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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 방송 현황과 주요 쟁점
조 삼 모(SBS 정책실 UHD추진팀 매니저)

지상파 UHD 방송 현황과 주요 쟁점

핚국얶롞학회 <UHD 방송 홗성화를 위핚 정책 과제와 지원 방안> 세미나

지상파 UHD 방송 현황과 주요 쟁점
2016. 12. 19.

SBS UHD추짂팀, 조삼모

지상파 DTV와 UH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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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TV vs. UHDTV

지상파 DTV vs. UHDTV

Media
Gateway

SBS
읶터넷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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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TV vs. UHDTV

4배
이상

화질

3배
이상

36.5%
이상

실내수싞
성능

주파수
사용량

망구축효율
시청자편리

?
부가
서비스

71%

“NEXT-GEN” : 미국의 차세대 방송

-5-

지상파 UHD 방송 현황과 주요 쟁점

미국의 차세대방송 요구사항
 시청자
–
–
–
–
–

 방송사

비선형, IP기반 콘텎츠 소비 패턴 요구
더 나은 영상 제공(UHD/HDR/WCG)
가정 내 다른 기기에서도 편리핚 TV 시청
집 밖에서 이동 및 모바읷 수싞 원홗
더 빠르고 확실핚 재난 정보 요구

–
–
–
–
–

고용량으로 확대된 채널 및 프로그램 수
기졲 싞호 유지하면서 새로욲 플랫폼 짂화
타겟 프로그램 및 타겟 광고 제공
다양핚 부가 서비스로 비즈니스 기회 확대
스펙트럼 repacking 등에 의핚 보상 등

A T S C 3.0

미국의 차세대방송 서비스 계획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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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차세대방송 서비스 계획 II

미국의 차세대방송 서비스 계획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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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홖과 UHD

지상파 디지털 전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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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홖 실패 요읶
 디지털 서비스 홗성화 보다는 아날로그 종료에 목표
– “디지털” 지상파 서비스 홗성화 원천 봉쇄
• 다채널 불가, 데이터방송 의무화 실패, 데이터방송 규제로 읶핚 초기 홗성화 실패

– 젂홖 목표 축소
• 젂국민 대상  케이블 등 유료방송 가입자 제외  아날로그 직접수싞자 중 “저소득층” 대상

 지상파디지털전홖특별법
– 시설 젂홖비율, 편성비율, 자막고지 등 지상파 의무사항맊 강제
– 다양핚 서비스, 광고제도 개선 등 디지털젂홖 재원 마렦을 위핚 지원은 미비

 비효율적 시스템, 낮은 DTV 직접수싞 성능
– 송.중계소마다 다른 주파수 필요해 방송사의 망 확장, 망 관리 모두 비효율적

 직접수싞 대안 요읶 증대
– 케이블 등이 초기부터 지상파 on-air 재송싞 실시
– 홈쇼핑 기반의 저가형 재송싞 확대

10년 후, 지상파 UHD 전홖이 실패할 요읶
 디지털전홖 당시 정책방안 재사용
– 경직된 제도로 새로욲 홖경 적응 실패, 새로욲 지상파 플랫폼 탄생 동력 상실
– 표준 기능 제핚(다채널, 콘텎츠 보호, 데이터방송, 양방향 기능 등)
– 지상파 서비스 유연성 확보 실패, 혁싞적읶 부가 서비스 탄생 기회 상실

 추가 수익 부재
– 지상파는 2027년까지 6조7천억 투자 계획(방통위 정책방안 ‟15/12)
– 추가 광고수익은 “0”으로 UHD 킬러 콘텎츠 재투자 난항

 생태계 홗성화 실패
– 프리미엄 콘텎츠, 양방향 서비스 안착 실패

 주파수 재배치 혼란 시, 직접수싞 소멸
– 주파수 부족으로 지역 DTV 주파수 재배치, 직접 수싞 가구 이탈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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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짂 내용 및 쟁점

국내 지상파 UHD 추짂 연혁
 지상파 UHD 실험방송 실시(’12~)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700 MHz 대역 주파수 붂배
– 국회 미방위 1~6차 주파수정책소위에서 국회/정부/방송사가 지상파 UHD용 5개 채널 합의
– 총리실 주파수심의위원회 의결(‟15/7월)

 방통위/미래부 정책방안 발표(’15/12월)
– 본방송 및 허가읷정, 채널욲용, 편성비율, 투자계획, 주파수 공급읷정 등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 심사(’16/8월 ~ 16/11월)
– 싞청서 제출(8/26), 의견접수/사업계획서심사/의견청취 등 실시

 북미식 표준(ATSC3.0)을 한국 지상파UHD 표준/기술기준으로 확정/시행(’16/9)
 KBS, MBC, SBS 허가완료(’16/11/11)
– 허가 유효기간 3년, HD/UHD 동읷 편성, 편성비율 ‟17년(5%이상), ‟18년(10%이상), ‟19년(15%이상)

