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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유튜브를 필두로 글로벌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잡
으면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에는 KBS, EBS,
MBC가 있다. 미디어 환경과 이용행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영국 BBC의 디지털혁신사례는 자주 인용된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BBC처럼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된 시스템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제도와 사회적 지지의
결핍 외에도 방송생태계와 재원구조, 낡은 경영에서 비롯된다. 지상파방송의 후퇴, 특히 공영방
송의 위축은 ‘제도’의 기반을 흔들 정도이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 공영방송들이
펼치고 있는 혁신 노력을 되짚어 보고, 유·무료 시장획정 체계 개선 및 공영방송 정책변화의 필
요성을 제기한다.

1. 들어가며
유튜브(YouTube)1가 넘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콘텐츠가 하나 둘 유튜브로 빨려들어 가

1) 2
 005년 2월 페이팔(PayPal)의 직원이었던 채드 헐리(Chad Hurley), 스티브 첸(Steve Chen), 조드 카림(Jawed Karim)이 “모두가 쉽
게 비디오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앞세워 캘리포니아 산 브루노(San Bruno)에 설립하였다. 구글이 2006년 10월 유튜브를 인수하
였으며, 2008년 1월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더니, 그곳에 둥지를 틀고, 둥지에는 유튜버2들이 새로운 마을을 형성해 나갔다. 마을은 동영상 중
심 콘텐츠 생태계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마냥 무료로 운영될 것만 같았던 유튜브는 2015년 10월
‘유튜브 레드’라는 이름으로 광고가 전혀 없는 유료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레드’에서 ‘프리
미엄’으로 이름을 바꿨다. 유튜브는 국내 여타 서비스처럼 무료를 유료로 전환한 게 아니다. 광고
기반 무료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면서 휴대기기, 데스크톱, 연계된 TV에서 일절 광고 없이 영상
을 저장해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선보였다.

유튜브 무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은 광고를 봐야 한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
을 때는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 없다. 유튜브에는 유아 어린이 콘텐츠가 넘쳐난다. 젖병을 뗀 아이
들은 자연스레 유튜브를 벗 삼는다. 주말 식당 풍경을 보라. 부모들은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어
린아이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의 ‘뽀로로’와 ‘핑크퐁’에 빠져 든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 어
린아이 역시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대다수
부모들이 ‘나’는 광고를 감내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
비스를 선사하지 않겠는가.

유튜브 서비스 정책을 우리나라 방송시장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면 어떨까? 지상파방송은 무료방
송이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은 대표적인 유료방송 플랫폼이다.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
하고, 시청자들과 호흡하기 위한 비용을 각각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18년 전인
2001년 우리나라 방송광고시장의 90%를 지상파방송이 차지했다(방송위원회, 2001). 지상파

표1

우리나라 2001년 vs 2016년 방송광고 매출규모 및 지상파방송사 광고매출 비중 비교
2001년*

2016년**

구분

성장비율
(2001~2016)

금액[억원]

비중

금액[억원]

비중

전체 방송광고

24,149

100%

32,225

100%

133.4%

지상파방송 광고

21,945

90.9%

16,228

50.4%

73.9%

PP 광고

1,454

6.0%

13,488

41.9%

927.6%

출처: * 방송위원회(2001), ** 방송통신위원회(2017)

2) 유튜버(Youtuber)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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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가장 중요한 콘텐츠 공급원이었다. 요즘은 어떤가? 방송광고시장의 42%를 유료방송이
점유하고 있다. 지난 2001년 2조2천억 원에 육박하던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1조6천억 원 남짓
으로 26% 이상 줄어들었다. 방송시장이 3배 가량 늘어난데 비해 지상파방송 광고수입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가입자를 확보하고 프로그램 제공료 중심으로 재원구조를 확립해야 하는 유료방송
과 지상파방송이 광고에 집중하면서, 방송시장은 유료와 무료가 혼재하는 경쟁의 장이 되었다.

무료방송만 보는 시청자는 10명 중 1명도 안 된다. 도심에 몰려 살고, 아파트 문화가 발달한 우리
나라 수신환경에서 지상파방송만을 고집할 이유가 별로 없다. 지상파방송 서비스는 십수 년간 별
다르게 확장되지 못했다. 반면, 유료방송은 저가의 가입료를 앞세워 수십~수백 개 방송채널을 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우리나라 유료방송 가입자당수익률(ARPU)은 해외 주요국
가의 1/5 수준3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6). 유료방송이 다른 나라처럼 월 이용료를 높여 가입
자당 수익률을 높였다면 어떠했을까? 지상파방송은 TV 수신료와 방송광고로 설 자리를 유지하
고, 유료방송은 가입료를 통해 ‘프리미엄’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우리나라 방송시장이 선순
환구조를 만들어가지 않았을까?

