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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송 통신의 융합과 미디어 산업으로의 진화로 인해, 시청자들은 다양한 플랫폼과 개인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의 수신에 적응하고
있다. 이런 환경의 변화로 공영방송은 공적 책임을 재정의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역할을 정립하는 공영미디어로의 변화를 모
색하고 있다. 특히, 공익적 콘텐츠가 상업서비스에 의해서도 제공되는 환경에서 차별화된 공공서비스의 형태로 그 가치를 입증하는 것
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재원, 서비스에 대한 정당성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대 디지털 방송의 시대가 되고, 2020년
미디어 산업이 재편되면서 공영방송사에 요구되는 공적 책임과 상응하는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해외 공영방송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향후 공영미디어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공적 책임과 공공서비스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특히, 미디어 환경
에서 방송사, 시청자의 기술적인 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방향성은 기술 방향성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도출한 방향성
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공영방송사에 적용 가능한 공통적인 방향성이다. 본 논문에서 제언한 공적 책임과 기술 발전의 방향성이 공영
미디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생활에 이바지하는 차별화되는 서비스가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Due to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into the media industry, viewers are adapting 
to the reception of content through various platforms and personal media. Accordingly, public broadcasting is seeking to change 
into public media that redefines public responsibility and establishes a role for a sustainable society. In particular, proving its value 
in the form of differentiated public services in an environment where public content is also provided by commercial services is 
necessary for members of society to prove the legitimacy of financial resources and services. In this paper, as the digital 
broadcasting era in the 2010s and the media industry was reorganized in 2020, changes in public services corresponding to the 
public responsibilities required of public broadcasters were analyzed through global public broadcasting cases. In particular, since 
the technical preparation of broadcasters and viewers is essential in the media environment, the technical direction of public 
services was mainly analyzed. The derived direction is a common direction applicable to all public broadcasters, including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public responsibility and direc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suggested in this paper will clarify the role 
of public media and help become differentiated services that contribute t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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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속화된 디지털 혁명은 방송에서

도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과 방송, 통
신의 융합으로 전화기를 맞게 하고 있다[1]. 또한 4차산업혁

명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미디어 서비스는 시청자들에게

접근 용이성을 넘어 생활을 함께하는 도구로 전환되었다. 
미디어를 구성하는 콘텐츠 다양화와 시청 기기의 발전, 코
로나19 범유행의 영향으로 TV 수상기와 이외 매체를 이용

한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시간은 모두 증가하고 있다[2].  
미디어 산업은 산업의 구성원 측면에서 분석하면 방송사, 
콘텐츠 제공자, 통신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 방송, 통신, 
콘텐츠를 모두 아우르는 산업이 되었다. 또한, 서비스 형태

로 보면, 기존의 콘텐츠 제공자의 스케줄링에 맞춰 동영상

형태의 콘텐츠를 감상하는 시청의 개념에서 확장되어 콘텐

츠, 정보, 협력,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다변화되

고 있다. 
이 변화는 미디어 산업이 시청자의 삶 속에 일상화되었

다는 산업 확대의 장점도 있지만, 기존 방송사의 상황은 다

채널 다매체 환경을 통해 점점 더 분절화, 파편화되는 수용

자를 기존의 방송으로는 지속하여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

다는 냉정한 현실을 포함한다. 이는 특히 공영방송 측면에

서는 방송의 ‘보편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상업방송사에 대응한 공영방송의 경제적 근거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 공공서비스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1].  
결국, 방송의 진화된 형태인 미디어 산업에서 공영방송

도 진화가 요구되며, 해외 공영방송사들도 미디어 산업에

서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다. 공영방송이란 운영 주체, 운영

재원, 운영 목표 등 다양한 분류와 정의가 존재하나, 국가나

특정 집단의 간섭을 막고 사회 각층을 대표하여 편집 편성

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독립된 운영을 하는 방송이다[3].  
현재 공영방송은 방송 통신의 융합에 따라 그동안 지상파

위주의 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에서 디지털 미디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미디어 (Public Service 
Media)로 전환하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1]. 미디어

의 디지털화에 의해 공영방송의 ‘방송’ (broadcasting) 개념

은 이제 복수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든 수

신자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즐기는 것

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의 공영방송사는 기존의 지상파 서비스에 추가하여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례로, 미디어 빅뱅 시대

를 맞아 영국 공영방송 BBC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공영방송은 ‘글로벌화’, ‘다채널화’, ‘상업화’, ‘멀
티플랫폼화’ 등 새로운 경영 다각화 및 효율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3].  또한, 각국의 공영방송사와 정책 당국은 현재

