조명

경인티브이주식회사

인간의 심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경인티브이주식회사

국내거주 혼혈인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의 실태 조사

옥의 길

부자학 마음의 경제
낯선 이웃
그들이꿈꾸는나라
북 콘서트 책과
음악에 희망을 묻다
아마존의 눈물

재 평화방송

문화방송

책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재창조하는 작업 소개

아마존의 환경 파괴 문제 재조명

뿌리깊은 나무 한창기

광주문화방송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창간 언론인 한창기의
일생 재조명

풍요로운 시대의 종말
물의 반란

전주문화방송

수자원의 문제에 대한 집중 분석

경이 동물의 건축술

한국방송공사

동물거주지의 건축공학 분석을 통한 미래 건축의
방향제시

당신의 밥상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수문화방송

식재료들의 안전성에 대한 재조명

특별기획 최초 수중탐사
쿠로시오 해류의 비밀

울산문화방송

해류 쿠로시오에 대한 정보 제공

조선의 목가구

한국방송공사 춘천총국

조선 목가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지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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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세계 천문의 해
특집
다큐
첨성대 별기
동아시아생명대탐사
아무르강
국치

년 특별기획
기록전쟁

하늘에 새긴 역사
천상열차분야지도
청소년문화예술공감
사닥다리
다솜아 학교가자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울산 문화방송

첨성대 관련 미공개 학설 재조명 및 분석

한국방송공사

아무르강 거주 생명들의 생태계 유지 해결 방안 제시

한국방송공사 울산

일제점령시기 한 일간의 올바른 과거사를 규명

대전문화방송

별자리 그림 천상열차분야지도 에 대한 재조명

주식회사 강원민방

대구 문화방송

강원도 내초 중 고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과정 취재
다문화가정 자녀의 탈학교 문제 해결 방안제시

특집 다큐멘터리
바람의 아이들

한국방송공사 대구

우리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점에 대한 대안 제시

고선지루트를 가다

한국방송공사

고선지의 원정로 탐험을 통한 문명교류 현장
재조명

천년의 향 우리 누룩

영상테마도시 성공의 조건

대구 문화방송

발효식품 누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소개

씨앤앰우리케이블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 발견

특별기획 특집
다큐멘터리
세계지질공원 제주

한국케이블

제주

제주의 지질유산 재조명예정

충청의 젖줄 금강

한국케이블

충청

충청 금강의 현재 모습 재조명

사교육 없는 학교
희망을 꿈꾸다
자전거 이젠 교육이다

씨앤앰 중앙케이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운동 장려

씨앤앰중랑케이블

자전거 교육의 중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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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흙에 살리라 귀농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씨앤앰중랑케이블

예비 영농인에게 가이드라인제시

문화재 기억상실증

씨앤앰중랑케이블

등록문화재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홍보

러브 바이러스 함께 나눠요

씨앤앰강동블

장기기증에 대한 실태 및 필요성에 대해 재조명

금강방송주식회사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 강조

자연다큐멘터리
철새들의 낙원 어청도
자연의 선물 빗물

한국케이블

광주

러블리 부산

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

대전 인 아시아 나는
한국인입니다

씨엠비대전방송

폐공간 도시의
르네상스를 이끌다

티브로드홀딩스중부

대한민국 세계로 한글로

미래로 달리는 천의 얼굴
봉주르 서래 다문화가
국가경쟁력이다
울려라

문고

사라져 버린 기억
임진년
무형문화재 전승 큰 위기

우리나라의 수자원 문제 해결방안 모색 및 제시

부산관광 정보프로그램

국내 외국인 취업문제 및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 제시

성공적인 문화도시개발 전략안 제시

주식회사티브로드한빛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
방안 제시

에이치씨엔서초방송

버스의 역사와 버스의 미래 비전에 대한 정보 제공

에이치씨엔서초방송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의 세계화 장려

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

티브로드서부산방송

한국케이블

호남방송

일반인들의 민원해결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임진왜란 참전 용사 윤흥신 장군의 업적 공개

무형문화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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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사라짐의 아쉬움 당신도
역시 한국인입니다

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

우리나라 고유의 옛 문화를 옴니버스 구성으로 소개

씨제이헬로비전영남

안동 지역의 목판 소개를 통한 지역문화의 자긍심 고양

나무에 새긴 지식정보
세계를 움직이는 브레인
기획 프로그램

햇터방송

다방면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았던 인물 기업을
각 나라별 시대별로 조명

녹색성장프로젝트
그린카 리사이클링

서울경제티브이

국내의 자동차 재활용 실태의 개선 방안 제시

국민 투자의식 개선
프로젝트 머니패트롤
시즌

이데일리티브이

금융사기의 원천적 원인 제거 방안 제시

지구의 심장으로
흐르는 정맥 하수도
한국의 멋과 맛의 재발견
세계를 정복한 생선
대구이야기
안중근의사 의거
주년특집다큐 재판무효

프라임방송주식회사

희망복지방송

하수도 생활문화의 중요성 강조

한국의 음식 및 맛집소개

쿠키미디어

해양수상산업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코트티브이

안중근의사의 하얼빈 의거에 대한 법적인 접근 시도

안녕 자두야

온미디어

인기 만화 안녕 자두야 를 애니메이션으로 재제작

삼장로드에서 길을 묻다

방송과사람

삼장법사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개척자 정신 함양

숲속 모험 알루와
친구들

주식회사대교 씨엔에스

자연과 친구들의 귀중함을 알려주는 육아용
애니메이션

조선총독부 특명 조선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라

상생방송 주식회사

일제시절 탄압에 굴하지 않은 조상들의 민족
정신함양

기적을 만드는 힘 가족

엠비씨드라마넷

가족사랑의 소중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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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게임 인간과 소통하다

엠비씨게임

세기문화산업의
경쟁력 블루오션은독립영화다

케이블홀딩스

보이지 않는 문화전쟁

예당엔터테인먼트

게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

독립영화의 가치 재조명

새로운 시대 변화된 문화콘텐츠에 대한 시각 제공

관광대국의 길 이제는
블루투어리즘이다

리빙

블루투어리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

그린 투어리즘 도시와
농촌의 행복한 공존

리빙

그린투어리즘의 가치 조명

다큐
비보

년 의
사부의전

유럽으로 간 달마
김수환 추기경에 관한
마지막 보고서
년의퍼즐 신화를찾아서
쓰레기
를 잡아라
히포크라테스
의술
을 팔아라

불교텔레비전

사부의전 을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제시

불교텔레비전

한국불교의 해외 포교 현주소 진단

재단법인 평화방송

김수환 추기경의 일생일대기 재조명

한국

방송

단군신화 웅녀의 실제 정체를 알아내는 추리
다큐멘터리

한국

방송

신재생 에너지 발굴에 대한 방안 제시

한국

방송

국내 의료관광의 가치 조명

성공코칭 마음을 얻는 기술

한국일보 성공티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솔루션

유로티브이

성공적인 대인관계 비법 제시
육아문제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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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특별기획 내 아이의
오감을 자극하라
낚시와 예술
한시
와
회화
를 통해서 본
위대한 낚시문화유산
천국의 섬
토이스토리

스포츠 바둑
올림픽을향하여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세 아이들의 오감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유로티브이

주식회사 한국낚시채널

재

낚시문화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한 재조명

한국판 마더 테레사 문준경 전도사에 대한 드라마

남인천방송주식회사

바둑텔레비전

장난감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검토

바둑의 세계화 및 체육화 전환에 대한 방안 제시

탈출

씨제이티브이엔

특정공포증을 가진 환자들의 공포증 극복 유도

마지막 소원

씨제이티브이엔

아동 청소년 난치병 환자들의 소원 성취 프로그램

한국 현대의학 미래
년을 준비하다

주식회사 메디코프

한국 의료산업과 의료과학에 대한 자부심 고취

아시아 서사음악 기행

주식회사 폴라리스방송

우리나라 판소리를 보전 발전시키는 계기 제공

러너스 하이

동경소녀

스포츠주식회사

엠넷미디어

신인 운동선수들의 꿈과 도전기 소개

예비 한류스타들이 한류스타 도전기 소개

자연다큐
생명보고서

와이티앤

한식 세계를
경영하라

디지틀조선일보

세계 대 패션스쿨을 가다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환경보존과 보호의 절대 필요성 강조

한국음식의 세계화 전략안 제시

문화산업으로서의 패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공

- 388 -

프로그램명
세 개의 무덤 동작동
국립묘지와 평양
애국열사릉에 묻힌
헬로우

다윈

컬쳐서브웨이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재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의 일생을 재조명

와이티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재조명

유원미디어 주식회사

노래로 보는 우리역사

예당 엔터테인먼트

레이블 사운드
지속가능한 한류의 미래

한국디지털오디오방송

지하철의 변화를 새로운 대중문화 트렌드로 소개
가요의 문화적 가치 재조명
레이블의 역사 재조명 및 시스템에 대한 고찰

강을 만드는 강

케이엔엔

낙동강의 유역별 특징 조망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추억

케이엔엔

옛 문화에 대한 영상 소개

호주머니속 세상 돌고
도는 돈 이야기
한국 속의 외국

문화방송

지상파

문화방송

지상파

세계적인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방안 제시
주한 외국인들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도 형성

