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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공개방송은 방송국의 스튜디오나 강당 또는 야외 

등 방송을 제작하는 현장에 방청객을 모아 놓고 실제

의 방송 상황을 공개하면서 제작하는 방송의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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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방청객을 꼽

을 수 있다. 방청객은 프로그램제작 시 제작자의 제

작의도를 실시간으로 평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동

시에 제작 시 제작방향에 맞게 호응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방청객은 제작자와 시청자의 역

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

기 정책으로 인해 방송사에서는 프로그램 제작 시 방

청객의 모집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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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want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cost structure for the LAN audience
system, which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audience system due to the influence
of Covid-19, and to analyze the utilization of the LAN audience system. To this end, the
incremental cost difference between the existing audience system and the LAN audience
system in the production of the broadcast program was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the
broadcasting production case by the actually performed LAN audience system.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existing audience system has a linear cost structure that
increases with the number of audience participants, while the LAN audience system has a
calculated cost structure that gradually increases with the range of audience participant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LAN-line audience system costs more than the audience
system, but the total cost is lower than the audience system for a certain number of people
or more. This is a supplement to the existing audience system, which could not attract more
audiences due to the lack of production costs, suggesting that the online audience system
plays a role in supplementing the open broadcasting pro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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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랜선관객이다.

랜선관객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는 관객을 뜻 하

며 방송뿐 아니라 공연, 행사 등 문화계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랜선관객 

시스템의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온라인 공

연과 온라인 서비스가 아예 공연장을 대체해 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1]. 하지만 급성장하고 있는 랜선

관객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특히 방

송제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작비 원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제작비 원가를 분

석하는 정량적 측면의 분석 결과는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안을 적절히 배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2].

기존의 연구에서 랜선관객 시스템에 대한 원가연

구가 부재하므로 새로운 방송환경의 출현으로 인한 

랜선관객시스템에 대한 원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

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원가구조를 기존

의 방청객 시스템과 비교하는 것은 랜선관객 시스템

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논하고

자 하며, 기존의 방청객 시스템과 랜선관객 시스템의 

원가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랜선관객 시

스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방송제작환경

에 적합한 제작방식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기존 

방청객 모집방법과 랜선관객 시스템의 제작비 변화

에 대한 비교를 통해 랜선관객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

을 파악하여 분석결과에 의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도

모한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은 2020년 11월 SBS 모비

딕 채널에서 방영된 <강남구청 영동대로 콘서트>의 

제작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강남구청 영동대로 콘서

트>의 제작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을 진행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접

근가능성에 있어 효율적이고 용이했기 때문이다. 방

송프로그램 제작 시 경험했던 직접 자료를 토대로 진

행되었으며 무엇보다 제작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설정

함으로서 정확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의의를 두

었다.

Ⅱ. 본론
2.1 랜선관객 시스템의 현황

랜선관객 시스템은 관객 입장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하게 참여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특정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관객의 집이나 편안

한 장소에서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는 문

제의 해결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방송제작의 한 형태

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랜선관객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

객의 분포를 보다 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

점이 매력적이다. 특정장소로 모여야 하는 제약을 벗

어 날 수 있기 때문에 먼 거리의 관객 뿐 아니라 해외

에서도 관객을 모집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국

내뿐 아니라 해외 관객들에게도 서비스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방청객이 필수요소인 공개방송

의 형태 뿐 아니라 일반 프로그램에서도 작은 규모이

지만 랜선관객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표 1> 랜선관객 시스템 이용 프로그램
방송사 프로그램 규 모
MBC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마! 100석

트로트의 민족 100석

SBS 트롯신이 떳다 200석

KBS 도전 골든벨 30석

TV조선 미스트롯2 200석

TVN 코미디빅리그 5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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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관객 시스템은 새로운 형태의 제작방법은 새

로운 시도라는 평가 속에 그 이용 빈도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위 <표 1>의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공개방

송에서 선호를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음악을 

들려주는 장르의 특성상 관객이 필수요소이기 때문

일 수 있다. <표 1>에서 주목해야 할 프로그램으로는 

KBS의 <도전 골든벨>이 있다.