공영방송의 목적,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 편성 전략과 재원

조달, 수신료 납부자에 대한 공영방송사의 책무성 등 다양

한 문제를 근본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1]. 
진화된 공영미디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법제, 정

책, 경영, 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나,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공영미디어로서 책무를 수행

하기 위한 바람직한 진화를 제언하고자 한다. 이는 공영미

디어로의 진화가 플랫폼과 개인 미디어 소비환경 등 기술

의 변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공

영방송사를 유지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이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디지털 공영미디어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술 발전 방향 사례를 고찰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고찰한내용을 바탕으로 공영미디어의 공통된 공적 책무와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 기술 발전 방향을 도출한다. 도출된

제언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서 새로운 공영방송 개념을 수립하고자 하는 모든 공영방

송에 적용될 수 있는 제언이다. 4장에서는 본 논문의 제언

이 공영성강화에 미칠기대효과와 추후 기술 외적인 연구

과제들을 제시한다. 
서두에서 기술하였듯,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사회의 변

화는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비롯된 시청의 변화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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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 제언한 우리나라 공영미디어에서

향후 집중해야 할 기술 발전 방향성이 향후 공영미디어로

서의 변화하는 책무를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 공영미디어

가 한 단계 도약하여 생활에 이바지하는 차별화되는 서비

스가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Ⅱ. 해외 공영방송의 공영성 진화 사례연구

공영방송은 변화하는 방송 시장과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

해야 하겠지만, 공공이 소유하고, 공공서비스 방송으로서

의 공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변하지않는 사명을 부여받

고 있다[3]. 
본 장에서는 공영방송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공영방송의 사례에서 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측

면에서 재정의하고 있는 공적 책임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

고. 이를충실히 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기술

개발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디지털 공영미디어의 공적 책임 변화

해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에앞서, 2010년대 디지

털 방송 출범과 함께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재검토

하고 새롭게 정의한 이론적 연구 사례는 K. Jakubowicz의 
연구가 있다[4].  유럽의 공영방송사들은 이 연구를 참고하

여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럽위원회 (Council of Europe) 산하 장관 위원회

(Committee of Ministers)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공영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 정의하였다[4]. 
◦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기준점 (reference point)
◦ 모든 개인, 집단, 공동체의 사회적 응집과 통합

◦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인 정보와 논평의 원천, 높은 윤

리적질적 기준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다양한 콘텐츠

의 원천

◦ 다원적인 공적 논의의 장(forum)과 개인의민주적 참

여를 고취하는 수단

◦ 시청각적 창조와 제작에 능동적이고, 자국과 유럽의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더욱 확산시키는 일

더하여 디지털 시대의 공영방송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

는 것이 요구된다고 정의하였다.
◦ 인터액티브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영방송사

가 방송하는 공론형성 프로그램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

◦ 온라인 등 디지털 미디어의 다양한 의견 제시 방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며 특히 사회적으로열세

그림 1. 디지털 공영방송의 임무: 배경과 결과 [5] pp.21
Fig. 1. PSM obligations – their background and consequences [5] p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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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수 집단이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유도

◦매체의 증가와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않은 정보가난

무하는 것에 반해 공영방송사가 제공하는 시사 정보는

신뢰의 원천이 됨

◦ 공영방송의 유료 서비스가 확대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정보 격차(digital divide)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 전자민주주의를 시도함으로써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보완에 기여

◦ 온라인 서비스의 확대에서빚어지는 프라이버시침해

등 인권침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

◦ 글로벌 환경에 맞게 국제기구와 이슈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고, 초국가 차원의 공론영역과 시민사회의 형성

에 기여

위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C. Nissen의 연구에서는 그림

1.과같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배경과 도전 이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공영방송의 임무를 재정의하였다. 
또한, 재정의된 임무에 따른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결과도

정리하였다[5]. 
이론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위 절에서는 실제 해외 대표

공영방송들이 재정의하는 공적 책임 사례를 고찰한다. 