글로벌 문화전쟁 그
중심엔 사람이 있다

티유미디어 주식회사

향후 문화콘텐츠산업의 비전 제시

미디어 선진국을 위한
월드 텔레비전 바이블

티유미디어 주식회사

미디어 산업의 가치와 효과에 대해 재조명

생명의 선택
녹색순환 페어푸드

에스비에스

조선의 지혜 구휼
대항해 시대를
대비하라
매직그린 각국의
경제위기 해법
녹색배틀 지구를
충전하라

건전한 음식문화를 통한 소비생활과 지역경제의 발전
구휼제도를 이용한 경제 위기상황 극복시도

목포문화방송

조선사업으로 미래 경제활성화 추진방향 제시

문화방송

해외국가의 경쟁위기 극복 정책과 한국경쟁력 진단

한국방송공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친환경에너지 소비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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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한국경제의 미래를 보다

한국방송공사대전총국

해외사례 소개를 통해 국내 첨단산업의 육성과
대안모색

녹색혁명 나무

부산방송총국

탄소제로 하우스에
도전한다

수성케이블방송

녹색 보증수표 탄소

이토마토

세기 산업혁명
대한민국 농수산벤처

이데일리티브이

도시재생 프로젝트
꿈꾸는 나의 도시

프라임방송 주식회사

산림을 활용한 경제대안 제시

재생에너지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

농수산의 디지털화 추구로 부가가치 창출

도시재생을 통한 경제활성화 추진

생명의 줄기 하천을 말하다

와이티엔

물 부족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하천관리 소개

한반도 프로젝트
제 의 자원을 찾아라

늘푸른농업방송

자생대체에너지와 해양에너지의 개발로 경제
활성화 도모

가자 착한 비즈니스 세계로
경제살리기 비책
산림을 주목하라
중소기업의 블루오션
고령친화산업을 잡아라
특집 다큐멘터리
외교관
장인만들기 프로젝트
거장을 만들다
보성의 소리
세계를넘어서라

주식회사희망복지방송

서울경제티브이

실버방송

한국에이치디방송

유로티브이

미디어랩

건전한 기업상 구축과 배려의 사회분위기 조성

산림산업을 활용한 저탄소 친환경 산업확충

실버산업을 활용한 경제활성화 방안도모
외교관의 역할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교
사례 소개
청년실업 극복과 산업현장의 인재육성

무형자산의 경제적가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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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전략 전수 프로그램
등 기업의 비밀

머니투데이방송

국내외 등 기업의 사례로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제시

청년리더 세계로 세계로

디지틀조선일보

국가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육성방안 마련

미래를 움직이는 황금자원
코리안디아스포라 네트워크
파워 인기업이 뜬다

맛있는 페스티벌
효율적인국민평생 교육을
위한 매체 융합형양방향
러닝콘텐츠

시네온티브이주식회사

문화방송

스토리탐험대
양방향 미니포탈

퀴즈영어마을
디보의 스토리북

인 기업 조건과 전략 등 소개

폴라리스

여행전문 프로그램으로서 해외 곳 국내 곳의
여행지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여행정보 제공

푸드

전국 개도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음식축제를
선정 축제 현장 소개 및 식재료 소개

연합인포맥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콘텐츠 및 사
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설정하여 정보제공
기존
의 유명한 퀴즈프로그램인 대 에
양방향 기능을 추가한 신개념 퀴즈프로그램

대

명화미술관

코리안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구성으로 경제위기 극복

유아를 대상으로 세계 유명작가와 그림의 소개를
통해 미술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길러주는 명화
미술관

대교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전래동화를 영어를 이용해
소개하고 읽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영어 학습을 유도

에어코드

뉴스 날씨 주가지수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시청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 등을 제공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오콘

이지씨앤씨

영어 관련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이 가
능하도록 구성된 영어 교육용 게임 콘텐츠
유아 영어교육 전문 프로그램으로
의 양방
향 성을 이용하여 영어 읽기 말하기 듣기 등
교육 정보제공
건강측정 장비 및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정보
분석을 통해 적합한 의료 및 운동 정보를 추천해
주는 맞춤형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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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양방향 추리드라마로서 각 에피소드의 실마리를
풀어야 다음 에피소드의 시청이 가능하도록 구현

일요일들

썰렁홈즈의 퍼즐나라

타운

어린이배움터

다문화가족 음악방송
양방향서비스
한중일 도시락삼국지
퀴즈학습백과

두뇌운동회

속의동화책과 함께하는

역사여행 세계
그리고 한국 시리즈
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

디유넷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 수리 교육용 콘텐츠
로서 직접 실험 실습하는 느낌을 가지도록 제작

디디오넷

아파트와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독점적인
지역 기반 생활 정보 서비스 제공

한솔디케이

한글 영어로 구성된 유아교육 콘텐츠에 수학
및 창의 영역을 추가하여 통합 유아교육 콘텐츠

한국

기차여행정보 리얼버라이어티 양방향 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여행 방송으로 해당 지역의
여행 관련 정보를 양방향으로 제공

방송

디지털
스카이넷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실시간 자국어
개국 베트남 중국 태국 필리핀 일본 아랍 몽골
러시아 방송 제공

보라존

한국 중국 일본에서 발견한 종의 도시락
및 도시락 문화를
김한석을 통해 제공

어린이미디어
어소시에이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퀴즈와 함께 동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학습백과 콘텐츠 제공

앤미디어

온라인 게임인 바투 바둑의 변형게임 를 오프
라인
단체 경기로 재해석하여 제공

비트컴퓨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및 건강나이
알아보기 기능을 중심으로 양방향 헬스케어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

씨포유미디어

어린이에게 친숙한 전래동화를
형식으로 영어콘텐츠 제공

시공미디어

초등학교 사회 영역 중 삼국시대 관련 역사영
상를
급 영상으로 제작하여 교육 부교재로
콘텐츠 제공

인터넷

인터넷 수능 콘텐츠인 강남구청 인터넷수능
방송 에 양방향성을 더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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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한국생활 길라잡이 등

암자 외

꿈을

희망

편

아라

내일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외국인의 편안한 한국생활 안내 한국의 자연 소개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한국문화 소개하기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영어자막화

편

한국

방송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인재상을 스튜디오 심층면
접과정을 통해 시청자와 예비구직자에게 정보제공

전자신문

한국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영어자막화 함으
로써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 문화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유도

방송

구직자들이 참여하는 미션형태의 면접 과정을 통해
실제 취업에 필요한 요건 및 구직 스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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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방송제작지원 프로그램 (109편)
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보리밭에달이뜨고한센병극
복 그 년의 보고서

여수문화방송

역사를 라디오 드라마에 담아 근현대사의 소
용돌이 속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어떤 공포와
비속함 속에서 연명했는지를 조명

경술국치 년
문화재수난사의재조명 부작

원주문화방송

경술국치 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 문화재
강탈의 배경과 전개 조명

춘천문화방송

지난 년간 군대에 복무 했던 실존 인물을 주
인공 캐릭터로 선정하여 병영생활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문화방송

이상기후로 인한 사막화와 물 부족 우리가 미래에 직
면 할지도 모르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현주소 조명

목포문화방송

오늘까지 우리네 민초들이 겪어왔던 땅과의 역사
를 담고 있어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 제시

제주
특별기획 다
큐멘터리 길 부작

제주문화방송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보고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서 갈 길 몰라 하는 서성이는
이들에게 많은 이들이 걷기를 통해 어떻게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지 보여줌

숲으로의 생환
장수하늘소 프로젝트

춘천문화방송

대부분 시청자들이 숙지하고 있는 멸종위기 급
장수하늘소를 통해 호소력 있게 전달

경술국치 주년한글날
특집다큐멘터리
우리이름 가는길을묻다

대구문화방송

경술국치
주년 한글 이름의 우수성을 최초로
발굴 우리 이름을 통한 민족의 정체성을 모색

에스비
에스

눈 덮인 겨울의 툰드라그 속에서 사는 시베리아
북부유목 민족의 삶을 년 동안 섬세하게 관찰
하고 해석

강원민방

소재 경량화를 통한 저탄소 배출 실현 희귀금속
확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형성 도모

리얼애니메이션다큐
청춘병법아미아미

창사 주년
특별기획
아프리카의눈물
땅은목숨이다
하의도토지항쟁 년

창사 주년 특집다큐
최후의 툰드라
창사 주년보도특집
세계자원전쟁 세기블루칩
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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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강릉
특별기획
사라진푸른꿈 명태

강릉문화방송

녹색성장을 지역발전이나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여기는 의식을 넘어서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사라진 언어 잊혀진 세계

한국방송
광주총국

환경과 언어 언어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환경
운동으로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특집다큐 부작
기록 숫자너머이야기

대구방송

년 완공될 대구 육상진흥센터와 한국 육
상의 청사진을 제시

소리로 만나는 삶의
여정

광주문화방송

인간의 생활 속에 숨겨진 희로애락의 감정이 잘
표현되는 개의 사건 에피소드 소리와 대화로 전달

다큐 섬진강

진주문화방송

지금의 섬진강 모습을 고스란히 영상으로 담아
낼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하면서
섬진강의 모습 담음

오비에스경인티브이

방송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던 노인들의
긍정적 파워가 사회의식 개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제작

희망프로젝트
아시아의소원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아시아 어린이들이 처한 현실의 세계를 바라
보면서 어떻게 해야 긍정의 변화가 가능한지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유배

광주문화방송

우리나라 유배 지도를
로 완성하여 유배의
지역별 장소별 형량별 시대별 특징들을 복원

부작다큐멘터리
콩 인류를살리다

광주문화방송

콩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국으로 전해진 콩의
음식산업 등 콩의 우수성을 밝히고 한류 음식의
미래를 전망

