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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마을의 구성 복원과 마을 주민의 소통을 위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공동체미디어
이다. 공동체내의 소통구조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역할로써 마을 미디어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미디어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운영주체들의 성격과 활동의 특성
등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마
을미디어 활동가,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마을미디어의 특성과 문제점 및 애로점과 활성화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들을 활
용하였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공간 확보는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을 지적하였고 정책적인 관심과 활동가에 대한 제작실비의 지원을 제기하였다.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심의 전환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광주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현황 및 실태, 활성화 방안. 행정적ㆍ제도적 지원방안, 정책적 관심
Abstract

It requires administrative supporting & Policies Aids on Maeul Community Media that

confronted with reconstruction of community & interaction of residence. There are increased of
community media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s of participants, the role of participants
& volunteer, characteristic of community media, enlargement of residence, problems and activation of
community media also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irst it will be enforced administrative supporting & policies aids on Maeul Community
Media. Secondly, suggests supporting of a municipal ordinance of Council. Thirdly, facilitate the
education of program contents and management of community media. Finally, Supports of production
costs.
Key Words : Gwanju Maeul Community Media, Administrative & legal supporting, Policies Aid
supporting of a municipal ordinance of Council, Support of production co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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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이희랑·김희영[3]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공동체미디어
운동의 흐름이라 할 수 있는 마을미디어의 실천을 규명

마을미디어에 대한 관심은 공동체미디어, 시민미디어,

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에서 마을미디어 연구에 대한 선

대안미디어 등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1]. 공동체미

행연구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마을미디

디어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서 다양한 지역공동체나 소

어 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로 채영길, 김용찬, 백영민, 김

수자 집단의 미디어 활동 등을 망라하는 의미를 지닌다

예란, 김유정[5]은 마을미디어 참여자들이 공간과 관계의

[2].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 따르면 “마을미디어는 주

공유 공동체로서 마을공동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로 유

민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로, 소통, 문

사한 노스탤지어적 감성을 공유하며 기존의 마을공간과

화, 여가, 만남의 장이자 작은 언론의 역할을 하는 미디어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미디어로서 마을미디어를 규정하고

이며, 다양한 미디어가 매체가 되어 주민들이 만나고 이

있다고 분석한다[3]. 또한 김예란·김용찬·채영길·백영민·

야기를 나누는 마을소통 공동체”다[3].

김유정[6]의 연구들이 있다.

공동체내의 소통구조 활성화와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두 번째, 개별 마을미디어 참여 주체들의 실천에 대한

위해 마을미디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초를 파악하기

질적 연구를 통해서 다중의 다층적이고 정동적인 실천의

위해 마을미디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마을미디

흐름에 주목하였다[3]. 창신동 라디오‘덤’의 여성노동자들

어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 때문에 현장에서의

의 참여와 실천을 분석한 강진숙·이은비[7]는 마을라디오

실천 활동에 관한 학계의 연구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3].

[8]를 통해서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공동의 유

따라서 마을미디어의 운영을 파악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

희성을 창출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강진숙·소유석[9]은

발전을 위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각

동작FM의 제작구조 및 인터넷댓글 등의 물적 토대와 지

별하다.

역주민들의 참여사례를 분석하여 수평적 네트워크 속에

공동체 복원과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에 참여

서의 다중지성 형성과 다중의 실천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는 활동가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실천 활동을 통해서

반명진·김영찬[10]의 지역주민들의 상호 관계에 관한 마

나타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

포FM의 연구 등이 있다.

고 있는가? 또한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마을미디어

이희랑·김희영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바탕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를 탐색해 보는 것

으로 마을미디어 활동의 실천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

은 자못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행하여 마을미디어 실천결과 ‘참여자의 확대와 성장’, ‘마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미디어의

을 공론장 활성화’, ‘마을미디어 지향성 확립’ 등을 결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운영주체들의 성격, 운영활동의 특

로 도출하였다[3]. 정용복[11]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생산

성 등을 살펴보고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마을 미디어

자의 미디어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제주지역 공동체

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디어의 생산과 과제,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에서 제
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이 생산과정에서 경험
하는 가치를 조망한 연구들이 속한다.

