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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미 어 경  변  등에 라 지역 에 한 지원 안  고 다. 지역  전  한 적ㆍ

제도적 측면에  지역 전지원특별  시행  새 운 계 가 었다. 러한 측면에  지역 전지원특별

에 한 과  한계를 하 다. 연  헌연 를 통하여 연 헌과  들  하여 지역

전  한 적ㆍ제도적 지원 안  모색하 다. 결과 지역 전 원 가 실질적  결 능과 책  가지

는 향  적ㆍ제도적 한강  안  모색 어져야 하며, 운용 에 한 독  보하는 제  지역

전계 에  지역 프 그램 제  능 과 통 조를 촉진하는 안  모색 고, 지역  평가하는 지역 지

수에 한 보다 정 한 안  필 하다. 지역  공 과 공공 , 지역 과 다양  보하는 향  전

어야 하며 를 지원하는 제도적ㆍ정책적 안  모색 어져야 한다.

주제어 : 지역 , 적ㆍ제도적 지원 안, 지역 전지원특별 , 지역 전 원 , 지역 전계

Abstract  According to the change in media environment, a support plan for local broadcast has been required.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broadcast, the enactment of special Act for local 

broadcast has become a breakthrough. In this point of view, we analyzed the performance and the limitation of 

the special Act. As a literature research, analyzing the literature and related-ordinances, we have sought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plans for the local broadcast. As a result, with the Local Broadcast Development 

Council being in charge of legislative right and responsibility, a plan to empower them to have legal and 

institutional authority should be drawn; another plan to secure independence in operating a fund and to promote 

the capability to produce local broadcast programs and the distribution system should be drawn; the other 

elaborate plan for the locality index that assesses the locality is required. Local broadcast should be on a way 

to secure not only public interest and concern but locality and diversity; legal and institutional plans should be sought.

Key Words : Local broadcasting, Legal & Institutional supporting, Special Act on Supporting Local Broadcast, 

Local Broadcast Development Council, Local Broadcast Development & Suppor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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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목적  필

지역방송발 을 한 법 ㆍ제도 지원방안의

에서 수년간의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제정된 지역방송발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과 혼용)은 지역방송 발 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지역에 기반을두고 지역민을

상으로 지역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지역방송은 지상

방송으로서 공익성, 공공성, 공정성 등의 공 가치를

구 할 책임이 있기에 그 발 방안에 지 한 심이 쏠

리고 있다[1].

그동안 지역방송 발 방안에 한 제안들은 부분

정부나 방송 원회의 정책 이고 제도 차원의 원칙

변화에 한것들이었다[2]. 즉, 앙집 화 되어있는 국

내 미디어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제도 으로 문

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방송 발 을 한 법 ㆍ제도 지원 방안은 지

역방송에 한 정체성과 특수성을 고려한정책 근에

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방송 련 산업의 근간이 되는

방송법에서도 지역방송특별 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방송발 을 한 제도 근을 강조했다.

지역방송발 지원특별법이 제정되게 된 이유는 재

지역방송은 미디어융합에 따른 미디어시장에서의 매체

간 경쟁 심화 방송시장의 유료화 확산이라는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공공재로서

보편 인 서비스를 행하고 알권리 보장에기여하고 있으

나, 복수 미디어렙 제도의 도입 종합편성채 출범에

따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변화로열악한 미디어환경에

있는 지역방송이 존립의 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18,20]]등에 따라 존립

의 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한 지원방안을 마련

함으로써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공 커뮤니 이션 통로의 마련에기여하도록 하

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지역방송에서 제도 으로 나타난 기구는 ‘지역방송

원회 설치’이다. 먼 ‘지역방송 원회의 설치’에는 1994

년과 2003년 두 방송 원회의 연구보고서가 요한 역할

을 하 다.

지역방송에서 공 책무로서 공익성(공공성), 지역성,

다양성의 확보는 요하다[19]. 2014년 12월 4일 시행된

지역방송발 지원특별법은 지역방송 발 에 한 기

를 높 고특별법시행후 2년이 지난 시 에서 지역방송

발 원회의 권한과 사업, 재원의 규모, 실질 인 지원

등 특별법에 의해 운 되는 성과와 한계 등에 한 논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지역방송발 지원특별법의 시행으로 방송제작 지원

규모가 다소 늘어났고, 지역방송 종사자 상의 국내외

연수 등 재교육 로그램이 추진 인 것은 가시 인 성

과이다. 그러나 출범 기부터 확보된 산이 부족하고,

지역방송발 원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지역방송의 다

양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 을 받고 있

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방송발 을 한 법 ·제

도 측면에서 제정, 운 인 지역방송발 지원특별법

의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지역방송발 을

한 실질 인 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존 연  

지역방송발 지원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련하여,

그동안 지역방송 활성화를 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련 연구는 정책 , 제도

차원에서 지역방송 발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이다

(정상윤,[3]; 원용진·황상 ,[4]).