위 <그림 1> KBS <도전 골든벨>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많은 학생이 밀집해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나

가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핵심 구조인 

문제풀이 방식이 온라인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평가는 높게 나타났

다. 이는 랜선관객의 시스템이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

램에서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2.2 랜선관객 시스템의 구조
랜선관객 시스템의 구조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프

로그램제작-방송송출’이라는 단순한 구조에서 제작 

시 랜선관객 시스템에 적합한 제작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단순히 온라인으로 관객이 참여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참여한 관객들의 반응이나 

의견들을 제작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순 랜선

관객 모집이라는 행정적 처리와 더불어 기술적인 처

리도 병행해야 한다. 새로운 시도인 만큼 방송사의 

독자적인 해결보다는 전문집단과의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림 2>는 랜선관객 시스템의 구조를 도식화 시

킨 것이다. 구조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랜선관객을 

모집한다. 랜선관객의 모집은 주로 프로그램 제작진

의 공지로 인해 관객의 참여지원 형식으로 이루어진

다. 프로그램의 녹화시간에 맞춰 미리 지원한 관객이 

온라인에 접속 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 참여한 관객들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관리를 한다. 다수의 인원을 관리 할 수 있는 소

프트웨어를 이용해 관객 개별적으로 보내오는 영상 

및 오디오를 관리하여 녹화 현장에 설치된 LED 모니

터를 통해 제공한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서버의 용량

과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광케이블 또한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소프

트웨어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의 역량에 따라 랜선관

객 시스템의 원활한 진행이 좌우된다.

세 번째로는 관리된 랜선관객의 데이터를 방송프

로그램 녹화에 반영하여 기존 프로그램 녹화를 진행

<그림 1> KBS <도전 골든벨>
출처:KBS <그림 2> 랜선관객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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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단계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관객과 녹

화현장사이의 쌍방향 소통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역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담당

하게 된다.

네 번째로 진행되어지는 녹화를 컴퓨터 소프트웨

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객들에게 영상과 오디오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의 순환구조를 통해 랜선관객

과 녹화현장을 무리 없이 연결시키는 구조를 띄고 있

다.

아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으로 정해진 <강남대로 영동콘서트> 또한 

동일한 랜선관객 시스템 구조를 띄고 있다.

2.3 선행연구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재택 및 

원격근무 등 언택트(비대면) 환경이 조성되는 등 코

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펼쳐지

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시청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는데, 이른

바 ‘랜선(인터넷 연결선)으로 대중의 참여가 급부상하

고 있다[3]. 따라서 방송가는 온라인을 이용하는 랜선

홍보 방식이 코로나19와 미디어커머스를 결합한 프

로그램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4].

코로나19는 방송제작프로그램의 제작환경을 바꿔

놓고 있다. 무관객 녹화, 랜선 프로그램, 크라우드 제

작 등 다양한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다[5]. 방송은 기

본적으로 관객의 리액션이 좋아야 재미가 있다. 이러

한 이유로 관객의 웃음소리나 박수소리를 별도로 제

작하여 삽입하기도 하고, 관객의 반응을 잘 잡아내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에는 관객 

없이 녹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포맷을 시험

하고 있다.

비대면 환경에서 방송의 제작방식이 변한 것의 대

표적 방식이 랜선 활용이다. 관련 사례로 SBS의 ‘트롯

신이 떳다’에서는 600여 개의 화면을 배치하여 방청

객을 모집한 것과 다름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러한 

랜선 관객은 스튜디오에 모이지 않고 각자의 공간에

서 재인적인 촬영장비를 통해 화상으로 연결하여 참

여하였다. 방송제작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채널에 

참여한 네티즌들이 단지 시청자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출자나 출연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거나 반

응을 보이며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방송계뿐만 아니라 문화계 전반으로 ‘랜선’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향후에는 최고의 지

불가치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회사만이 앞으로의 10

년을 이끌 수 있는 평가에 따라 환경에 적응한 가치 

있는 콘텐츠 생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6].

랜선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온오프라인 블랜

디드 러닝의 원가분석[7], 뮤지컬 제작비 비교 분석[8]

등 교육 및 공연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있으나,

방청객 시스템과 랜선관객 시스템을 다룬 연구는 미

진한 실정이다.