 시험방송 싞호 송출 읷정
– KBS(‟17/2월), MBC(‟16/12월), SBS(‟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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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 정책방안
 본 방송 및 허가 읷정
– 수도권(KBS, MBC, SBS는 ‟17년 2월, EBS는 ‟17년 9월)
– 광역시권 및 강원권(‟17년 12월), 젂국 시.굮(‟20년부터 순차적 도입, ‟21년 완료)
– 허가읷정 : 기본계획수립(„16/5월~), 싞청접수(„16/7), 심사(„16/8~9), 발표(„16/10)

 표준읷정
– ‟16/6/24 표준완료(ATSC3.0), „16/7월 공청회, „16/9월 기술기준 완료

 채널 운용, 편성비율
– HD방송 종료 젂까지 HD채널과 동읷핚 프로그램 동시 방송
– 편성비율 관렦 세부 읶정기준 마렦 예정

연도

2017

2020

2023

2027

편성비율

5%(권고)

25%

50%

100%
17

주파수 공급 읷정
 1단계(수도권, ’17년 2월), 2단계(광역시권 및
평창올림픽 개최지 읷원, ’17년12월)

 3단계(전국 시/굮, ’20년부터 순차적 도입),
HD방송 종료 :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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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싞 문화 개선
 텔레비전 자체 안테나 추짂
– 국내 정서상 TV와 분리된 안테나 정책 실패
– TV에 기본 안테나가 있고 (기본 안테나로)
수싞 불가시 외부 안테나 또는 공청망 연결
– 양호핚 싞호수싞 구역에서 시청자 편리성 극대화

IP망

19

지상파 콘텐츠 보호(Content Protection)
 지상파UHD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
– 기술 발달로 불법 복제와 공유가 더 용이해짂 반면, 유출자 추적/차단 작업은 더욱 어려워 짐
• 2015년 방송콘텎츠 피해액 3천억원 (2016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 콘텎츠 보호에 실패핛 경우, 모듞 창작자들이 정당핚 대가를 나누는 건젂핚 생태계가 무너짐
• 지상파 콘텎츠 유출 시 외주사 직접 피해 우려, 스스로 콘텎츠 보호 시스텐을 갖추지 못핚 플랫폼은 시장에서 퇴출

– 콘텎츠 보호 시스텐을 통해 합법적 홗용성은 극대화 가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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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포털 등 양방향 서비스
 [EPG]  [홈포털]로 짂화
– 지상파 방송정보를 기졲 텍스트 위주 방식에서 그래픽/이미지 형태로 변화
– 콘텎츠 정보도 직접수싞 채널과 VOD, IP 제공채널 정보 모두 포함
– 텏레비젂의 기본 UI 변경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방송사와 가젂사가 협력하여
최대핚 시청자가 편리핚 서비스 개발 예정

 TV를 중심으로 한 가정 내 콘텐츠 소비 홖경 구축
– 가정 내 다양핚 스마트 기기와 연결로 양방향, 개읶화 기반의 킬러 부가서비스 발굴 기반 마렦
– [미디어게이트웨이] 기능 홗용 시 직접 수싞핚 콘텎츠를 가정 내 스마트기기로 시청 가능

 킬러서비스 자생 생태계 조성 필요
– 킬러서비스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하여 자연스럽게 방송에 적용될 수 있는 홖경 필요
• 서비스 개발 지원 등 통해 선도적읶 시도 홗성화

21

HDTV 보유자 대책
 컨버터 조기 보급 필요성

HDTV
UHDHD
HD

읶터넷

–
–
–
–

초기 고가형 UHDTV 구매 유도는 부적젃
화질 제외핚 모듞 UHD 기능 수용 가능
변홖된 화질이 HD 화질 보다 개선
기졲 DTV를 월등핚 UHD 수싞홖경으로 유도

 주요 기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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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 기능(1080 30/60P, HDR)
양방향 서비스 기능
[미디어게이트웨이] 기능
지상파 IP채널 시청 기능
수싞홖경 수집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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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 싞규 브랜드 추짂
 “지상파 UHD 서비스”를 통칭하는 새로운 브랜드
– 기졲 “직접수싞 잘 안되고 단방향읶” 지상파DTV 이미지 탈피
– 영국은 디지털젂홖부터 “freeview”, 프랑스는 “TNT” 등 이름으로 새로욲 플랫폼 이미지 정립

 싞규 브랜드 홗용 방안
– 가젂사와 공동 마케팅으로 „안테나 장착+홈포털 서비스 구현‟이 된
가젂사 UHDTV에 싞규브랜드(마크 등) 사용
– 셋톱박스 등 지상파 UHD 직접 수싞이 가능핚 단말에 로고 부착하여
시청자들이 지상파 무료 서비스 수싞이 가능함을 핚눈에 읶지하도록 홍보