정상윤(2001)은 지역방송언론 종사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법과 제도 차원의 지원과 지역

방송사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둘째, 그동안 부분의 지역방송 련연구들은 지역성

개념에 집 하는 경향을 보 다. 표 인 연구로 임

호[5], 이진로[6], 강명 ·홍석민[7],이근용[1] 등의 연구

를 들 수있으며이들연구들은지역성개념과지역성활

성화 방안 지역미디어의 경쟁력 강화에 을 맞춰

진행되었다.

이진로[6]는 지역성 구 을 강화하기 해 기존 규제

조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새로 추가 할 필요가 있음을 지

했다. 구체 으로는지역방송의허가나재심사시지역성구

내용반 , 네트워크 키 방송사의 지역방송 주식소유제한,

지역방송 편성비율의 확 , 지역성 구 평가 결과에 따

라 지역방송 조성기 의 차등 지원 등을 제시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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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방송발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이를

분석하는 연구들로정리 할 수 있다. 다양한 방향에서 법

에 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김 수, 2015; 김재 ⋅한상

헌,[8]; 이승선, 2015; 최세경, 2015). 이들의 체 인결론은

‘뜻은 좋으나 미흡하다’[9]로 보인다. 그간 지역 방송이

법에서는 최소한의 지 조차 인정받지 못한만큼 지원에

한 사회 합의 자체가 일단 요하다는 태도이다[9].

김재 ⋅한상헌[8]은 지역방송발 지원계획을 비

으로 고찰하 고 조항제[9]는 로컬리즘과 지역방송발

지원특별법에서 지역방송발 지원특별법이 정책 실효

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수·최진호[16]는 지역방송

발 지원계획에 한 지역방송종사자의 요도 평가를

통한 우선순 에 해서 분석하 다.

넷째, 지역방송발 지원특별법에 명시된 방송통신발

기 운용과 련한 지원제한 기 이되는 지역성지수

련 연구들이다. 방송통신 원회에서 고시한 지역방송

에 한 방송통신 발 기 지원제한기 으로 기 지원

제한의 세부기 이 고시되어있다. 이진로[6], 주정민[14],

정용 (2006), 강명 ㆍ주정민[17] 등은 지역방송에 한

방송통신 발 기 의 기 지원 제한 세부지침이되는 지

역성 평가지수를 구체 으로 마련 할 것을 제안하는 연

구들을 하 다.

3. 연   

지역방송의 발 을 한 법 ․제도 지원방안 연구

를 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 다.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기존연구에 한 분석을 시도하

으며, 분석 상의 범 는 지역방송발 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1994년의 방송 원회의 연구보고서에서부터

2014년 지역방송발 지원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 이

법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련 연구논문과 각종 문헌

자료들을 상으로 하 다. 한 이와 더불어 특별법과

시행령 방송통신 원회의 고시 등의 각종 법령 자료

들도 분석 상으로 하 다.

이러한 문헌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하 다.

첫째 지역방송발 을 한 법 ㆍ제도 차원의 성과

로서 지역방송발 원회의 활동 내역, 지역방송발 지

원특별법의 시행, 지역방송발 지원 계획의 황과 문제

, 방송발 기 지원 제한기 과 문제 은 무엇인가?

둘째, 지역방송발 을 한 법 ㆍ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를 모색해 보고자 하 다.

4.   결과

4.1 지역 전  한 적ㆍ제도적 지원 

4.1.1 지역 전 원  제1,2  동내역

지역방송발 원회의 설치에는 ‘지역방송발 연구

원회(지연 , 원장: 유재천)에서 1994년 11월 발간된

‘지역방송발 방안 연구보고서’(방송 원회)와 2003년 1

월 발간된 방송 원회의 ‘지역방송발 원회 종합보고

서[4,5]가 바탕이 되었다.