대전문화방송

백제 하면 떠올리는 삼천궁녀 설화가 중국 시조의
표절임을 처음으로 제기

특집
지역문화유산프로젝트
아시아의탈문명 마스크루트
부작

케이엔엔

한반도 전역에 분포되어 탈놀음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원형적 가치를 발굴

이금희의
신화 오딧세이

한국방송공사

이금희의 신화 오딧세이는 디지털콘텐츠창작의
보고
인 신화의 환상과 상상력을 생동감
있게 전달

창사특별기획 부작
불로장생의역습

백제

년만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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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안동독립운동 년
어찌오랑캐의백성이되리

안동문화방송

안동의 독립운동사를 조명해보며 이 지역 지도
층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과
그리고
의 세계에 대해 고찰

특집 다큐
신해양관광부국

광주방송

남도의 섬과 바다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 맞
는 한국적인 해양관광의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히로시마
끝나지 않은 이야기

진주문화방송

한국의 히로시마 끝나지않은이야기 는 잊혀진
역사 그러나 아물지않은 상처 한국의히로시마 를
다시 기억한다

푸른 지구의 마지막
유산 콩고

한국방송공사

콩고 열대림을 한국방송사상 최초로 취재 로랜드
고릴라 등 미지의 동물과 자연을 담고 역동적인
자연 생태를 부분적으로 로 촬영

오비에스경인티브이

고려 말 사물을 의인화해 그들의 입을 통해
세상살이를 얘기했던가 전체소설의 형식을 차용
오늘날 사람살아가는 이야기

중국 불교의 신화가 된
신라왕자 김교각

현대미디어
에이치씨엔미디어

신라의 왕자가 중국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배경을 살펴봄

발칙한 반란 청년불패

이데일리티브이

어려워도 좋다 묻지 말고 일단 가자 고 외치는
가지 총천연색을 띈 발칙한 반란을 꿈꾸는
젊은
인터뷰

한국케이블
전북방송

고대역사의 미스터리이자 최첨단 기술이었던
고인돌의 사회 경제 기술 문화적인 측면과 그
기원과 한민족의 진취성 고찰

늘푸른농업방송

지속가능한 환경프로젝트로서 도시농업을 소개하고
그 중심에 있는 도시농사꾼들의 삶을 보여줌
으로서 희망적인 도시의 모습 제시

씨앤엠
중랑케이블

일자리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 기업에
대해 현황과 실제 사회적기업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필요성 제기

특집다큐
만물유곡

고창고인돌
세계를품다

생존의 선택 도시농업

다큐멘터리
착한기업

한국전쟁 년
한국의쉰들러들

씨제이
헬로비전
중부산방송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고한 수 십명 혹은 수
백명의 목숨을 구한 이들의 이야기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빛을 발한 용기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 396 -

프로그램명
다큐
강강술래

제작사명

한국케이블

프로그램개요

광주방송

해남 진도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강강술래의
문화적인 가치와 예술성을
영상으로 완성

다큐멘타리
무예 질주하다

오리엔탈콘텐츠그룹

향후 미래 문화전쟁의 실체인 문화 관광 무예콘텐
츠 마케팅산업을 알기 쉽게 실 사례와 성공사례
중심으로 전달

조선 파일 기찰비록

씨제이미디어

드라마 기찰비록 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희대의 미스터리 사건을 파헤쳐 나가는 기찰비
록 요원의 활약상을 통해 당시의 시각으로 해석

순교사극시리즈제 탄
동정부부 이순이루갈다와
유중철요한

평화방송

세기 말 천주교 박해시대 이순이 유중철 이들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드라마 형식을 통해 표현

미래 생존 보고서

한국경제티브이

특별기획 미래생존보고서 는세계 년기업
의미래전략과장수비결을밀착취재하여우리기
업의나아갈방향을제시

씨제이
헬로비전
중부산방송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꿈
을 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린 동시대 청소년들의
열정과 희망을 보여주는 교양다큐멘터리

환구단의 비밀
제 부고종의꿈대한의
위대한시작 제 부천자
의나라대한제국

상생방송

북아삼국간에 일어나고 있는 영토전쟁과 역사
전쟁의 실상을 보여줌

한국의 전통악기
거문고

알앤엘
내츄럴
라이프

한국 전통음악의 심오함과 아름다움을 거문고
라는 악기와 그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인간을
조명하여 소개하는 프로그램

재래시장
명품시장이 되다

디지틀조선일보

본 프로그램은 영국 프랑스 터키 일본 개국의
재래시장 탐방을 통해 재래시장의 경제 문화
관광적 가치와 활성화를 점검 모색해 본다

장보고의 후예들
일간 대항해의 기록

특집 부작 다큐멘터리
지오투어
한반도

한국

방송

대자연의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방송최초로 지구과학의 스펙트럼에 투영하여
시청자들에게 경이로운 경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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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세계를 움직이는
색
의 유혹

햇터방송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인류의 진화와 문명에 영향을
주었던 색의 신비와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그
시대를반영하는 문화의 축인색을 집중 조명

년전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린이구연
역사다큐멘터리

재능교육

엘리자베스키스 우리는 그녀의 그림을 통해 백 년
전의 우리모습과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는 우리의
전통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 마련

엘르티브이 코리아

스타들이 자전거로 여행을 하는 모습 자체가
패셔너블하여 시청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로드 다큐

서울수복 주년기념
한국전쟁하의서울

달콤 살벌한 유혹
신종중독

특집

어린이드라마
김치왕

다르지 않은 우리
세상과 공존하다

부작 로드다큐멘터리
바람의길제주올레

로드무비
물길을달리다

세계의 덮개 지붕

씨앤앰
서서울케이블

군인과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 속 서울에서
살았던 소년의 경험담을 직접 들으며 시청자
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메디코프

한국의 신종중독 치료에 대한 현재와 미래 제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음식 김치를 소재로 한
입체 어린이 드라마
세계 대 건강음식인 김치 의 우수성을 알려
재미와 교육 효과를 제공

희망복지방송

훌륭한 고용 사례를 통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
하는 한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진정으로 함께
하는 사회의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케이블
제주방송

이 프로그램은 제주올레의 계
를 통해
이 매력과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아름다운
영상에 담아낼 계획

프라임 네트웍스

불량아빠 가 아들과의 여행을 통해 프렌디 친구
같은 아빠 가 되어가는 부자간의 관계회복 과정

프라임 네트웍스

인류의 종교 문화 건축양식을 좌우해 온 지붕의
역사에 대해 알아봄

- 398 -

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이덕일의역사기행
부제 한국사그들이숨긴
진실을찾아서

상생방송

이제 식민사학를 뿌리내린 쓰다 소우키치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한국사 왜곡의 뿌리 식민
사관 와 몸통 동북공정 그리고 그 열매 서양이
바라보는 한국사 를 일목요연하게 조명

베이비부머의 은퇴대란
솔로몬의 지혜를 찾는다

실버방송

한국의 베이비부머 그들은 누구이고 그들의
은퇴가 국가와 사회 개인에 미치는 파장은 어
떠한지 그 해법 제시

지구생존 사막에서
길을 찾다

지텔레비젼

중국지역 등을 취재 그 실태를 알아보고 사막화의
안전지대가 아닌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려
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거리 제공

엠비씨
플러스미디어

고대문명의 근원지부터 유럽문명의 근간을 이룬
영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일본 등 철의
역사와 철의 현재가 있는 세계 전역을 돌아본
고품격 다큐멘터리

한국의 해양도시
브랜드 포항의 힘

에이치씨엔
경북방송

한국의 해양관광도시와 포항의 미래를 조명해
보고 부에서는 해양관광도시 선진국인 일본의
후쿠오카 동경의 오다이바 호주의 시드니와
골드코스트 두바이 등 해외사례 벤치마킹해
한국의 해양관광 도시모델을 제시

애니클래식 하모니
부제 악기의비밀이야기

대교
씨엔에스

앞이 안보이는 소녀 하모니 가 악기의 차원높은
애니메이션으로 실감형 콘텐츠 제공

태권마루 고수를 찾아서

엠비씨
이에스에스스포츠

태권도와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는 동시에
그들이 소개하는 차세대 태권도 고수 인터뷰

유로 티브이

모습은 달라졌지만 한결같은 할머니의 마음과
을 그려내 우리 시대 할머니상을 새롭게 조명
하고 흔들리는 조손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듦

스틸루트
를 가다

육아 검정고시 아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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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오리온
시네마네트워크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무관심으로 인해 공포에
떨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한 소녀를 기억해
내는 과정

명품파워
억의
지갑을 열어라

한국
씨네텔

명품은 과연 가능하며 그 비전은
어떤지 명품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명품
산업에 대한 발전적 미래를 점검

고종의 꿈
년의
대한제국

엠비씨
플러스
미디어

년의 식민지를 허용했던 무능한 왕조라는
오해 속에서 역사적 망각 속으로 사라져버린
대한제국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부작
천년의길 천년의지혜대
장경로드

씨제이헬로비전
양천방송

오늘은 어제의 미래다 따라서 고려대장경천년의해
그것은 과거로부터의 천년이자 동시에 미래
천년이다

빛의 제국

알앤엘
내츄럴라이프

빛 을 중심으로 방대한 서양미술의 역사를 시청자
들에게 간결하면서도 재미있게 전하는 프로그램

씨앤앰
구로케이블

시민들이 우리지역의 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
로그램이다

희망 담금질
마이스터가 미래다

머니투데이 방송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에서 우리 산업 전반에
작용하는 영향력까지를 점검해볼 수 있는 정보
공익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

어린이를 위한 교육콘텐츠로 콘텐츠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본 제작물을 통해 입체영상의
아름다운우주를 구현