2. 기존 연구 동향
2.2 공동체미디어 연구경향에 대한 메타분석
2.1 실천 활동과 실천주체들에 대한 질적 연구

강진숙[2]은 공동체미디어관련 연구들이 처음 등장한

공동체미디어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공동체미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관련 선행연구들을 주제, 방법

디어를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에 생각을 함께해

그리고 쟁점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 정리하였다. 즉 강

왔다[3]. 공동체미디어는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하

진숙은 2001년 이후 2016년 11월까지 한국언론학회,

기 어려운 모호하고 복잡한 단어 구성체이며, 또 다른 한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편으로는 공동체미디어가 참여하는 주체들이 위치하고

학회의 학술등재지 논문 총 53편을 분석하였다. 강진숙

있는 정치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주체들의 기대

의 분석결과, 우선 공동체미디어 학술담론을 크게 네 가

가치와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해

지 주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

왔기 때문이다[3,4].

지역/시민공동체, 공동체미디어, 그리고 소수자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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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등이다. 이 중에서도 온라인 공동체나 커뮤니티 연구

장시연·채영길[15]은 ‘공동체미디어의 참여자 네트워

가 다른 주제 유형에 비해 큰 비중을 나타내는 한편, 이주

크 특성과 의미 분석: 마포FM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참

민 미디어와 다중의 공동체 라디오 참여 등에 대한 소수

여자네트워크를 커뮤니티미디어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자들의 능동적 미디어 활동에 대한 학술담론들이 최근 5

연결망으로 정의하고 활동가들의 관계망의 밀도와 중심

년 이내의 기간에 활발히 개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2].

성(연결 근접 매개)의 경향을 분석하여 참여자네트워크

두 번째로, 공동체미디어 학술담론의 연구방법론은 자

는 커뮤니티미디어의 생산과 운영의 특성을 반영하며 커

료수집과 분석방법의 측면에서 유형별 차이와 특징을 나

뮤니티미디어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다른 성격과 역할

타냈다. 온라인 공동체나 커뮤니티 주제 유형에서는 질적

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 장시연·채영길

연구에 비해 양적 연구의 방법론이 주로 사용되었다면,

[15]은 마포FM 커뮤니티미디어는 제한적인 개방성과 참

지역/시민공동체나 이주민 미디어, 그리고 소수자 커뮤니

여 그리고 소수에 집중된 위계적 관계와 소통구조의 성격

티 담론들에는 주로 질적 연구방법론이 적용되었다[2,12]

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향후 참여자 네트워크분석에

세 번째, 공동체미디어 학술담론의 쟁점 및 과제는 공

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관계망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동체미디어의 기술적 속성과 연결망의 낙관적 가능성에

커뮤니티미디어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대는 것을 넘어서서 이용자의 행위와 실천의 가능성에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았다[14].

더 밀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온라인 공동

강진숙·이은비[13]의 ‘서울마을미디어’의 다중실천과

체미디어의 기술적 속성과 구성원이라는 집단적 정체성

문화 정치적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는 마을미디어에 참여

에 대한 진단을 넘어서서 더욱 분화된 공동체 구성원의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구체적인 실천양상과 교류과정들

위상과 역할, 그리고 공동체미디어의 가능성을 탐구할 필

을 질적 심층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의 실천행위와 그 과

요가 있다는 것이다[2].

정에서 생산되는 공동의 재화형태에 대해 관찰하면서 미
디어참여 활동이 갖는 문화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2.3 문화 정치적 함의에 대한 연구
공동체미디어의 문화 정치적 함의에 대한 연구들은
마을미디어가 개인들이 갖는 다양한 차이와 특이성이 원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인이 되어 공동체미디어를 구성하고 실천행위를 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적 실천 주체들이 모인 집합

3.1 연구문제

으로써 늘 역동적인 행위들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미디

있다고 분석한다. 마을미디어는 “다중의 네트워크로서

어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운영주체들의 성격, 운영활동

미디어를 통한 집단적 실천행위를 이끌고 일종의 대항권

의 특성 등을 살펴보고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마을미

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문화 정치적

디어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3]. 채영길[14]은

구문제를 설정했다.

‘마을미디어의 참여와 정치문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연구

연구문제1 :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 운영현황과 실태,

에서 공동체미디어가 민주주의적 공동체 구성과 운영에

운영주체들의 마을미디어 활동계기 및

기여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를 위한 전제와 조건들이 어

이유는 무엇인가?

떠해야 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논의의 지점
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채영길은 공동체미디어의 다차원

연구문제2 : 마을미디어 운영의 주요한 특성과 문제점
은 무엇인가?