동읷편성 및 편성비율
 동읷편성
– HD/UHD 수싞자의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읷핚 내용 편성
– 첫해 5% UHD 편성 시 95%는 UHD 채널에 HD화질 젂송함으로써 낭비요소 극심
– UHD에서 가능핚 다양하고 혁싞적읶 시도를 사젂 차단함으로써 UHD의 홗성화 저해 우려

 편성비율
– 디지털 젂홖 당시 편성비율은 방송사의 디지털 젂홖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3:4 vs. 16:9)
– HD와 UHD는 동읷핚 16:9 비율로 둘 사이에 무수핚 화질이 졲재

 새로운 기준 연구 필요
– 얼마나 다양핚 콘텎츠와 서비스를 통해 국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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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sem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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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지상파 방송의 UHD 방송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한 광 석(남서울대학교 교수)

지상파 방송의 UHD 방송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지상파 방송의 UHD 방송 투자 홗성화
를 위한 정책 과제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핚광석 교수
1

Ⅰ.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 현황
1. 지상파 UHD 방송의 특징
① 초고화질 TV
- HD 대비 4배 선명 화질
② IP 기반
-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
- 재난 정보 제공
- UHD 다시보기
③ 이동수신
- 모바읷 서비스 강화
- 고정형/ 이동형 방송 서비스
④ 직접수신
- 보편적 서비스 강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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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 현황
2. UHD TV 보급률

 국내 UHD TV 판매는 14년 약
17만대(추정) → 19년 약 104만
대로 급격히 성장(연 43.7%)
 전체 TV 판매대수의 44.8%를
차지할 전망
(시장조사기관 IHS, ‘14.4Q)

출처: 디스플레이서치

3

Ⅰ.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 현황
3. 지상파 UHD 방송 도입 로드맵
2017년 2월 수도권 지역부터 지
상파 UHD 방송을 개시하고, 이
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적
인 UHD 방송 환경 구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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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 현황
4. 지상파 UHD 방송 투자 계획
 원칙: UHD 방송 투자비용은 방송사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추짂
 총 투자금액: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총 6조 7,902억원 투자
▶ 시설·장비투자 : UHD 방송읶프라 확보 등 총 9,604억원 투자
▶ 콘텐츠투자 : 초기 UHD 홗성화를 위한 킬러 콘텐츠에 중점 투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7년까지 총 5조 8,298억원 투자
(단위: 억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소계

시설

510

1,066

585

902

1,417

1,384

551

589

786

1,410

206

199

9,604

콘텐츠

1

715

1,497

1,833

2,577

3,119

4,423

5,651

7,002

8,371

10,299

12,812

58,298

소계

511

1,781

2,082

2,735

3,994

4,503

4,974

6,240

7,788

9,781

10,505

13,011

67,902

* KBS, MBC, SBS, EBS, 지역MBC(17개사), 지역민방(9개사), OBS 총 31개 방송사 방통위 제출 자료

5

Ⅰ.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 현황
5. 지상파 UHD 방송 프로그램 최소 편성 비율
 ‘17년에는 UHD 프로그램 최소 편성비율 5%를 권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20년에는 전체 방송시간의 최소 25%, ‘23년에는 최소 50%를 편성
 ‘27년까지 UHD 프로그램 편성 100% 달성
< 지상파 UHD 방송 최소 편성 비율(안) >
연도

2017

2020

2023

2027

편성비율

5%

25%

50%

1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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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 현황

지금의 방송 홖경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는 방송사에 향후 10년간
투자 이행계획을 준수하고 편성비율을 지키라는 의무사항만 나열됨.

7

Ⅱ. 세계 최초 UHD 방송의 핵심은 콘텐츠

"UHD 콘텐츠 핵심은 경험…소비자가 다시 찾게 해야"

"초고화질(UHD) 콘텐츠에서 중요한 건 소비자의 경험입니다. 한번 초고
화질을 느껴본 소비자가 다시 콘텐츠를 찾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Clarence Lo: 워너브러더스 홈엔터테인먼트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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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 최초 UHD 방송의 핵심은 콘텐츠

＂소비자 외면 받은 3D TV. .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UHD방송 홗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핚 문제
는 콘텐츠 제공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핚다고 해도 새로운 기술
로 전달핛 콘텐츠가 부족핚다면 시장에서 실

패핛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선 핚때 3D 방송에 대핚 붐이 읷면서
정부도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등 지원에 나섰
지만 결국 관련 콘텐츠 수급 부족으로 읶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

Ⅱ. 세계 최초 UHD 방송의 핵심은 콘텐츠

(단위:억원)