1.1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BBC는 공영방송사로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방송

업계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

으며, 칙허에 의해 약 10년간의 R&D 방향성을 정부와 협

의하여 정한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방향성은 ‘새로

운 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편익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동시

에 디지털 TV로의 방송 전환에도 주도적 역할을담당’하는

것이었다. 지난 10년을 분석하는 보고서에서 BBC가 디지

털 지상파 송출이나 N스크린 지원 측면에서 업계 선두를

자처하게 된 맥락이 바로 여기에 있다[6]. 
2017년부터 발효된 새로운 칙허에서는 BBC는 소외된

(under-served) 소수인종과 민족, 국가와 지역을 반영하기

위한 책무에 보다초점을 두고, “공익에 따라 행동하며, 정
보․교육․오락에 대한 공정, 고품질, 독창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모든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부여받

고 있어[7], 다 각도로 BBC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새롭게 명기된 공적 책임은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

다[8].
◦ 구성원들이 사회와 세계의 변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공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함

◦ 전 연령의 모든 사람의 배움을 지원함

◦가장창의적이고, 고품질, 차별화된 콘텐츠(결과물)와
서비스를 제공함

◦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반영하고, 대표하

고,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의 결속과 발전을

지원함

◦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세계화

에 이바지함

이와 같은 공적 책임은 전술한 유럽위원회의 이론적인

고찰과 매우 상응한다. 이러한 공적 책임에 근거한 기술적

측면으로 BBC가 주장하는 기술 발전 활동의 동기는 다음

과 같은 4가지로 정리한다[6]. 
◦공익에 부합하는 가치를 시청자와 사회에 제공함. 예

를 들면, 인터넷스트리밍기술을 개발할 경우라면, 가
급적 모든 종류의 단말을 아우르는 범용성을 확보해

보편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기술 혁신을 통해 우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공영

방송으로의 역할에 충실함. 여기서 기술 혁신이란 새

로운 기술에 대한 조기 투자를 통해 방송업계의 전체

적인 진화를 주도한다는 의미가 있음

◦비용효율 및 VFM(value from money)을 개선함. BBC 
자체의 수익성을 고려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효율적

인 기술을 확보하여 전체 산업의 비용 절감을 이룩하

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기술 혁신의 편익을 외부로도 개방해 새로운 기회와

협력의 창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영

국의 입지를 강화함

BBC는 2017년부터적용된칙허와 부여된 공적 책임과 연

관된 기술 발전 활동에서 1) 기술 범용성을 활용한 보편성, 
2) 기술 혁신을 통한 콘텐츠질과 효율성 증대, 3) 기술 혁신

의 개방을 통한 기회와 협력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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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NHK(Nippon Hōsō Kyōkai)
NHK는 공영방송사로서 공정하고, 수준높은 콘텐츠를 제

공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 NHK에서도 머지않은 미

래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TV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용할 것이라는 변화를 반영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 더욱 슬림하고 강하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될것을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영미디어의 정체성

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9]

◦ 사회 안전을 지지하며, 더욱강화된네트워크로 생명

을 구하기 위한 진보된 보도를 제공함

◦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콘텐

츠를 제공함

◦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분절

된 사회를 연결함

◦일본의 지역 사회 정보를 더욱확산시켜, 방송과 미디

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 성능을최대치로올리기 위해 인적 자본을 새로운 방

식으로 운영함

공영미디어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

발전의 방향은 1) 8K UHD 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것, 2)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방송 제작을 수

행하는 것,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즐길수 있는 방송

을 하는 것을 주장한다[9].  여기에 미래방송 기술의 연구개

발을 위해 NHK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하는 4) 기존의 TV에

서 제공하지 못한 새로운 감동을 주는 실감 미디어, 5) 언
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니버설 서비

스, 6) 미래미디어창작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선구적

인 기술 개발 등을 더하여 표방하고 있다[10]. 

1.3 ARD(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D는 2020년 11월 7일에 발효된 미디어 국가 조약에

서 독일의 미디어 질서 현대화를 위해 많은 내용의 법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그중 ARD는 사회에 대한 공헌을 다음

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1].  
◦ 참여 (모두를 위한 방송)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연결 통로를 만듦으로써결

속을 다지고, 견해를 교환하는 기반을 마련

◦ 독립성

   공적자금지원을 통해 개별 이익 그룹과 무관한 신뢰

할 수 있고 포괄적인 보고가 가능함

◦ 품질

   고유한 콘텐츠 및 품질저널리즘으로 신중하게 조사

된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함

◦ 다양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인구 그룹과 커뮤니

티의 공통점을 명확히 하고 다수와소수의 공존을 강

화함

◦ 지역성

   현지 문화생활을 보여주고, 각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연방주의 추진력을 제공함

◦ 혁신

   멀티미디어 혁신은작업을 더 비용 효율적으로 할 기

회를 제공하고, 저널리즘 형식과 예술적 표현 수단도

개발함

◦ 부가가치

   미디어, 문화, 교육 및 과학 분야에서 수많은 파트너

십을 유지함

◦ 지속가능성(책임)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는데 책임을 지고, 

환경친화적인 자원을 절약하는작업 프로세스뿐아니

라, 자금, 인사정책, 공영방송 서비스 등 국민과의 지

속적인 교류에서최고의 가치 창출이 포함될 수 있도

록 함

ARD는 최근에 공영방송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노력은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돼있고 기업 목

표로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밝히며,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11]. 