요즘 우리나라 방송시장은 무료방송은 무료방송대로, 유료방송은 유료방송대로 가위에 눌린 형
국이다. 글로벌 OTT 플랫폼이 상업성 넘치는 콘텐츠를 앞세워 남녀노소 불문하고 국내 이용자들
을 빨아들이고 있다. 방송시장이 세분화되면서 보편적 서비스를 주로 하는 공영방송은 더욱 불리
한 형국으로 내몰리고 있다(김승수, 2000).

상황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공영방송이어야 하는가의 논란도 무수하다. 그러나, 글로벌
OTT가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블랙홀에 빠져들듯 글로벌 OTT
서비스의 물결에 휩싸일수록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단순한 방송
채널 몇 개가 아니라 우리사회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공공서비
스라는 규범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하거나 형성된 공적 구조와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
다(최세경, 2009).

3) 정
 부는 우리나라 ‘유료방송 상품 간 차별성은 미미하고, 저가상품으로 가입자를 확대한 후, 가입자 기반의 홈쇼핑송출수수료로 손실 보정’하
고 있다며, ARPU는 ’13년 9,941원 → ‘14년 9,721원 → ’15년 9,863원 수준이며, 해외 주요 국가(영국 52.3불, 프랑스 27.4불)와 비교했
을 때 최대 5배 이상 차이 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미래창조과학부. 2016, 19쪽).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공영방송 ‘제도’가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
다. 방송법 어디에도 ‘공영방송’은 커녕 ‘공영’이라는 두 글자마저 담겨있지 않다(김민정, 2017).
그럼에도 헌법재판소 판결,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들어 KBS, EBS, MBC를 공영방송으로 분류
한다. 공영방송에 더욱 강도 높은 공적책임4을 요구하고, 유료방송이 등장하기 이전 지상파방송만
존재하던 시절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기에 앞서 재원과 서비스 정책을 먼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방송환경 변화, 시장획정의 문제, 정부 방송정책 방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TV 수신료는 1981년 이후 월 2,500원으로 묶여있고, 방송광고는 급격히 줄어들
고 있다. 공영방송의 제도적·정책적 정체로 우리나라 방송의 나아갈 방향과 전략이 불분명한 현실
이다.

2. 현 공영방송의 혁신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영국 BBC는 공영방송을 논의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선망의 대상이다. 재원의 76%를 TV 수신료로
충당한다. 상업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지만,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다. 상업서비스가 공적서비스를
위협할 수 없다. 이용자들에게 상업적 서비스를 펼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더
욱 ‘차별성(distinctiveness)’을 강조하는 것 아닐까?(BBC, 2016)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종
합편성 채널인 BBC가 굳이 ‘A distinctive BBC’를 앞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BBC는 BBC3를 BBC의 미래라고 부른다. ‘디지털 네이티브에 의해,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디
지털 네이티브의’ 방송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앞세운다. BBC는 2014년 3월 16~24세 시청자
(young adult audiences)를 대상으로 하던 BBC3에 대한 방송을 중단하고, 혁신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재탄생시켰다(박종진, 2017). BBC가 차별성을 앞세워 상업방송과 다른 서비스를 제

4) 방
 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법 제44조(공사(KBS)의 공적 책임)에서 방송사와 KBS의 공적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는 1999년 수신료 관련 판결에서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지는 공적 책임은 다른 방송사의 공적 책임보다 한 층 더 높은 수위의 것임을 밝
혔다(김민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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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9년 이후 BBC iPlayer 웹·앱 이용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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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BC(2018.4) BBC iPlayer, Performance Report(2017년 4월 대비 3% 증가).

공하고,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당당히 맞서는 힘은 TV 수신료라는라는 안정된 재원과 납부자 간
형성된 공고한 사회적 지지는 든든한 뒷받침을 넘어 BBC 10년 미래를 내다보는 동력이 되기에 가
능한 일이다.   

