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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내용을 통해 

본 서비스 고도화 활성화 방안연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 of Broadcasting Environment

Advancement Service on Suppor 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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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on Joe

요  약 방송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주요사항과 필요성은 3분야의 카타코리를 통해 고찰되었으
며 이러한 방안의 대안으로서 단순결합을 벋어난 융합의 서비스가 확립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환경 서비스 고도화
의 작업으로 개념적 3단계 제안과 아울러 수요자 고도화 등의 구체적인 제안으로, 박물관 체험과 유적지 답사 등의 
실시간 서비스, 기술 개발 모델 TV 수신기 및 정보 모니터를 생산, 개별적 자아개발 퍼스널 방송 통신 융합 프로그
램 개발 등과 같은 내용 제안이 이루어졌다. 연구 방식은 방송 서비스 고도화 지원 사업의 전반적 내용의 연구를 통
해 그 특성과 방향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방송시스템 고도
화를 위한 기술적 program적인 부분에서의 대 내외 서비스 고도를 위한 기대효과도 예측해 보았다. 단계별 주요단계 
수립 제안을 통해 수요자 및 방송 환경의 고도화의 중장기적 계획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결론으로 제안
되었고, 이것은 향후에도 더욱 구체적 단계의 계획 설계가 심도 있게 연구가 진행될 분야로서 남아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of the revitalization plan of Broadcasting environment Advancement 
service on Support Program. we looking for convergence public service platform build-up for revitalization plan 
. For the revitalization plan of Broadcasting environment Advancement service analysis, we reclassified the 
Broadcasting Public Advancement Service and Broadcasting system Advancement Service and Broadcasting 
human power Advancement Service, also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convergence public service 
environment. As a result, we suggest 3- solutions for the revitalization plan of Broadcasting environment 
Advancement service. Step 1, is Broadcasting system Advancement Service R&D system Step 2,, a system 
complement Step 3, make up on the Mid- and Long-Run project. we make an additional remark 3 practical 
proposal. revitalization plan of Broadcasting environment Advancement service build-up project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Koreans' daily life. Moreover,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a valued basic material in the 
pursuit of the future Broadcasting environment Advancement convergence projects.

Key Words : 고도화, 방송 서비스 환경, 박물관, 전시관 서비스, 융합서비스

Ⅰ. 서  론
정부는 UBcN(Ubiquitous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구축을통해진정한의미의세계최고방송통

신 서비스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미래의 비젼을 가지

며 향후 UBcN (Ubiquitous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구축사업을 통해 지난 1990년부터 중반 이후

로 시작된 초고속 정보통신망,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

을 통해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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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하여 융합화·실감화·지능화·개인화로 상징되

는미래방송통신서비스를활성화하기위한국가적경

쟁 사업을 키워나가려는 계획을 가진 것이다.[1] 이에 발

맞춰방송서비스고도화에관한여러활성화방안의연

구는 절실한 상황이며, 이러한 논의를 본론 부분에서방

송서비스고도화지원사업전체적방향성진단과그에

따른하위주제로서방송환경고도화, 방송시스템고도화,

방송인력 고도화의 내용을 연구하였으며 방송 사업구축

사업예산과 방송융합 공공서비스 활용사업 예산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4장에서는 3가지 제안

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활성화 아이디어 연구와 서비스고도화 활성화 방향제시

를 통해 기대효과도 제시하였다. 연구 방식은 방송 서비

스 고도화 지원 사업의 전반적 내용의 주요사항들의 연

구를통해그특성과방향을진단하고활성화방안을위

한서비스환경개선을위해거시적개념적제안과구체

적제안의 2방식으로연구방식을선택하였다. 단계별주

요단계수립제안을통해수요자및방송환경의고도화

의 중장기적 계획 진행의 연구로 이루어져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방송 서비스 고도화 지원 사업의 주요사항
방송서비스고도화지원사업의정의는양질의방송

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스마트 기능으로 수요자에게 공

급하는 내용이 주요핵심이다.

가. 방송환경 고도화
방송환경 고도화 정의는 다매체간 방통융합, 방송시

장, 수요자충족고도화를의미한다. 방통의융합트렌드

는 통신망의 광대역화, 방송망/ 방송 콘텐츠의 디지털화

등 Digital Convergence에 따른통방융합추세가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2]현재는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의

초기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서비스는 통신과 방송의

단순결합(bundling)에서융합(convergence)으로전환할

전망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추진은 세계 최초의 추진이

라할수있으며그것은싱가포르가 2012년까지 1Gbps급

유선망을구축하는사업을진행중이지만, 유무선통신과

방송까지 아우르는 UBcN구축사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 것이다. 방통위의 현재 기준의 계획은

우선 기존 유선전화망과 이동통신망을 IP기반의 프리미

엄백본망으로고도화한다. 오는 2013년까지유선전화망

의 70%를, 이동전화망의 50%를 IP망으로대체키로하고

있다. 유선가입자망의 경우 오는 2012년 대도시 지역부

터 현재의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에 비해 최고 10배

빠른 1Gbps 초 광대역가입자망을구축하고상용서비스

를 시작, 2013년까지 20만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이

다.[3] 또한 무선가입자망은현재 평균 1Mbps급인 3세대

(3G) 서비스를 2012년까지 4000 만명의가입자에제공하

고, 2013년부터이동중 IP TV를시청할수있는수준인

평균 10Mbps급 3.9G/4G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는방침

이다.