ARD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측면에서 수행해야 하는 지속

가능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2]. 
◦ 환경적 지속가능성

   환경 지속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작과

정에서도 친환경적 시스템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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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지속가능성

   문화와 창조경제를 유지하고,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함

◦ 사회적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다양성을 위한내부 인력의 다양성 확보하

고, 기회 균등을 의미함

ARD는 최근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 공헌에 책임성과

다양을 주요 사회 공헌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제작과정

에서의 기술 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며, 사회 공헌과 연관

된 기술 발전 활동에서는 1) 멀티미디어 혁신을 통한 효율

성, 2) 저널리즘과예술적 측면에서의 표현 수단의 혁신, 3) 
출판물뿐아니라 디지털 참여의 확대, 4) 파트너십확대 등

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 RAI(Radiotelevisione Italiana)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는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서 사회

통합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

는 상업 방송과 차별화되는 임무를 요구받고 있다[13].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권위적인 전달과 교육 위주의 방송 보

다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때

로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시청자와의 참여와 토론의 과

정에서 신뢰 기반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는 것을 중시한다[13]. 이 외에도, 디지털 시민의식을갖추게

하고, 공영성을 유지하는 공적 책임도 요구받고 있다. 위
내용을 위주로 RAI는 디지털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

무에 대한 정부와의긴논의를끝내고,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적용받는 정부와의 협정을 완료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 RAI는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1) 

참여를강조한소셜미디어와의 융합과 2) 다양한 형태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을 포용하는 멀티플랫폼

제작과 전송을 중시한다. 3) 적용 효과와 유연함을 유지하

기 위해 방송사의 스태프들 혹은 다른 미디어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조하며, 교육과 세미나를 병행한다.

2. 공공서비스 기술 발전 분야

전 절에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에 추

가로 요구되는 공적 책임과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기술 발전 방향을 해외 공영방송사

의 사례로 고찰하였다. 공영방송사가 공영미디어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받기 위해 전 절에서 고찰한 기술 발전

방향을 포함한 공적 책임의 이행은 구체적인 공공서비스

기술 연구개발과 실 서비스로 이행된다. 본 절에서는 해외

공영방송사에서 집중하는 공공서비스 기술과 구체적인 형

태를 고찰한다. 
공공서비스의 측면에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소비

기기의 개인화가 심화함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파편화를 더

욱 심화시켜 사회, 문화적으로 이들을 응집시키고 통합시

키는 서비스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리터러시나 참여도 등도 공공서비스의 편리성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성원 간의 이질화나 이해도가 유리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정치, 사회,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영방송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공공서비스 개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4].  
◦ 디지털 전환에 선도적 역할 수행

◦ 모든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를 유인

◦전통적 방송 콘텐츠를 인터넷과 인터액티브서비스와

연결해 제공함

◦멀티미디어 인터액티브서비스와 무료웹사이트를 제

공함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인터넷 사용을 촉진함

이러한 제안은 2000년대 초 디지털 환경 초기에 제기된

것이나, 현재는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통해 더욱 많은 역할

을 이행하고자 각국의 공영방송은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2.1 BBC[5] 
BBC는 BBC R&D(Research&Development)를 중심으로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칙허에서 제시한 공영성 원

칙에 따라 시청자의 삶에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공공서비

스를 개발하고자 다양한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

발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4][14]. 
◦ 창의적인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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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의 전달에 대한 비용 효율성

◦ 사람들을 연결하는 연결성

◦ 지속가능성

위의 원칙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물은 어떤 형태이든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한다. 세부적인

기술 발전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객체기반 미디어

차세대 스토리텔링을 위한 주요 기술로 집중투자하고

있는 기술이다. 미디어의 개인 소비가 일반화되면서, 
개인화된 미디어 경험이 사용자 참여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개인의관심사가 반영된내용을 전달하고, 개
인이 만든 콘텐츠도 참여나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개인화된창작이 가능하고, 네트워크나

리소스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여 적응적으로 미디어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스케일러블 제작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하부 기술로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영상 규격 등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다.

