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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아날로그방송이디지털로전환되는시점을맞이하여디지

털방송 소외계층이라는 새로운 의미의 신종어가 대두되고 있다.

아날로그 방송시대에는 방송전파가 미치지 못하는 낙도나 산간

지역시청자를일컫는말이었으나디지털시대로접어들면서디

지털기기의 작동방법을 모르는 디지털기기 미숙달인이나 노인

층, 고음질과 고화질의 서비스 향상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잘 받

지못하는시청각장애인, 고가HDTV를 구매하기어려운저소득

층, 국내거주외국인을포함한디지털방송의다양한서비스혜택

을골고루받지못하는모든사람들을광의의디지털방송소외계

층이라볼수있겠다.  

이에 디지털방송 소외계층을 고려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방송전환정책에대하여살펴보고실제적으로소비자가알아두

어야 할 기본정보 및 디지털방송 수신기의 종류와 개발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디지털방송 소외계층별로 현실적이고

보다실질적인디지털방송서비스정책과적합한디지털방송수

신기선택방법을알아보고자한다.

I. 서 론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은 1956년 RCA 한국대리

점 방송이며, 1961년12월 KBS TV 방송이 전국적

인 텔레비전 방송망구축으론 처음이다. 1981년 1월

부터는 컬러TV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1995년부터

는 케이블TV가 본격 방송에 들어갔다. 위성방송은

2000년12월한국통신중심의한국디지털위성방송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시험방송을 거쳐 2002년3월

부터스카이라이프방송을서비스중이다.

지상파 디지털방송은 1999년 KBS가 관악산 송신

소에서 시험방송을 시작으로 2001년 10월부터 시작

하여 SBS, KBS1, EBS, MBC, KBS2가 각각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본 방송을 시작하였고, 2009년 11

월현재전국의대도시는전부디지털방송을하고있

으며, 2012년12월을기점으로아날로그방송을중단

하고디지털방송시대로의전환을한창준비중이다.

공공성을 위한 방송기술

▫송기환/ 매크로영상기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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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고에서는 디지털방송 소외계층을 고려한 디

지털방송 수신기가 주제이므로 무료방송 서비스인

지상파디지털방송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국내에서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시스템 개발에

대한 시발점이라고 하면 1993년, 대전세계엑스포가

아닌가한다.  국내기술로ATSC HDTV 시스템이개

발되어 처음으로 세계적인 박람회에 소개되었기 때

문이다. 그후1998년냉장고만했던HDTV시스템은

5개의반도체칩으로집적화되면서디지털방송수신

이가능한다양한제품들의상용화가가능해졌다.

HDTV 제품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HD Ready TV가 등장하고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탑박스, 컴퓨터용 디지털

방송 수신카드 제품들이 출시되고 매니아들을 중심

으로 고화질과 고음질 다채널을 구현하는 홈씨어터

제품들이처음으로시장에출시되기시작한다.

HDTV 제품의 2세대라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시장

은 2005년 이후 PDP TV(42”기준 460만원), LCD

TV(42”기준 760만원) 제품개발로 진정한 HDTV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소비자들

의 선망의 제품은 되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

반가정용으로보급되기에는한계가있어일부부유

층이나공공시설의전시용으로판매되었다.

HDTV 제품의 3세대는 2007년 말이 되면서부터

PDP TV와 LCD TV의 가격이 각각 1/3, 1/5로 떨어

지면서일반소비자들도HDTV의구매에관심을보

이기 시작하고 웬만한 음식점이나 공공장소에서도

HDTV를접할수있게되었다.

2012년 아날로그방송의 중단이라는 홍보가 시작

되면서부터 디지털방송 서비스에 대한 소외계층이

부각되고 정부의 지원책 뿐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이에 디지털방송 소외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와대응정책에대한논의를하고자한다.

II. 디지털방송소외계층에대한이해

광의의 디지털방송 소외계층이라 함은 디지털방

송 전환에 따른 기본적인 방송정보에 대한 인식 결

여로 아날로그방송 중단과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해

무방비상태로있는과반수이상대부분의소비자가

대상이 될 수 도 있으나 본 원고에서의 디지털방송

소외계층이라함은서비스수혜자의관점에따라서

비스이용에불이익이나불편한점을느끼는계층으

로 한정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화질, 고음질이라는 향상된 서비스이기에 더욱소

외감을 느낄 수 있는 시청각 장애인이나 난청노인

등이 있으며, 디지털방송 수신기 가격이 너무 비싸

서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있다.  또한 자연적이

거나인위적으로난청지역에사는사람들또한디지

털방송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

인도고려해야할방송소외계층이다.