방송 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 주요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1. 방송 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 주요사항 분류
Table 1. Broadcasting Environment Advancement 

Main Factor Classification
구분 방송 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 주요사항

1 다매체간 콘텐츠 공유에 관한 제도

2 컨텐츠 시장 확대에 관한 제도

3 .IP 관련 VOD 활성화

4 단기, 중장기 과제

나. 방송시스템 고도화
방송시스템 고도화의 정의는 방송 송출, 제작시스템,

미래방송기술고도화의의미로서방통융합은음성 데이

터통합, 유 무선통합, 방송 통신융(통)합 서비스의서비

스통합 개념이며, 이에 따라 방통융합산업은 방송 산업,

유․무선 기간통신 산업, 하드웨어 관련 산업인 통신시

설․관련부분품산업, 소프트웨어관련산업인콘텐츠관

련산업등정보통신관련산업을포함한산업분류가포

함된다.

표 2. 방송 시스템 고도화 주요사항 분류 
Table 2. Broadcasting System Advancement 

Main Factor Classification
구분 방송 시스템 고도화 지원 사업 주요사항

1 현 제작, 송출 시스템 고도화(네트워크화)

2
다매체간 콘텐츠 공유기술 고도화

(이동방송수신)

3 방송장비 고도화와 연계 필요성

4 단기, 중장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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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방송통신망 구축 및 투

자촉진, 방송통신망 이용활성화,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핵심기술개발표준화등 4대분야에서 31개세부과

제를추진한다. 방송시스템고도화주요사항으로는다음

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다. 방송인력 고도화
방송인력 고도화 정의는 전문성을 요하는 방통융합

제작인력 고도화로서 방송인력 고도화 주요사항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3. 방송 인력 고도화 주요사항 분류
Table 3. Broadcasting Human Power Advancement 

Main Factor Classification
구분 방송 인력 고도화 지원 사업 주요사항

1 프로그램 관련 연출 인력

2 프로그램 제작 기술 인력

3 단기 , 중장기 과제

방송분야별균형발전및고도화를통한구분별로주

요추진사업진행에있다. 다음은방송과통신에배정된

정부 지원 예산을 살펴보았다.[4]

표 4. 방송융합 공공서비스 활용사업 예산 (단위: 억원)
Table 4. Budget of Broadcasting Environment 

Convergence Public Advancement 
Service (Unit: Billion-won)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방송 융합

활용 사업
2,490 3,846 5,394 6,853 2,539 21,221

출처: 알티 캐스트 콘서시움,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표준플랫폼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정보사회진흥

원 2009.1.

※예산규모는ISP결과 및 예산처재경부등 관계부처협의과정에

서 변경가능:

인터넷컨텐츠

통신망

(xDSL,위성

FTTH)

방송콘텐츠

방송망

(HFC/위성)

방송영역
결합 서비스

VOD

인터넷 접속

번들링

번들링

융합서비

스

양방향성

IP TV

양방향

데이터

방송

DMB

TPS

방송콘텐츠

방송망

(HFC/위성)

방송영역

융합 

서비스

수요자 

충족 고도화

전시관 실시간

콘텐츠 서비스

체험관

콘텐츠 서비스

인터넷컨텐츠

통신망

(xDSL,위성

FTTH)

통신영역

통신영역 박물관 실시간

콘텐츠 서비스

미술관

콘텐츠 서비스

방송 서비스 고도화  

활성화 방안

그림 1. 방송 서비스 고도화  활성화 방안
Fig. 1. Revitalization Plan of Broadcasting Environment Advance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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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방송 융합 구축 사업 예산 (단위: 억원)
Table 5. Budget of Broadcasting Public Service 

Platform build-up (Unit: Billion-won) 
출처 : 알티캐스트콘소시움방통융합공공서비스표준플랫폼연

구 용역최종보고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9.1.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방송 융합

구축 사업
57 69 5 5 5 146

Ⅲ. 제 안 
첫째, 방송환경서비스고도화는 R&D를통해이룩해

야 한다. 이것은 방송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

화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방통 위원회서비스고도화를위해서는이전법

규나 제도보안이 필요하다. 셋째 중장기 사업 고도화 제

안으로서실질적인한류를통한방송플랫폼을재정비하

는작업이우선시되어야할것이며방송서비스고도화

를통한자아개발유도를통한선진국형경제성장의기

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이 질적 향상이 있는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제안으로서다음과같이제안될수있다. (그림1)

가. 방송 서버 구축을 통한 박물관, 유적지 실
시간 서비스

방송서버구축을통한박물관, 유적지등문화적보고

의내용을가정에서도즐길수있는 방송시스템운영을

제안을하는바이다. 문화유산과박물관및미술관, 미술

전시등 기존의 콘텐츠들의 이용은 전시가 끝난 이후 소

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구조를 가졌고, 박물관이나 유적

지방문시에는충분한시간적여유를못가지고, 이해폭

의 활용 없이, 진정한 내용적 숙지를 못한 채 체험해 왔

던 것들을 현장에 다시 방문하지 않더라도 방송 시스템

고도화작업을통한콘텐츠의공급을유도해볼수있을

것이다.