방청객관객과 랜선관객에 대한 원가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청객관객 시스템과 랜선관객 시스템의 

<그림 3> 강남대로 영동콘서트
출처:SBS모비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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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분석을 통한 원가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랜선관객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Ⅲ. 연구결과
랜선관객 시스템은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첫째로는 

방송제작 외에 전문기술이 필요하며 둘째로는 기존 

제작대비 제작비의 상승이라는 부가적인 문제가 나

타난다. 보편적으로 방송제작은 방송설비 인력과제작

비 및 시청률을 고려해 제작 전략을 수립한다. 이때 

최우선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제작비이다. 이는 제작

비 범위 안에서 모든 제작계획이 짜여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청객관객과 랜선관객의 

증분 원가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다. 이러한 기존 방

청객관객 시스템의 원가와 새로운 랜선관객 시스템 

원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원가 이외의 원가(관객 시스

템 외에 소요되는 방송제작비, 기술제작비, 부대사업

비, 일반관리비)는 방청객관객동원 프로그램과 랜선

관객 프로그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이 랜선관객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작에 참여하여 수행한 <강남구청 영동대로 콘

서트>에 소요된 랜선관객 시스템의 원가와 기존의 

방청객관객 동원 시스템의 원가를 구분하여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로 인해 랜선관객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

에 참여하여 수행한 <강남구청 영동대로 콘서트>는 

랜선관객 50명을 동원하여 3시간 녹화로 진행되었다.

이를 기존의 방청객 관객 시스템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가를 산정하였다.

다음의 <표 2>는 방청객 전문업체를 통해 <강남구

청 영동대로 콘서트>와 유사한 방청객 동원 프로그

램을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제작비 현황이다.

<표 2>의 방청객관객 시스템의 경우 평균 방송프

로그램 녹화가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상황으로 교통비

와 식사비를 포함한 방청객 1인당 녹화참여비는 

35,000원의 변동비용이 발생한다. 녹화시간이 길어지

는 경우에는 책정된 시간당 방청객 녹화참여비가 

1,750,000원인 경우에 비해 100명의 방청객이 녹화에 

참여하였다면 3시간 녹화기준으로 3,500,000원의 방

청객 녹화참여비가 발생하게 되므로 방청객 녹화참

여비는 변동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방청객동

원 프로그램 부대비용은 대부분 관객 인원수에 상관

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

으나 이 중 의자 대여료는 관객 인원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변동비의 성격을 가지며, 운영요원 인건비

는 계단식의 고정비용의 성격을 가진다.

다음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랜선관객 시스템에 따른 

제작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표 3>은 본 

연구진이 랜선관객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에 참여한 

<강남구청 영동대로 콘서트>에 소요된 랜선관객 시스

템 영역의 실제로 사용된 제작비 산출내역이다.

<표 2> 방청객동원 프로그램 제작비(50명 기준,3시간 녹화)
대구분 항목 금액 비고

방청객

녹화참여비

방청객 수당 27,000원 1시간당 9,000원

방청객교통비 2,000원 1인원당  2,000원

방청객식사비 6,000원 1인원당  8,000원

1인당참여비 35,000원
1인당 방청객 

녹화참여비

총 합계(A) 1,750,000원
총 녹화참여비

(=35,000원×50명)

방청객동원

프로그램

부대비용

공간 임차료 78,000원
최초1시간(26,000원)

+초과시간당(13,000원)

의자 대여료 60,000원 1개당 1,200원

운영요원

인건비
500,000원

500,000원/50명
방청객관객 기준 당

운송 차량비 200,000원 운송차량비용

총 합계(B) 838,000원 총 부대비용

방청객동원 제작비

합계(A+B)
2,5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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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랜선관객 시스템의 경우 내역을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랜선관객 프로그램 제작

을 위해 부차적으로 필요한 랜선시스템 임차료 중 

LED장치 및 하드웨어 항목은 기본비용이 5,000,000원

으로 300인치 TV모니터에 랜선관객을 보여주는 시스

템 비용으로서 한 세트 당 200명읜 랜선관객을 효과

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용이며, 중계 및 랜선 항목

은 기본비용이 3,000,000원으로 인원수와 상관없이 지

출되는 비용을 나타낸다. 랜선관객 시스템 제작비의 

경우 랜선관객의 참여 인원수가 늘수록 랜선관객에 

대한 운영위원 인건비가 추가되어지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50명인 경우 랜선관객에 대한 운영