우선 사회계층의 분류를 통해 세부적인 소외계층

의 구분과 대상가구수를 알아보아 지원예산 정책에

반영할수있도록<표1>에정리한다.

이러하듯이 많은 부류의 소외계층을 고려한 정부

지원 정책과 소외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방송

구분 세부구분 대상가구수

경제적약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85.2만가구/155만명(’07)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 212만가구(’05)

사회적약자
독거노인 782,708명(’05)

(취약계층)
소년,소녀가장 3,181명(’06.6)

장애인 209만명(‘07.6)

<표 1 > 사회계층 분류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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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하며 각 소외계층에 따

른기준과대응방안을알아본다.

1. 시청각 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 좋은 눈의 시력 0.2이하, 두

눈의시야가1/2이상을잃은사람으로정의한다.

청각장애인은두귀의청력손실이60dB이상또는

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명료도가50%이거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07.6월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209만

명으로, 이중시각및청각장애로등록된장애인은<

표2>에서와같이총412,361명으로집계된다.

시청각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4호, 장애인복지법 제14조

(수화, 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방송법제38조와69조에따라시청각장애인

TV시청을보호받고있다.

‘08년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화면해

설방송 및 자막방송 송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장애인

대상 방송제작 지원을 통해 총 방송시간 대비 장애

인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이꾸준히 상승되고있다.

지상파 4사 기준으로 자막방송은 78.1%, 수화방송

은3.8%, 화면해설방송은5.4%정도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청지원 기술인 DVS(Des-

cription Video Service) 즉, 화면해설서비스는 TV

프로그램, 영화, 비디오 및 기타 시각 대중매체에서,

시각장애인이 지나치는 행동, 의상, 몸짓 및 기타 장

면의상황변화요소들을음성으로낭독해주고화면

을 음성으로 설명하여 시각장애인이 시각매체에 동

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방송사나 시각매

체에서 주음향 이외에 부음향으로 별도로 송출하면

시각장애인은 SAP(Second Audio Program)라고

하는주부음성을분리하여선택적으로청취할수있

도록 해주는 기능이 내장된 TV수상기나 DVS 전용

수신기를통해수신이가능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은 방송내용을 자막

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자막수신이 가능한 TV수상

기혹은별도의자막수신기가필요하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02년부터 최근까지 시

각장애인에게 TV청취 및 DVS 수신기 1.7만대를 보

급해 왔으며, 한국농아인협회는‘06년부터 청각장애

인을 대상으로 아날로그TV용 자막수신기 2.5만대를

지원해왔다. 그러나지금까지보급되어왔던DVS 수

신기나 자막수신기는 아날로그TV용으로, 방송통신

위원회는‘09년부터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비하고 기

능의편리성을고려하여청각장애인을위해서디지털

수신이 가능하고 다양한 자막표현 기능을 갖춘 일체

형DTV 수신기나자막수신기보급을시행하고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DVS수신은 물론, MP3

Player, FM Radio, 녹음기능 등을 구현한 화면해설

방송 수신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2012년 디

지털 전환 완료시점을 앞두고 장애인을 위한 누적

구분 총계
장애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시각장애인 213,576 31,323 87,350 11,866 10,986 17,965 133,086

청각장애인 198,785 4,906 46,272 35,004 37,491 37,977 32,135

합계 412,361 36,229 54,622 46,870 48,477 55,942 165,221

<표 2 >  시청각장애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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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률은 2007년 기준으로 자막방송수신기 12%,

화면해설방송수신기7%로매우낮은편이다. 

2. 난청노인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안이나 난청으로 고

통받는노인의수가해마다기하급수적으로늘고있

으며, 이에 따른 무선 보청송신기능 서비스를 확대

하고 디지털방송 수신기에는 다양하고 편리한 자막

기능을구현한HDTV 또는셋탑박스등을개발하여

보급하여야한다.