◦ 전송 기술

BBC는 전송 수단으로 인터넷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

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고품질, 대용량 공공서

비스를받아볼 수 있도록하는데 지상파뿐 아니라 인

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예를 들면, 5G 
(Fifth Generation)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감 콘텐츠 서

비스와 같은 도전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 
◦ 공공서비스 인터넷

인터넷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서

비스를 지원하기에는 여러난제가 있다. 특히, 데이터

를 위조하고, 스팸, 악성 프로그램들이 양산되는 상황

은 인터넷이 공공서비스에 많은 취약점이 있음을 보

여준다. 따라서 BBC에서는 방송에서 오랫동안 적용

해온 신뢰 기술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작업이 연구되

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를 신뢰하

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그 예이다. 
◦ 오보와 허위정보

  뉴욕타임즈,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오보

와 허위정보를 가려내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BBC는 기존의 기술이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분야의 기업들과 협력을 개방하고 있다. 협력의 개방

은 기술적으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개방형 규격

의 발전으로 나타나며, 이의 바탕에는 바람직한 공공서비

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윤리적 기준을 따르고 공공의 가치

를 유지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BBC는 본 절에서

기술한 공공서비스를 스마트폰 기기로 유연하게 제공하여

새로운 공영미디어의 모습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

다.

2.2 NHK
NHK는 주요한 미래 미디어 시청의 변화를 1) 실내, 차

안, 외벽 등 삶의 모든 공간이 스크린이 되고, 원격지에 있

는 다른 사람과 AR(Augmented Reality) 기술로 화면을 서

로 공유하는 시청 스타일의 다양화와 2) 360도 영상과같은

비디오, 오디오, 3차원 모양이나 텍스처와 같은 공간 데이

터까지 활용한 콘텐츠창작의 진화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

는 NHK가 중요하게 연구, 개발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기술

은 다음과 같다[10]. 

◦ 실감 미디어 서비스

다양한 기기에 맞게 영상을 즐기거나,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가상의 공간을 공유하는 서비

스도 포함한다. 세부 기술로는 실감 미디어의창작과

정에서 영상, 음성, 공간데이터, 텍스처 등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과 데이터를 임의의 장소로 전송

하는 기술, 대형스크린과 HMD(Head Mounted 
Display) 등 사용자의 기기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기

술 등을 연구 개발한다. 
◦ 보편적 서비스

시공간의 제약 없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모든 시

청자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콘텐츠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세부 기술로는

컴퓨터그래픽스로 자막, 오디오표현, 수어 등을삽입

하여 콘텐츠를 증강하거나, 콘텐츠를 시청하는 동안

시청자의 흥미와 행동을 판별하는 기술 등도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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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난상황에서 적시에 필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방송뿐아니라, 인터넷, 웹기술도 연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활용해 개별 사용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도 연구한다. 
◦ 선도 과학

기초연구를 통해 미디어 미래를 창조하는 매우 근원

적인 서비스도 수행한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분야

의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 컴퓨터 과학: 콘텐츠 자동생성, 이미지 분석, 대화

인식, 대화 합성, 다국어 번역, 언어 처리

- 사회 과학: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
회적 이슈 해결

- 인지 과학: 시청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콘텐츠 표현기술

- 재료 과학: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창작을 위한센싱

과 디스플레이 기초기술, 배터리 소모와 환경에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초기술

NHK에서는 기술 연구를 통해 공적 책임을 수행함에서

다음 세 가지 연구 형태를 중시한다[10]. 
◦ 외부 협력의 강화

   표준화와 전 세계의 확산에 공헌하고, 국내외 방송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고, 개방형 혁신을 지향함

◦ 지적 재산권을 주도함

◦ 시청자 커뮤니티의 복지활동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

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헌함

2.3 ARD
ARD는 전술하였듯이 공영적 가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을 상호 보완적인 목표로 정의하고, 아래와 같은 공공서비

스 기술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9]. 