적인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었으며, 제한적인 정치성을 참여

연구문제3 :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마을미디어 활성

자체에 내재한 권력이 만들어내는 위계에 기인하는 경향이

화 방안은 무엇인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크다[14]고 하였다. 공동체미디어는 조직화하는 과정에 누가
참여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한다[14]. 제작과 유통과정에

3.2 연구방법

서 분배하는 주체의 역할을 가능케 하는 미디어라는 점과 평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방안연구를 위한 연구방법

등성을 준거로 하는 참여의 정치성이 공동체 미디어의 소통

으로는 (1) 문헌연구를 통하여 마을미디어 관련 연구의

동기 및 소통방식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14]고 하였다.

동향과 현황을 분석 이론적 토대로 정리하였고 (2)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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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에서 활동 중인 15개 마을미디어를 대상으로 심층

과 같다. 활발히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미디어가 있

인터뷰(in-depth interview)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을

는 반면 공모사업 종료와 함께 마을 미디어 활동도 종료

미디어 활동가(종사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마

된 곳도 있었다. 15개 조사대상중에서 활동을 유지하고

을미디어 활동의 이유(동기/목적)와 특성 및 문제점(애로

있는 곳은 8개로 50%이상에서 마을미디어 활동이 확인

사항)과 활성화방안들에 대해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되었고 연락이 되지 않은 곳도 있어 실태를 파악하지 못

연구대상참여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방식은 반개방적

하였다.

인 인터뷰방식으로 주요내용은 마을미디어 활동의 연대

광주광역시에서 마을미디어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곳

기, 사업내용 및 애로사항과 활성화방안 등을 중심으로

은 ‘광산마을라디오 팟빵’, ‘달아실라디오’, ‘고려FM 나눔

활동방식과 활동의 이유, 해결해야 할 과제 및 문제점(애

방송’, ‘팟 캐스트 광주시민방송’, ‘봉다리마을방송’, ‘이공

로사항), 마을미디어 활성화 방안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TV’, ‘수완라디오 시그널’, ‘할매할멈뉴스데스크’, 마을신

두었다. 가급적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인터뷰가 이루어

문인 ‘호동이네 이야기’가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질 수 있도록 직접 마을미디어 현장을 방문, 인터뷰를 진

또한 ‘신창라디오 퐁당’과 ‘에헤라디오,모樂모樂 큐’, 마

행함으로써 인터뷰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실재 심층

을매거진인 ‘동구아트매거진’은 공모사업이 종료된 이후

인터뷰는 2019년 1월14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 2

2019년 1월 사업진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

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3.3 연구대상

4.2 연구문제1: 마을미디어 운영 실태와 운영주체들의
활동계기 및 이유에 대한 분석

공동체마을미디어에 대한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광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연령층은 40대여성이 4명으

주광역시 마을미디어공모사업으로 선정된 5개구의 5개

로 가장 많았으며, 10대후반 20대남성이 4명, 30대여성 3

마을미디어와 자치구 마을미디어 공모사업을 진행한 서

명, 50대는 여성, 남성 각 2명이며, 40대 남성 1명이었다.

구지역 1개 광산구지역 9개 마을미디어 등 총 15개의 마

상근운영자는 대표이외에 1인 또는 2인 정도인 경우

을미디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광주광역시 연구

가 대부분(11개중 4개)이었고, 실무책임자만 상근하는

대상 마을미디어는 다음과 같다.

경우도 있었다.

1.동구-플리마코협동조합, 동구아트매거진, 2.서구-프

제작참여자는 평균적으로 10여명으로 ‘광산마을라디

랜리, 할매할멈뉴스데스크, 3. 금호2동 주민자치회, 호동

오 팟빵’ 7명, ‘달아실라디오’ 3개팀 10여명, ‘고려FM 나

이네 이야기 4.남구-봉선2동주민자치위원회, 마을을잇는

눔방송’ 총 16명, ‘팟캐스트 광주시민방송’ 총 9명, ‘봉다

봉다리마을방송국, 5. 북구-두암종합사회복지관, 삼정승

리마을방송’ 총 6명, ‘이공TV’ 10명, ‘수완라디오 시그널’

고을희망메아리 마을방송'방송은 희망을 싣고', 6.광산구

10여명, ‘할매할멈뉴스데스크’ 16명, 마을신문인 ‘호동이

-이공협동조합, 열려라,이공TV, 7. 광산마을라디오 팟빵,

네 이야기’ 7~8명, ‘신창라디오 퐁당’ 7~8명, 마을매거진

8. 영천주공10단지, 달아실라디오, 9. 수완동주민자치위

인 ‘동구아트매거진’ 17명이었다.