2018년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연구결과(그림 2)에 의하면 BBC는 뉴스 제공에 있어 타 매체
에 비해 독보적인 이용률과 신뢰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 영역에서도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바
있다. BBC는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혁신뿐만 아니라 조직을 재정비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도 디지털 분야에는 지속적으로 인력을 늘려가
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BBC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 EBS, MBC의 재원구조는 어떠한가? 립타이
드(Riptide)5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료방송의 지배적인 물결 속에 공영방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KBS와 EBS는 TV 수신료 중심으로, MBC는 방송광고를 중심으로 제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보고서가 제시한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인 ‘보편성(universality), 다양성(diversity), 독립성(independence), 차별성

5) 조
 영신(2014)은 ‘RIPTIDE: What Really Happened to the News Business’(John Huey, Martin Nisenholtz, Paul Sagan)를 번역
하면서 ‘Riptide’의 직역인 ‘역조’나 ‘이안류’ 같은 단어 대신 ‘설령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립타이드’를 별도로 번역하지 않았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그림 2

2018년 영국의 뉴스 이용 현황
Top Brands(% Weekly usage)

▒ Weekly use(TV, radio & print)  ▒ Atleast 3days per week(TV, radio & print)  
▒ Weekly use(online brands)        ▒ Atleast 3days per week(online brands)

Brand Trust Scores(0~10)(All theose that have heard of brand)
All theose that
use this brand

출처: Reuters Institute(2018) Digital News Report 2018(37개국 조사, 영국응답자 2,117명).

(distinctiveness)’(UNESCO, 2005)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물론 방송생
태계가 자연(自然)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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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BC의 디지털 관련 부서 확장 현황

BBC는 2008-2009년 동안 439명의 웹과 디지털 분야 직원(Future Media)을 고용함.
2015~16년까지 같은 부서인 현재 BBC Digital은 1,3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타부서 전근 직원 제외)
● 직원수

1,600

다른 부서에서
66개의 역할 이전
myBBC와 iPlayer+ 등
품질 제고 우선 투자

1,400

1,200

Future Media의 283개 역할을 BBC
살포드(Salford) 오피스로 이전
242개의 품질우선투자
과업 수행

1,000

800
2007년 7월
iPlayer 출시

600

Future Media를 BBC
Digital로 리네임

기존 편집부 소속 웹 구축 및
디자인 팀을 Future Media로 이관

400

중앙 집중화된
디지털 혁신에 중점

200

0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디지털 분야 집중 투자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380
430
675
938
964
1,004
1,140
1,304
1,395
301
출처: NAO(2017.4) Managing the BBC’s workforce

영국 BBC와 견주기 힘들 정도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 EBS, MBC도
줄기차게 ‘혁신’을 화두로 삼고 있다. 2018년은 이른바 ‘레거시(Legacy)’를 박차고, ‘디지털
(Digital)’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개편, 사업다각화, 새로운 플랫폼 개척 노력의 맹아가 싹튼
바 있다.

2.1. KBS

KBS는 2017년 경영목표를 ‘경영 혁신으로 재도약’으로 설정하였다. TV 2개 매체(1TV, 2TV),
위성 1개 매체(KBS World TV), 라디오 7개 매체(1R(표준FM), 2R(2R FM), 3R(3R FM),

표2

KBS 연도별 손익예산 규모
2014

2015

2016

2017

구분
예산

전년대비

예산

전년대비

예산

전년대비

예산

전년대비

수입

16,073

-154

16,254

181

16,089

-165

15,188

-901

비용

16,068

-72

16,199

131

16,083

-116

15,160

-923

당기손익

5

-82

55

50

6

-49

28

22

영업손익

-648

-134

-368

280

-376

-8

-243

133

출처: KBS(2018 a)

1FM, 2FM, 한민족방송, 국제방송), DMB 4개 매체(U-KBS [스타(V).하트(V) / 뮤직(A) / 클
로버(D)])를 운용하는 KBS의 매출액은 1조4천326억 원(2017년 결산기준)이다.

방송법 제43조는 KBS를 ‘국가기간방송사’로 규정하고 있다. KBS는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으로, 다른 민영 상업방송사와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국가
기간방송이란 민영 상업방송이 담당하기 쉽지 않은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공익적 콘텐츠와 정보
를 제공하는 방송이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수용자 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익성과 공공성
이 담보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을 의미한다(KBS, 2018a).