◦ 다양한 정보 전달과 참여 증진 환경 구축

문화 및 시사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의 형식에서도 프로그램과 라디오에서의 다양한

시민 대화나 소셜미디어의 특별형식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대화하는 형식과 교육 및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

공한다.
◦ 창작, 제작, 유통의 혁신성

다양한 분야의 혁신성을 개발하고 있다. 첫째, 장기

다큐멘터리, 양방향 장편 영화, 참여저널리즘에 이르

기까지 정보, 교육, 문화의 전달에 있어 새로운 프로그

램 형태를 개발한다. 둘째, 방송 프로그램 외에 대화형

웹 애플리케이션개발 및 가상 현실에 이르기까지 새

로운 미디어 환경을 위한 제작을 연구 개발한다. 셋째, 
적시성, 유연성 및 비용 효율성을 위한 일일 프로그램

등의 혁신적인 생산 방법을 연구한다. 넷째, DAB+ 
(Digital Audio Broadcasting Plus) 및 5G에서 음성 비

서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유통 채널을

연구한다.
◦ 제한 없는 액세스

모든관련 유통 채널을 통해 장벽 없는 제안 및암호

화되지 않은 액세스가 가능하게 하며, 생활에서 공공

서비스를 늘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 미디어 리터러시

인터넷보안에 대한교육, 폭력적인 언어, 비하, 극단

주의적인 발언과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방법을 연구하

고, 시청자가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를 구분할 수 있도

록 한다. 

2.4 RAI
RAI는 한국의 공영방송처럼수신료와광고를 모두 재원

으로 하고 있으며, 전 절에서 기술한 공적 책무와 기술 방향

성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공공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

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서비스 기술은 CRITS (The 
RAI Centre for Researc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xperimentation)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CRITS는
1930년튜링에 “Lab oratorio e Officine”로설립되어, 1961
년 “Research Laboratory”로, 2018년부터지금의 CRITS로
개칭되어, 미래 기술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13]. 

◦ 재난 상황에서의 경보시스템 개발

RAI는 DVB-S/S1(Digital Video Broadcasting –
Satellite) 신호에 경보 신호를 실어 위성 전송하는 혁

신적인 초기 경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신속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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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전달을 위해 대기 상태에서도 트리거링 되어 시청

자들에게즉각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 5G 방송시스템

MBMS(Multimedia Broadcast Multicast System) 기
술은 동일한 미디어 서비스를 다수의 이용자에게 자

원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전송 방식으로 3G부터 5G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진화해 왔다
[15]. RAI에서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표준 Release14에 포함된 feMBMS(Further 
Evolved Multimedia Broadcast Multicast System) 기
술을 차세대 전송 기술로 연구하고 있다. feMBMS 기
술은 셀룰러 이동통신 기술에 근간을 두지만, 지상파

방송서비스까지 가능해 모바일 기기를 통한 미디어

소비가 증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디어 전송 기

술의 미래 방안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의 꾸준한

실용화 실험도 병행하고 있다. 
◦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의 추천시스템

RAI는 모바일, 개인화 미디어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손쉽게 콘텐츠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주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매우

다양한 방식의 추천 방법을 폭넓게 시도하고 있다.
1) 편집: 숙련된 전문가가 생성하여 추천하는 방식

2) 협업: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공통으로 선택한 두

아이템의 연관성을 활용하여 추천하는 방식

3) 내용 기반: 다른 사용자들이 제공한 태깅 정보나

콘텐츠 내에 존재하는 객체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추천

4) 인구통계학적: 나이, 성별, 거주지 등 사용자의 정

보에 기반을 두어 추천

5) 지식기반: 사용자가 미리 정한 규칙이나오브젝트

를 지식화한 정보에 따라 추천

6) 소셜네트워크 혹은 커뮤니티 기반: SNS의친구들

이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7) 하이브리드: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조합하여 더

욱 정교하게 추천

8) 문맥: 사용자가 위치한 상황- 예를 들면, 프로파일, 

감정 상태, 활동, 지정학적 위치, 분위기 조건-을
파악하거나 사용자, 객체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상

황들을 파악하여 추천

Ⅲ. 공영미디어의 공적 책무 변화와
기술 발전 제언

Ⅱ장에서 고찰한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해외 공영

방송사들이 수립하고 있는 공적 책무의 변화와 기술 발전

내용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해외 공영방송사들이 수립한

공통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이들이 의미하는 시사점을 분

석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급속히 세계화되는 미

디어 환경에서 공통 방향성은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 한국의 공영방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공영미디어

로서 변화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제언으로 디지털 환

경의 공영성과 공공서비스 기술의 방향성, 그리고 한국의

공영미디어에서 고려해야 하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기

술하고자 한다. 