원회, 수완라디오시그널, 10. 행랑체(어룡동), 행랑체마을

마을미디어 운영주체들의 마을미디어 활동 계기 및 이

라디오, 11. 수완호반1차A, 우리 마을미디어 소나기, 12.

유는 첫째, 소통하기 위해서가 5개 매체(놀이와 마을살이

신창마을교육발전소, 신창라디오퐁당, 13, 더불어락노인

의 즐거움 1개사 포함)로 가장 많았다.

복지관, 에헤라디오모樂모樂 큐, 14. 고려인마을, 고려

“주민들과 소통하고자하였다. 외부사람들과 소통하고 사

FM나눔방송, 15.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센터팟캐스트

람들이 모이는 장을 만들고 마을 플랫폼을 홍보해서 참

등이다.

여 할 수 있을 기회라는 점에서 미디어로 접근하기 위해
서 2015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동을 시작했죠.”(‘광산
마을라디오 팟빵’ 배**)
“2017년 소통을 위한 매개체로서 라디오에 관심을 가지

4. 연구결과 및 논의

고 매체로서 접근하게 되었고...”(수완라디오 시그널, 김
**)

4.1 조사대상 마을미디어의 일반적 현황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의 주요 조사결과는 Table 1

“광주시민센터의 회원들과 주민들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시작했죠~ 초창기에는 단체소식지 ‘열린광
산’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붙이고 다니다~ 찾아가는 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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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wangju Maeul Community Media Findings
ID age

1

2

gende
r

54

F

52

F

49

F

54

M

47

M

3

media

begin

channel
(format)

program
participant

decision making
system

content

space

Gwangsan
maeul
radio ‘pat bbang’

2015

pad cast
(internet radio)

7

all member-talk
messenger

3 program in 2week
( 283 in 4 year)

residence
center
caffe 2F

suwan radio signal

2017

pad cast radio,
event etc.

about 10

General meeting

event program

None

Darshil radio

2015

a part of
community radio
programming, pad
cast

3 team
(about 10)

team meeting

3 program in a week

public
center

48

F

4

43

F

Gwangju
citizen center pad
cast

2017

SNS
Facebook

9

all member
planning meeting

1 times monthly

own
space

5

43

F

shinchang
Meddle school
radio ‘pondang’

2016

free term

7~8

member meeting

2~3 in 10 month

None

6

26

M

korea FM radio share
broadcasting

2016.
thanks
giving

internet broadcast

16

team meeting

12 programs in 24 Hours

own
space

7

19
19
19

M
M
M

Bondari maeul
station

2018

pad cast,
youtube

6

weekly meeting

about 30 upload

own
space

8

59

M

Hodong’s story
(newspaper)

2015

town paper

7~8

panning meeting,
General meeting

1 press in a month

own
space

9

30

F

east district art
magazine

2018.10

magazine

17(staff3,
youth 14)

General meeting

totally 2 press

own
space

10

39

F

20 TV

2017.3

youtube

10

leader &
participant
meeting

total 10 programs

own
space

11

30

F

grandpa, grandma
news desk

town informed,
visual

16(youth
4,senior 12)

youth & senior
meeting

quarterly town informed,
2 visual in a year

own
space

캐스트로 지부를 찾아가서 팟 캐스트 녹음과 방송을 하

되었습니다.”(‘호동이네 이야기’ 박**).

는 방식으로 팟 캐스트, 밴드, 카페 등을 거쳐 SNS

“청년 아티스트들을 알리고 동네 맛집, 카페 등을 알려주

Facebook으로 주민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기 위해 마을

고~ 공모사업으로 마을의 새로운 공간을 공유해 주는 목

미디어로 접근했죠~.”(‘팟 캐스트 광주시민방송’ 임**)

표로 했죠.“(‘동구아트매거진’유**)

“발산마을에 청년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생활 문화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죠.”(‘할매할범뉴스데스크’ 송**)어린

셋째, 교육을 위한 접근과 대안미디어, 이주민을 위한
목적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 활동하는 분들 중에 라디오 활동에 관

이 어르신까지 함께하는 매개체로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심을 갖고 초등학교 운영위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참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재미있고 놀이 할 수 있는

인 신창교육발전소를 만들어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마을

(중략) 마을살이의 즐거움을 찾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

교육공동체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교육문제, 놀이, 진로,

지에서 시작했죠.”(‘달아실라디오’ 정**)

경험 확대하자~.”(‘신창라디오 퐁당’ 김**)