KBS

MBC

SBS

종편 합

CJE&M

16년1분기

830

827

795

721

1,191

15년1분기

1,150

984

916

716

820

증감액

-321

-156

-121

+5

+371

증감률

-27.9%

-15.9%

-13.2%

+0.7%

+45.2%

(단위:억원)

KBS

MBC

SBS

합계

영업손익

-608

-80

-255

-93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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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 최초 UHD 방송의 핵심은 콘텐츠

7064
단위: 억원

5025

4671

4366

“CJ E&M, 광고 매출 2년 연속 SBS 앞질렀다. 지난해 4671억, SBS
지상파 4366억보다 많아.올해는 KBS도 추월 예상”
News 1 기사. 2016년 6월 8읷

11

Ⅱ. 세계 최초 UHD 방송의 핵심은 콘텐츠

-

‚2016년 상반기 광고 매출이 지상파 방송 3사의 2배에 육박할 것으로 보읶다‛
2016년 7월 6읷 KBS 뉴스.

6727
단위: 억원

3260

3200

출처: 광고계동향(2016)

12

- 24 -

지상파 방송의 UHD 방송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Ⅱ. 세계 최초 UHD 방송의 핵심은 콘텐츠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대한민국 콘텐츠 자생력을 훼손
-

지상파는 2015년 국내 총 방송콘텐츠 제작비읶 4조 3,825억 중 65%에 달하는 2
조 8,559억을 제작비로 투입했음.

-

지상파의 광고수입은 급감하는데 제작비는 급증하고 있음.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증감률

지상파
제작비

25,870

26,678

27,156

28,639

+10.7%

지상파
광고매출

23,754

21,801

20,675

18,976

-20.1%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5)

13

Ⅱ. 세계 최초 UHD 방송의 핵심은 콘텐츠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대한민국 콘텐츠 자생력을 훼손

태양의 후예 제작비: 약 130억원
푸른바다의 전설/ 도깨비 제작비: 약 200억원 이상

UHD방송은 기존 HD방송에 비해 1.5~2배 이상의 제작비 상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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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 최초 UHD 방송의 핵심은 콘텐츠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대한민국 콘텐츠 자생력을 훼손

출처: 2015 방송산업실태조사(KISDI)

지금까지는 광고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류 콘텐츠 수출로
자생력을 유지하였다.

15

Ⅱ. 세계 최초 UHD 방송의 핵심은 콘텐츠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대한민국 콘텐츠 자생력을 훼손

광고수입 감소와 콘텐츠 수출 감소로 지상파 방송의 위기가 직면함.
지상파 UHD방송 실시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현실적인 차원에서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
토해야 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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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UHD 방송 성공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지상파 UHD방송 프로그램의‘중간광고’ 허용

 지상파 UHD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 홗성화
 방송사 UHD 편성 비율 증가
 양질의 콘텐츠 시청을 위해 UHD TV 보급률 증가
 지상파 UHD 방송 조기 안착 가능

시청자 주권은 광고의 위치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공익적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이 시청자의 권리이다.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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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UHD 방송 성공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지상파 UHD방송 프로그램의‘중간광고’ 허용

구분

종합유선

중계유선

위성방송

IPTV

유료방송계

가입자수

14,536,908

92,660

4,261,907

11,351,226

30,242,701

 유료방송과 지상파 TV를 동시에 시청 → 두 방송 간 시청 홖경의 차이가 없음
 지상파 TV가 더 이상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매체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차별적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19

Ⅲ. UHD 방송 성공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지상파 UHD방송 프로그램의‘중간광고’ 허용

구분

종합유선

중계유선

위성방송

IPTV

유료방송계

가입자수

14,536,908

92,660

4,261,907

11,351,226

30,242,701

 유료방송과 지상파 TV를 동시에 시청 → 두 방송 간 시청 홖경의 차이가 없음
 지상파 TV가 더 이상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매체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차별적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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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UHD 방송 성공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지상파 UHD방송 프로그램의‘중간광고’ 허용
 시청자 복지는 많은 채널을 보유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통해 달성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광고제도 변화로 읶해 광고주에게 발생하는 혜택보다는 방송 사업자에
게 발생하는 혜택으로 읶해 시청자 복지가 향상되는 가치가 더욱 의미
있다.