위원 인건비가 500,000원인 경우에 비해 100명의 방

청객이 녹화에 참여하였다면 3시간 녹화시간 기준으

로 1,000,000원의 랜선관객에 대한 운영위원 인건비가 

발생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방청객동원 프로그램 

제작비와 달리 랜선관객 프로그램 제작비의 경우 중

계 및 랜선과 공간 임차료는 관객 인원수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LED장치 및 하드웨어와 운영위원 인건비는 계단식

의 고정비용 성격을 가지고 있어 관객 수에 따른 변

동비의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표 2>와 <표 3>의 제작비에 기재

된 항목 외의 제작비(카메라, 조명, 음향, 무대장치 

등)는 방청객동원 프로그램과 랜선관객 프로그램이 

동일하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에 대한 기존의 

방청객관객과 랜선관객의 관객 수에 따른 원가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 4>는 녹화시간 3시간 기준 방청객 관객

과 랜선 관객의 인원수에 따른 두 시스템 간 제작비 

변화 추정액의 추이 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객의 인원수에 따라 두 

시스템 간 원가는 변화하고 있다. 즉, 관객 인원이나 투

입량의 변화에 따라 원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

하는 것은 관련 원가자료를 계획과 통제목적에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두 시스템 간 원가동인에 따른 

총원가가 변화하는 총원가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원가

형태(cost behavior)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랜선관객 프로그램 제작비(50명기준,3시간녹화)
대구분 항목 금액 비고

랜선시스템

임차료

LED장치 및 

하드웨어
5,000,000원

300인치 

TV모니터기준

(200명 기준)

중계 및 랜선 3,000,000원 기본 고정비

총 합계(A) 8,000,000원
총 랜선시스템 

임차료

랜선관객

프로그램

부대비용

공간임차료 78,000원
<표 2>와 

동일기준

운영요원

인건비
500,000원

500,000원/50명
랜선관객기준 당

총 합계(B) 578,000원 총 부대비용

랜선관객 제작비 합계

(A+B)
8,578,000원

<표 > 관객 인원수에 따른 두 시스템 제작비 변화 추이 비교
(단위: 천원)

인원수 50명 100명 200명
구분 방청객 랜선 방청객 랜선 방청객 랜선

변동비 1,810 3,620 7,240

고정비 278 3,078 278 3,078 278 3,078

계단식

고정비
500 5,500 1,000 6,000 2,000 7,000

총제작비 2,588 8,578 4,898 9,078 9,518 10,078

인원수 400명 600명 800명
구분 방청객 랜선 방청객 랜선 방청객 랜선

변동비 14,480 21,720 28,960

고정비 278 3,078 278 3,078 278 3,078

계단식

고정비
4,000 14,000 6,000 21,000 8,000 28,000

총제작비 18,758 17,078 27,998 24,078 37,238 3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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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하였다. 첫째,

총원가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소를 의미하는 원가동

인(cost driver)은 관객 수로 설명한다. 둘째, 방청객

관객 시스템의 경우 인원수와 변동원가 간에는 직선

으로 표시되는 선형 원가방정식을 가정하며, 랜선관

객 시스템의 경우 인원수와 변동원가 간에는 관련범

위(50명 또는 200명 단위)내에서 증가하는 계단식으

로 표시되는 원가방정식을 가정한다. 셋째, 방청객동

원 시스템과 랜선관객 시스템의 고정비는 원가동인

과 관련이 없다고 가정하고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

와 같은 가정 하에서 두 시스템의 원가방정식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일반적인 원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총원가는 흔히 

원가동인과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이 지출되는 고정비

와 원가동인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비로 구성된다.

TC = FC +vc×Q

㈜ TC: 총원가, FC:고정비, vc:원가동인당 변동원가,

Q:원가동인(관객 인원수)

우선 방청객동원 프로그램 제작비 원가방정식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방청객관객 시스

템의 경우 관객 인원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

(공간 임차료, 운송차량비)로서 총 278,000원이 발생

하며, 관객 인원수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변동비(방청

객 녹화 참여비, 의자 대여료)로서 1인당 36,200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계단형 고정비(운영요원 인건비)로

서 50명의 관객 기준으로 500,000원의 비용이 관련범

위에서 계단형 모양으로 증가한다.