두 번째는 마을 공동체 홍보를 주된 이유로 꼽은 매체

“고2 때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대

가 3개사로 나타났다.
“송정동에서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

안언론의 방향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마을
미디어설립에 참여하게 되었고친구에게 말해서~ 마을정

해 일터, 삶터, 놀이터를 만드는 일로~ 송정동에 1913송

보와 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마을미디

정역 시장이 유명한데 그 외에도 송정오일장, 매일장, 다

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봉다리마을방송’ 오**)

문화음식문화 등을 알리고 싶어 시작하게 됐죠~.”(‘이공

“고려FM 나눔방송’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추석만하

TV’ 이**)

는 2016년 특별방송으로 시작하게 되어 10여년 된 국내

“주민참여자치 활동이 필요하게 되어 지역 먹자골목 상

이주자 및 근로자 불편사항을 소통하고 이주민들을 위한

권과 아파트공동체의 참여, 어린이기자단, 주부기자단 등

인터넷 신문 기사나 각 언론사와 협력하고 있고 인터넷

을 시작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 신문을 창간하게

방송으로 되었습니다.” (고려FM나눔방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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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문제 2: 마을미디어 운영의 주요한 특성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에 대한 분석
4.3.1 다양한 매체활용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가 사용하는 매체들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팟캐스트를 이용한 방법이 4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이들이 활용한 매체의 형
태는 팟캐스트와 youtube,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편성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신창라디오 퐁당’의
경우는 활동가들의 공간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
적하며, 참여자들이 지속하고자 했으나 공간이 확보되지
못해 공모사업 종료와 함께 활동참여자들의 동력을 지속
하지 못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처음에는 교육에 참여하는 분이 20여분정도 되었는데
같이 모일 장소가 없었죠~ 카페에 모여서 회의하고 다른
단체 공간에 가서 작업하고 모이다보니 동력을 계속 유

부로 송출하는 방식, 소규모 오프라인 무대행사, 축제 시

지하기가 어려웠죠, 공간이 있었으면, 참 들 좋아하셨으

특별행사, 마을신문 발간, 마을잡지발간, 페이스 북 페이

니까 지속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신창라디오 퐁당’김

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매체들의 운영방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광

다음, 광주지역의 마을미디어에서 활용하는 장비나 시

산마을라디오 팟빵’은 팟 캐스트 통한 전달을 주로하고

스템 구축에서도 마을미디어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자

마을행사, 오픈 토크쇼 등을 축제행사의 오프라인으로 진

체 부스나 방송시스템을 갖춘 곳으로는 ‘광산마을라디오

행하는 방식이었다. ‘달아실라디오’는 3개의 제작팀이 30

팟빵’, ‘달아실라디오’, ‘고려FM 나눔방송’, ‘ 봉다리마을

분에서 1시간 분량으로 제작하여 생방송이나 녹음편집

방송’이었으며 마이크, Mixer, Non-linear장비를 갖추

한 다음 공동체라디오인 광주시민방송에 프로그램을 전

고 있었다. ‘이공TV’,‘수완라디오 시그널’ 마을신문인 ‘호

달하여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편성에 포함하여 방송하는

동이네 이야기’, 마을매거진인 ‘동구아트매거진’은 활동공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이후 이 프로그램을 팟 캐스

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트에 업로드하고 있었다. ‘고려FM 나눔방송’은 24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3
시간 한국어 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러시아어로
방송하여 고려인 2,3세가 주로 대상이었다.

4.3.3 재원확보 상황
마을미디어의 재원확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마을미
디어들은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보를 하고 있었으며 2

‘팟캐스트광주시민방송’은 SNS Facebook을 활용하

개 매체에서는 회원들의 회비를 일부재원으로 활용하였

고 또한 이를 제작과정과 함께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

고 후원금을 활용하는 경우와 자부담을 하는 경우 및 재능

하여 업로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봉다리마을

기부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중 공모사업을 벗

방송’은 팟 캐스트와 youtube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어나 자체적으로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가진

업로드 하는 형태였다. ‘이공TV’는 youtube를 통해서 프

매체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활동은 활동가들의 재능

로그램을 제작하여 업로드 하는 방식이며 ‘수완라디오 시

기부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운영하고 공모사업을

그널’은 마을행사, 축제행사시 오프라인으로 좌담회, 토

통한 재원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고 있는 실태였다.