‘지역방송발 방안연구보고서’는 1994년 4월부터 6개

월간 조사, 연구보고서를 제출하 다. 지역방송을 (1)조

직 인력, (2)재정 운 (3)편성 제작 (4)시설

장비 분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특히, 법 ․제도 차원 : 조직 인력분야에서 ‘지

역방송 원회’를 설치하여 방송운 에 한 감독과 로

그램 심의, 지역방송세미나, 시청자 불만처리 등을 지역

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역시청자 원회’를 활성화하고 본사의 경우에는 지역

표를 참여시켜 지역사회 의견을 변하게 하 다.

‘지역방송발 원회 종합보고서’는 2003년 1월 방송

원회에서 발간, 1990년 후반 개국한 지역 민방으로

확 된 지역방송발 방향을 (1) 지역방송의 상과 역

할 (2) 지역방송발 기반구축방안 (3) 지역방송 로그램

경쟁강화방안 (4) 지역방송 고제도 개선방안의 분야로

나 어서 제시하 다[5].

1994년과 2003년 보고서룰 통해서 지역방송에 한

정책과 제도 지원 황은 결론 으로 지역방송 원회

의 설치와 시청자 원회 강화, 방송발 기 징수율 인

하, 슈퍼스테이션 채 도입과 역화 방안 등을 정부의

정책 지원 역으로 제시하 다. 추진이 미흡한 정책에

는 고요 실화와 PTAR과 같이 지역방송과 키방송

사의 상반된 이해 계와 불평등 구조에 향을 받는 내

용이 포함 다. 한 찬 고 고지완화 제도 의무편

성비율 수정책은 지역방송경 과 제작 여건의 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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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요청되는 만큼 정 검토와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5]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07년 1월, 방송법에 지역방송발 원회(이하 ‘지발

’와혼용) 련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2008

년 8월 지역방송발 원회 제1기는 통령 직속 방통

산하에 출범하여 활동하 다. 발의에서 출범까지 2년 반

이 소요되었고 2011년 8월에 제2기가 출범하 다.

지역방송발 원회는 2008년 8월 발족한 이후 2013

년 6월까지 약 5년 동안 총 51회의 회의를 개최하 다.

39회까지가 1기 지역방송발 원회의 활동에 해당하고

이후는 2기 활동에 해당한다. 그 5번의 회의는 비공개

로 처리되었다[10]. 하지만 당시 방송법 제42조의 4에 명

시된 원회의 직무는 각종 계획에 한 심의와 평가에

한정돼 있었으며 원회가 직 실행계획을세워 집행할

수 없는 구조 한계를 안고 있었다[8].

4.1.2 지역 전지원특별  시행과 지역

전 원   

지역방송에 한 근의 새로운 계기가 된 지역방송

발 지원특별법은 2014년 6월 3일 제정되었으며, 6개월

이 지난 12월 4일 시행되었다. 조항제는 역사상처음으로

지역 방송을 법 으로 규정한, 달리 말해 제도 ‘공민권’

을 부여한 지역방송발 지원특별법이 마침내 제정되었

다[9]고 하 다.

지역방송발 지원특별법[21]은 목 을 명확히 하고

지역방송의 자율성보장 제 4조의국가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와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계에서 지역방송발

지원에 하여 우선하여 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다. 한 ‘지역방송발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방송발

원회’를 설치토록 명시하 고 7조 ⑤항과 ⑥항에 방송

통신발 기 지원의 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방송통신

원회의 고시로 정하 다(특별법, 7조 ⑥항).

지역방송발 지원특별법 시행령[22]에는 지역방송발

지원계획의 수립과 방송통신발 기 의 지원[23]

지역방송 련단체 산지원 사항과 원회조직과 운

에 해 명시하 다. 시행령 12조에는 업무의 탁으로

특별법 7조 ②항 6호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 을 한 조

사 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에 한 사항과 7조 ②항

8호에 따른 지역방송 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국내외

유통 활성화에 한업무를 명시하 다. 이에 따라 지역

방송에 한 방송통신발 기 지원제한 기 이 방송통

신 원회고시로 2014.12.3. 제정 2014.12.4.일 시행되었다

(방송통신 원회 고시 제2014-22호). 기 지원 제한의

세부기 과 지역성지수평가, 기 지원제한, 기 지원 심

사, 심사 상 기간을 명시하 다.