1. 디지털 환경에서 부상하는 공적 책임 변화

공통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키워

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한다. 아래 도식한 키워드네트워

크 도식은 각 방송사를 중심으로 지향하는 공적 책임 키워

드의 연결을 도식화하였다. 해외 사례의 공영방송사들은

규모와예산이 서로 달라, 각 방송사에서 수립한 목표 과제

의규모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연결

밀집에는 의미를 부여하지않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밀

집도만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방향성 키워드의 degree가
높은 키워드를 중요 방향성으로 채택하였다.
그림 2.에서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degree가 높은 공

적 책임항목으로는 고품질, 다양성, 신뢰, 파트너십이 중요

하며, 다음중요항목으로는 디지털 보편성, 혁신성과 효율

성, 지속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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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품질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물리적으로품질이 고도화된 콘

텐츠, 창의적이고 고도의 검증을 거친내용적인 측면의 고

품질 콘텐츠를 모두 의미한다.

2) 다양성
미디어의 개별소비와 공급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다수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통

의 환경도 중요하고, 개별 시청자를 고려한 콘텐츠의 제공

과 개별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이 필

요하다. 

3) 내용의 신뢰성
개별 이익의 그룹과 무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

하고, 높은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공

4) 파트너십
플랫폼, 콘텐츠, 기술개발 등이 다변화되면서 각 파트너

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생산성 높이고, 사회 적용의 효과를

높인다.

5) 디지털 보편성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격차에서소외되지않도록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생활에서 깊숙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6) 혁신성과 효율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조기투자를 통해 방송업계의 전체적

인 진화를 주도한다. 효율적인 기술을 확보하여 전체 산업

의 비용 절감을 이룩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다.

7) 지속가능성(책임)
기술 혁신과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내외적으로 개발

하여 새로운 협력과 사회의 발전을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가진다.

2. 공공서비스 기술 방향성

공영미디어로 진화하면서 공영방송사에서 수행해야 하

는 공공서비스는 매우 넓은 범위의 기술을 포괄하게 되었

다. 따라서 이미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외부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본 절에서 분석한

기술 방향성은 방송사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술 개발

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분석 과정에서 기술은 세부적인 기

술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술 분야의 명칭이나 서비스가

추구하는 목적 기능 위주로키워드를 선택한 후 키워드네

그림 2. 디지털 공영미디어의 공적 책임 키워드 네트워크
Fig. 2. Public responsibility keyword network of digital public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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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도식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3.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디지털 공영미디

어로서 공공서비스를 진화시키기 위해 해외 공영방송사들

이 집중하는 기술 발전 방향성은 아래 네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네 가지 흐름의 하부에 기초기술이나

응용기술도 공적 책임 이행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병행하

여 개발되고 있다.

1) 융합 인터넷 전달 기술
지상파, 인터넷의 전송 기술을 포함해 정확한메시지를 다

양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술을 모두말한다. 하이브리드미디

어인프라(지상파, 인터넷, 웹기술 등)와 함께 장기다큐멘터

리, 양방향 장편 영화, 참여저널리즘에 이르기까지 정보, 교
육, 문화의 전달에 있어창의적인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

그램 외에 기술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터넷 전달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 여기에는 노인, 장애인, 
외국인등 시청자를고려한 유용한형태의 표현기술(자막, 오
디오표현, 수어 등), 새로운 유통 채널 및 플랫폼에관한 연

구, 탐색, 추천을 포함한새로운콘텐츠 접근/인증기술등 전

송, 접근, 표현기술이 개발되고있다. 참여의다양화도이루어

지고 있는데, 교육 및 오락을 통한 민주적 및 사회적 참여, 
제3의 프로그램과 라디오파에서의 다양한 시민대화, 소셜미

디어의 특별형식등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미디어 플랫

폼 사업자와 협업하는 방법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2) 신뢰 정보 기술
AI와 빅데이터 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나, 이 기술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경우 윤리

적, 법적, 사회적 이슈가 중요하다. 공영미디어는뉴스부터

스포츠 이벤트까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윤리적, 법적, 사
회적 이슈로부터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진 것이어야 한

다. 예를 들면, 인터넷보안, 개인정보의 신뢰할 수 있는 전

달, 폭력 언어나 오류 정보의 추출 등의 기술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3) 실감 콘텐츠 기술
창의성을 증진하고, 콘텐츠의 품질을 고도화하는 방법으

로 실감 콘텐츠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감 콘텐츠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영상, 음성 이외의 공간데

이터와같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하여야 하고, 콘텐츠의 이야

기 구성이나 표현의 방법에도 기존 제작에 없던추가적인 기

술이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포맷의 개발과 이의

제작에 필요한 3D 영상 제작기술, 몰입형음향 기술과 적용

환경, 디스플레이 렌더링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다.