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이고 마을신문인 ‘호동이네

“2015년 공모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공모사업을 하

이야기’는 월 1회 평균 8면으로 인쇄하여 5,000부를 발

지 않고 활동가들의 재능기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활동

행하였다. 마을매거진인 ‘동구아트매거진’은 총2회 발행

가들이 마을미디어교육활동을 통한 강사비 등을 활동에

으로 평균 30페이지 분량으로 5,000부를 발간한 마을

활용하죠.”(‘광산마을라디오 팟빵’ 배**).

잡지형태였다. ‘할매할멈뉴스데스크’는 분기별 마을소식

“아파트공모사업으로 시작하여 재능기부와 입주해 있는

지를 제작하고 1년 1~2개의 마을 영상을 제작하였다.

4.3.2 공간 확보의 문제
마을미디어들의 운영에서 공간 확보의 문제가 나타났

야호센터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확보와 회원들의 월
회비 10,000원을 거출해서 일부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아실라디오’ 정**)
“‘봉다리마을방송’은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마련을 하고
있었으며, 참여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공간 확보와 사용의 문제는 마을미디어 활동에 영향

다.”(‘봉다리마을방송’ 오**)

을 미치고 있었다.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활동하는

“공모사업비를 통해서 처음 장비구입 등을 하였고 자치

마을미디어활동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었지만 활동공간의 문제에 처한 마을미디어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죠~.”( ‘수
완라디오 시그널’ 김**)
“공모사업으로 처음 재원을 확보했죠~ 3년 운영을 해 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방안 -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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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원이 문제죠, 무명 독지가가 2~300만원 기부해서

리마을방송’은 정규편성은 없고 30여 편의 프로그램을

보탬이 되기도 했고 4년차인 현재 재원마련 방안을 고민

팟 캐스트에 업로드 하였고 10편을 youtube에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마을신문 이름을 계속유지하기 위한 마

하였다. ‘이공TV’는 정규편성은 없고 비정기적으로 업로

을잡지형태나 USB제작 등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호동이네 이야기’ 박**)

일부 회비를 활용하는 마을미디어와 자부담 후원을 통
한 재원확보를 하고 있는 실태는 다음과 같다.
“공모사업비와 광주시민센터의 회원들의 회비를 전체 6
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미디어팀을 운용하는 일부로 활용

드 하여 유튜브 이공TV 채널을 통해, 2017년도 송정마
을카페이공 이색체육대회(3편), 다짜고짜스피드퀴즈(2
편), 2018년도 제작물로 송정시장 점포 홍보영상(3편),
송정리프리덤(뮤직비디오 1편), 부들남(단편영화 1편)등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였다. ‘할매할범뉴스데

하고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로 활동하고 있죠.”(‘팟 캐스트

스크’는 분기별 마을소식지 제작과 1년 2개의 마을영상

광주시민방송’ 임**)

을 제작하였다. ‘수완라디오 시그널’은 단발성 프로그램

“공모사업비와 회원들의 월 회비로 5,000원~10,000원

으로 좌담회 축제행사시 무대행사 등을 진행하였고 마을

등으로 활동 했죠~.”(‘신창라디오 퐁당’ 김**)

신문인 ‘호동이네 이야기’는 월 1회 발행하였으며 마을매

“2017년 자부담 제작, 2018년 광주시마을미디어지원사

거진인 ‘동구아트매거진’은 총 2회 발간하였다.

업, 시청자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을 통한 재원마련~.”(이공TV,이**)
“고려FM 나눔방송은 광주시 소규모 방송 지원사업과 고
려인마을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자원봉사활동과 재능

4.3.5 주민참여 확대방안
마을미디어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확대는 매우 중요한

기부로 이루지고 있고, 3명의 한국인 아나운서가 자원봉

요소로 볼 수 있다. 마을미디어들이 주민참여와 확대에

사하고 13명의 고려인 2, 3세으로 구성되어 있죠.”(고려

대한 고민과 방안들을 찾고 있었지만 가시적인 결과를

FM나눔방송 이**).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각 마을미디어들은 중요성
을 인식하고 주민참여와 확대에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주

4.3.4 생산 콘텐츠 및 편성현황
광주광역시마을미디어의 콘텐츠 및 편성현황을 보면,

민참여를 희망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마을미
디어는 구체적으로 5개 매체였다.