특별법에 해서 조항제[9]는 격 으로 제정된지역

방송법은 이러한 기 와는 달리 그 게 실효 인 법이

되기 어렵다고 분석하 다. 조항제[9]는 변형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때문에 정책 당국이 이 법에 그 게 극 이

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로컬리즘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

는 방향이다. 신문과 달리 독자 인 재원이 마련되지 못

하고 일반 인 방송통신기 이 된 것은 이의 반 이라고

지 하 다. 최진 [12]도 독립 인 기 이되지 못한

을 아쉽다고 지 하 다.

지역방송발 지원특별법의 법 실효성의 문제와 정책

당국의 집행의지에 의해 좌우 될 수 있다는 소지를 포함

하고 있다는 등은 문제 으로 지 할 수 있다. 지역

방송발 원회 직무 기능에 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질 인 지역방송발 을 지원하는 제도 기

구로서 기능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일반기 인 방송통

신발 기 의 사용보다는 지역방송발 을 한 독자

기 이나 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방

송 평가가 어렵다는 에서도 평가에 한 정교한 방안

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지역성지수의 도입이 지역방

송을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다양성이나 자율성을 제한 할 수도 있다.

2014년 12월 30일 방송통신 원회는 제3기 지역방송

발 원회 원 9명을 하 다. 지역방송발 원회

는 특별법제9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 원회로 원장, 부

원장 지역방송에 하여 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9인의 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이다(방송 원회, 2014.12.30). 김재 ·한상헌[8]은 원

의 수가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확 되는 등의 진일보에

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11조에 규정된 원회의 직무 범

는 이 에 비해 큰 변별이 없다고 비 하 다.

특별법 제11조에 규정된 원회의 직무 범 는 (1)지

역방송발 지원계획 지역방송에 한 주요 지원정책

의 심의와 평가 (2)지역방송의 국 유통기반 마련을

한 시책의 평가 (3)지역방송의 발 을 한 교육․연

구 조사 (4) 지역방송사업자, 유 단체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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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제도 개선 방안마련 (5)방송통신발 기 지원

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6)지역방송의 허가 재허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7)그 밖에 원회의 목 수행을 하

여 필요한 사항이다.

원회의 상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심의와 평가에

한정된 직무 범 등 실질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은

이를 방증한다. 실제 지역방송 육성의 기틀이 될 지원계

획 수립 과정에 지역방송발 원회는 여할 수

없으며 계획안이 나온 다음에야 심의를 한 회의만 2～

3차례 개최된다. 이런 정책결정구조에서는 계획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안을 제기하기어렵고 주어진

계획안의 울타리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8]

며 특별법에 따라 새로 출범한 지발 의 기능과 역할이

이 지발 와 동소이한 수 에 머무는 한 지역방송

정상화는 다시 요원한 과제가될 것이다[8]등의 비

에 놓여 있다.

지역방송발 원회의 회의결과를 보면 안건에 한

심의가 부분이었으며 토론 의견수렴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역방송발 지원계획(안)과 지역방

송발 원회 부 원장 동의에 한 건 등 단 두건

만이 이 기간 심의 의결된 안건이었다. 지역방송발

원회의는 특별법을 구성하는 요한 기구로 볼 수 있으

나 그 기능이 심의, 평가, 조사 등으로 나타나 있어 실질

인 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는 원회의 안건제출에 해서 원은 원회

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회의

개최 내역에는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4.1.3 지역 전지원 계  과 제점

지역방송발 지원계획은 지역방송 지원․육성의 방

향과 내용을 마련하는 일이다. 방송통신 원회가 3년마

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의무사항(특별법 제7조 ①항)으

로 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발 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

다(특별법 제11조 ①항 1호).

지역방송발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특별법 제7조 ②항에 의무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1.지역방송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지역

방송 발 지원의 기본방향 3.지역방송의 발 을 한

장기 연도별지원계획 4.지역방송발 지원을 한 재

원 확보 배분에 한 사항 5.지역방송의 경 개선을

한 기반조성 지원에 한 사항 6.지역방송의 발 을

한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인력양성 지원에

한 사항 7.지역방송 고체계 개선방안, 고․편성․

찬 련 규제 개선방안에 한 사항 8.지역방송 로그램

의 경쟁력 제고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한 사항 9.지

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한평가, 분석 통계에 한

사항이다.