에스비에스

중공군과
군 각국 참전용사들에게는 그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큐멘터리
블루헬멧 평화를꿈꾸다

문화방송

국제평화와안전유지를위한유엔의대표적인활동인
평화유지활동
국군 장병에겐 자신감을 전달하는 기회로 삼고자한다

불멸의 전쟁 부작

한국방송공사

일제 치하 기간 동안 주역들의 발자취를 기억
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특별기획
친숙한오브제를바라보는
새로운눈

우주의 신비

주년특집다큐 부작
크리스마스의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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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특집다큐
전파는진화한다 부작

티제이비

전파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불안감이 증가하는
이때 해롭다고만 알려진 전자파가 미래 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조망

대한민국 행복의 열쇠
복지 길을 묻다

목포문화방송

한국복지의 구체적 대안 제시를 위해 개국
이상의 복지 선진국의 정책과 현황을 현지 취재

와이티엔

전쟁과 휴전협정으로 인해 태어난 천혜의
야생동식물의 보고
의 지리적 역사적배경 제시

씨제이엔지씨코리아

공공지도자 육성에 힘쓰도록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을 실현

의 사계

대통령의 후예들
미국 공공지도자 양성
현장을 가다

매일경제

해외원조에 대한 직간접적인 활동을 소개하여
향후 한국제품의 수출증가에 기여함을 제시

케이비에스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글로벌산업 아이템 세계
속의 한식당 을 찾아 그들의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

티씨엔대구방송

한국전쟁 주년을 맞아 전후세대들이 반전과
평화의 중요성을 알려주고자 한다

특집 다큐멘터리
한국의축제

한국디지털
위성방송

한국의 대표 축제 보령머드축제의 생동감넘치는
현장을 시청자들에게 전달

스마트폰 장애의
경계를 넘다

희망복지방송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보다
확장되는 미래를 제시해본다

한국기업에 드리운
도요타의 빛과 어둠

서울경제티브이

이번 도요타 사태를 통해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의
미래 방향 제시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한식세계화
프로젝트
가대표
소년병이야기
한국전쟁 주년
특별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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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이제는 세계로
대한민국첨단무기

콘텐츠스퀘어

참전 노병
들의 생생한 증언을
입체영상으로 담아 눈앞에서 직접 보는듯한
생생함과 입체성을 시청자들에게 제공

의료관광또하나의블루오션
제 부 의료관광 도약을
꿈꾸다 제 부 의료관광
희망을논하다

서울경제
티브이

매년
억 달러 한화 조원 규모의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및 공공부문과 의료계 산업계가
각각 준비해야 할 방책을 제시

나쁜 아이들
청소년범죄보고서

와이티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성폭행 선진적인
청소년범죄해결 방안을 모색

디지털
스카이넷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한국어 표현을
원어민 와 한국어 진행자의 설명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한국어
공공 도시디자인
창의를 달다

아르떼

세기도시의 경쟁력
하는 한국의 모습을 모색

저출산 해법 엄마가
일하는 사회

유로
티브이

출산 및 육아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과 재취업
알선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재

한국전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더 일깨우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봄과 동시에 미래지향
적인 비전을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

문화방송

환경에 관한 시청자들의 관심 남극의 눈물 은
대한민국 다큐멘터리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
하는 토대를 마련

전우여 잊혀진
이름이여

남극의 눈물

한 도시로 발전

다르마

한국방송공사

팔만대장경은 인도 서역 당 송 거란 여진
일본 등 아시아 전역의 지식을 총망라하는 광대한
프로젝트였다 천년동안 인류에게 영감을 불어
넣을 새로운 비전을 추출

슈퍼피쉬
물고기로 보는
인류문명사

한국방송공사

투쟁을 거듭해온 물고기와 인간 이라는 서로
다른 두 종에 대한 위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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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입체다큐
위대한바빌론

한국교육방송공사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시이자 동서양 문명의
최초 충돌지였던 바빌론 세 인류 유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대륙의 혼 중국

위대한 유산 히어로

한국

방송

중국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비경과 이를 삶의
터전으로 한
입체 다큐멘터리

각 분야 위인의 성공 스토리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로 어린이들의 인적성 개발 콘텐츠

대교

다문화가정을위한 엄마나라
동화이야기
양방향서비스

디지털스카이넷

다국어로 제작되는 개 나라별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동화 시리즈

뉴스포스트

매일경제

의
실시간 뉴스와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를 결합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기초탈출시리즈
기초튼튼비법
서바이벌 특강

아이피티브이 교육방송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영역별 기초학습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에어코드

지속적으로 스포츠 중계를 제공하는 스포츠전
용 양방향 서비스 패키지

오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입체영상을 활용하여 생활 속 과학 정보
제공

제주문화방송

문화생태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올레 코
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개발

케이티하이텔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인
개편하여 멀티앵글 모바일
등의 양방향 기능 제공

스포츠전용 양방향
서비스 패키지

디보는과학자

느림의 미학 제주 올레

- 403 -

프로그램을
연동

프로그램명

아나바다의 재발견

홈피트니스 소원을 말해봐

생방송 전 국민 퀴즈 쇼
리모콘을 눌러라

제작사명

텔스톤

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살림
정보 기증품 정보 등 서비스 제공

한국씨네텔

개인에 맞는 맞춤형 피트니스 제공 프로그램
으로 다양한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피트니스 동영
상 제공

한국

티니와일드

마법천자문
과학원정대

양방향
멀티채널
다원방송

업그레이드 코리아
포함
편

프로그램개요

방송

인터넷

한국디지털 위성방송

한국

방송

스튜디오 출연자와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퀴즈대결을 펼치는 시청자 참여형 콘텐츠
멸종동물을 소재로 한
입체 애니메이션으로
등장인물을 선택하면 해당 멸종 위기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환경보호에 대한 정보 제공
손오공과 마법천자문 캐릭터를 활용하여
입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한자교육과 더불어
과학 정보 제공하는 콘텐츠 개발
멀티앵글과
으로 즐기는 여행 및 문화
공연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외국인을 위한 생활 안내 프로그램 및 외국인
대상 창업 및 취업 프로그램 등 개국 영어 일
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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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방송제작지원 프로그램 (120편)
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평화 기적을 쏘다

주 문화방송

한국
파견국가 중에서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하고 있는 곳은 레바논 동명부대와 아이티의
단비부대

고기

주 에스비에스

어느 문화에서는 금기된 것이 어느 곳에서는
가장 환영 받는 고기가 되고 이것이 생활의 일상성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면면을 자세히 취재

미래산업 스토리텔링

한국방송공사
대구총국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의 인물과 역사 설화와
전설이 담긴 이야기들이 산업과 연결되면서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부활시키는 모습

한국방송공사
제주총국

아날로그 방송 중단 문제점 및 이미 디지털을
전환한 외국 사례 등

착한기업 지역의
운명을 가르다

전주문화방송 주

우리 사회의 자살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분석

자살 한국사회를 말하다

춘천문화방송 주

히말라야 낮선 여성 셀파의 모습 고정관념 등
사람을 고용하기위해 빵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조명

무령왕의 꿈 갱위강국

대전문화방송 주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조명함으로서
고대 동아시아 문명 교류 허브로서의 백제의
위상 제시

건봉사 만일 아미타불

주 강원민방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만일의 염불 은
불심을 넘어 국민적 바람으로 인식될 정신

디지털전환

한국

어

우리나라의 토종민물고기의 지속가능한 미래 의
청사진 제시

주

라디오 소리로 보는 세상

한국방송공사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습득되는 소리
시각장애인들만의 특별한 세상을 실험적인 다큐

라디오 가족의 힘

재 불교방송

우리 사회의 미혼모 가정 등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외국의 사례

라디오 소셜네트워크시대
문화예술로 소통하다

재 평화방송

소셜네트워크 시대 새로운 소통의 조건이라는
타이틀로 그간의 공연과 취재 인터뷰를 종합
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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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라디오 디지털 라디오
시대 라디오의 매혹

라디오 안녕하세요
북에서 온 이웃들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라디오에 얽힌 이야기들을 공감으로서 작은
이야기로서 세상을 보는 창으로서 향수로서
오락과 공동체의 대명사로서 짚어보고 디지털
시대 라디오의 변화 지점을 탐구

재

주식회사

라디오

전국 하나센터 및 탈북자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해
전국 각 시도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을 방문

우리는 사할민국에 산다

주 머니투데이방송

안타깝게도 사라져 가는 잊힌 한국의 전통과
언어를 이어가려는 그들의 생활상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전통문화와 민족의 중요성을 일깨
우고자 한다

당신은 줌데렐라

주 일자리방송

재취업하고자 하는 워킹맘들에게 멘토와 롤모델을
제시

세종의 후예 세계의
하늘을 읽다

주 환경티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기술 수혜국에서 공여국
으로 세종대왕의 후예
극미량 온실가스
세계표준센터 유치의 추진 의미 제시

주 리빙

본 프로그램은 온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넘어
이제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관광자원이 된 제주도
관광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청사진을 제시

도
색
낙원의 선택

주 예당미디어

사찰음식이 새로운 한류상품으로 세계인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
한지 알아보는 시사 다큐멘터리

녹색성장의 블루오션
자원순환 산업을 잡아라

주 지역엠비씨
슈퍼스테이션

국내 자원순환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친환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

신의 선물 들풀 이야기

주 지역엠비씨
슈퍼스테이션

한국의 아름다운 풍광과 계의 변화를 담음으로써
가장 한국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 제공

생명의

막걸리 뎐

주식회사 케이비에스엔

전통적인 막걸리의 가치에 대해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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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도시의 검은 그림자 빌딩