KBS는 최근 중장기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9-2021 중장기
계획에서 KBS는 이전투구로 치닫는 콘텐츠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는데 함몰되기보다, 디지털
이 빚어놓은 혼란을 정돈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미래를 보존하는 일에 무게추를 두겠다고 밝혔다.
확고부동한 진실을 제공하고 디지털의 부작용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며 물적·심적으로 시청자
와 더 가까이 연대함으로써, ‘사회적 공기(公器)’라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
이다. KBS는 이를 통해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도 ‘여전히 공영방송이 필요한 이유’를 시청자로부
터 향후 3년 동안 확증 받겠다고 선언하고 있다(KBS, 2018b).

지난 수십 년 동안 TV 수신료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미래의 선진방송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
리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2017 KBS 경영평가단은 ‘공영방송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
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가 수신료의 현실화이며, 이는 KBS가 그 정명(正名)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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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신료 관련 통계
5,843억 원
2017년
수신료 수입액
6,462억 원
월 수신료
2,500원

KBS 수신료 순수입
월 2.500원 중 2,260원(90.4%)
EBS 지원금
월 2,500원 중 70원
(2.8%)

180억 원
439억 원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수료
월 2,50원 중 170원
(6.8%)

1. 수신료 수입현황
1) 수신료 수입액 : 6,462억 원
2) 수신료 순수입 : 5,843억 원, 위탁징수수수료 439억 원,
EBS 지원금 180억 원
※ 순수입 기준으로 맞춤, 억 원 단위 단수차이 있음

2. TV수상기 등록현황
1) 총 등록대수 : 24,584,675대
2) 가정용 : 21,188,857대, 일반용 3,395,818대
3. 수신료 면제현황
1) 총 면제대수 : 2,453,955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46,310대, 시청각장애인
207,006대, 난시청 276,247대, 전기 월 50kwh 미만
세대 1,346,171대, 국가유공자 72,309대, 기타 5,912대

출처: KBS(2018 c), 그림2는 KBS 연차보고서 내용(39쪽) 재구성

표3

주요 국가 수신료 금액 비교
구분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수수료(연간)

30,000원

213,700원
(147파운드)

280,106원
(210유로)

184,070원
(138유로)

160,078원
(15720엔)

-

7.1배

9.3배

6.1배

5.3배

0회

25회

8회

19회

4회

(한국대비)
1981년 이후 인상횟수

* 환율: 2017.9.1 매매기준율 적용(1유료=1,333.84원, 1파운드=1,453.74원, 100엔=1,018.31원)

출처: KBS(2018 a)

로 세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목했다.

선진 공영방송의 수신료 제도는 공영방송 서비스 재원을 충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김
승수, 2000). 영국은 공영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수신료 수입이 우리나라의 7배가 넘고, 일본은
5.3배에 달한다. 영국의 BBC, 일본의 NHK는 수입의 80~90%가 수신료인데, KBS는 40% 남짓
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KBS의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논란과 국민적 거부감 속에 오랫동안 수신
료가 인상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다만, 외부전문가들은 KBS의 수신료 현실화 방향에 대
해 ‘공영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 수신료 수입을 올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상
업광고와 사업수익에 집중하거나, 수익성을 우선으로 한다면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시청자를 설
득하기는 점점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KBS, 2018a).

공영방송 KBS는 기본적으로 공영성과 공익성의 가치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 수용자의 호응 역시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경영평
가에서 ‘시청률과 청취율이 담보되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로 인하여 더욱 질 좋은 콘텐
츠를 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라며, KBS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젊은’
시청자층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1TV와 2TV 간의 차별화된 채널 전략은 젊은
시청자를 유입할 수 있는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므로 채널 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BS는 1TV의 정체성을 ‘희망찬 미래와 국민통합을 열어가며 사회 갈등과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더불어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내세웠다. KBS 2TV는 세련된 감각의 젊고 생동감 있
는 프로그램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 공감형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해 가족문화채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편성방침을 세웠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언론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미래연구소>의 결과는 대단히 냉정하였다. KBS는 2017
년 8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KBS는 조사가 처음 실시되었던 2007년부터 2016
년까지 10년간 줄곧 8위 안에 랭크되었다. 한때는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KBS가 2017년에는
아예 8순위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KBS, 2018a).