그림 3. 디지털 공영미디어의 기술 발전 키워드 네트워크
Fig. 3. The keyword network for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digital public servic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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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 혁신 기술
개인화된 콘텐츠의 제공과 개인의 미디어 경험이 중시되

는 환경에서 디지털 보편성을 이루기 위한 생산성과 다양

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공영방송에서는 현재 제작에 활용

할 기술 성숙도가 아니어도 생산성과 다양성을 위한 기반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인식기술이나 추천기술과 같

은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성을높이는 기술, 다양성

을 고려한 기술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사용자의 미디어

경험을 높일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등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기초적인 연구개발을 시도하기도 한다.

디지털 공영미디어의 공적 책임의 변화에 대해 해외의

공영방송들은 이론적으로는 정립을 마치고, 이에 대한 사

회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공영방송사들은 공적

책임을 변화된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창의적인 공공서비

스를 만들어 내고 이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방향성

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화된 다변화된 디지

털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는 기존의 전달 위주의 서비스가

아닌,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공공서비스가 의도하는 바람직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

해 시청자들의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와 바른 사용도 매

우 중요시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기된 미디어 리터러

시는 공영방송사에서 기술 발전 과정에서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정립되고 있다.

Ⅳ. 결 론

방송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방송의 진화된 형태인

미디어 산업이 다변화되는 현재, 세계의 공영방송도 진화

를 가속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의

수신과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공영방송의 가치를 유

지하고 진화를 모색하고 있다. 공익적 콘텐츠가 상업서비

스들에 의해서도 제공되는 환경의 조성은 공영방송의 가치

를 입증하는 것이 재원,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구성원들로

부터 정당성을 입증받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대 디지털 방송의 시대가 되고, 

2020년 미디어 산업이 재편되면서 공영방송사에 요구되는

공적 책임과 이에 상응하는 기술적인 방향성을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고찰에서는 재원, 법제, 프
로그램의 방향성 등 각 나라의 서로 다른 상황에서 비롯된

중요도의 차이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공영방송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공통된 방향성과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새롭

게 요구되는 측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술적인 방

향성에초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며, 이는 세계화되는 현재 한
국의 상황에서 제언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공적 책임으로 1) 고품질, 2) 다양

성, 3) 내용의 신뢰성, 4) 파트너십, 5) 디지털 보편성, 6) 
혁신성과 효율성, 7) 지속가능성(책임) 등을 세계공영방송

사들이 공통적인 공적 책임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

영방송사들도 이에 대한 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각 책임 영역에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존재하며, 특히 지속가능성의 부분은 더욱 중

요한 책무로 여겨지고 있다. 
각 책무와 연결되는 기술 방향성은 4가지 집중 분야 –

1) 융합 인터넷전달 기술, 2) 신뢰정보 기술, 3) 실감 콘텐

츠 기술, 4) 미래 혁신 기술- 와 관련 세부 기술로 볼 수

있다. 공적 책임의 이행에 수행되는 기술은 다양한 플랫폼

을 통해 시청자의 다양성이 보장된 콘텐츠의 생산과 전달

과관련된 기술로 그 범위가 매우넓다. 따라서 공영방송사

들은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성숙한 기술을 활용하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술 방향성을 가지고 방송사 중심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공영미디어로서 변화된 공적 책임과 이에 따르는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공공성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상업적인 미디어와 차별성을 확실히 하고, 사회구성원들로

부터 공영미디어의 필요성을 각인시킨다. 이는 지속 가능

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신뢰 기반 정보를 보

편적으로 제공하고, 개별 시청자에게 바람직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언한 방향성을 실행하려면,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공영

방송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

해 기술적 측면뿐아니라, 재원, 법제, 사회적 토론등 여러

측면의 해결 과제들이 남아있다.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공영방송들도 법제 등도 갖추어야 변화될 것이다. 
한편, 공영미디어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은 디지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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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기술들에 비해 규모의 경제에

의해 매우 한정적이다. 특히, 발전하는 기술 속도와 비교하

면 공영방송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술들은 매우 한정적이

어서 협력의 중요성은 어느때보다 더높이평가되고 있다. 
또한, 바람직한 공공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제공 외에 디지

털 환경을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매

우 중요하고, 이의교육을 위한 부분도 공영미디어의 주요

책무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

해 협력 방법과 협업 분야에 관한 연구와 재원, 법제, 사회

적 토론 등에 관한 해결 사례와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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