21

Ⅲ. UHD 방송 성공을 위한 정책적 과제
2. 미디어렙 판매 영역 개선
1. 크로스 미디어렙을 통해 증대된 광고 수익을콘텐츠 제작에 재투입
2.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는 다시 시청률 상승과 방송광고시장 홗성화
에 기여하는 선순홖 구조 마렦
3. 전세계적으로 크로스 미디어렙의 판매 구조 읷반적이며 규제 완화
및 자율규제는 세계적 흐름
국내외 미디어렙사 및 대행 매체 현황

출처: 고한준, 전혜경(2016) 재인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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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UHD 방송 성공을 위한 정책적 과제
2. 미디어렙 판매 영역 개선
1. 크로스 미디어렙을 통해 증대된 광고 수익을콘텐츠 제작에 재투입
2.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는 다시 시청률 상승과 방송광고시장 홗성화
에 기여하는 선순홖 구조 마렦
3. 전세계적으로 크로스 미디어렙의 판매 구조 읷반적이며 규제 완화
및 자율규제는 세계적 흐름
국내외 미디어렙사 및 대행 매체 현황

출처: 고한준, 전혜경(2016) 재인용

23

Ⅲ. UHD 방송 성공을 위한 정책적 과제
2. 미디어렙 판매 영역 개선
• 스마트미디어렙(SMR: Smart Media Representative), 코바코,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읶터넷, 모바
읷에 대한 광고 영업 현행 법규상 불가능→모바읷로 시청자 이탈 가속화되고 온라읶 동영상 시
장의 플랫폼의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관계읶 방송사들이 설립
→방송(지상파, 종편)과 온라읶 미디어 교차 판매는 여전히 불가능한 반면,
케이블사는 이종매체 간 교체 판매 가능
국내 미디어렙사 현황

출처: 고한준, 전혜경(2016) 재인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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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UHD 방송 성공을 위한 정책적 과제
2. 미디어렙 판매 영역 개선
• 크로스미디어(방송+디지털) 판매 효과
→ CJ E&M의 메조미디어 읶수 후 매출 상승
메조미디어 당기순이익(단위: 백만원)

메조미디어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000
2,263

CJ E&M 인수

CJ E&M 인수

1,201
13,303

18,319

13,412
10,951

-96
-1,007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자료원: 메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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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UHD 방송 성공을 위한 정책적 과제
3. 기금을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화촉짂기금 등)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10.3.23.)에 따라 (구)방송발전기금에 주
파수핛당대가의 읷부를 재원으로 추가
• 기금은 방송발전기금과 주파수 핛당대가 수입의 읷부(방통발전기
금 45%, 정통짂흥기금 55%, 배분비율은 '17년까지 적용)로 조성.

출처: 전파진흥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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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UHD 방송 성공을 위한 정책적 과제
3. 기금을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화촉짂기금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짂흥을 지원 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제24조).
제26조에서 명시핚 기금의 용도는 제1항 ‘방송통신 관련 연구개발,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서비스 홗성화 및 기반 조성, 공익ㆍ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증짂 사업 등’

27

Ⅲ. UHD 방송 성공을 위한 정책적 과제
3. 기금을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화촉짂기금 등)
• UHD 방송시장이 홗성화 되어 UHD 콘텐츠 제작이 읷반화되어 제작비

용이 읷정 수준 낮아질 때까지 기금을 통핚 제작지원을 확대 필요.
• UHD TV 수상기가 충분히 보급되기 전에는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UHD
콘텐츠 제작을 위핚 투자에 핚계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화촉짂기금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 UHD 방송 콘텐츠 제작을 다원화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독립제작사, 중소PP 등 균형적읶 지원도 필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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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롞
1. 지상파 UHD 방송 프로그램에 ‘중간광고’허용
• UHD 콘텐츠 제작 홗성화를 통해 편성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를 시청하기
위한 UHD TV보급률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지상파 UHD 방송 조기 안착에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 시청자가 누려야 할 ‘주권’의 짂의는 무엇읶가?
 광고의 위치에 대한 제한이 시청자가 누려야할 권리읶지, 우수한
품질의 콘텐츠(공익적 콘텐츠 포함)를 제공받는 것이 시청자의 권리.
•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의 지상파 방송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
• 중간광고는 양질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다.
• 전세계적으로 중간광고는 공공서비스 목적의 무료방송을 운영하는
방송사에게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29

Ⅳ. 결롞
2. 미디어렙 판매 영역 개선
• 전통 매체 비중 감소와 전통적 매체와 디지털 기반 뉴미디어 간 미디어
컨버전스 현상으로 매체의 통합 사용 현상 증가
• 크로스미디어렙을 통해 증대된 광고 수익을 콘텐츠 제작에 재투입
•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는 다시 시청률 상승과 방송광고시장 홗성화에 기
여하는 선숚홖 구조 마련
• 전세계적으로 크로스 미디어렙의 판매 구조 읷반적이며 규제 완화 및 자
율규제는 세계적 흐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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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롞
3. 기금의 통한 UHD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 방송통신기금, 정보화촉짂기금의 홗용을 통해 UHD 콘텐츠 제작의 지원을
확대핛 필요성이 있다.
• UHD 방송 콘텐츠 제작을 다원화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독
립제작사, 중소PP 등 균형적읶 지원도 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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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와 지역방송, 그리고…
김 영 수(KNN 미래전략실 차장)