3. 저소득층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와 5조에 의해 정부의 수급지원을 받

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는 않지

만 소득인정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차상

위계층으로구분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7년 12월 기준, 기

초생활수급자는 약 155만명(85만2천가구)으로, 총

인구수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은 3.2%이

다. 그리고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

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세대가 60.7%였으

며, 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세대는 34.6%이다.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기

준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규모는 전 가구의

13.9%로212만가구, 578만명에이른다.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한 디지털방송 수신기는 기

본기능 중심의 저가 일체형 DTV모니터,일체형

DTV, DtoA 컨버터를개발공급해야한다.

4. 난청지역인

최근 대표적인 절대난청지역으로 지정된 전라북

도진안군내송마을에서디지털방송공시청시설개

통식이 열렸다. 이처럼방송전파의 수신장애가많은

산간벽지, 농어촌 마을의 공시청 시설 설치 의무화

및보급지원정책마련이필요하다.

5. 국내거주 외국인(해외교포) 

국내거주 외국인의 수가 ’09.5.1 현재 1,106,884

명에 달하고 이는 총 인구 4,959만명의 2.2% 수준

이다. 작년89만명보다24.2%가급증하고있다.

외국인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624,994명으로

56.5%이며 이중 71.1%가 조선족으로 나타났다. 동

남아시아가 21.2%, 미국 5.4%, 남아시아 3.9%, 일

본 2.4%, 대만/몽골 2.1%, 중앙아시아 1.8% 순이다.

외국인의 거주지로는 서울 30.3%, 경기 29.3%, 인

천5.6%순이며, 수도권이65.2%로집중되어있다.

이러한현황을토대로방송프로그램제작시에문

화적 교류측면, 다중언어 서비스 등의 다양성과 편

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품개발에 있어

서는어학용다중음성및다중자막지원기능의셋탑

박스를 개발해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해외에 거

주하는교포들또는소수민족을위한다국어자막서

비스를 지원하는 제품 출시를 해외 지역 방송국과

함께준비하고있다.

III. 디지털방송 수신기 개발현황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수신하는소비자들의특성과보유한기존제품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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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레이 종류에 따른 디지털방송 수신기 개발현황

에대하여알아본다. 

1. 디지털방송 일체형 방송수신기(DTV)

2005년 HDTV 2세대 초기에는 대기업과 함께 중

소기업도가격대비성능의우수함을앞세워고군분투

하였으나중소기업의패널수급어려움과브랜드인지

도의 한계에 부딪치면서 대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재

편되었다.  현재시판중인제품은대부분자막, 화면해

설 기능은 기본이며 USB 지원등 다른 디지털기기와

의연계성에초점을맞추어제품이출시되고있다.

2. 디지털방송 방송/자막수신기(STB)

2001년 벤처기업에서부터 개발 생산되기 시작한

디지털방송 수신기는 고화질과 다채널고음질을 기

다려 오던 매니아 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으며 지

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체형

HDTV의 가격하락과 일반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이

미지 약화로 인하여 본격적인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초기에는대부분 디지털방송자막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지금 출시되는 제품은 대부분 자막

및화면해설방송수신기능을지원하고있다.

<표3> 에현재판매되고있는디지털방송수신기

(STB) 제조사별현황을나타내었다.

국내거주외국인이나해외거주교포들을위한다중

언어 자막서비스를 위한 제품도 개발되고 있으며 국

구분 S사 C사 M사

자막지원 미지원 기본자막 다양한지원

화면해설 지원 지원 지원

가격 12만원대 16만원대 16만원대

<표 3>  디지털방송 수신기 제조사별 현황

<그림 1> 다국어 자막수신 셋탑박스 서비스 개념도



방 • 송 • 공 • 학 • 회 • 지 61

제14권409디지털방송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방송 수신기 개발현황

내벤처업체가미국내지역방송국과시범적으로서비

스하고 있으며 향후 어학용 자막시청은 물론 소수민

족문화를이해하는데도기여할수있으리라고본다.

<그림 1>은 현재 미국에서 한글과 영어로 자막서

비스를하고있는제품의개념도이다

3. 디지털방송방송수신Monitor(DTV보드

내장)

디지털방송 수신모듈이 모니터 내부에 장착되어

있으며리모콘으로동작제어를할수있어서사무실

용이나 개인 홈씨어터용으로 매니아 틈새시장을 형

성하고있다.