주 사회안전방송

지구의 현재 한국의 건축실태를 되돌아보며
친환경 건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

훈민정음에서 한글까지

주 매일경제

한글의 미래 보존 및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세계적 유산으로서의 한글

아이돌의 경제학

한국의 춤

그녀의

와
그 적들

나는 한국인이다

미래 생존 보고서
세기 생물자원전쟁

꿈꾸는 마에스트로
그 아름다운 도전

주

주 티캐스트

아이돌의 글로벌 경쟁력을 문화 및 경제산업의
현재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

서울신문에스티비
주식회사

춤인생 삼십여년 대한민국 최고 교육의 장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용원 창작과
김삼진교수를 그리는 열정을 아름다움 영상미를
통해 전달

주 재능교육

인터넷을 매개로 막대한 파급력을 가지게 된
집단지성 에 대한 이해와 권력화 에 대한 고찰
그리고 집단지성 으로 야기된 인터넷 윤리에
대한 지침

기독교텔레비젼

본 프로그램은 스스로 한국인이 되어버린 윌리엄
스코필드 사자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그 가치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주 서울경제티브이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을 보호 및 보전 하는 방법을 제시

주 아르떼

명창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세 명의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아낸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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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녹색 교육 숲 유치원

지구를 살리는 법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주 이데일리티브이

녹색교육 숲 유치원 은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인 녹색성장과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숲 유치원 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숲 유치원 현장을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전함

법률방송

공동기획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방안 제시

장애물 없는 국가 를
꿈꾸다

주 희망복지방송

세계 최초 무장애 생활환경 국가를 만들기
위한 미래 청사진 제시

바빌로프의 씨앗
생명반도체로 부활하라

주 한국경제티브이
공동기획

세기 종자강국으로 거듭날수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

지리산

콘텐츠스퀘어 주식회사

가진 것을 버리고 빈 손으로 지리산을 찾아
연세
만원에 연봉
원짜리 터전을 일군
사람들의 일상을 살펴보는 다큐

특집 다큐멘터리 흙의 전쟁

씨제이미디어 주식회사

지난해 월 벌어졌던 중국과 일본 간의 휘토류
분쟁 을 계기로 세계의 치열한 희토류 확보전을
실감나게 전달

쿠키미디어

독도까지 세 섬의 자연과 모습 그리고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앞으로 화산섬으로서
그 가치를 더욱 더 알려나갈 수 있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재현

주 씨제이헬로비전
양천방송

아시아는 현재 대한민국 앓이를 하고 있다 아시아의
중심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의 모습을 제시

주 현대에이치씨엔
서초방송

문화장르의 다양성을 창조할 수 있는 방안과
조기무용의 현 위치와 개선점을 제시

살아 숨쉬는 한국의 섬

부작 러블리 서울

춤추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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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파리 아리랑
전쟁영웅 한국을 오다

대구케이블방송

참전 영웅인 영국군 참전용사의
년 한국
방문을 통하여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다큐

녹색성장 바다에서
에너지를 만든다

주 한국케이블

호남방송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을 조명

주 티브로드 서해방송

천혜절경을 자랑하는 서해 도의 소재를 거부
하고 천혜의 절경속에 가리워진 반도를 향한
한반의 역사와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서해 도에 대해 조명

주 티브로드홀딩스
수원방송

대한민국의
년을 뒤 흔드는 이슈 과연 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다큐

잊혀진 해군사령부
충청수영의 귀환

주 충청방송

한반도 서해안을 지키던 충청 수영성의 웅장한
모습을 영상으로 복원

우리아이 뇌를 깨우는
가지 비밀

주 문화방송

신비의 영역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의
뇌 속에 담긴 비밀을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제시

최후의 바다 태평양

주 에스비에스

라디오 마아라로드
신비의 곳간을 열라

여수문화방송 주

박람회 개최 권역인 남해안 연안의 수산물 유래와
역사 그리고 수산물을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조명

호수 공연을
탐
하다

충주문화방송 주

우리는 호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그 가능성을 조명

명인

청주문화방송 주

중요무형문화재 개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광주문화방송 주

호남인물열전 이라는 타이틀의 다큐멘터리로
시대적 배경을 임진왜란 조선시대말
년
대로 나누어 각 시대별로 제시

연평도 포격사건 년 그후

주거문화 리포트
집을 구
합니다

호남 의병

태평양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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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지리산 하늘길 케이블카

진주문화방송 주

지리산케이블카 사업 케이블카를 먼저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일본을 방문해 운영방안을 살펴봄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인공 어린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줌

주식회사 케이비에스엔

의 오늘을 통해 긴장과 대치 속에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 구축의
중요성 제시

에스비에스비즈니스
네트워크

한국 고유의 문화 라이프스타일 한국 고유의
문화 및 라이프 스타일 소개 의 개 코너로 구성

식량전쟁

주 머니투데이방송

식물공장등 전쟁상황으로 비유되는 식량 절대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

불멸의 영웅 김영옥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차 세계 대전 연합군의 로마 해방을 앞당긴
주역 등으로 유명한 김영옥에 대해서 알아보는 다큐

주 알앤엘내츄럴

메세나 라는 문화예술 후원활동에 관한 전반
적인 정보

억불의 황금토끼를
잡아라

주식회사 메디코프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무한 자원의 보고 의료
관광 우리나라 의료 관광의 현 모습을 알아보는 다큐

비밥코리아 세상을
품다

시네온티브이주식회사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화의 음식 비빔밥 흥의 맛
잔치 음식을 통해 함께하는 삶의 미덕을 나누는 여정

캠핑카 타고 떠나는
레저트래블

주식회사 놀티비

조금은 색다른 캠핑카 여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웃음 그리고 감동

아시아로 가는
분교음악회

주식회사 대교씨엔에스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로 행복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정한 예술교육의 참모습 제시

한국인의 소울 뮤직
트로트

주 아이넷방송

트로트를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 음악 이야기
음악인들의 삶에 대한 풍성한 인터뷰

한국바둑 세계를
삼키다

주 투원미디어

한국바둑은
년 광저우아시안게임을 통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문화콘텐츠로의 가능성과
경제 효과를 제시

라틴아메리카의 소원

서해 도

경계에서

메세나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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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오달달 오달몬 우리
문화로 배우는 재미있는
한글교육프로그램

대원방송 주

어린이들이 배워야 할 기초 지식을
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통합 에듀테인먼트

주식회사
유로 티브이

부 호기심을 살려라 일본의 산촌유학 부
오감에 해답이 있다 프랑스의 정서 예술 교육
부 꿈이 경쟁력이다 핀란드 노르웨이의
직업교육 부 평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한 살
육아 부 지혜의 세상을 배우는 법 부 부모의
관심이 아이의 지혜를 가꾼다

상인종의 나라 중국

주 현대미디어

진정한 중국인의 경제개념 을 이해하고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접국이면서도
경쟁국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준비를 제시

탄생의 기록

주 늘푸른농업방송

신혼의 삶을 막 꾸린 커플 친정어머니의 다각
적 각도를 통해 아이를 갖고 출산 후 양육을
하면서 겪는 에피소드 다큐

보물섬으로의 향해

주 일자리방송

섬의 주변 경관과 자연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이고 정부 섬 주민 지자체들의 구체적인 개
발 유지 방안과 노력으로 친환경적 모델이 가
장 경쟁력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

긍정적 중독 낚싯대로
건져 올린 심리학
이야기

주 한국낚시채널

낚시의 기원에서부터 진화과정그 유의미한 변
화를 심리학적으로 분석

한국에이치디방송 주

부 운명을 바꾼 최초의 유목 국가 흉노 부
비단길에 새긴 제국의 꿈 선비 부 정복과 관용의
두 얼굴 거란 부 세계를 향한 팍스 몽골리카
몽골 제국 부 유라시아대륙의 심장 대청제국

주 와이티엔디엠비

스튜디오 종합구성으로 현장 실태와 전문가들
의 대안제시로 미래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건
강하게 만들 방안 제시

우리아이 성장
프로젝트 내 아이를
디자인 하라

특집다큐멘터리
중국 북방 기행
바람의 제국 유라시아
대륙을 가다

생태계의 불청객
외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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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주 씨제이헬로비전
아라방송

악장
개의 아리아 여수시민들의 노력을
담아본다 악장 희망의 블루 소나타 엑스포가
열리는 여수는 어떤 곳이며 여수의 매력은 무엇
인가 악장 바다의 합창 여수엑스포가 남기는
메시지

특집 법사랑 프로젝트
최고로

주 씨엠비대전방송

모의재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민사와 형사 재판의 형식을 그대로 도입하여
관심을 유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직접
재판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법 집행과정과 법의
소중함을 체험기회 제공

한글 나르샤

주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한글의 세계화에 힘쓰며 국가 경쟁력과 국익
에도 일조함으로써 선진국으로 한 걸음 나아
가기 위해 한글의 국가브랜드화 필요성 제시

일의 기록
여수교향곡 세계를
울리다

아름다운음식
한과

천년의 요새 시대의
인물을 품다
고군산군도

우리 생활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영양 보급과 정신적 안정감을 주며 피로를 회복
시켜주는 한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다큐

남인천방송

금강방송주식회사

천혜의 해상여행 선유팔경 고군산군도 서해안
시대 천년의 비상에 대해 방영

위대한 로마

한국교육방송공사

여 명 수용 지하 까지 들어선 시설들과
에 달하는 높이 등
년 전에 지어진
고대 최고의 건축물인 콜로세움 폼페이
입체
복원 프로젝트

로 보는 의학세계
태아

한국방송공사

일간의 자궁속에서 급격히 자라온 태아 사랑과
기적을 안은 탄생의 이야기

왕궁의 사계

주 씨엔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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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 조선역사의 자궁을
영상으로 제시