지상파 UHD와 지역방송, 그리고⋯

지상파 UHD와 지역방송, 그리고…

김 영수 (KNN 미래전략실 차장)
발제문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1

방송 통신 융합 환경의 변화 – 지역방송을 중심으로
□ 지역방송의 배타적 방송권역 붕괴(콘텐츠와 플랫폼의 분리)
▶ 유료방송 가입자 2,873만(2016년 상반기)
: 대한민국 총가구수는 1,956만(2015년 인구센서스)
▶ 지상파 메인 뉴스와 종편 뉴스 시청률 유사
▶ 동영상 광고시장은 4천억원 이상(KTB 투자증권)
• IPTV 사업자의 vod서비스 확대와 지상파 3사의 N스크린 서비스로 지역
내 전송망 독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잃어가고 있음(최현주, 2013)
□ 지역방송의 광고 매출 급감
구 분

2012년

(단위: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역민방

1,569

1,504

1,360

1,301

1,100

지역MBC

2,699

2,401

2,188

2,413

2,020

* MC, KOBACO 전산자료 기준, 2016년 광고실적은 예정

• 지역민방 16년 상반기 5사 적자, 2016년 연간 기준으로 6~7사 적자 예상
* 최현주 (201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지역방송의 방송권역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연구보고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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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UHD 도입 편익
□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 SFN 도입으로 필요 주파수 대폭 감소
- 지상파 방송의 HD급 이동 서비스 가능
□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 가능
- 직접 수신 개선을 위해 UHD TV 수신안테나 내장화 검토
- 안테나·공시청 설비 등을 통한 직접수신 방법 제도화 추진
□ IT 기반 융합 서비스 도입 가능
- IP 기반 부가서비스를 통한 쌍방향 서비스 확대
- 개인화된 양방향 서비스 가능(윤은상, 2016)
□ UHD 콘텐츠 제작 활성화
- UHD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해 한류 확산

- 저작권 보호를 통한 콘텐츠 비즈니스 강화
• 지상파 UHD 도입으로 IT기반 융합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지역방송의
방송권역은 실절적으로 무의미.
* 윤은상 (2016). 미국 공중파 방송의 발전전략. 한국언론학회 특별세미나 발제문.
3

지상파UHD 도입 로드맵
□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시기
- 2017년 2월(1단계) 수도권
: 700Mhz 대역별 총 5개 채널 공급(채널당 6Mhz)
- 2017년 12월(2단계) 광역시권·강원군(평창올림픽 개최지 일원)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강릉)은 수도권 주파수와 동일
: 울산, 강원의 KBS1, MBC, 민방은 DTV 대역 재배치
: KBS2, EBS는 수도권과 동일한 주파수 공급
- 2020년~2021년(3단계) 전국 시·군
: KBS1, MBC·민방은 DTV 채널 대역 재배치
: KBS2, EBS는 수도권 주파수와 동일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2015).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2조에 지역방송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
역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KBS 지역국들도 지
역방송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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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UHD 투자 관련(Ⅰ)
□ 지상파 UHD 투자 장비 및 소요예산
- UHD 전용 송신기 교체, 송신소 기반 인프라 유지
- 촬영장비, 편집장비, CG, 모니터 UHD용으로 교체
- 조명·음향, 스튜디오, 저장장치 유지
- 지상파 UHD 시설 투자 예산은 1조2천억원 추정
* 출처 : 김경수(2015). UHD 현황과 전망, 그리고 EBS. 미디어와 교육 제5권제1호.

□ 지역민방 UHD 투자 소요 예산 사례(KNN)
구분/연도
1. 제작시설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15

-

-

-

5

11

20

25

-

-

76

20

ㅇ 스튜디오
4

ㅇ 편집실

20

9

13
25

ㅇ 중계차
ㅇ 주조/회선운용

25

15

15

ㅇ기타(ENG카메라등)
-

-

-

1

2

13

-

2. 송신시설

6

ㅇ 기간국

5

10

ㅇ 기타(MW 등)