기존 시스템 중 방송 시스템의 고도화 문제는 기술적

인해결로많은부분해소가되고있는실정이지만현재

방송환경고도화문제중, 다매체간방통융합, 방송시장,

수요자 충족 고도화를 의미를 위한 방안은 다양한 논의

점을 가지고 연구될 수 있다.

나. 기술 개발 모델 TV 수신기 및 정보 모니
터 생산

기술 개발 모델 제시로서는 TV 수신기 및 정보 모니

터를생산할때내부부착을통한내장형으로 방송환경

공급을 통한 방송 환경 고도화를 제안할 수 있다. 수출

형태의TV기기제작과보급단계에서방송환경고도화

를위한방안으로내장된칩을통해, 문화요소들을상시

관람및관련정보를가질수있다. 이에따른수출생산

단가 문제 부분을 위한 논의를 바탕으로 효율적 생산방

식과 가격결정의 문제점을 보안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 자아개발 퍼스널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방송과통신이융합이되었을때국민자아개발을위

한 개별적 자아개발 퍼스널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

해볼수있을것이다. 이것은소프트웨어개발의하나로

서취미생활과여가생활을위한프로그램개발을통해

수요자가방송과통신융합의장점을가지고가정에서도

또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 개념의 다양한 환경에서

도즐길수있는새로운플랫폼에맞는소프트웨어프로

그램 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 부응에 맞는

끊임없는 자아개발과 질적 삶의 욕구를 위한 타당하고

적절한 방안으로서 그동안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컴퓨터 환경에 맞추어서만 개발 되어진 것에 비해 새로

운 환경에서의 인터페이스 적응환경을 고찰하고 방송과

통신융합의환경그리고방송시스템고도화를통한수

요자중심의 환경을 만들고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Ⅳ. 기대 효과 및 방안
그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기대 효과로 정

리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세계화의트렌드속에서우리와상호문화적교

류가필요한다양한나라들과의교류의수단과국위선양

의 수단으로서 방통의 융합 트렌드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방송환경의고도화부분중수요자충족고도화

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생활 질에 관한 실질적영향

일것이다. 한국국민 Life 스타일의변화의효과를지적

할 수 있다. 방송 환경의 고도화로 수용자 충족이 되는

고도화가이루어진다면, 각 지역의박물관이나유적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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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적 교류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문화욕구의

선진국 형 라이프스타일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기

회가 될 것이다, 고도화된 서비스는 국민들의 자기 개발

능력향상으로이어지고이로인한국가경쟁력강화차

원을들수있겠다. 선진국 Life 스타일정착에방송서비

스고도화의방향중공공서비스분야의강화를통해이

루어질 기대 효과일 것이다. 이것은 방송 시스템의 고도

화추진부분에서동시에제안되어질수있는분야일것

이다.

셋째, 2년및 3년단위의단계계획을수립하여서비스

계획을 세운다. 통신망의 광대역화, 방송망/방송 콘텐츠

의디지털화등 Digital Convergence에 따른통방융합추

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는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의

초기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서비스는 통신과 방송의

단순결합(bundling)에서융합(convergence)으로전환할

전망을 기반으로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제안 되었던

박물관및유적지, 전국및세계의체험관등의 콘텐츠영

역의 기반 연관 작업과 상호 체결 문제 등을 단 기간인

2년이내의계획단계로삼고수립하여세부계획을마련

해야할것이다. 상호연결과저작권권리등의체결협정

및 이에 맞춰 방송 서비스 고도화 시스템 도입 등의 문

제를 단계별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서비스고도화를위한방안연구의필요성은 3분야의

카타코리를 통해 고찰되었으며 이러한 방안의 대안으로

서는 제안부분에 3단계 제시와 다시 실질적 대안 3개가

이루어졌다. 방송 서비스 고도화 지원 사업을 통한 방송

환경고도화, 통신망의광대역화, 방송망/ 방송콘텐츠의

디지털화등 Digital Convergence에 따른통방융합추세

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고도화와 같

이제안될수요자및방송환경의고도화는더욱심도있

게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서 남아있다. 방송 융합 서비스

의 초기시장 형성의 추세에 맞추어 향후에도 수요자 고

도화 콘텐츠의 방향과 그에 따른 고도화 시스템의 개발

은 지속적인 연구 과제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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