이번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해 방통 는 2014년 11

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연구반을 구성․운 했다. 지원

계획은 지역방송을 둘러싼 황 분석에 이은 4 추진

략과 10 정책과제, 그리고 15개 사업 제시로 구성되었

다[9]. 지원계획은 계 부처와 시․도 의견수렴과 공청

회, 지역방송발 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4일 방통

상임 에서 의결되었다. 방송통신 원회 체회의 의결

을 통해 2015년 6월 11일 이를 확정 발표하 다.

지원계획의 골격은 4 추진 략과 2개의 장기과제

를 포함하여 10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계획

은 제작, 편성․유통, 인력, 재정으로 편재된 것도 이 부

문들이 지역방송의 취약성을 별한다고 볼 수 있다.

4 추진 략과 10 정책과제는 1.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①지역방송 로그램 제작 지원 ②지역사회 공유자

원의 활용 확 ③지역 로그램 제작 기반 강화 2.지역

로그램 유통 진 ①지역방송 로그램 편성규제 합리

화 ②지역방송 유통 인 라 조성[ 장기] 3.지역방송 자

체역량 구축 ①지역방송의 지역성 평가 ②지역방송사 인

자원의고도화 문화 4.재정안정지원제도기반조

성 ① 찬규제 개선 ②방송통신발 기 징수제도 개선

③ 료 배분 체계 결합 매 제도 개선[ 장기]이다.

지원계획에 해서는 김재 ·한상헌[8]의 연구에서는

지역방송의 소유와 경 이 분리되지 않은데서 지역성지

수 평가의 항목 하나로 견제될 수 없으며 지배구조에

한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의제다라고 비 분석을

하 다. 김재 ·한상헌은 지역방송 정상화의 핵심의제가

빠진 지원계획은 무 (無爲)한 겉치 에 지나지 않는다

[8]고 비 하 다.

4.1.4 통신 전  지원 제한 과 제점 

특별법 제7조 ⑥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한 방

송통신발 기 지원 제한 할수 있는기 등에 한세

부 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방통 고시를 통해 지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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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한 방송통신발 기 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3

가지 기 을 제시하고 있다. ①지역방송의 공 책임․공

정성․공익성의 실 가능성이 조한 경우 ②지역방송

의 재허가 시 조건부 재허가를 받는 경우 ③지역성 지수

평가에서 일정수 에 미달한 경우이다. 공 책임 등 실

가능성은 심사 직 1년간을 상으로 지역방송사가

방송법 제18조, 제19조, 제99조 제100조에 따른 처분

을 받은 경우 지역방송사가 공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실 가능성이 조하다고 단하는 경우이다. 조건부

재허가는 직 재허가 심사기간으로 방송법제17조에 따

른 직 재허가 시 해당지역방송사업자에게만 방송 로

그램 제작, 편성 등 양질의 로그램 제공과 련된 사항

에 해 특별히재허가 조건을 부여 받은경우이며, 지역

성지수 평가는 심사 년도 1년간(방송평가 기간과 동

일 지역성지수 평가 결과 600 미만(1,000 만 )인 경

우[11]로 볼 수 있다.

방송에서의 로컬리즘 혹은 지역성은 다양성과 함께

오랫동안 커뮤니 이션 정책에서 추구하는 요한 목표

의 하나이다[13]. 주정민[14]이 지 하듯이 지역방송의

지역성에 한 평가는 부재하 다고 볼 수 있다. 지역방

송이 지역의 특성을 창달하기 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

했는지를 객 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부족했기 때문이

다. 방송평가지수를 통해 간 으로 지역방송의 지역성

을 측정하고있으나이 한주로 앙 방송사를 한 측

정 지표이다. 더욱이 지역방송 로그램은 해당 지역민

을 시청 상층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방송 로그램을

통해 지역성을 구 한다는 특수성을 지니고있다는 사실

을 생각하면 지역성지수 평가의 부재를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15].

지역성지수의 지역성 제고 정책 활용 등여러 의

의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지수는 지속 인 논의와 토론,

연구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할 측면들이 있다. 제시한 지

역성지수의 배 이나 산정기 등의 정교함을더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평가 수의 산정기 한면 한검토

가 필요하다.