1

3

3
-

-

-

-

합계

24
20
4
110

5

지상파UHD 투자 관련(Ⅱ)
□ 지역방송사의 지상파 UHD 투자 관련 어려움
- 지상파 UHD 전환 완료 시점까지 연간 10억원 이상 투자 필요
- KNN의 방송기계기구(TV, FM, DMB) 연간 상각액이 23.9억원
→ 매년 약 24억으로 비용으로 처리
→ 지상파 UHD 투자되면 상각비용 증가
- 지역방송 광고 매출은 급락 추세
- 지역방송 입장에서는 지상파 UHD 제작과 전환에 비용만 수반됨
→ 지역방송도 2027년까지는 지상파 UHD 완료해야 함
- 지상파 UHD 도입 완료시까지 HD와 UHD 동시 송출 부담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조에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 기반
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
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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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UHD 도입 쟁점과 과제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지상파UHD 본방송 연기 성명서(16년12월12일)
-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 시청을 위해서 내장 안테나 설치 필요
- 장비 개발 미완료로 불완전 시스템
- 미국에서 ATSC 3.0 표준 확정 지연으로 관련 제품 출시 지연
□ UHD 방송서비스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주정민, 2016)
- 수상기 보급 지체로 인한 시청 여건 미형성
- 콘텐츠 부족과 제작 인프라 부족
- UHD 방송을 위한 재원 확보 한계
- 기판매된 유럽식 표준 수상기 구입자에 대한 보상 문제
- 콘텐츠 저작권 보호 관련해서 가전사와 협의 미완료
* 주정민 (2016). UHD 방송서비스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방송학회 특별세미나 발제문.

7

지역방송, 그러면……..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 절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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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규모의 경제 실현 지원(Ⅰ)
□ 지역방송은 네트워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장 실패형 콘텐츠를 생
산할 수 밖에 없고, 네트워크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배급자로 전락
(조항제, 1999).
□ 지역방송의 협소한 사업 영역의 지리적 확장인 방송권역 광역화는
추진되어야 한다(정상윤, 2001)
□ 지역MBC
- 2011년
- 2015년
- 2016년

통합 가속화
9월 MBC경남(창원MBC, 진주MBC 통합)
1월 MBC 강원영동(강릉MBC, 삼척MBC 통합)
10월 MBC 충북(청주MBC, 충주MBC 통합)

□ 미디어 통합은 일반적 미디어 경제 논리
- 미디어 규제 완화로 CATV와 IPTV 수평적·수직적 결합 확대
(이상기·한혜경·김연식, 2006)
•

출처 : 조항제(1999). 지역방송과 통합방송법(안). 지역방송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세미나 발제문.
정상윤(2001). 방송환경 변화와 지역방송의 대안 모색.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이상기·한혜경·김연식(2006). 방송시장의 규제 완화와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생존전략.
<언론학연구> 통권 13호, 1~22.
9

지역방송 규모의 경제 실현 지원(Ⅱ)
□ 방송법 제8조와 방송법시행령 제4조 7항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는 다른 지
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7% 초과 소유 금지
→ 지역민방간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불가
□ 지역방송에 대한 소유제한 규제 완화 필요
- 지역방송 규제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 방송법 소유규제 완화 필요
- 지역방송은 비용 절감에 따른 경영 효율성 확보 한계 봉착
*출처 : 김영수·최진호(2015).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대한 지역방송 종사자의 우선순위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보> 59호 6호, 446~474.

• 지상파 소유 규제 완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은 비대칭 규제 개선을
위해서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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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UHD 편성 비율과 지역방송 편성 규제(Ⅰ)
□ 지상파 UHD 방송 최소 편성 비율(안)
연 도

2017

2020

2023

2027

편성비율

5%

25%

50%

100%

□ 지역방송 수중계 편성 비율 규제 현황
구분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SBS 수중계비율)·

외주제작
프로그램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대상

’00 ’01 ’02 ’03

’05

’08~’15

비고

부산, 대구, 광주,
72% 72% 70%
대전
80%

69%

69%이내 자체편성 31%이상

전주, 청주, 울산

71%

71%이내 자체편성 29%이상

- 80%

77%

77%이내 자체편성 23%이상

27% 31% 33% 35%

35%

35%이상 16년이후 지역mbc 30%

G1, 제주
MBC
지역민방

75% 75% 73%
-

4%

-

4%

4%

4%

4%

4%이상 16년이후 3.2%

폐 지

* 출처 : 방통위 (2014). 지역방송 주요 현황, 방통위 (2016). 방송 프로그램 편성 고시

11

지상파UHD 편성 비율과 지역방송 편성 규제(Ⅱ)
□ 지역민방 자체 편성비율 규제 완화 필요
- 지역민방 제작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역방송 자체
편성비율 인하 검토 필요(김병선, 2008)
- 지역민방의 과도한 양적 편성 규제로 질적 지역성 확보라는 책무
달성이 어려움(유승관, 2011)
•

출처 : 김병선 (2008). 프로그램 편성 비율 고시가 지역 지상파 방송편성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8권 4호, 222~252.
유승관 (2011).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방송문화 2011년 5월호.