방청객관객 시스템의 총원가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C = 고정원가 + 변동원가 + 계단형 고정원가1

= 278,000 + 36,200×Q1 + 500,000×Q2

㈜ TC: 총원가, FC:고정비, vc:원가동인당 변동원가,

Q1:원가동인1(관객 인원수),

Q2:원가동인2(관련범위 최대관객 인원수 50명 단위)

다음으로 랜선관객동원 프로그램 제작비 원가방정

식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랜선관객 시

스템의 경우 고정원가와 계단형 고정원가로 구성된

다. 관객 인원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공간 임

차료, 중계 및 랜선)로서 총 3,078,000원이 발생한다.

그리고 계단형 고정비는 두 가지로서 계단형 고정비

1(운영요원 인건비)로서 50명의 관객 기준으로 

500,000원의 비용이 관련범위에서 계단형 모양으로 

증가하며, 계단형 고정비2(LED장치 및 하드웨어)로

서 200명의 관객 기준으로 5,000,000원의 비용이 관련

범위에서 계단형 고정비2(LED장치 및 하드웨어)로서 

200명의 관객 기준으로 5,000,000원의 비용이 관련범

위에서 계단형 모양으로 증가한다.

랜선관객 시스템의 총원가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TC = 고정원가 +계단형 고정원가1 +계단형 고정원가2

= 3,078,000 +500,000 ×Q2 +5,000,000×Q3

㈜ TC: 총원가, FC:고정비,

Q2:원가동인2(관련범위 최대관객 인원수 50명 단위)

Q3:원가동인3(관련범위 최대관객 인원수 200명 단위)

다음의 <그림 4>는 원가동인(관객 인원수)에 따른 

방청객관객 시스템과 랜선관객 시스템의 원가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두 시스템 간 총원가 변화

를 살펴보면 방청객관객 시스템의 경우 원가동인(관

객 인원수)에 대해 변동비에 따라 증가하는 원가 구

조를 보이고 있으며, 랜선 관객 시스템의 경우 계단

식 고정비용이 증가하는 원가 구조를 보여 두 시스템 

간 원가 구조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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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4>에서 보듯이 350명까지는 랜선관객 

시스템이 총원가가 상대적으로 초기에는 많이 소요

되고 있으나, 일부 구간(350명에서 400명 미만 구간,

500명 이상 구간)에서는 방청객관객 시스템보다 총원

가가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Ⅳ. 결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송사에서는 공개 프로그램 

제작 시 방청객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랜선관객 시스템

이다. 방송뿐 아니라 공연, 행사 등 문화사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랜선관객 시스템에 대한 행태 

분석 및 향후 관련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새롭

게 나타나고 있는 랜선관객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시스템의 현황과 구조를 살펴보았으

며, 또한 기존 방청객관객 시스템과 랜선관객 시스템

의 제작비를 비교 분석하였다.

랜선관객 시스템은 기존의 방청객관객 시스템과 

비교할 경우 관객 입장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작자 입장에

서는 랜선관객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

이므로 관객의 분포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

며, 특정장소에 모여야 하는 제약을 벗어나 먼 거리

의 관객뿐 아니라 해외에 소재하는 관객까지 다양한 

관객을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랜선관

객 시스템은 제작 시 랜선관객 시스템에 적합한 새로

운 제작고조를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도 동시에 가지

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청객관객 시스템과 비교 

시 추가적인 모집 방식, 기술적 장비 마련 및 관련 전

문인력의 역량이 요구된다.

랜선관객 시스템의 원가구조를 살펴본 분석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방청객관객 시스템의 제작

비의 경우 관객의 참여 인원수에 따라 증가하는 선형

의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반해 랜선관객 

시스템의 제작비의 경우 관객의 참여 인원수의 관련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계단식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객의 참여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방청객관객 시스템보다 총원가가 많으나 

관객이 늘어날수록 총원가가 낮아지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제작비의 부족으로 보다 

많은 방청객을 동원할 수 없었던 기존의 공개방송 제

작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이다.

향후 랜선관객 시스템의 제작비(원가)와 효익을 비

교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방송제작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개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방청객

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현 방송제작 시스템 상 

방청객의 증가를 꾀할 수 있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랜선관객 

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 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행

해지는 일시적인 방법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랜선관

<그림 4> 방청객관객 시스템과 랜선관객 시스템의 원가 함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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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방청객관객과 랜선관객의 증분 원가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어 기타 추가적인 원가

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으며, 하나의 프

로그램 사례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본 연구에

서 수행한 원가분석 방법 이외의 활동기준 원가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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