<표4>에서보는바와같이대기업제품외에다수

의 중소기업 제품이 출시하였으나 현재는 대기업 중

심으로 23”, 26”, 27”가 대세이며 가격은 보통 사이

즈에따라30만원대에서46만원대로형성되어있다.

대기업 제품은 자막과 화면해설 기능을 대부분 지원

하고있으며중소기업은신제품부터적용예정이다.

4. 디지털방송 방송수신 Computer내장형

(모듈)

디지털방송 수신모듈은 컴퓨터 메인보드에 대개

PCI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내장형 카드형태의 제품

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제조사 현황

은<표5>에정리하였다.

5. 디지털방송 화면해설방송수신기(DVS)

디지털방송의 음성 부분과 대화가 없는 영상이나

추가 해설이 필요한 영상에 대한 화면 해설 음성을

재편집하여다중음성채널의부음성채널을통해방

송송출을 하면 DVS방송수신기를 통하여 시각장애

인들도디지털방송서비스를받을수있다. 

H사에서 출시한 신제품의 경우에는 기본기능 외

에도 MP3, FM Radio, 녹음기능 등의 부가기능이

추가되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러한 기능을 실

회사 모델/인치 가격 자막기능 화면해설

L사
M23-/23” 33만원대

M27-/27” 46만원대 대기업지원 대기업지원

S사 T26-/26” 41만원대

D사 DS233-/23” 29만원대
중소기업미지원

O사 O24-/24” 40만원대
(향후지원예정)

음성다중기능시지원

B사 Z-8000/25.5” 44만원대

<표 4> 디지털방송 수신모니터 제조사 현황

회사 D사 S사 J사 D-J사 E사 C사

모델명 Fusion - S- HD6 PCI V-HDTV7 Z- HDTV AverTV PCI-E HDMAX-K2

가격 47,500원 56,480원 50,500원 52,010원 61,000원 46,450원

자막기능 대부분영문자막지원(기존방식)

화면해설 음성다중기능보유제품은대부분지원

<표 5> 디지털방송 수신카드 제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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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 제품으로 H사의 H-3X 모델이 신제품으로 출

시되었다.

IV. 결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 장애인 및 난청노

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

책을수립하고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올해 3월“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총187억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시청

각 장애인에게 자막방송 및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를

100%, 난청노인용 수신기를 50%까지 보급할 계획

이며, 같은 기간 안에 총 193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파4사(KBS, MBC, SBS, EBS) 뿐만 아니라 지역 지

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케이블방송사업자 등 플

랫폼 사업자에게도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

설)의제작을지원할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풀HD 3D 입체 지상파방송 시험서

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TV시장은 물론 콘텐

츠시장등세계시장의대변혁을예고하며새로운전

파방송 이용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하는 정

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만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소외계층에대한배려가있어야진정한국민

을위한정책이될것이다.

디지털방송 소외계층별에 따른 대응정책과 적합

한 디지털방송 수신기 지원이“소외계층 지원 종합

계획”에 반영되어 지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표

6>에정리한다.

소외계층분류 대응정책 적합한방송수신기 예상비용

시각장애인
- 방송접근법보장 DVS 수신가능일체형DTV 150~300만원

- DVS 수신기보급사업적극추진 DTV/DVS 방송수신기(STB) 8~20만원

- 방송접근법보장
자막수신가능일체형DTV 150~300만원

청각장애인 - 자막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DTV/자막방송수신기(STB) 8~20만원

- 다양하고편리한자막표현기능개발지원

난청노인 - 난청보청발신장치개발지원 난청보청기 3~10만원

저소득층
- 방송접근법보장

저가형D to A 컨버터 6~8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대상우선지원예산확보

절대난청지역인 -절대난시청지역의디지털방송공시청시설지원
공청시설(또는실외안테나)  6만원대

및 D to A 컨버터 6~8만원

국내거주외국인 - 다중외국어자막서비스개발및방송서비스사업지원 언어별지원셋탑박스 10~20만원

<표 6> 방송 소외계층별 정책방향과 적합한 방송수신기 개발지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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