KBS는 이런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 한 바 있다. 경영평가단 역시 KBS의 조직
개편은 경영효율화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공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추진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KBS는 방송기술 발전에 대응해 새로운 플랫폼 확장에도 집중하고 있다. 세계 최초 UHD 방송 실
시에 이어, 전파방송과 IP 양방향서비스를 결합한 UHD플랫폼 서비스 TIVIVA1.0(pooq TV향)
을 출시(2017년 11월)하였다. 2018년 1월에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여 TIVIVA62.0을 선보
였다. TIVIVA는 실시간 UHD방송, VOD, 클립영상을 연계해서 한 화면에서 주요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고, 미니 런처(mini launcher)를 활용해 시청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시각
적 소구력을 극대화한 직관적이고 세련된 UI/UX를 제공한다. 콘텐츠 정보, pooq과 TIVIVA의

6) U
 HD 융합플랫폼(홈포털 TIVIVA)은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보다가 언제든지 다시보기(VOD)나 관련 영상 등 시청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준비한 세계 최초의 지상파 양방향 서비스이다. TIVIVA에는 50여개의 실시간 방
송 채널과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의 다시보기(VOD)가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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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UHD 융합플랫폼 TIVIVA서비스 개념도
KBS1, KBS2, MBC, SBS, EBS(IP Signal)

인터넷 모든 서비스(IP채널, VOD, 클립 영상 등)

UHD 텔레비젼

셋톱박스
(UHD 홈포털지원)

모바일

방송 3사 기술연구소 국책과제로 전용 셋톱박스 개발 예정(2017~218년)

출처: KBS(2018 a)

시청 이력, 빅데이터 등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콘텐
츠 카테고리 메타를 자동 생성하여 시간별, 계절별, 특정 이벤트 등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성향에
최적화된 콘텐츠의 자동 추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IP표준이 적용되는 UHD방송은 HD방
송과는 달리 양방향, 모바일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KBS는 2017년 미주지역 한류 확산을 위해 MBC, SBS와 공동으로 KCP(Korea Content
Platform)를 설립하고, KBS 직원을 CEO로 파견하여 OTT 브랜드 KOCOWA(Korea Content
Wave)를 론칭하였다. 이는 KBS 콘텐츠를 해외 플랫폼에 단순 공급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플랫폼을 통해 한류 콘텐츠를 해외에 직접 유통한 최초의 사례이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사
업자들과의 다양한 콘텐츠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을 개척했다는 긍정적 평가7를 받았다(KBS,
2018a).

7) K
 OCOWA는 설립 1년 만에 컴캐스트(Comcast)에 론칭하여 지상파 3사 드라마, 예능, K-POP 프로그램을 VOD 제공 중이며, 북미와 중남
미 지역에서 누적 가입자 수 60만 명, 코코와 유튜브는 100만 구독자 달성, 누적 시청 9억 시간을 기록하며 사용자의 90%가 미국인으로 현지
화에 주력함(매일경제, 2018.11.2.; 한국경제, 2018.11.2.)

2.2. EBS

공영방송은 운영재원의 상당부분이 TV 수신료이거나 공적자금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비상업적
이고 비영리적인 서비스를 펼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익적인 방송사는 어디일까? 공공성 공익
성이 중요한 잣대가 되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2017년)에서 EBS는 최고점을 받았다(방송통
신위원회, 2018.6). EBS의 재원구조를 보면 공적재원의 비중이 25%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영
방송이면서 상업방송 못지않게 자체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공적재원보다 자체 수입 의존도
가 2배 정도여서 전형적인 ‘상업적 공영방송’이다. 상업적 재원 구조로는 방송의 독립성 및 정체
성 훼손을 문제로 안게 된다(김동규, 2010). EBS의 공적재원 상당부분이 방송발전기금이거나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다. 공적재원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운영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안
정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는 더 큰 문제이다.