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화이트 아프리카

주 지텔레비젼

방송이 단순 방송프로그램 그치는 것이 아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소재의 다큐

다큐
고싸움이야기

주 한국케이블

광주방송

전통 민속놀이인 고싸움

입체영상

슈퍼피쉬

한국방송공사

만년간 인간의 식탁을 점령해온 물고기를
통해 보는 인류 문명사이자 지구라는 대자연
속에서 공생과 투쟁을 거듭해온 물고기와 인간
이라는 서로 다른 두 종에 대한 위대한 기록

대장경 천년 특집기획
다르마

한국방송공사

팔만대장경은 인도 서역 당 송 거란 여진
일본 등 아시아 전역의 지식을 총망라하는 광
대한 프로젝트

남극의 눈물

주 문화방송

남극의 눈물 은 한국은 물론 해외 방송 시장
에서도 소비될 수 있는 콘텐츠

입체다큐
위대한바빌론

한국교육방송공사

년 유네스코는 바빌론 훼손평가에 대한
최종 보고서 를 통해 위험에 처한 인류 유산을 전
세계에 경고

한국에이치디방송

중국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비경과 이를 삶의
터전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소수민족의 생활
상과 문화를 새로이 조명하는 입체 다큐멘터리

드라마스페셜
화평공주 체중감량사

한국방송공사

왕의 유일한 여동생인 화평옹주가 체중을 감량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그려낸
드라마

드라마스페셜
연작시리즈 완벽한
스파이

한국방송공사

간첩이자 살인범으로 오인받은 백수 청년의
무죄 증명기이며 성장물

드라마스페셜
연작시리즈 완벽한
스파이

한국방송공사

간첩이자 살인범으로 오인받은 백수 청년의
무죄 증명기이며 성장물

대륙의 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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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드라마스페셜
연작시리즈 완벽한
스파이

한국방송공사

간첩이자 살인범으로 오인받은 백수 청년의
무죄 증명기이며 성장물

드라마스페셜
연작시리즈 완벽한
스파이

한국방송공사

간첩이자 살인범으로 오인받은 백수 청년의
무죄 증명기이며 성장물

드라마스페셜
터미널

한국방송공사

신신자 여사는 베테랑 거리 전도사이자 전도
왕이다 어느 날 신여사는 고속터미널에서 이상한
남자를 만난다 신여사와 이상한 남성과의 이야기를
그려낸 드라마

드라마스페셜
수호천사 김영구

한국방송공사

떼인 돈 받아주는 해결사인 주인공이 사채 빚을
지면서 이자탕감을 위해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려낸 드라마

문학관
엄지네

한국방송공사

내시 집안에 시집 왔으나 역사의 몰락과 함께
무너져가는 집안과 함께 채워지지 않는 여자
로서의 욕망에 눈뜨는 과정을 갈파하여 피지
배인 여인 의 약소한 삶과 욕망의 좌절등 인간의
구원 문제를 파생시켜 제시하는 드라마

문학관
강산무진

한국방송공사

어머니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인간의
근원적인 고향으로서 모성의 위대함을 여러
원작을 섞어 그려낸 드라마

한국방송공사

두 아이가 남겨졌다 항상 최고급 제품만으로
길들어졌던 아이들 가난과 불행을 몰랐던 아
이들이 어느 날 무방비 상태로 차가운 도시에
던져졌다

한국방송공사

우연히 버스사고를 목격하고 사람을 구해낸
네 자매를 대신해 인터뷰를 하게 된 어머니의
질펀한 입담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가족사를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는 드라마

문학관
광염소나타

문학관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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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드라마스페셜
심야병원 에피소드

드라마스페셜
심야병원 에피소드

드라마스페셜
심야병원 에피소드

드라마스페셜
심야병원 에피소드

드라마스페셜
심야병원 에피소드

드라마스페셜
심야병원 에피소드

드라마스페셜
심야병원 에피소드

드라마스페셜
심야병원 에피소드

드라마스페셜
심야병원 에피소드

드라마스페셜
심야병원 에피소드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문화방송

의료계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사고뭉치 젊은
의사가 마련한 심야병원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통해 우리시대의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드라마

문화방송

의료계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사고뭉치 젊은
의사가 마련한 심야병원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통해 우리시대의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드라마

문화방송

의료계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사고뭉치 젊은
의사가 마련한 심야병원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통해 우리시대의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드라마

문화방송

의료계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사고뭉치 젊은
의사가 마련한 심야병원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통해 우리시대의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드라마

문화방송

의료계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사고뭉치 젊은
의사가 마련한 심야병원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통해 우리시대의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드라마

문화방송

의료계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사고뭉치 젊은
의사가 마련한 심야병원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통해 우리시대의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드라마

문화방송

의료계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사고뭉치 젊은
의사가 마련한 심야병원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통해 우리시대의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드라마

문화방송

의료계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사고뭉치 젊은
의사가 마련한 심야병원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통해 우리시대의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드라마

문화방송

의료계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사고뭉치 젊은
의사가 마련한 심야병원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통해 우리시대의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드라마

문화방송

의료계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사고뭉치 젊은
의사가 마련한 심야병원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통해 우리시대의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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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도전 수퍼모델

오 보이

달인의 스포츠과학

웰컴 투 동물원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에이나인 미디어

드라마의 주연 배우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이
매회 선호 출연자 직접 투표
및 실시간 확인이 가능

한국씨네텔

차세대 스타 모델 최종 우승자를 뽑는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로 프로필 검색
검색어 연동 우승자 맞추기 출연진 투표기능
매거진 형태 서비스 제공

외국인을 위한 생활 안내 프로그램 및 외국인
대상 창업 및 취업 프로그램 등 개국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서비스 제공

인기 개그맨이 등장하여 쉽게 과학 원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콘텐츠로 학습 내용 정리와 퀴즈
서비스 제공

동물원 사육사가
어린이들에게 동물
생태를 재미있게
전달해주고
동물생태카툰과 퀴즈
등을 제공
음식재료 요리 과정 등 에피소드를 통해 매회
일상 속 과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영어 한국어 동시 제작

푸부의 바삭바삭
과학튀김

동물을 흉내내는 신체활동을
통해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전인발달프로그램으로 오늘의
학습내용 퀴즈제공영어제작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신체발달에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을 애니메이션과
체조 코너 등으로 학습
올바른 자세 및 요가 자세
내용과 퀴즈 제공 영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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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직업여행 세계 최고
한국 을 만나다

종목카운셀러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주 연합인포맥스

직업과 연동된 관련정보 학습 체험 취업가이드
정보 제공

주 이토마토

데이터 방송
및 인터넷을 활용
하여 시청자가 전문 증권 상담사와 실시간 주식
종목의 상담이 가능한
메뉴
제공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 위대한 자연
유산 제주

제주문화방송

제주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제주지질
공원 및 제주의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등 거리와
날씨 등 국내외 관광객에게 소개

스마트 미디어 연계
멀티코멘터리
스포츠방송서비스

주

세계 최초의 멀티 코멘터리 멀티앵글 그리고
스마트 데이터 서비스를 융합한 양방향 스포츠
중계방송

주

양방향 방송에 관심이 있는 인재들을 대상으로
제작기회 및 기획 기술 교육을 통하여 양방향
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미디어

드라마 다큐 교양등의 한국 대표 방송 콘텐츠를
개국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서비스로 제공

비디오 서바이벌

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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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방송제작지원 프로그램
(‘12. 9. 기준)
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굿바이아날로그
혁명

한국방송공사

세계 각국의 디지털방송 전환 현장 아날로그
방송에서부터 디지털 혁명이라 불리는 디
지털방송 전환으로 인해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
약할 우리나라 디지털 시대 미래 제시

박깨비의뚝딱뚝딱
속담놀이

한국방송공사

철없는 박깨비들과 호박할미가 착한 일도 하고
하루에 하나씩 재미있는 속담을 익혀나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금강하구언

대전문화방송

개발
아보고
민물과
변화를

성공의 비밀 열쇠 수학

삼척문화방송

인류 최초의 학문에서 디지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진짜수학 을 만나보고 올바른 수학교육의
방향제시

대구방송

가입국가 중 자살률 위 자살공화국
대한민국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주간의 호스피스활동을 통해
우울증을 치료하고 자살을 극복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

자살극복프로젝트
베타엔돌핀의 기적

단종의 죽음이 지역민에 의해 신격화 생활화
되고 역사적 희생제의가 문화 창출제의로 승화된
배경을 통해 단종 의 역사적 상징성과 향토
문화적 가치를 조명

단종뎐
민심에 살아있는 임금

지역브랜드
성공의 길을 가다

주년을 눈앞에 둔 금강하구언을 되돌
이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바닷물이 유통되는 기수역 의 생태계
조명

씨앤앰경기케이블티브이

현대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지역민 국민 나아가
세계인을 주목시킬 수 있는 브랜드의 개발과
성공은 지역의 주요생존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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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한류
열풍의 뿌리
조선통신사 취타대

신르네상스
마을의 혁명

천년의 종이
세계를 품다

고졸성공신화

한국의 드라마토그라프

골목길

낮은자의 노래

품바

실크삼국지
한 중 일실크산업을
가다

프로그램개요

티브로드낙동방송

일본에 끼쳤던 문화예술의 영향력을 심도있게
파헤쳐 재조명하고 부활을 꿈꾸는 부산시민취
타대의 행적을 심층취재해 방송

티브로드중부방송

국내 각지에서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마을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는 사례를
탐방해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심층 분석