정규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주민미디어에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점이 있어 소통이

‘고려FM나눔방송’은 12개의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하여

되겠다고 생각하고 라디오방송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

하루 24H 편성을 하고 같은 소재의 내용도 듣는 사람들

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마을발전을 위해 좋은 점이라 봤

을 위해 쉬운 형태, 중급, 일상적 수준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죠.”(‘수완라디오 시그널’ 김**)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위해 마을 주민들 스스로 소개하
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

‘광산마을라디오 팟빵’은 정규 편성표는 없었지만 2주

고 또 제작된 영상을 주민들과 함께 보면서 눈으로 보고

3개 프로그램을 팟 캐스트로 올리는 정도로 4년차인

느끼며 점점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도록 이끌어 내

2019년 1월까지 283회의 업로드가 이루어졌다. ‘달아실

고 있습니다.”(‘할매할멈뉴스데스크’ 송**)

라디오’는 1주일 3편의 프로그램으로 “행복쉼표”는 녹음

“주민들이 이사 등으로 증원하는 문제가 어려웠죠~ 수가

방송으로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60회 진행하였고

늘어나지 않는 것이 어려움이라 할 수 있죠.”(‘팟캐스트

“음악창고 뮤즐” 생방송으로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시민방송’ 임**)

65회 진행하였고 “톡톡투유”는 녹음방송으로 2018년

“애초에 라디오 강의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시

11월부터 현재까지 10회 진행하였다. ‘팟 캐스트 광주시
민방송’은 2017년 1년 동안 13회 분량의 콘텐츠를 업로
드 하여서 한 달 평균 1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프로
그램 내용으로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대선특집(공약살피

작했죠.”(‘신창라디오 퐁당’ 김**)
“참여기자단 등 한정해서 진행한 거라 지속가능성이 어
려움~.”(‘동구아트매거진’ 유**)

또한 구체적으로 인력양성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확대
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기)’ ‘책소개’, ‘영화소개’, ‘도시공원일몰제’, ‘공동체를 외

“인력양성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관심을 가지고 마을에서

치다’,‘어등산관광개발 문제점’,‘바람깨비 도서관장’,‘정치

유휴인력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광산마

개혁광주행동활동’,‘광주제1시립병원사건’,‘언론파업’,‘광

을라디오 팟빵’ 배**)

주여성영화제’,‘청소년노동현장’,‘탈핵이야기’였다. ‘봉다

다음, 재미와 놀이를 통해서 확대하고자 했으며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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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를 통한 주민확대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디오 팟빵’ 배**)

“처음부터 주민들이 놀고 떠들고 하는 공간으로~ 아이

“회원들의 봉사와 재능기부의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어

들, 청년과 노인들이 모두 공유하게 하자고 생각을 했

상주인력에 대한 유지비용 등이 문제죠”(‘달아실라디오’

죠.”(‘달아실라디오’ 정**)

정**)

“교육, 영상상영 등으로 지역민과 알아가고 이후 제작과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

정에서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하죠~.”(‘이공TV’ 이**)

동이네 이야기’, 박**)

“지역민을 위한 콘텐츠를 먼저 만들어서 지역민들을 포

네 번째, 공간확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섭하려면 저희들만의 방송을 만들어서 지역민을 끌어내

“공간확보와 비용 문제가 있었죠~ 활동을 하면서 사비를

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봉다리마을방송’ 오**)

들여서 해야 하고 마을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죠~.”(‘신창
라디오 퐁당’, 김**)로 지적하였다.

4.3.6 문제점과 애로사항
마을미디어 운영상의 문제점(애로사항)에 대해서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은 다양한 응답을 보였다.
4가지 문제점으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는 제도적문제
로 보조금 제도의 경직성과 전파관리에 관한 문제를 지

4.4 연구문제3: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에 대한 분석
마을미디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첫째 마을공동체미디
어의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제시하였다.

적하였고 두 번째는 저변확대, 참여와 소통문제를 세 번

“행정의 관심이 정책적으로 요청되죠~ 공모사업의 형태

째는 실비제공 문제와 재원마련의 애로점을 네 번째 공

로는 자산형성이 어렵기에 예산 지원 정책이 필요하

간 확보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죠~.”(‘봉다리마을방송’, 오**)

“공모사업으로 진행, 사업비의 지출이 공모사업의 항목
에 맞춰져 있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활용되기 보다는
항목에 맞춰 진행하는 점이 있어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
과는 관계가 없기도 합니다.”(‘봉다리마을방송’, 오**).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디어 사업 자체를
좀 더 생산적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인력적인 면에서 많
이 부족하며, 꾸준히 사업을 담당하고 이끌어나갈 인력
을 배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 년 단위로 사업이 끊
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
다.” (‘할매할멈뉴스데스크’ 송**)
“인터넷 앱 방송의 한계를 벗어나 주파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으나 (중략) 주파수를 할당 받는 문제와
전파관리법과 방송법의 자본금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고려FM 나눔방송’이**)