다른 공영방송이 이중고에 시달린다면, EBS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방송광고시장 위축과 플
랫폼 이탈이라는 이중고에 EBS는 학생 수 감소라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EBS는 운영비 상당부
분을 출판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수신료 수입 비중은 6%에 머물고, 제작비 대부분을 방송발전기
금으로 채우고 있다. 2017년 기준 부족한 재원 800억 원을 출판 수입 등 자체 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제작비 축소로 이어지고, 제작비 축소는 콘텐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형
국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혁신’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2017년 서울 강남 사옥
시대를 접고 경기 고양 일산시대를 맞아 ‘RESTART EBS’를 통한 경영 혁신과 프로그램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EBS는 2017년 말부터 1년간 ‘경영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을 꾸려 미래비전과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을 추동해 왔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적인 모든 것(All things Digital)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 디지털 기반으로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기업문화, 커
뮤니케이션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전략을 의미한다(김진영 외, 2017). EBS(2018a)
는 디지털에 빠르게 대응한 미디어로 대표되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BBC’, ‘쿼츠
(Quartz)’ 등을 살펴보고, 국내 MCN 업체 동향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전략 및 비전체계 정립, 실
행과제와 추진 로드맵 수립을 통해 경영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혁신 실천과제를 구체화 한 바
있다. 기존 일방향의 ‘방송’이라는 개념을 과감히 떨쳐야 함이 혁신실천 제1번 과제였다. ‘업(業)’
을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시점임을 직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으로 내보내는 ‘방송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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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BS 혁신 방향
As is

To be

Broadcasting
자체제작

외주제작

다큐멘터리
에듀테인먼트
수능강의
초중학
유아·어린이
...

Platform
Air
Online
Naver

Broadcasting
자체제작
외주제작

YouTube

MCN

다큐멘터리
에듀테인먼트
수능강의
초중학
유아·어린이
...

현장

·개방
·공유
·참여
·오프라인
·이벤트
·지역
·글로벌
·연결

Networking
·Air(UHD)
·Online
·외부플랫폼
·초중고
·대학교
·연구기관
·교육유관기관
·노동·직업
·지자체

·Customer(향유자)
·교사·학생·부모
출처: EBS(2018 a)

나아가, 개방과 참여를 통해 이용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이용자들과 함께 창작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은 ‘콘텐츠’로 거듭나야 하고, ‘방송플랫폼’은 외부 플
랫폼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효율적이어야 하며, ‘운영’은 최대한 ‘효율’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
이다.

EBS의 매출액은 공적재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의 2,700억 원에서 2016년
2,613억 원으로, 2017년에는 2,51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에는 사상 최
대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매출이 감소한 것은 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의 축소에 따른 광고 매출 감
소, 학령인구 감소와 교재 정가 동결, 수능연계교재 책 수 축소에 따른 출판사업 수입 감소와 온라
인 부대사업 수입 감소 등이 주요 요인이다(EBS, 2018b).

EBS는 공영방송의 위상에 걸맞은 재원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부대사업 수익 확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17 경영평가단도 EBS를 향해 ‘보유한 콘텐츠 현황 및 수익 창출력에 대
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수입 확대 및 신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비슷한
주문은 수년째 국회로부터도 계속되고 있다. EBS와 KBS는 예산승인은 이사회가 확정하되, 결산
승인은 국회로부터 얻는다.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고, 결산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수년째 빠지
지 않는 부대조건이 ‘공적재원 확보 노력’이다.

그림 7

EBS 채널 이미지 및 연상 내용

출처: EBS(2018 c)

차별성 확보는 구조개선에 앞서는 EBS의 혁신과제이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확장적으로 적용되
면서 EBS의 상당수프로그램들이 다른 방송사의 교양프로그램과 비교해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점에서 EBS는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흥미도 보다는 교육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편성과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받고 있다. 그
러려면 무엇보다 제작진의 관점과 인식이 교육 중심적, 교육 우선적이어야 하며, 그러한 관점과 인
식의 유지, 제고를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3. MBC

MBC는 2017년도 경영지침에서 경영여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화방송은 혁신적
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룹 전체의 사업을 하나의 유기적 구조로 인식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중복사업의 폐지, 비효율적 사업 퇴출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업 분야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확대 가능한 신규사업영역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진단했다(MBC, 2018).