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

한지의 우수성에 세계가 놀란 이후 한류열풍을
타고 뛰어난 품질과 친환경적인 소재로 여러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한지를 연구 개발을 통해
미래 한국 세계화 청사진 제시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학력파괴인가 고졸의 재발견인가 대졸 대한민국의
틀을 깨기 시작한 고졸의 재발견 현장을 취재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단막극이라는 주제 아래 인력은 많으나
인재가 없고 재주는 있으나 펼칠 마당이 없다
재주있는 스토리텔러 능력있는 영상제작인을
선별해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미래 방향에
대해 방송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세계 속 다양한 골목들 속에 자리 잡은 문화생태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시대의 다문화가
함께 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한국케이블

호남방송

서경방송

전통의 복원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인 재해석은
일로품바를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콘
텐츠로 만들어 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방향
제시

실크산지로 이름을 날리는 중국과 일본의 실크
산업 현장을 답사하고 진주 실크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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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전통시장 문화를입고
한류를 노래하다

가자 평창으로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대구케이블방송

유 에스비에스스포츠

대구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소개하고 일본
전통시장이 어떻게 대형 자본의 공세에도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 제안
비인기 동계 스포츠 종목 선수들이 처한 현실과
설움
봅슬레이 컬링 아이스하키 등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 소개

상처난 마음에
음악연고를 발라주세요

아이넷방송

인간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음악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인간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효과 방송

경복궁의 눈물

엠비씨플러스미디어

국가를 대표하는 보물과 이권이 외국인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안타까운 현실까지 속속들이 조명

예당미디어

사찰음식에담긴철학적의미를현대적인감각으로재해석

이토마토

철거가 활발히 일어나는 중국 건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한국 폐기물 산이 되어버린 미국을
집중 조명

디지털 청년 스마트
농업으로 꿈을 이루다

지역엠비씨슈퍼스테이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등의 추상적인 제안이 아닌 스마트 농업
이라는 새로운 가능성 제시

학교혁명 시대

케이엠에이치

공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거점학교의 리얼
현장 우수사례를 전파

세기 행복의

건축

사찰음식

회말 아웃

씨제이엔지씨코리아

선거를 둘러싼 이들의 행보를 관찰하며 같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 다른 꿈을 쫓아가는 인간
군상을 방송

세계의 오케스트라

주식회사 케이비에스엔

완벽한 하모니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름다운
경쟁을 조명함으로써 우리나라 오케스트라가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 제시

연리지프로젝트
위씽트리

주식회사 채널에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문화 예술교류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방향 제시

세상밖으로 희망을 날려라

중앙방송주식회사

골프를 통해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는지를 지켜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존엄 진정한 행복에 대해 방송

열네번째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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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우리 아이 행복 찾기

대교 뉴미디어사업본부

우리아이의 성적이 달라지는 감동의 리얼드라마가
펼쳐진다 성적은 물론 생활습관 대인관계등
건전한 변화의 모습을 통해 올바른 교육방법
및 양육방법을 제시

대한민국 안보전략
산업기술보호 그현장을가다

디지틀조선일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자의
활동과 기술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대한민국
산업보안의 문제점과 그 해법에 대해 제시

아름다운 비상
오리날다

년 런던 패럴림픽의 중심에서 열정을 불 태우는
장애인스포츠 선수들을 통해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대안을 마련하고
년 평창 패럴림픽이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한
필요 요건제시

생활건강

새롭게 도래할 대한민국의
기술의 필요성 제안

년을 이끌 새로운

한국의 새로운
년을
이끌 한국의 신기술

서울경제티브이

음악성을 보여줘

아르떼

오디션이라는 포맷을 차용하여 기존 순수예술
분야 방송콘텐츠 프로그램들의 형식과 차별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방향 제시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합니까

유로티브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를 해결
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시

브라질리안 꼬레아노

이피지

브라질 한인들의 이민사를 국내방송사상 최초로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향후 우리사회가 나야가야
할 글로벌 미래상을 제시

노래 독립운동사

지텔레비전

음악과 노래의 관점에서 독립운동사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422 -

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미래 콘텐츠의 조건
홀로그램

한국경제티브이

차원 홀로그램 동영상의 전송과 재생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다문화 어린이 노래로
소통하다

햇터방송

노래를 통해 화합하고 마음의 치유를 얻는 다문화
학생들의 표정과 마음을 방송

대한민국의 땅
이야기를 만나다

에이비엔미디어

서울탄생부터 조선의 도읍이 될 뻔한 신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태원 같이 생생한 역사가 살아
있는 지역과 독특한 지형을 가진 지명의 숨겨진
이야기 방송

흙 문명이 파괴한
지구의 살갗

한국레저낚시방송

정부 기업 개인들이 실천해야 할 흙 보호 대책
마련 방향 제시

놀이 국악

주식회사 놀티비

정서함양과 친구와 함께하는 협동정신을 통해
왕따 문화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조명
하여 놀이 국악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 레저화
가능성을 조명

예고 없는 재앙
우리는 안전한가

주식회사 사회안전방송

한반도에 지진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있는지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세워야 하는 대응방법 제시

학교 인문학에 길을 묻다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선진 교과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허생 서울의 뒷골목을
거닐다

주식회사 조선방송

허생의 동선을 따라 퍼즐을 맞추듯 풀어가는
년전 서울 지도에 대해 방송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재활에서 자활까지

주식회사 희망복지방송

재활을 끝낸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

표적없는 전쟁

법률방송

전 국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사회적 가치 확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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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잊혀진 우리 술을
찾아서

콘텐츠스퀘어주식회사

잊혀진 우리 술 에 주목 우리 술을 지키고 복원하는
이들의 이야기와 삶을 방송

돈 그 이상의 가치
협동조합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념과 구체적 의미를 소
개하고 작은 단위의 협동조합 으로 시작되어
오늘날 국제적인 규모로 사업을 전개하는 성
공한 협동조합의 사례를 소개

기후변화 생존백서

와이티엔디엠비

흐르는 물을 잡아라 강수량의 변동폭이 커지는
가운데 생명의 원천인 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성공에세이
청춘에게 고함

라디오 탈북
청소년언어교정
프로젝트 힐링 스피치

라디오
조선 관현맹인 열전

라디오
내 이름은 푸느리혼

한국디엠비 주식회사

구직과 실업의 난관 속에서 실패와 두려움으로
지쳐 있을 젊은이들에게 성공의 아이콘으로
꼽는 성공인들 역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전달하는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공익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새로운 뉴미디어
포맷의 프로그램

광주문화방송

주변 사람들과 다른 말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말수가 줄어들면서 성격도 바뀌어가는 아이들
에게 언어 교정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춘천문화방송

조선시대 관현맹인 궁중 장악원 소속의 시각
장애인 악사 으로서 당대 최고 연주가였던 김복산
이반 정범 이마지 등의 활약상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소개한 라디오 드라마

광주평화방송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자녀들 양육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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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라디오 먹고 살만
하십니까 대한민국
월급쟁이 생태보고서

울지마 죽지마
사랑할꺼야

요리인류

엄마와 함께 떠나는
과학여행 엄마는 마법사

생존

최후의 제국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처우라는 다양한 접근방법에 생생한 외국의
사례와 여론조사를 접목시킴으로써 문제를 나의
이야기 내 이웃의 이야기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재

재 평화방송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자살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자살증가의 원인에 대해 집중 조명

한국방송공사

인류가 사랑하는 네 가지 음식 빵 바비큐 카레
초콜릿 을 통해 인류 문명의 숨겨진 비밀을 방송

문화방송

아이들에게 놀이는 생활이자 학습 발달에 필수적
과정 방송

문화방송

인간의 생존 모습을 그들이 자연에 적응해온
경이로운 방식과 삶의 지혜를 중심으로 방송

에스비에스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 해가 될
년 인류의
잃어버린 가치 인간 본연의 가치인 공존 을
찾아 나서는 위대한 여정에 대해 방송

선비의 길

광주문화방송

역사인물 가운데 후세가 기억할 만한 행적을
남긴 명의 사림
을 분짜리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로 다루어 교육용 역사인물 콘텐츠로 조명

섬은 살아있다

목포문화방송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서남해 갯벌을
품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유밀무이한 생태경관을
자랑하는 신안군도의 생태 문화적 가치를 조명

명인

부산문화방송

제 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염색장 정관채
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유기장 이봉주
부는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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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북방민족의 요람
대흥안령

얼쑤 우리가락
회특별기획
판소리명창 서바이벌광대전

얼씨구나 우리동네
특집 만나고
싶었습니다

킹리

신열하일기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여수문화방송

대흥안령 원시림에서 살아가는 소수민족들을
통해 우리 민족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들의
터전이었던 대흥안령을 재조명

전주문화방송

우리가락
회 특별기획으로 전주한옥마을
에서 판소리 원형 무대를 통해 국악의 흥미로운
모습을 방송

제주문화방송

제주를 떠나 타향에서 또 다른 제주를 이루어
살아가는 제주인들의 이야기를 방송

충주문화방송

코피노
대한민국 남자들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외로운 아이들 우리나라를
증오하며 살아가는 엄마와 아이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방송

오비에스
경인티브이주식회사

부
부
부

연암 길을 떠나다
길 위에서 글을 줍다
그대 길을 아는가

오비에스
경인티브이주식회사

총 만 에 달하는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노동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휴먼 로드 다큐멘터리