두 번째, 저변확대와 참여소통문제에 대해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통해 잊혀져가는 마을 공동체 문
화를 남기고 알릴 수 있다. 수익이 되지 않고 창업을 하
기에는 공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꾸준히 이어 나가기 힘든 분야이기도 하며, 하지
만 점점 더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가치와 필요
성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할매할범뉴
스데스크’, 송**)
“정책적으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죠~.”(‘달아실라디오’, 정**)
“정책적인 관심과 재정지원이 가장 필요하고~ 지역주민
들의 관심과 주민의식이 필요합니다.”(‘수완라디오 시그
널’,김**)

두 번째는 조례의 제정과 같은 제도적 지원과 예산지
원의 문제를 제사하였다.
“마을미디어지원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적

“소통을 하고 알아가는 것인데 광주시민센터에서 일방적

으로 미디어 지원 조례가 필요 하며 마을공동체의 소통

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의 채널로서 이해해서 마을마다 마을미디어가 있어야 한

것 직접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찾기가 쉽지 않죠~”(‘팟

다. 옆 동네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는 소통의 참여와 그

캐스트 광주시민방송, 임**)

래서 광주지역 95개동 마을미디어축제 등의 비전을 가지

“지속적인 미디어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고~ 공

고 있습니다.”(‘광산마을라디오’, 배**).

모사업으로 교육비에 집중되어 제작이나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를 위해 강사비,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고 제작물에 비해 노출빈도나 홍보

교육비 외 제작비나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필요~, 마을

가 부족하고 조횟수가 낮은 점~.”(‘이공TV’ 이**).

마다 제작된 미디어제작물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플랫폼,

“홍보부족으로 주민 참여가 부족한 점이 어려운 점이

온오프라인, 필요하고~ 마을별 소규모 마을미디어센터를

죠~.”(‘수완라디오 시그널’, 김**)

설립하여 컨설팅, 공간사용, 장비사용 등으로~. 저작권

세 번째, 실비제공 문제와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마을

관련 조례 마련하여 비영리 목적의 마을미디어 제작물에

미디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은데, 교통비 등도 없기
때문에 인적 구성이 되지 않는 것이 어렵죠”(‘광산마을라

대해 저작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례 필요 합니다.”(‘이
공 TV’, 이**)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방안 -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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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교육 활성화에 대한 문제이다.

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디어활동가가 지적

“제작에 대한 교육과정이 정례화 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하였듯이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교육과정이 정례화 될

필요하고 기술이나 운영을 유지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

필요가 있다. 대부분 짧은 자체 교육으로 시작하게 되는

성이 필요하죠~.”(‘팟 캐스트 광주시민방송’, 임**)

이들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역량을 강화 시켜주는 접
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행정적ㆍ정책적 측면에서의 마을미디어활

5. 결론 및 제언

성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법적ㆍ제도적인 문제와 참
여활동가들의 인식과 마을 활동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점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 활동에

그리고 재원마련에 대한 문제와 활동가들의 제작실비의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마을공동체 소통과 정보공

제공 문제와 재능기부의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모색해야

유의 채널로서의 마을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행정적ㆍ정

할 것이다. 앞으로 SNS 등과 같은 융복합 스마트 미디어

책적 차원의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을

계열에 대한 확장과 연구ㆍ분석이 요구된다.

미디어 활동가들의 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현재의 마을
미디어 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마을미디어 활동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에
대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마을복원
이나 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마을미디어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간의 문제도 지원이 필요하며,
마을미디어공모사업의 경우에도 마을미디어의 정착을 위
하여 마을미디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마을미디어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
도록 제도적 지원이 요청되고 있는데 이는 마을미디어지
원조례의 제정으로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하는 방안이다. 마을미디어지원조례를 통해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실비나 교통비, 취재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
진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마을미디어 활동이 지속될 것으
로 보이며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
는 재정적인 부분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도 예산의 항목을 실질적으
로 편성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마을미디어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미디어이해와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의 접근이 필요
하다. 언론과 민주주의는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지방자치
와 미디어가 접촉하는 기초출발로서 마을미디어를 인식
하고 지방자치와 미디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네 번째, 일반주민들이 미디어에 대해 이해하고 접근
하기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활용 등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마을미디어의 활동을
살펴본 결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는 빈도는 낮은
상태였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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