2017년도 MBC 매출액은 6,695억 원이다. 자체 목표 8,357억 원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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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은 –565억 원이었으며, 목표인 20억 원에 비해 매우 부진하였다. 2016년과 비교할 때 매출이
19.9%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광고수익은 전년 대비 25.3% 줄어들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를 통한 방송광고 수입은 2,92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TV는 838억 원, 라디오는
118억 원이 감소하는 등 총 1,005억 원(-25.6%)이 감소하였다. MBC는 이를 ‘지상파 광고 매
출의 하락세가 가속화되는 방송 환경의 변화에도 원인이 있지만 하반기 장기 파업도 큰 영향을 미
쳤다’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영평가단 지적에
대해 콘텐츠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 제작 4본부(드라마, 예능, 시사 교양, 라디오)를 사장 직속으
로 편제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2017.12.13.)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기존 ‘사장-부사장-본
부-국’편제를 해체하고, 사장이 직속으로 주요 콘텐츠 제작 4본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꿨다.
이로써 의사결정의 단계가 축소되어 신속하게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실제 운용 측
면에서도 사장이 제작 4본부를 ‘통제’하기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는 구상이다. 위임전결 규정상, 과거 부사장 전결사항 수준의 의사결정의 경우 사장으로 올리지 않
고, 각 4본부장이 직접 의사결정토록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제작비를 계속 절감하여 콘텐츠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자초하였다고 진단, 이를
반면교사 삼아 콘텐츠 제작비를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견인
하고, 그 동안 저하되었던 MBC의 채널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MBC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브랜드 디자인팀을 기획편성본부에 설치하였다. 또한, 광고와 유통
등의 분리된 수익창출 구조를 개편하여, 기획단계부터 제작, 편성, 광고, 홍보, 유통, 신매체개발
담당부서 등 올인원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새로운 콘텐츠
수익 모델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각 부서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MBC, 2018).

편성·제작 측면에서 공정성, 다양성, 소수계층 배려, 민족문화 창달, 사회공헌 등 전반적으로 미흡
하다는 평가를 받은 MBC는 2017년 평가지표를 전시간대 가구시청률에서 핵심시간대 가구시청
률과 2049시청률 TOP20 관리로 전면 개편하였다.

MBC는 시청점유율 하락을 가장 큰 적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7년 지상파 채널의 핵심시
간대(평일 19~24시, 주말/공휴일 17~24시) 시청률 합이 2008년 대비 16.1%P 하락한

표4

최근 10년간 지상파 핵심시간대 시청점유율 변화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지상파 합

76.4

73.6

74.4

72.4

69.3

66.0

62.6

60.9

60.8

53.7

-3.8%

0.3

4.2

8.3

10.7

11.3

12.4

14.4

90.6%

35.0

32.1

31.6

32.8

33.8

30.4

33.7

0.6%

종편 합
기타채널

31.8

35

33.9

출처: MBC(2018)

30.8%를 기록, 연평균 증가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기준 -4.6%P의
하락세인 데 비해, MBC는 2008년 핵심시간대 시청률이 11.8%에서 2017년 6.7%로 하락하
였으며, CAGR 기준 -6.1%P를 기록함으로써 전체 지상파 채널의 하락세보다 가파른 하락 추
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체 분석하였다.

2017년 핵심시간대 지상파 점유율은 53.7%로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연평균 증
가율(CAGR) 기준 -3.8%의 하락세를 나타내는데, 상대적으로 종편은 90.6%, 기타 채널은
0.6%의 증가세를 가져온 것과 비교된다.

MBC는 실시간 시청률에 비실시간 콘텐츠 소비(VOD 등)와 화제성을 통합한 ‘콘텐츠 종합경쟁
력 보고’(주/월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14년부터 CAMI(Cross-platform Audience
Measurement Index)라는 이름의 통합 시청지표를 도입하였다. 2015년에는 화제성 지수를
도입,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시청 반응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2016년부터는 SMR(스마트미
디어랩)이 제공하는 클립 조회 수 실적을 수집·분석하고 있다.

2017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MBC는 SBS와 함께 방송프로그램 포맷 개발 등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제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에 MBC는 편성국 편성콘텐츠부(현 콘텐츠
R&D부) 내에 ‘포맷 전문팀’을 구성하여 글로벌 포맷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신규 프로그
램 제작진과 포맷 아이디어 컨설팅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포맷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약 2,000여 개의 국내 외 포맷을 활용하였다. <무한도전>, <세.모.방>, <오지의 마법사>, <하하
랜드> 제작진에 관련 해외 포맷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W>, <오빠생각> 등은 포맷 영상을 제작
해 글로벌 콘텐츠 마켓 MIPTV에서 소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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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디지털 플랫폼 실적 현황

(단위: 억 원)

POOQ

SMR
전년대비

2017

전년대비

2016

2017
증감액

증감율

2016
증감액

증감율

취급고

-

-

-

-

1,105

983

119

+12.1%

매출

551

394

157

39.8%

1,105

983

119

+11.7%

영업이익

6

-10

+16

흑전

468

435

51

15.3%

가입자(명)