마을
스마트 농촌 만든다

주식회사 전주방송

부에서는
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 부에서는 국내 마을기업들의
운영실태 그리고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마을
기업을 통한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방송

피우자 민들레

주식회사 전주방송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는 모습을 방송

지구 만

의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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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법사랑 프로젝트
최고로

씨엠비대전방송

고교생 모의재판과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방송

딤채 파라다이스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전 세계 유일의 다중 발효 음식 인 김치 영양
학적으로도우수한 김치 그김치의세계를 심층적조명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년 글로벌 인재들의 활약상과 인재를 확보
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선진 사례를
통해 기업 인재양성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

피플코리아 인재경영

자카와 호야의
자전거 식객

작은 영화관

삼색문화유산백서
따따따

조원의 블루오션
신약을개발하라

한국케이블

제주방송

두 젊은 요리사들이 찾아나서는 제주의 청정
한 맛 그리고 그들이 품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방송

예당미디어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예술로서의 영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내는 거울 로서 작지만
큰 영화 독립영화의 가치를 방송

재능교육

문화유산 또는 유물등이 왜
생겨났고 사용
용도는 무엇
이고 언제
어떻게 사용
한 것인지 퀴즈를 통해 풀어가는 퀴즈 배틀
프로그램

주식회사 메디코프

신약의 개발에 관한 모든것을 집중 조명

리얼리티쇼
나는얼마일까요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개인의 가치를 금전적 기준 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연예인
와 패널들이 재치 있고 흥미
롭게 방송

은퇴혁명

주식회사 케이비에스엔

평균수명
세를 바라보는 시대에서 노년층의
은퇴 이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

주식회사 채널에이

세계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경제의 나아갈
바를 냉철하게 모색해본다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한류스타 혹은 스타셰프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식을 소개하는 푸드 다큐

세기 경제 해법을 찾다

딜리셔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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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완판기획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한 한정
패키지를 만들어 지정된 소셜커머스
창구를 통해 판매하는 성공 전략에 대해 방송

꼬마 농부 꼬비

아빠와 떠나는
설화여행

기발한 유기농법으로 노래하는 당근 개발하기
세상에서 하나뿐인 네모 모양 씨앗 개발하기
씨앗들이 퍼즐처럼 합쳐져 전혀 새로운 농작물
탄생하기 등의 프로젝트들을 방송

대원방송

대교 뉴미디어사업본부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방송

부니부니 음악대

대교 뉴미디어사업본부

실제 브라스밴드의 라이브 연주 공연과 함께
펼쳐지는 예술무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신선한 관악기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악
놀이교육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라디오
뮤지컬 이야기 동요 극장

디지털스카이넷

다섯 개의 주제별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
시리즈로 나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
요를 활용한 뮤지컬 형식의 프로그램

클라우드 진화 그
이상의 혁명

머니투데이방송

부에선 현재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알아보고
부에선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날 산업의 응용분야와 경제 규모
그리고 한국이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방송

문화강국으로 가는
착한투자 소셜펀딩

서울경제티브이

소셜펀딩을 통해 콘텐츠 다양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창조기반을 형성하는 국내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

노래하는 계집종
창가비

씨엔엔터테인먼트

명나라 황제에게 진헌됐던 공녀 중 노래하는
계집종 창가비 의 극적인 귀환 과정을 통해서
백성과 더불어 즐기고자 했던 세종과 조선 왕실의
선율 가락 춤사위를 방송

한국가요
그 최초를 찾다

아이기스화진방송

최초의 한국가요 최초의 대중가수가 탄생한
시기가 우리민족이 가장 억압받던 시대라는
점은 대중가요가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조명

세계 등
를 열다

이데일리티브이

동서 문화경제 교류의 장 비단길
노래와 춤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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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소년소녀 김치견문록

푸드티비

김치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최고의 명인 그리고
맛을 통해 하나의 문화라는 점을 강조하는 프로그램

해어화 말을 걸어오다

홈티브이방송

기생에 대해서는 그저 요릿집에서 춤과 노래를
하는 하류계 여성쯤으로 여겼지만 이를 부정
하는 근대기생들의 모습을 담아낸 프로그램

벽골제의 미래 농업의
한류를 가늠하다

환경티비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농경수리문화를
모아 기억하고 공유하고 전수하며 더불어 농업의
한류와 미래까지도 아울러 생각하는 기회 제공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도시를
설계하다

항일독립불교결사체
일심교

드라마스페셜
연작시리즈

주식회사 프라임네트웍스

불교텔레비전

한국방송공사

도시설계자와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사람중심
도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도시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 도시의 비전을 제시

불교의 선지식이었던 백초월스님이 화엄사상
에서 독립운동의 명분을 찾아 만든
를
중심으로 불교계 독립운동을 조명한 추리다큐

국회의원 정치성 실종사건 비리 국회의원
정치성이 외딴 섬에 버려진 후 정치에 대한
초심을 찾고 귀환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휴먼
코믹 소동극
더 이상 지옥으로
만들 수 없는 학교 그리고 학교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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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걱정마세요 귀신입니다 기억상실에 걸린 귀신과
한 남자의 과거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따뜻한
애정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막극
반캐국 일상에서 늘 접하는 소박한 음식과
그것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단막극
복마전 평범한 군청 공무원과 그의 동료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은밀히 벌어
지는 부정부패의 현실에 직면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단막극
습지생태보고서 대학생들의 궁상맞은 자취
생활을 소재로 신산하고 비루한 현실 속 희망
과 낙관의 중요성을 구현하려함을 방송

드라마스페셜
단막시리즈

한국방송공사

아빠가 간다 더 이상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은 강석은 전부인의 남편이자 내 딸의
새 아빠인 그 남자를 지금 구하러 가는 내용
유린 한 남자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개의 진실
가운데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나가는 스릴러물
저어새 날아가다 일도 사랑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답답한 주인공이 죽은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방송
쥐불놀이 만약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상황
이라면 그래서 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거리를 제공하
는 단막극
운수 좋은 날 본능적인 악의가 드러날 때 시험
받게 되는 잠재된 선의는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만 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막극
형사 박부동전 형사가 소설가 지망생인 젊은
여성과 살인사건을 놓고 벌이는 이야기를 보여
주는 단막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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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인도방랑기

그 곳에 누군가가 있다

닥터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춘천문화방송

편은 대 아줌마의 나 홀로 여행기로 인도
에서의 좌충우돌을 그린 코미디

매일방송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혹은 애써 외면해 왔던
사회적 문제들을 공포 라는 장르를 통해 그
메시지를 극대화하여 그려낸 리얼 공포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예민한 성격의 성형외과 의사 인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며 패닉에 빠져 장모를 살해하는 복수를
그려낸 드라마
마야 문명 속에 감춰진 위대한 건축물과 역사
그리고 감춰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다큐멘터리

위대한 마야

콘서트
시리즈 가제

바이아컴

스타의 콘서트 공연실황과 함께 아이돌
일상의 모습을 소개하는 콘서트 공연

숨겨진 고수

파워캐스트

수십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며 고수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오락다큐멘터리

고래상어의 꿈

몬스터리퍼블릭

필리핀에 출몰하는 멸종위기의 거대 고래상어와
시골소년과의 우정을 다루는 자연 다큐멘터리

비밀의 고서점

레드로버

신비의 장소 천문 고서점과 이곳을 둘러싼 미스테리한
사건을 풀어가는 판타지 드라마

개의 이야기

빅아이

전통명견 진돗개를 소재로 동물 친구들의 스토리를
다루는 어드벤처 코믹 애니메이션
서울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현대적 영상과
함께 소개하는 문화다큐멘터리

소울오브서울

악 가 무 사대천왕

거듭나는
공방 의
숨결

아트텍

가야금 대금 춤 판소리 분야 인간문화재 인이
한데 어우러진 전통공연 무대

스토리엠

조선시대 개설된 공방과 그들의 후손인 통영의
장인을 재조명하는 휴먼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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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제작사명

프로그램개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빛나는 한국의 문화

사계절비앤씨

불국사 석굴암 등 한국의 유네스코 지정 문화
유산 편을 소개하는 문화다큐멘터리

고대 로마 최고의 건축물을
하고 그 건축과정을 재연

위대한 로마

다큐 고싸움이야기

프로야구 스마트
양방향 중계방송

한국케이블

광주방송

입체로 완벽 복원

광주광역시 칠석동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의 역동
적인 모습을
로 표현

미디어넷

시청자는
및 전용 앱을 통해 선수 경기 정보
맞대결 성적 등 실시간 정보 확인 및 야구 용품
구매 타격 게임을 즐길 수 있음

일자리방송

방송 시청중 원하는 기업의 채용 담당자와 전
화연결을 통한 상담 가능하고 전용 앱을 통한
이력서 제출 인적성 검사 응시 및 결과 확인가능

재능교육
재능스스로방송

전용 앱을 통해 실시간 퀴즈에 참여할 수 있고
다자간 화상통화를 통해 퀴즈에 직접참여 및
전문가에게 육아 상담 가능

디케이미디어

방송시청중 스마트폰의 전용앱을 다운받아 축제의
여행경로 이동수단 등을 선택하여 간접적인
체험 제공

온게임네트워크

거장 및 신인 감독으로 구성된 팀이 제작한 영상을
시청하고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투표참여
및 결과확인 기능 제공

아이들을 웃겨라

미디어트리
엔터테인먼트

연예인의 재능을 시청하고 투표하고 부가정보로
어린이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스타랭킹 등을
확인 기능제공

러브인 아시아 등
편

미디어

시청자가 언어 자막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을 선택 기능 제공

으랏차차 맘스짱

겟 더 로드 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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