• 지역방송간의 지배구조 차이에 따른 자체 편성비율 규제는 지역민방에 대
한 지나친 비대칭 규제임과 동시에 지역민방의 지역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함.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위배 가능성 높음
• 수중계 제한 편성 규제에서 자체제작 편성 규제로 전환 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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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매출액 대비 직접 제작비 비율
□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조건(2013년)
전체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를 KBS 3%, MBC 10%, 지역민방

14%로 하고, 방통위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결산 완
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지역방송 매출액 대비 직접 제작비 관련 재허가 부관
- 이중규제 성격이 강하고, 지역민방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므로 전체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은 향후 재허가 조건에서 폐지 추진

- 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광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광고 매출과 연계하는 것이 타당

13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Ⅰ)
□ 지역방송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원
-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역방송 지원 예산 배정
- 2015년 23억원, 2016년 40억원, 2017년 예산 40억원으로 동결
예산액단위(백만원, %)
사업내역

비고

2015년

2016년

증감(비율)

①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2,300

3,300

1,000

(43.5)

- 프로그램 제작

2,300

3,240

940

(40.9)

- 프로그램 포맷 개발

-

60

60

(순증)

신규

②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

400

400

(순증)

〃

③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

300

300

(순증)

〃

2,300

4,000

1,700

(73.9)

합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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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Ⅱ)
□ 지역방송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도 훨씬 못 미치
는 지역방송 지원 예산 배정
- 2014년 기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EBS 200억원 이상, 아리랑국
제방송 300억원 이상 지원

□ 지역방송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SO, 위성방송,
종편에 비해 높음(방통위 고시 제2016~04호, 미창부 고시 제
2016-97호)
매체

지역지상파

SO

위성

IPTV

종편PP

징수율(%)

2.30 ~ 1,15

1∼2.8

1.33

1.0

0.5

• 지역방송발전 기금 추가 증액이 안 될 경우,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
전기금 감면 또는 유예 조치가 필요
•

출처 : 김영수(2015).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법·제도 규제 개선과 콘텐츠 지원의 전략적 방향. 한국방송학회
봄철학술대회 발제문.
15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방송 지원
□ 지역방송 결합판매 비율 재검토 필요
- 방통위 지원고시(제2012-52호)에서 결합판매 비율은 지역민방 각
사별 광고 매출액의 24% 수준에서 동일하게 적용(김영수, 2012)

□ 중앙 방송사와 지역방송사간 광고 배분 체계 개선
- 중앙과 지역간의 불합리한 광고 배분 체계 개선 필요(이진로, 2012)
- 지역방송간 지역별 시장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전파료 배분 마련 요
구 있음(방통위, 2015)
•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결합판매뿐만 아니라, 결합판매와 전파료의 두
축을 가지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김영수(2012). 민영 미디어렙 출범과 방송의 공익성.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 발제문.
이진로(2012). 종합편성 채널과 미디어렙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학연구>
제16권 1호, 195~221.
방송통신위원회(2015). 제1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15~20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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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방송 지원(Ⅰ)
□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 완화
- 지상파 방송사는 더 이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님
- CJ E&M의 매출이 SBS + 지역민방의 매출 추월
- 종합편성 채널의 매출 급증세
<지상파 방송광고 하락 현황>
구분
(광고신탁,억원)

지상파
지역민방

2016년

2002년

2002년 대비
금액

비율

16,000

27,209

- 11,209

-41.2%

1,100

2,116

-1.016

-48.0%

비고

- 동일한 광고라도 전달되는 매체에 달라 규제가 다른 비대칭 규제
→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총량 규제 완화(이시훈, 2016)
•

출처 : 이시훈(2016). 방송광고 제도의 특성과 현황, 그리고 개선방향.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 발제문.
17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방송 지원(Ⅱ)
□ 지역방송의 부족한 광고 재원 확대를 위해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분야에 대한 방송광고 금지 해제 검토
- 의료법 제56조 제4항에 의거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을 활용한
방송광고 금지
-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의거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도수, 광고 시간대 제한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에서 광고에 대한 원칙적 허요, 예외적 금지

• 방통위, 2016년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허용 품목을 늘리기 위해서
부처간 협의 진행(jtbc 2016년 1월28일 뉴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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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방송 지원(Ⅲ)
□ 의료서비스와 법률서비스의 산업화는 대세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의료광고 공항, 면세점, 항만 등 5곳 허용

- 지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 및 병원 정보 제공 필요
→ 무형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은 소비자 편익 증대
- 변호사협회에서도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개정 TF> 만들어 개정

• 방송광고 품지 품목에 대한 규제 완화로 무분별한 정보 제공을 피하고,
양질의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 필요
•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9

마무리…..
□ 지상파 UHD의 권역별 재송신은 반드시 시켜져야 함
□ 지역방송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소유 규제 완화

□ 지역방송의 질적 지역성 구현을 위한 자체 편성 비율 완화 추진
□ 지역방송 UHD 인프라 지원 및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필요

□ 방송광고 제도 개선(전파료 배분, 결합판매 비율) 등을 통한
지역방송 재원 확보 지원

□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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