4.2 지역 전  한 적ㆍ제도적 지원 안

지역방송발 을 한 법 ․제도 지원방안으로 모

색되어져야 할 부분은, 첫 번째 지역방송발 원회의

제도 개선으로 실질 인 의결기능과 책임을가지는 방

향이 되어져야 한다. 지역방송발 원회는 그 기능이

심의나단순자문기능에 머물러있고특별법제8조에 명

시된 안건 제출 기능은 유명무실하여 구조 · 제도 한

계를 노출하고 있다. 원회의 원 구성도 지역방송

문성과 지역성을 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

며 법정 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상에 맞는 법

제도 권한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두 번째 재원에 한 부분으로 운용기 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김재 ·한상헌[8], 최진 [12] 등이

지 한 바와 같이 지역방송발 을 한 독립 인 지역방

송발 기 의 운용이 요하다. 재의 재원 운용방식을

과감히 환하는 정책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방송의 취약한 분야에 해서

행과 같은 기 편성이나 지원의 틀을 벗어나 특정분야

의 지원에 일정 액이상을 배분 는 일정비율이상을

배분하는 재원의 편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정책 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지역방송의 로그램 제작능력과 유통구조를

지원하는 분야의 활성화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지역

방송발 지원특별법과 지역방송발 원회의 기능

지역방송발 계획을 보면 주요한 방향은 지역방송의 콘

텐츠 제작능력 향상과 지역 로그램 유통 진과 유통구

조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 부분의

지역방송지원계획은 지역방송이 취약한 제작, 편성·유통,

인력, 재정분야에 편재되어 있다[8]. 지역방송의 콘텐츠

제작능력과 유통 진 분야 지원은 단히 시 하고 지역

방송 콘텐츠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통을 진하는데

제도 ·정책 지원을 집 하여야 한다. 최근에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방송종사자의 직무교육 강화와 해외 방송

문 과정 참가 지원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은

의미 있는 일로 이의 확 지원이 요청된다.

한, 특별법에 해서 조항제[9]는 실효 인 법이 되

기 어렵다고 분석하 고 지역방송발 계획에 해 김재

·한상헌[8]은 지역방송 정상화의 핵심의제가 빠졌다고

비 하 다. 특별법과 지역방송발 계획에 한 비

인 분석에서 보여 지듯이 정책당국의 집행의지에 의해

좌우 될 수 있는 법 실효성의 문제와 지역방송 정상화를

한 지원계획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끝으로 ‘지역성지수’의 도입에 한 평가와 제도 보

완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성지수’의 도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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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송에 한 지역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항

제[9]는 확증제도처럼 산정방식여부에 따라 역할 할 수

있지만 평가의 어려운 을 지 했다. 이 듯 지역방송

체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능 할 것인가에 한 문제

를 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성지수의 배 이나 산정

기 등에 한 더 정교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결  

지역방송에서 공 책무로서 공익성(공공성), 지역성,

다양성의 확보는 요하다. 2014년 12월 지역방송발 지

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역방송 발 에 한새로운 계

기가 되었다 지역방송발 지원특별법 시행후 지역방송

발 원회의 기능 확 와 재원 규모, 실질 인 지원 등

에서 다소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지역방송발 을 한

법 ·제도 방안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방송발 을 한 법 ㆍ제도 지원방안을 분석

한 결과 지역방송발 을 한 방안으로 먼 , 지역방송

발 원회의 상에 한 제고로 지역방송발 원회

가 지역방송발 을 한 요한 제도 기구로 치하도

록 실질 인 기능을 활성화하는 제도개선과법 ·제도

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방송발 을지원하기 한 기 의독자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지역방송발 지원이라는 특정목

을 한 기 운용방식에 한 정책 환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방송 로그램 제작능력과 유통구조를 지원

하는 분야의 활성화로 지역방송이 취약한 분야에 한

지원을 확 하고 제도 ·정책 으로 지원을 집 하여야

한다. 이와 련 특정 지원 분야에 한 일정 재원이상이

나 일정비율 이상의 재원을 의무 편성하는 정책 방안

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지역성지수’도입으로 인한 지역성지수 배 이

나 산정기 등에 한 더욱 정교한 방안이 모색되어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방송발 지원특별법이 시행됨으로서 지역방송발

에 한 기 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원방안

의 핵심은 기에 처한 지역방송을발 시키고 지역방송

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한다는

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방안들도 이를 실행하고자하

는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많은 경우를 보면서 지역방송

을 발 시키겠다는 극 인 심과 지역방송의 특수

가치와 다양성을 고양시키는 측면에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방송발 지원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

으로 정책당국의 극 인 정책기조가 보다 더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 ·정책 으로 뒷받침하는 방

안들이 심도 있게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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