63만

52만

+11만

+21.2%

-

-

-

출처: MBC(2018)

MBC는 2017년 기존 가입자 기반 유료사업 모델에 광고기반 실시간 채널 무료 사업모델을 추가
하여 푹(POOQ)8의 안정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다. 또한, 신규 광고상품을
출시하고, 제휴플랫폼을 확대하였으며 광고 통계·분석시스템 ‘위즈덤’을 고도화하여 광고주 및
방송사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스마트미디어렙(Smart Media Rep, SMR)9의 디지털 동영상 광
고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푹과 SMR의 성과는 매출보다 전략적 성과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지상파 방송사 주도로 설립, PP 등 다수 국내 방송사업자가 참여하여 신규 플랫폼을 제공
함으로써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항하고, 통신사와 거대 포털 중심의 국
내 환경에서 어렵게 OTT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것이다(박종진, 2017).

3. 나가며
프랑스는 공영방송사(FT)와 지상파 민영 방송사들(TF1, M6)이 연합하여 프랑스판 넷플릭스

8) 지
 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가 출자하여 2012년 출범시킨 콘텐츠연합플랫폼주식회사(Contents Alliance Platform, CAP)가 운영
하는 유료 OTT 서비스
9) MBC와 SBS미디어홀딩스가 출자하여 2014년 설립한 방송 비디오 클립 동영상에 광고를 붙여 판매하는 온라인 광고회사

TV ㆍ INTERNET ㆍ iPlayer 이용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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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TV data : BARB 제공, 4세 이상 시간별 평균 시청자수
• BBC iPlayer : 영국내 시간별 실시간 및 다운로드 평균 이용 건수
• Internet data : 닐슨 제공, 3,800만명의 인터넷 인구 추정치를 기준으로 2세 이상 이용자수
출처: BBC(2018.4) BBC iPlayer, Performance Report

‘살토(Salto)’를 구상하며 내년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한 바 있다(최지선, 2018). 영국 BBC는
‘아이플레이어(iplayer)’ 사용자 패턴이 TV 시청 패턴에 가까움을 파악하고 사용자 경험 데이
터 활용을 통해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존재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펼치고 있다.

수많은 매체와 채널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유튜브를 필두로 콘텐츠 경쟁을 넘어 생태계가 달라
지고 있다. ‘방송’이란 개념은 이미 ‘레거시(legacy)’로 치부되고 있다. 융합의 시대에 더 이상 어
울리지 않는 개념이 되고 말았다. 레거시의 미래는 해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콘텐
츠의 공적 서비스 그리고 공적 기능을 가진 서비스의 창출은 기술의 진보와 시장의 다변화 그리고
플랫폼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사회가 희망하는 가치일 것이다(KBS, 2018a). 물
론 공영방송이 시대에 맞는 역할을 찾고, 제 역할을 다하는 게 우선이다. 그럼에도 방송환경은 공
영방송만의 몸부림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 공영방송은 지금처럼 방송프로그램을 혁신하
고, 제 자리를 찾기 위한 내부혁신과 수용자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기 위한 플랫폼 전략을 구사하
고, 정책당국은 명실상부한 공영방송 제도를 정비하고, 방송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내부적으로 공영방송 스스로 업(業)을 다시 정의하는 수준의 변형을 추진하고,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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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원구조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공영방송을 가
질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우리 방송법에서도 마침내 ‘공영방송’을 규정하고, 틀을
갖추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화두였
다면, 최근 들어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의 시장 획정, OTT와 방송의 새로운 관계설정, 동일 서비
스 동일 규제 원칙 구현 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제안한 바
있는 방송법 전부개정의 움직임은 눈여겨 볼만하다. 세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검토 중
인 방송법 전부개정안에 ‘공영방송’을 규정하고, 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미
가 있다.

이제는 이용자가 느낄 만큼 확연히 상업방송과 차별적인 공영방송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할 때이
다. 지금까지 KBS, EBS, MBC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문제점도 분명 존재한다. KBS 2TV
의 ‘역사적 상업성’과 MBC의 ‘혼합적 상업성’(조항제, 2009)에 대한 비판과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영국 BBC처럼 확실한 상업서비스 전략 구조를 갖추지 않은 채, 상
업방송과 경쟁하는 형국으로는(KCA, 2014) 온전한 혁신과 도약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공영방송이 우리사회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낡은 경영’을 탈피할 수 있는 울타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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